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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기술이전 활성화를활성화를 위한위한
보도자료보도자료 작성법작성법

KAIST KAIST 기술사업화팀장기술사업화팀장 이주현이주현



What’s the “magic sauce”?What’s the “magic sauce”?
Why is MIT able to do so much technology transfer?Why is MIT able to do so much technology transfer?

--do a lot(Volume) do a lot(Volume) StrategyStrategy

--(hit the lottery!)(hit the lottery!)

“Technology Transfer is a Contact Sport”“Technology Transfer is a Contact Sport”

• Lita Nelsen(MIT)
• September, 2009

• KAIST, Korea

We still maintain and encourage many We still maintain and encourage many 

activities where the university, its students activities where the university, its students 
and faculty mix on a continuing basis and faculty mix on a continuing basis 

with the business community:with the business community:

– Companies

– Venture capitalists

– Angel investors

Forming an “Entrepreneurial EcoForm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system”

Entrepreneurship is in the air!Entrepreneurship is in the air!



ll언론에언론에 보도되는보도되는
보도자료보도자료 작성의작성의 노하우와노하우와 사례사례

ll기술이전기술이전 관련관련
보도자료는보도자료는 어떻게어떻게 작성하는가작성하는가??

ll기타기타 설명자료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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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0년년 국감의국감의 이슈이슈!!

휴면특허, 장롱특허

저조한 기술이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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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기관이

OOO 기관이

OOO 기관

OOO 기관이





언론 홍보를 하겠다는 뜻!

기자 상대를 하겠다는 뜻!

기자는 뭐고 언론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발로 뛰어 쓴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기자는 평화보다 갈등과 경쟁에 주목한다.

=트렌드 변화를 주시한다. 예외를 좋아한다.

•기자는 멋진 취재원과 친해지기를 원한다.

★멋진 취재원=저널리즘을 이해 = 예의 갖추고 감정 억제

★안 멋진 취재원 = 홍보만 하려는 사람, 피드백 안하는 사람

자신감없는, 경솔한, 부정확한 사람

• 언론에 보도되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와 사례



• 서울: 교과부 과학 기자실 (35-50)

교과부 교육 기자실 (31-50)

• 대전: 중앙일간지 대전주재 (10-10)

대덕특구 출입기자단 (15-22)

기자 = 출입처 제도(출입기자단)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단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입기자단

중앙일간지 대전주재 기자단

(35 ≥ 31≥10)+15 = 50개 언론사

50+50+10+22 = 132명의 기자

KAIST 
기 준

• 언론에 보도되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와 사례



• 언론에 보도되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와 사례

• 서울: 교과부 과학 기자실 (15-22)

교과부 교육 기자실 (31-50)

• 통 신(02): 연합뉴스, 연합영문

• 종합지(11): 경향, 국민, 내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 경제지(07): 매경, 머투, 서경, 아경, 헤경

한경, 파이낸셜뉴스

• 방 송(07): CBS, KBS, MBC, MBN, SBS,YTN, BBS

• 전문지(02): [과학] 전자, 디타

• 전문지(04): [교육] 교수신문, 주간교육, 한국교육, 한국대학

• 영자지(02): KH, KT

• 기 타(04): 아투, 아주경제, 아이뉴스24, 이데일리

교과부

출입언론사



• 언론에 보도되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와 사례

• 통 신(02): 연합뉴스, 뉴시스

• 일간지(07):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 방 송(05): KBS대전, 대전MBC, TJB,YTN, CBS

• 인터넷(01): 대덕넷(hellodd.com)

• 중앙지(10): 문화, 동아, 조선, 한국, 서울, 

중앙, 국민, 세계, 경향, 한겨레

• 대전: 대덕 특구 기자실(35-50)

중앙지 대전주재 기자 (10-10)

대전지역

출입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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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서에
배포 의뢰

홍보아이템 발굴 및
보도자료 초안작성

날짜 점지

보도자료
배포

취재지원
인터뷰 대응

기술이전부서

보도자료 유통의 메커니즘

최종안 작성
및 상호협의

교과부 대변인실과 협의
기자회견 혹은 자료배포

9시전후 자료 동시 배포
(방송, 사진은 전날 귀뜸)

1.기술마케팅 부각
2. 사진,동영상 활용
3. 스토리텔링(이야기)
4. 제목 뽑기
5. 여러 제목 나열

준비된 답변을
일관되게 말해야 함





동영상 제공



정리: 보도자료 배포의 준비물

• 기본자료: 보도자료(1페이지)와 사진(고해상도)

• 추가자료: (1) 동영상 – 방송 카메라 출동의 판단

(2) 성공스토리(스토리텔링) – 인터뷰 여부 판단

(3) 첨부 사진에 대한 설명

(4) 보충설명자료(배경설명, 트렌드, 이력서 등)

(5) 각종 멘트(고위층의 의미부여 코멘트)

• 고민 해야할 점

6하원칙, 인터뷰이 선정, 산학협력단 소개자료 준비

인터뷰의 키워드 준비, 당일 주변상황 고려

홍보의 메시지와 목표의 명확화, 분명한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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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서에
배포 의뢰

홍보아이템 발굴 및
보도자료 초안작성

날짜 점지

보도자료
배포

취재지원
인터뷰 대응

기술이전부서

보도자료 유통의 메커니즘

최종안 작성
및 상호협의

교과부 대변인실과 협의
기자회견 혹은 자료배포

9시전후 자료 동시 배포
(방송, 사진은 전날 귀뜸)

1.기술마케팅 부각
2. 사진,동영상 활용
3. 스토리텔링(이야기)
4. 제목 뽑기
5. 여러 제목 나열

준비된 답변을
일관되게 말해야 함



정리: 보도자료 배포의 결과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보도(2010-10-20)

<중앙일간지> (5개)

• 동아일보 - 생활 속 아이디어가 낳은 기술이 5억 낳았네요

• 조선일보 - 아이디어 하나로 5억 원 번 대학원생

• 세계일보 - 고교시절 꼴찌가 5억짜리 기술개발

• 국민일보 - 대학원생이‘가상손가락’ 기술개발, 벤처기업에 5억받고 이전했다

• 한 겨 레 - 스마트폰용‘가상손가락’으로 대박!

<경제일간지> (4개)

• 서울경제 – KAIST 학생이 ‘가상손가락’ 기술 개발

• 파이낸셜뉴스 – 가상손가락 기술이전 대학원생 5억 대박

• 머니투데이 – KAIST 대학원생 ‘가상손가락’으로 5억 대박

• 아시아경제 – 5억원짜리 ‘가짜 손가락’



정리: 보도자료 배포의 결과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보도(2010-10-20)

<특수일간지> (2개)

• 디지털타임스 – ‘가상손가락’ 기술이전 5억 벌다

• 전자신문 – 황성재씨, 멀티터치기술 5억에 중기 이전

<지역일간지> (4개)

• 대전일보 – 튀는 아이디어로 5억 대박 … KAIST 발명왕

• 충청투데이 – 작은 아이디어, 큰 기술 됐다

• 중도일보 – KAIST 대학원생 특허 5억 ‘대박’

• 충청일보 – ‘가상손가락’으로 5억 벌다

<방송보도> (4개)

• MBC(전국) - 아이디어 하나로 5억을!‥발명왕이 된 꼴찌MBC뉴스투데이

• KBS(로컬) - [뉴스9] `꼴찌` 발명왕으로 변신 –

• YTN  - [대전·대덕] '가상손가락' 학생 아이디어...5억 원 벌었다

• TJB(대전방송) – 단신보도 – 대학원생 ‘가상손가락’기술 개발



정리: 보도자료 배포의 결과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보도(2010-10-20)

<인터넷 검색>  (같은 내용이므로 매체와 보도일자만 기록)

•<2010-10-19~10-20>

• 연합뉴스(뉴스통신사)  “KAIST대학원생, ‘가상손가락’기술 5억원에 이전

• 노컷뉴스 (CBS의 인터넷매체)

• 헤럴드경제 헤럴드생생뉴스(인터넷매체)

• 대덕넷(www.hellodd.com) 

• 데일리경제(www.kdpress.co.kr)

• 대학저널(www.dhnews.co.kr)  (대학뉴스 전문 인터넷매체)

• 충남일보 (충남지역 일간지)

• AM7(문화일보 발간 무료일간지) 

• 투데이코리아(인터넷종합일간지)

• 우리일보(인천지역 인터넷 신문)

• 한경닷컴 Xports News(엑스포츠 뉴스) (예능 인터넷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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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구 기술이전 •사업화, 남다른 비결

• 스타 안 부러운 억대 연구원(기술이전 인센티브 관련)

• 자가치아 뼈이식 기술, 세계에서 주목

• 농생명공학 연구 한 우물… 첫 해외기술 이전

• 잠든 특허 깨워 새 사업 날개, OOO기관‘휴면특허’활용결실

• 대학기술지주회사 러시 ‘기술의 힘’

• 할리우드 넘보는 ‘OOO 기술’

• 산•학 ‘기술품앗이’ 대박제품이 저절로

• 쉿! 영업비밀 안전하게 지켜드려요

• 대학 •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시장 모니터링이 중요

• 그래핀 테마주(株)를 주목하라

• 삼성전자, 특허조직 재정비

- 특허괴물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

• 강원기술지주회사 창사 1년만에 본궤도



정리: 보도자료 배포의 결과

• 신문기사의 3분의 2는 홍보의 결과이다! (보도자료 베끼기)

-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도 60%

- 경제지나 전문지는 의존도가 더 높다! 70% 

- 즉, 30~40%만이 새로운 사실을 첨가한 뉴스였다.

• 신문기사 신뢰도는 광고의 10배 (신뢰성과 주목도)

- 광고는 안 믿지만, 보도는 신뢰한다.

- 광고는 비주얼, 보도는 언어와 의미의 전달 – 입소문으로 연결

- 광고와 달리 사라지지 않고, 연쇄적 반응을 일으킨다.

(인터넷뉴스사이트, 포털사이트 등에 기록으로 남는다)

• 이걸로 끝인가?



참고: 광고

9단 21 광고
세로변형(5단통에 대비한)

단가: 30,000(내지)~400,000원(1면)

3만원*9단*21cm =    567만원
5만원*9단*21cm =    945만원
8만원*9단*21cm = 1,512만원

10만원*9단*21cm = 1,890만원

• 신문은 15단(51cm)*37cm(세로*가로)

1단 = 3.4cm(세로),  37cm = 통(가로)

5단통 = 전통적인 광고규격(하단부)

• 일부신문은 개념 변화 중

- 1단*1cm 개념에서 1컬럼 1단 개념으로

- 1컬럼(세로3cm) * 1단(가로 3.4cm)



• 서울 서초구청의 아이패드 행정

“종이를 없애자!”

• 미디어 환경의 변화!!!

출퇴근 시간의 예

조간 → 무가지 → 스마트폰 → 태블릿PC

• 태블릿PC의 등장

전통적 미디어기업(신문+방송+잡지 등)의
생산유통-광고판매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직접 영향력 행사

• 태블릿PC 전용 신문 <The Daily> 창간

(루퍼트 머독+스티브 잡스)
멀티미디어형 기사
- 영상, 화려한 인포그래픽, 풍부한DB가
연동된 현란한 멀티미디어형 기사의 등장

• 미디어빅뱅과 대학의 기술이전 홍보



• 미디어빅뱅과 대학의 기술이전 홍보



• 2010. 9월 설문조사(대상: 종이신문 구독자이며 아이패드사용자 1,609명) 

58.1%(931명)이 6개월 이내에 종이신문 구독 중단 의향을 보임

• 스마트 하드웨어 혁명 – 스마트폰, 태플릿PC

• 스마트 소프트웨어 혁명 – 트위터, 페이스북

• 전 세계 등록자(2010.12월)

- 트위터 1억 7,500만명 / 페이스북 6억명(국내 211만명)
- 트위터의 2010년 트윗 250억건 / 페이스북 콘텐츠 매일 10억건

• 미디어빅뱅과 대학의 기술이전 홍보



• 미디어빅뱅과 대학의 기술이전 홍보

2009.3.27 마지막 인쇄판을 발행한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1면 알림제목이다. 

미국의 '르몽드'라 일컫던 CSM는

2009년 4월부터 주간지로 전환

전세계적 신문의 위기를 보여준다.

•“일간인쇄여 안녕!”

100년 역사 미전역배포 유력 일간지

멀티미디어멀티미디어 뉴스콘텐츠뉴스콘텐츠 제작이제작이 대세대세

선진국선진국 신문업계는신문업계는

컴퓨터컴퓨터 활용보도활용보도(Computer(Computer--Assisted Reporting) Assisted Reporting) 

즉즉 'CAR' 'CAR' 사용을사용을 상용화상용화 중중

뉴스생산의 심층성과 다양성 확장이 가장 큰 숙제

젊은 층의 뉴스수요는 육하원칙과는 멀어지고 있지만, 

심층분석과 감춰진 내용을 찾아내며 인과관계이거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리: 뉴스콘텐츠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기

• 텍스트, 그래픽, 동영상의 결합이
점점 더 뉴스의 기본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 Print First Print First 전략전략 (기존 신문사 전략)

종이신문이 중심, 주변부에 인터넷, 모바일 등이 배치

•• 이제는이제는‘Print Last’‘Print Last’
인쇄는 콘텐츠 활용의 마지막 단계
온라인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

“Online First, Print Last(Best)”



• 신문기사 열독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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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3.4 

15.2 

24.8 

2010 한국신문협회 독자프로파일 조사연구
중앙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포함 8개 주요신문

독자 1,165명 조사, 기사 6,808개와 광고 2,146건 조사



• 주간 평균 페이지뷰(PV) 및 이용시간(분)

구분 주 평균 PV
(단위: 페이지)

비율 주 평균 이용시간 비율

뉴스 74.874.8 12.8% 49.1 49.1 16.4%
포털커뮤니티 86.8 14.8% 43.9 14.7%
전자상거래 87.8 15.0% 42.0 14.1%

인터넷서비스 64.0 10.9% 25.2 8.4%
포털검색 43.5 7.4% 21.0 7.0%

금융부동산 29.5 5.0% 17.1 5.7%
비즈니스 26.2 4.5% 13.9 4.7%
직업교육 25.7 4.4% 13.6 4.6%

포털커뮤니케이션 33.9 5.8% 13.6 4.5%
생활정보 25.6 4.4% 12.6 4.2%

엔터테인먼트 22.8 3.9% 12.5 4.2%
게임 20.4 3.5% 10.7 3.6%

기관단체 17.7 3.0% 9.1 3.0%
포털키즈 9.5 1.6% 3.8 1.3%

스포츠레저 5.9 1.0% 3.0 1.0%
포털기타 12.0 2.1% 7.8 2.6%
전체평균 주당 약 720 페이지뷰 주당 약 358분

출처: 월간 신문과 방송 2011년 1월호 - 2010년 한국신문협회 독자프로파일조사연구
2010년 4월~6월(3개월간) 1만명의 컴퓨터에 탐색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파일 분석

(여타 조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최초의 작업)



• 주간 평균 페이지뷰(PV) 및 이용시간(분)

출처: 월간 신문과 방송 2011년 1월호 - 2010년 한국신문협회 독자프로파일조사연구
2010년 4월~6월(3개월간) 1만명의 컴퓨터에 탐색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파일 분석

(여타 조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최초의 작업)

인터넷 뉴스 서비스 1주 평균 페이지뷰 및 이용시간

구분 페이지뷰 이용시간

포털 46.9 (62.7%) 29.3 (59.6%)

종합일간지 13.6 (18.1%) 9.0 (18.3%)

방송 4.9 (6.6%) 3.0 (6.1%)

경제지,전문지 4.6 (6.1%) 3.4 (6.9%)

인터넷신문 3.4 (4.6%) 3.4 (7.0%)

인터넷방송 1.0 (1.4%) 0.7 (1.5%)

웹진 0.2 (0.3%) 0.1 (0.3%)

잡지 0.2 (0.2%) 0.1 (0.2%)

전체평균 74.8 PV / 1주당 49.1 시간/ 1주당



• 인터넷 뉴스서비스 1주 평균 페이지뷰(PV)

포털

46.9PV(62.7%)
종합일간지

13.6PV(18.1%)

방송
4.9PV(6.6%)

경제지,전문지
4.6PV(6.1%) A

B

포털 내에서도 ‘뉴스’가 가장 중요함

서비스 상위 50개 중 26개(50%)

• 뉴스,미디어 관련 사이트

• 일간신문 뉴스콘텐츠 대부분

• 방송콘텐츠는 종합일간지의 1/3 수준

A 인터넷신문 3.4(4.6%)

B 인터넷방송 1.0(1.4%)

C 웹진 0.2(0.3%)

D 잡지 0.2(0.2%)



• 당신의 뉴스가 의미있고,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라

무생물보다 사람의 이야기(성공스토리)

뉴스 가치를 높이는 감동이야기(꼴찌의 성공, 인생역전)

• 보도자료만 잘 써도 기사가 된다

신문기사 흉내내기

간결하고 쉽게 쓰기(전문용어 사용 자제)

피동형보다는 능동형 표현

한 문장은 60글자 이내로 짧게(리듬에 맞춰 강-약-중-강-약)

• 기술이전 잘되는 보도자료 작성법



•단어의 정확성
차별적 표현의 금지

인종, 지역, 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른 차별의식

고정선입견이 나타난 표현이 있는지

비속어, 유행신조어, 인터넷 통신어 등 사용금지

•문장의 정확성
번역투의 문장, 피동형의 문장, 과도한 높임말

•텍스트의 정확성

제목과 부제, 주제와 논점이 분명한가

진실성, 사실성, 객관성의 보도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 기술이전 잘되는 보도자료 작성법



• 기술이전 잘되는 보도자료 작성법

•꾸준히 뉴스를 모니터링하라
매일 아침 검색어 로 모니터링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특허”,  “산학협력”

“OOO대학” ,  “창업보육”, “기업가정신”, “지식재산권”

“테크노파크”, “태양광”,  …..

•대학의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라
산학협력(단)이 대접받는 시대. 대학의 비즈니스 세상 확장

•인터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라

핵심을 간결하게 설명하기, 간결하게 정직하게 서술하기



• 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