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과 TLO의
성장과정 및 운영전략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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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역할 변화
Academy + Capitalism

대학이 학문적 기초와 과학
적 연구를 기반으로 경쟁적
인 외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
한 산업지향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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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업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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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

Patent Troll 은 특허 기술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들여,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게 특허 소송과 협상을 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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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 대한민국 공격
특허 사들여 사용료로 먹고사는 외국기업들, 수천억 요구
미(美) 대표적 특허기업 IV "휴대폰 특허 10건 침해" 삼성·LG에 사용료 요구
서울대·KAIST 등 상대로 특허 아이디어도 '입도선매'
"국내에서 가치 몰라주는 한 대학(大學)특허 해외유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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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최대 ‘특허괴물’과 손잡았다 (2010.11.19)

삼성전자가 특허괴물로 불려 왔던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IV)와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전 사업영역에 걸쳐 필요할 때 IV가 보유
한 특허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 IP시장은 금광, 원천기술 발굴 서둘러야
IV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과 중국ㆍ일본ㆍ인도ㆍ싱가포르 등 5개
나라에 현지법인을 만들었다. 특허금맥인 아시아 시장에 파이프를 꽃
은 것이다. 제임스 켈리 대표는 "아시아의 특허와 아이디어는 품질이
아주 높다"며 "국제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보면 미국 특허
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바로 밑에 인도가 위치하고 일본이 세 번
째"라고 평가했다.

특허전문기업,대학 연구비 먼저 대준다.
다국적 특허전문 기업인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국내에서
단순한 특허 아이디어 매집을 넘어 대학 등의 유망 연구자에게
직접 연구비를 대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2010.06.03)

美 세계최대 ‘특허 괴물’
“삼성-LG에 소송 검토중”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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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특허 전쟁 중….
애플, 노키아, 퀄컴, 삼성 ‘인터디지털’ 인수전쟁 본격 점화!!  
2011.8.19  특허 전문업체 인터지지털 통신분야 특허 8천8백건 이상 보유

구글 모토로라 인수 … 애플과 ‘특허전쟁’펼친다.  
2011.8.16  125억달러(약 13조5천억)에 모토로라 모빌리티(특허 1만7천건) 인수

애플/MS /RIM/소니 에릭슨 컨소시엄 노텔 특허 45억$에 인수
2011.7.1  북미 최대 통신 장비업체 노텔(특허6천건) 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삼성과 애플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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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3년 개정)

n 1인 이사 특수 법인 – 이사(단장) 임면권은 총장에게 부여

n 주요 업무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대학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주요 업무

•전국 412개 대학 중 358개 대학(86.9%)에 설치

•TLO는 70여개 대학에 다양한 부서 형태로 존재

•기술지주회사는 2009년부터 10 여개 대학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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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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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학 연구비 순위

대학의 연구비와 간접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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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국내/해외 특허 현황

(145개 대학 조사, 출원 109 / 등록 93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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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내외 특허 다출원 대학
국내 특허 해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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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술이전 현황

(145개 대학 조사, 계약 86 / 기술료 86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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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기술이전/기술료 상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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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학 연구 회수율



16

대학의 특허 비용 지출

(145개 대학 조사, 269억 지출)

국내출원 11,219  

41.59%

국내등록 4,313  

15.99%

해외출원 8,143  

30.19%

해외등록 1,206  4.47%

기술평가 672  2.49% 연구자보상 796  2.95%

기타 627  2.32%

국내출원

국내등록

해외출원

해외등록

기술평가

연구자보상

기타

국내 155억 (58%)
해외 93억 (35%)
나머지 21억 (7%)
===============

2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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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TLO) 운영 전략 1

핵 심 특 허 를

창 출 하 라!



핵심특허 발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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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허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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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인터뷰

○○ 발명에발명에 대한대한 인터뷰인터뷰를를 통해통해 특허의특허의 질적질적 향상을향상을 도모도모 하고하고, , 우수기우수기
술의술의 조기조기 발굴발굴 체제를체제를 구현구현

○○ 발명에발명에 대한대한 인터뷰인터뷰를를 통해통해 특허의특허의 질적질적 향상을향상을 도모도모 하고하고, , 우수기우수기
술의술의 조기조기 발굴발굴 체제를체제를 구현구현

S,A급(10%이내)

해외출원지원 (A급은 PCT만 지원)

B,C급(70%)

국내출원지원 (3년후 원칙적 포기)

D,E급(20%이상)

수정요청 (미승계 대상)

집중적인 권리화, 마케팅대상

발명자 인터뷰

외부전문가

특허사무소 : 권리화 컨설팅/평가
민간평가기관 : 마케팅 컨설팅/평가
금융기관 : 사업화 컨설팅/평가

책임교수

발명 및 연구분야에 대한 발표

산학협력단

권리화, 마케팅, 사업화
담당자 각1명참석

컨설팅 및 평가

발명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발명평가 및 최적의 권리화 및 마케팅 방안 모색
09년 NT분야 변리사 1명충원 및 발명평가와 활용에 필요한 별도예산 편성

등급화 및
활용

“연간 500건의 기술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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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TLO) 전략 2

특허 공동소유의

환상에서 깨어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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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업(산학) 공동 연구

• 공동연구 결과물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 주장 1. 연구비를 부담한 기업이 소유

- 주장 2. 연구를 수행한 대학이 소유

- 주장 3. 기업 – 대학 공동 소유

- 주장 4. 대학이 소유하고 기업에 무상의 실시권 부여

- 주장 5. 진정한 발명자(소속기관)가 소유



공동연구의 특허 소유권

• 글로벌 동향

미국 : 발명자 귀속원칙을 준수하며, 공동연구결과에 의한 지재권의

대학 소유와 실시 권리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

영국 : 대학과 기업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쟁점 사안들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양한 공동연구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

일본 : 발명자 귀속원칙을 준수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결정

대학과 기업의 기여도를 반영한 공동소유도 인정

*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지재권 출원 비용은 기업부담

한국 : 기업 단독 소유에서 최근 기업-대학 공동소유가 늘어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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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업(산학) 공동 연구



특허의 공동 소유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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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①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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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TLO) 전략 3

TLO 인력의 전문성을

소중하게 여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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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 인력의 전문화

• 변리사 직접 고용 대학의 확대

- 한양대/고려대/연세대/인하대/중앙대/동국대/서강대…

• TLO 기술 마케팅 전담직원의 인건비 향상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대학 증가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총 인력 수 72 114 115 162

전문

인력수

변리사 - 7 8 10

기술거래사 - 8 19 26

기술가치평가사 - - 15 23

박사학위자 - - - 21

TLO 내
전문인력

확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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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고용조건 개선

u 2001년 ~ 2005년 : 대부분 열악한 계약직

u 2006년 ~ 2009년 : 계약조건 개선 및 전문 계약직 등장

u 2010년 : 산학협력단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u 2011년 : 대학 정규직(경력직)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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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만드는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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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술이전협회 (KAUTM)

대학의 특허,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대학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사업을 활성화

하고,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사업화를 촉진시켜 산학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 (2006년 지식경제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

가천의과학대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경원대 경희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산업기술대 한양대 홍익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관동대 순천향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과학기술원 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호서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대 울산과학기술대 인제대 창원대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군산대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정회원 66개 대학 / 연회비 백만원)

• 설립목적

• 회원대학

• 홈페이지 http://kautm.net

• 사무국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82-1 충무로 영상센터 804호 /  상근 직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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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TM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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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TM 100% 활용하기

1. 네트워크
2. Q&A
3. 자료실
4.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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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욱 syw@kautm.net

사단법인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http://kaut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