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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역할 변화1

1-1. 국내 산학협력단 현황

1-2. 산학협력단 역할 변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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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단의역할변화 1-1. 국내산학협력단현황

§ 2003년 산촉법 시행 이후 대부분
대학 산학협력단 설립

§ 독립법인의 전문적인 연구비 관리
§ 전문성 강화로 학교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대학 및 공공연구소 TLO설립 현황>

§ 산학협력단과 연구처의 공존으로
자율성 확보 미흡

è 적극적인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의
어려움

§ 간접비 중심의 수익구조
è소극적인 연구비 정산/관리

업무에 편중

§ 산학협력단의 전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è 산학협력단 직원의 열악한 처우로
전문인력 채용 및 활동 부족

산학협력단 설립 취지 및 역할 국내 산학협력단 현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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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단의역할변화 1-2.역할변화의필요성

§ 경쟁심화에 능동적 대응 위한 산학협력단 체질 개선 요구

§ 연구개발 전주기에 대한 입체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수익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 강화 필요

Paradigm Shift

과제관리

Passive
산학협력단

과제정산

기술이전

행정지원

과제기획 및 유치

Active
산학협력단

과제관리 및 정산

전략적 특허관리

기술이전
사업화

특허관리

As is To Be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Lab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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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직개편 및 업무체계2

2-1. 산학협력단 조직

2-2. 기술경영센터(TLO) 확장개편

2-3. 기술경영센터(TLO) 업무개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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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부단장 산학협력부단장
(기술이전센터장)

연구지원국 연구진흥국

2국 1센터 9팀

연구지원팀 연구진흥팀

1처 2팀

연구정책부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과제기획팀

과제관리팀

과제정산팀

경영지원팀

감사팀

연구기획팀

연구진흥팀

기술사업화팀

특허전략팀

개편 전 조직

과제관리 중심의 소극적 업무
전문성 미흡
과제관리 중심의 소극적 업무
전문성 미흡

연구처/산학협력단 역할구분 모호
자율적인 업무 진행 미흡
연구처/산학협력단 역할구분 모호
자율적인 업무 진행 미흡

인사 시스템 부재
구성원의 조직 동화 미흡
인사 시스템 부재
구성원의 조직 동화 미흡

2. 조직개편및업무체계 2-1. 조직도 (개편전)

수익 창출 조직으로의 변신 필요수익 창출 조직으로의 변신 필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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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획센터 기술경영센터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3센터 8팀 1처 2팀

과제1팀

과제2팀

과제3팀

과제지원팀

인사기획팀

감사회계팀

기술사업화팀

산학/특허전략팀

*연구정책부처장

연구지원팀

연구진흥팀

*과제관리센터

*과제관리센터장/연구정책부처장 겸직

2. 조직개편및업무체계 2-1. 조직도 (개편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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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주요 업무

연구 정책/기획연구 정책/기획

기타 연구지원서비스기타 연구지원서비스

교내 연구 진흥교내 연구 진흥

산학협력단 주요 업무

연구과제 및 특허 관리연구과제 및 특허 관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산학협력과제 유치 지원(ILO)산학협력과제 유치 지원(ILO)

내부직원 동기부여/인사관리내부직원 동기부여/인사관리

2. 조직개편및업무체계 2-1. 조직도 (개편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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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내용 / 기대 효과

연구과제 및 특허 관리연구과제 및 특허 관리

§ 연구처 : 심층적-전문적 교내 연구진흥 기능 확대 및 연구 기반환경 조성
§ 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관리,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비중 강화

업무 기능별 센터 중심 재편 운영업무 기능별 센터 중심 재편 운영

§ 유관 업무 기반으로 센터 및 팀 재구성 : 3센터 / 8팀
§ 과제업무 표준 프로세스 정립(과제지원팀 신설)
§ 정부산하기관 업무 일괄 처리(과제2팀)
§ 과제 협약 및 정산 동시 수행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적 구조 개편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적 구조 개편

§ 실무형 팀장(파트장)제 도입 및 직급 체계 (팀원-파트장-팀장-그룹장) 도입
§ 결재라인 축소 : 팀원-팀장-센터장-단장
§ 조직원 사기 진작(리더십기회 확대,성과급 확대)

산학협력 기능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 극대화산학협력 기능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 극대화

§ 산학과제(민간기업) 업무 기술경영센터로 이관
§ 기술사업화 강화(기술지주회사, ILO, GLO 등)

2. 조직개편및업무체계 2-1. 조직개편기대효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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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개편및업무체계 2-1. 조직개편공간배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 과제관리센터

과제 1팀

과제 2팀

과제 3팀

과제지원팀

산학협력단 – 과제관리센터

인사기획팀

감사회계팀

산학협력단 – 운영기획센터

기술사업화팀1

산학/특허전략팀
기술사업화팀2

산학협력단 – 기술경영센터연구처

연구지원팀

연구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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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팀 1팀에서 1팀 3파트로 확장 (4명->9명)
• 기술이전파트 : 기술분야별 전담 마케터 배치
• 기술기획파트 : 재고특허 이전 활성화 방안 마련

산학연계 연구개발 과제 유치 강화(ILO)
• 기술지주파트 :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우수기술의 직접사업화

§ 특허전략팀 1팀에서 1팀 2파트로 확장 (4명->7명)
• 특허전략파트 : 특허 전주기 컨설팅을 통한 양질의 특허 창출 및 관리
• 산학과제파트 : TLO 주도 산학과제 전담관리

주요 개편내용

산학협력단장

기술경영센터(TLO)

기술사업화팀

기술이전 기술기획 기술지주 산학과제

산학특허전략팀

특허전략

2. 조직개편및업무체계 2-2. 기술경영센터(TLO) 확장개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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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팀 특허전략팀Before

기술기획파트

기술지주파트

기술이전파트

After 기술사업화팀 산학/특허전략팀

지재권정책
성과관리

TLO 사업관리

국내특허
발명평가

해외특허//기술료//CK 사업 운영

-전기/전자 -기계/소재

-의약/바이오-화학/화공/기타

우수
기술이전

재고
마케팅

ü해당기술분야 전공자를 배정하여
업무전문성 확보

ü교수별 전담è업무처리 창구 일원화

우수기술이전

재고마케팅 ILO

CK사업 기술료관리

기술지주회사지원 교원창업지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대외협력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2. 조직개편및업무체계 2-3. 기술경영센터(TLO) 업무개편

산학과제파트

특허전략파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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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센터(TLO) 비전 및 중점추진사업3

3-1. 비전 및 목표

3-2. 업무추진 체계

3-3. 중점추진사업 – ILO/GLO체계 구축

3-4. 중점추진사업 – 미활용 기술이전마케팅 강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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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기반 구축자립기반 구축 수익모델 다각화수익모델 다각화 선도 경쟁력 확보선도 경쟁력 확보

* EAGLE : Efficient  Approach to  Global  Leading  Entrepreneur 

TLO ILO GLO 기술지주회사

Top Clas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3.비전및 2011년도중점추진사업 3-1. 비전및목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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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협력
인프라 확대

사업화
역량 강화

기술 이전
증대

수익 모델
다각화

자립형 TLO
역량 확보

3.비전및 2011년도중점추진사업 3-1. 비전및목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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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축 : 각 팀의 정책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
* 가로축 : 개별 기술이전 단위로 협력 수행

3.비전및 2011년도중점추진사업 3-2. 추진체계

미활용 기술이전마케팅 강화
§과제창출/과제관리/특허관리/기술이전/사업화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주기를 관장하는 업무체계 구축

성과목표

추진 체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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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Industry Liaison Office)
GLO(Government Liaison Office)

중점추진사업 1 기반 구축

과제기획
및실행

Seed
발굴

Net-
working

기술기획
파트

미활용 기술이전마케팅 강화
§과제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산학협력단의 능동적 역할 모색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수익 창출 극대화

추진배경

§보유기술 발굴 및 패키징

§Client 발굴 및 DB구축

§시장 정보 수집

§정부/산학 과제 발굴 및 제안

§교수/기업 및 정부기관 Pool

§협력기관 네트워크 강화

추진 체계

3.비전및 2011년도중점추진사업 3-3. 중점추진사업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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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산학연구협의회 운영

§ 수요 기술 군별 민간 기업/정부 연구개발 정기적 수요 조사 실시

§ 과제발굴 및 유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산학협력단 전체 수익 증대

§ 산학협력단 수익 다각화

§ 민간기업/정부/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ILO(Industry Liaison Office)
GLO(Government Liaison Office)

중점추진사업 1 기반 구축

추진전략

기대효과

3.비전및 2011년도중점추진사업 3-3. 중점추진사업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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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특허 마케팅 전담인력 보강(2명)을 통한 마케팅 강화

§기술 이전 시나리오별 효과적 마케팅 기법 적용

§업무 협력 파트너 발굴 및 활용

§특허비용 절감

§유휴기술의 사업화로 인한 연구의욕 고취

미활용 기술이전마케팅 강화미활용 기술이전마케팅 강화

미활용 기술이전마케팅 강화

중점추진사업 2

추진전략

기대효과

§미활용 특허로 인한 특허비용 부담 증가

§소수 기술이전 전담인력으로는 마케팅에 한계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피드백 및 전략적 특허관리 필요

추진배경

3.비전및 2011년도중점추진사업 3-3. 중점추진사업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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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센터(TLO) 중장기 발전 계획4

4-1. 중장기 발전모델

4-2. 중장기 수익목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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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발전모델및수익목표 4-1. 중장기발전모델

조직 개편 후조직 개편 전 중장기

수동적 TLO 중심에서 능동적 TLO/ILO/GLO를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

TLO

GLO ILO

TLO

GLO ILO

TLO

GLO ILO

• 수동적 연구/성과관리
• 간접비/기술이전 수익 기반
성장

• 연구개발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능동적 전주기 활동

• TLO/ILO/GLO 균형 성장
• 기술지주회사 수익 극대화

• 능동적 연구/성과 관리
• TLO 수익의 안정화
• ILO/GLO 기반 구축
•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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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발전모델및수익목표 4-2. 중장기수익목표

2009 2010 2011 2012 2015~

TLO 조직 확대
-기술이전/기술기획/기술지주회사

-산학/특허전략

TLO 조직 구축
-기술사업화팀
-특허전략팀

TLO 조직 정착
-TLO/ILO/GLO 시너지
-기술지주회사 안정화

• 선도 TLO 사업 시작
• 조직기반구축,기술이전실적증가
- 교수별 미팅,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투자연계 프로그램 발굴

• Advanced 기술이전시스템
• 전략적 특허관리
•지주회사 자회사 M&A/IPO 
수입 확대
• TLO/ILO/GLO 시너지 창출

• 경상기술료 수입 확대
• 기술이전마케팅 강화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ILO
체계 구축

•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기반 조성 단계 성장 단계 자립기반 구축 단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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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연구처/산학협력단조직개편총괄

§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 기능 분리

§ 업무 기능별 센터 중심 재편 : 
과제관리센터, 운영기획센터, 기술경영센터

§ 기술경영센터 확대(TLO) 확대 :
8명 -> 16명
2팀 -> 2팀 5파트(기술이전, 기술기획, 기술지주, 특허전략, 산학과제)

§ 실무형 팀장(파트장)제 도입 및 직급 체계(팀원-파트장-팀장-그룹장) 도입

§ 산학협력단의 자율성 확보로 적극적 기술이전/사업화

§ 소극적 연구비 정산/관리 업무에서 체계적 과제관리 및 적극적 과제유치

§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인력 채용 및 활동으로 산학협력단 전문성 강화

조직 개편 정리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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