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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사업 사전 정책연구2013. 11 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

PCP 사업 정책연구 및 TF 구성2014. 02 미래창조과학부

참여 대학 확정2014. 06 서울 소재 6개 대학

참여 금융기관 확정2014. 07 기업은행, 기보, 아이디벤처스

사업운영법인 설립2014. 08 ㈜한국피씨피

PCP사업 협약식 개최2014. 11 11월 5일, 서울시 등 16개 기관 참석

문정지구 사업개시2015. 02 1차 사업지 (민간)

성수지구 사업개시2015. 09 2차 사업지 (서울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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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상용화플랫폼 (PCP, Patent Commercialization Platform)

대학∙공공R&D기관
(기술공급자)

민간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특허기술상용화 지원

정부∙지자체

기술금융기관

민간및정부재원
+

기술사업화 전문역량

중소기업
(기술수요자)

. . .

R&BD 사업지원

(상용화자금지원)

기술금융지원
(투∙융자, IP금융)

○ 대학 및 공공 R&D 기관의 특허기술을 협약된 중소기업에 일정조건 (R&D 라이센싱) 하에 지원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R&BD 사업을 연계하여, 특허기술 상용화에 기반한 산학협력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 현재 국내 주요 24개 대학이 기술공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 주요 대학의 참여 확대를 협의 중

○ 서울시 전역, 성동구, 송파구 등지에 8,800개社 기업 네트워크 보유, ‘15년부터 200개社 이상의 기술매칭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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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부족

- 중소기업 대부분이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기술부족 상태

- 외부 역량을 통한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 필요

중소기업

•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부족

- 최근 특허 출원·권리화 부문에서의 성과는 매우 우수

-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는 부족한 상태

- 기술마케팅을 위한 기업과의 접점 부족하여, 사업화에 애로

대 학

➢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대학의 특허기술 등 외부 혁신역량을 지원하는 모델로 차별화를 기대

➢ 중소기업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기술을 쉽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역량 강화를 기대

➢ 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하여,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촉진을 기대

(※ 현재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전체의 약 90% 내외를 차지)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특허기술 등 외부의 혁신역량 도입을 통한 기술경쟁력의 강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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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차체 기술금융기관민간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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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술사업화 모델

기업이 대학 보유 특허기술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일부 비용을 지급

PCP 사업 모델

기업의 비용부담 없이, 전문가를 통해 국내 주요

대학 특허기술 중에 선별하여 맞춤 제공

특허기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용화 검증 없이

기술료를 선지급하여 상용화에 실패할 경우, 기업

이 막중한 리스크를 부담

최대 1년간의 충분한 사전 상용화 검증 후, 기업

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상용화 리스크를 최소화

대부분의 기술이전사례를 비추어 볼 때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료 지급 후 지원이 종료되며, 후속 상

용화 및 사업화는 기업이 스스로 진행

후속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금융(보증, 투자, 

융자 등) 우대 프로그램 지원 및 정부·지자체 의

R&BD (상용화 개발비 지원) 연계 등을 지원



- Page 8 -

수요기술 접수 • 기술수요 조사서 및 수요기업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기술을 접수

수행기관
수요기술 검색

• 수행기관(한국피씨피)에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24개 대학의 기술을 검색

2차 대학
수요기술 검색

• 기술공급기관(대학)에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당 대학의 기술을 검색

기술정보 제공 • 적합성, 사업화·기술이전 가능성 기준 선별된 기술정보를 수요기업에 전달

수요기술 매칭 • 수요기업 및 연구자의 사업화 추진의지 등을 감안하여, 최종 수요기술을 매칭

발명자 기술상담 • 기업 담당자와 대학의 기술이전 담당자 및 기술의 발명자와 기술상담을 진행

후속 사업화 • 시제품제작지원, 기술이전, 상용화 R&D 등 상용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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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술조사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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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담회 대학 기술매칭 상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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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 ~ ) : 성수산업집적지 특허기술상용화플랫폼 사업 (주관, 서울시 지원)

사업지 성동구 성수산업집적지

사업대상 성수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연간 50개社 지원)

사업기간 2015년 11월 ~ 2017년 10월 (총 2년)

참여기관
(대학) 건국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세종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등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아이디벤처스(주) / (지자체) 서울시, 성동구

사업내용
- 입주기업에게 24개 대학의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매칭을 제공하고, 1년간 R&D 라이센싱 및 사업화를 지원

- 기술수요상담, 기술매칭, 기술·시장분석 보고서 작성, 발명자 자문, 후속사업화 연계를 패키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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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도 주요 지원 성과

성과 구분 달성치 성과 구분 달성치

기업지원 건수

기술DB 구축건수

기술매칭 건수
(R&D 라이센싱)

기술이전 건수

98개社

3만5천건

960건

5건

시제품제작 건수

기술지도·상담 건수

기술이전 금액

8건

358건

4.6억원

○ 24개대학의 3만5천건의특허를기반으로 98개기업에게 960건의 R&D 라이센싱을제공

○ 358건의기술상담및 8건의시작품제작지원으로, 5건 4.6억원규모의기술이전계약을체결

기술상담회 개최 건수 4회
(535명, 203개 기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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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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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 (2.27) 2차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 (6.28) 3차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 (10.26)

- 8개 대학, 65개 기업에서 91명 참석

- 35개 기업이 58건의 금융·기술상담

- 3개 대학의 사업화 우수사례 발표

- 산업은행, 기보 기술금융 발표·상담

- SBA의 R&D 지원사업 소개

- 22개 대학, 87개 기업 206명 참석

- 28개 기업 136건의 기술상담을 수행

- 특구재단의 연구소기업 제도 발표

- 생명연·KISTI 우수기술 발표·상담

- 6개 대학 패키징 기술 발표·상담

- 15개 대학, 18개 기업에서 121명 참석

- 18개 기업이 96건의 기술상담을 수행

- PCP사업 안내 및 주요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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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社
• 식품바이오 전문기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매출 200억 내외의 강소기업

• 코스닥 상장 및 사업확장을 위해 기능성 식품 소재 기술을 물색

대상
기술

• 기술명 : AHG를 이용한 기능성화장품 소재 및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 기술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김경헌 교수)

• 이전건수 : 총 7건 (양도 3건, 전용실시 4건)

• 기술개요 : 한천의 단당류를 고수율 생산하여 미백, 보습, 항산화, 항염증 기능성 바이오 소재로 활용

주요
성과

• 수요발굴, 발명자 자문, 시제품제작, 자회사설립, 연구소기업 등록, R&D 연계, 투자유치를 패키지로 지원

• 고려대 보유 특허 7건에 대한 기술이전(양도 3건, 전용실시 4건) 계약을 체결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연구소기업 등록, 특구 및 연구마을 R&D 연계, 브릿지페스티벌 투자유치대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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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社
• 디스플레이 및 화학공장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감지 테이프를 공급 기업

• 기술이전 경험이 있으며, 대기업 공급을 위한 누출감지 개선기술을 물색

대상
기술

• 기술명 : 육안으로 분석 물질의 존재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 가능한 색변환 센서

• 발명자 :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정헌 교수

주요
성과

• 성균관대 특허 2건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 기술 적용 제품을, LG화학,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반도체) 등에 공급 중이며, 해외 거래처로 확대 중

• 주요 거래처(LG디스플레이)에서 기존 무기화학물외 유기화학물 누출 감지 테이프에 대한 공급을 의뢰

• 성균관대 연구실과 협업하여,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사용중인 유기용제 시료를 활용하여 개량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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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社
•유해화학물질 누액감지 케이블 및 동파방지 히팅 케이블 등 생산 판매 기업

•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 등 대기업 공급업체

대상
기술

• 기술명 : 정전분무방법을 이용한 부도체의 코팅방법 및 누액감지 케이블 외 1건

• 발명자 :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신동욱 교수

주요
성과

• 한양대 보유 특허 2건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 한양대 및 연세대와 추가 2건의 기술에 대해 ‘18년 2월 경 기술이전을 협의 중 (상용화 테스트 진행 중)

• 시제품제작 1건, 추가 수요 기술에 대한 권리성분석 1건, 정부사업연계 기술성분석 컨설팅 1건을 지원

• 이전기술 상용화한 제품을 생산시 연 매출 60억원 예상, 자체자금을 투자하여 생산설비 및 공장을 구축 중

• 상용화 자금 조달을 위해 산업은행의 R&BD 전생애주기 지원 프로그램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술금융을 연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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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社
• 탈모관리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산학협력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 국내외 특화제품 개발을 위해 탈모방지 및 발모관련 특허기술 이전을 희망

대상
기술

• 기술명 : 두피 세정 및 탈모 예방용 습윤티슈

• 발명자 : 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 김형주 교수

주요
성과

• 건국대 보유 특허 1건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 진행 중

•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외부 전문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BM설계 1건을 지원

• 기존 제조 공정에 바로 적용 가능하며, 기업의 기술수요에 정확히 일치, 현재 물질 제제에 대한 테스트 진행 중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금융 프로그램 연계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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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社
• 딥러닝 기반 뷰티테크 스타트업

• 피부 이미지만을 이용한 딥러닝 기술로 피부를 분석하는 기술 이전을 희망

대상
기술

• 기술명 : 영상을 이용한 피부 온도 추정 및 피부 온도 검출 장치 외 1건

• 발명자 :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홍광석 교수

주요
성과

• 성균관대 특허 2건에 대해 기술이전(양도) 계약을 체결

• 대학과 공동 시제품제작을 지원하여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 기업의 수요와 정확히 일치하는 기술매칭

• 딥러닝 기반 서비스 기업으로, AI 등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

• 청년 스타트업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사례,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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