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SEOUL TECHNO HOLDINGS.Inc.



Greeting the Company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혁신적 개척자를 가치로 삼아 

기술 자산의 사업화를 실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현장에서 일어나는 성과를 발굴 및 포착하여 시장이 원하는 기술로 

승화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기술과 시장을 잇는 

교량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학의 연구성과를 권리화하여 지식재산으로 

유형화 및 관리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희 기술지주회사로의 자회사 설립 및

편입을 통하여 사업성을 갖춘 회사를 육성하여 산업발전의 중추를 담당할 

주체로서 성장 발전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학문의 첨단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 창출자로서 신영역의 개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에 있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 및 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장래 혁신의 주도자로서

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산학연 협력의 선도자로서 산업 육성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저희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Purpose & Vision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SEOUL TECHNO HOLDINGS.Inc.(STH)

대표이사

주주

설립일

박 동 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2008년 10월 30일

기술사업화 지원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 구축

전문조직운영 학교 기반 Seed 단계 기술벤처 지원을 위한 전문 조직 운영

투자 및 사후관리 펀드조성, 투자/회수 등 체계적인 투자회사관리

고급 기술인력 창업 촉진 보유 인프라 활용, 창업활성화, 신산업 융복합 분야 집중 육성, 

연구성과 사업화 성공사례 창출

기술 산업 생태계 육성 선배 창업가 활용, 성공률 제고, 기술협력 중심 동반성장 및 상생, 

보유 네트워크 활용, 글로벌 진출

지역 경제 활성화 대학 기술력 활용 관악구 기술기반 창업밸리化

서울대의 우수한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기술사업화를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와 대학발전,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2030년까지 세계 수준의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업으로 발전

· 서울대학교가 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업화 및 창업 연계

· 대학 연구 개발 선순환 체제 확립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

The Company

서울대
기술지주

Vision



기술의 
조사 및 발굴

기술의 사업화 
순위 평가

제품화 
가능성 검증

창업 및
육성

What we do

  자회사의 설립 및 경영 관리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자회사의 기업공개(IPO) 지원

  자회사의 인수합병, 분할, 주식 매각 

  자회사의 재원 조달

  지주회사 보유 기술의 자회사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자회사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자회사의 홍보, 교육·훈련, 마케팅

  현재 자회사 수 30개 

서울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인력 및 대규모 연구 인프라가 

밀집 되어 있으며 학생 및 연구소 내 석·박사 등의 고급 인력을 창업 

환경에 가깝게 다가서게 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창업의 접근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인프라

특허, BM, 팀빌딩 및 기술개발 등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고 함께 수행·성장하여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조기 안정화 

기여하고 있으며 초기 창업 기업의 단계에 맞는 성장 가속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문 액셀러레이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기술분야와 바이오 의학(Bio Medical) 등의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팀 및 3년 이내 기술기반 초기창업기업을 주 

대상으로 초기자금과 함께 창업에 대한 창업 공간, 컨설팅, 경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인적 네트워크 연결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발굴

비즈니스 진단

To-Be 도출

자회사 설립 형태

투자 및 회수

자회사의 발굴 및 육성 : CO-ORDINATE

1-1. Subsidiary of STH

1. Investment

밸류업

사업계획서 작성

기업별 KPI 정의

투자심의 검토 양식 작성

데모데이

관계자, 투자자 대상 IR 피칭

Final

Demoday

개선사항 수정·보완

전담 멘토링

교육 및 워크샵

Core Technology Finding Ordering Developing Incubating

지주회사 단독 설립
기창업 기술의 
자회사 편입

타기업과 공동 설립

투자     사업화초기 소액을 자본금에서 출자, 사업화 후기에 Venture Fund에서 출자

회수     산업화초기 일부 지분 매각(IPO전), IPO이후에 지분 매각, M&A, Trade Sale 



TIPS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민간투자 연계형 프로그램

U-Tech Vally   기술보증기금의 5개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스텍) 투자연계 지원사업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보유한 TIPS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엔젤투자, 보육, 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조합명 약정총액

서울대STH 제 1호 개인투자조합

서울대STH 제 2호 개인투자조합

서울대STH 제 3호 개인투자조합

6,000백만원

4,000백만원

13,400백만원

투자기간 투자대상

17.08.29~22.08.28

18.08.16~23.08.15

18.11.29~22.11.28

설립 7년이내 

대학창업기업

설립 3년이내 

대학창업기업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1-2. Make an Investment

S-INNOVATION Center

설립목적

규모

수행업무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업화 및 창업 연계
대학 연구 개발 선순환체제 확립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125평:1개/ 28평:4개 / 22평:4개 /14평:1개/ 8평:2개 / 7평:10개

·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중개
·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자회사의 설립 및 기술·경영 자문, 재원조달 등
· 우수기업 투자검토 및 투자

내    용

2. S-INNOVATION Center

3. External Linkages Programmes

발굴
Discover

인큐베이팅
Incubating

육성
Acceleration

투자
Investment

대학내 창업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 노력과 우수 기술창업 

선별지원을 위한 사전 Filtering 및 추천 시스템 운용

신용보증기금 CAMPUS START-UP 사업   창업기업 지원 및 기술컨설팅               

교수·연구원 및 학생 창업기업, 대학기술지주 투자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보증 및 투자지원



외부 연계 채널  

(협력 프로그램)

· 25년 이상의 성공적 투자 실적과  

산업계 경험&기술 지식 역량  

· 수 많은 투자 경험을 통해서 우수  

기업 발굴과 가치 증대

· 전문 투자사 준하는 체계로  기술지주 

컨버팅

BE THE ROCKET 프로그램

(서울대 고유의 신개념 액셀러레이팅 방식 창업경진대회)

산학협력단 창업부의 창업선도대학 사업단 각종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경영대 벤처경영기업가센터, 공대 공학연구원, 공학컨설팅센터, 

아이디어팩토리 제공 프로그램

INCUBATION - SUPPORT

25년 이상의 성공적 투자 경험

· 산업계 경험과 스타트업 경험 다수  

보유 신기술과 투자에 대한 이해도 

· 실리콘밸리 경험

  스마트업 투자 유치 경험  

· 대학 창업 기업 발굴 역량

다양한 창업/산업계 경험

· 서울대학교 내적 역량 

  연구 관련 내적 역량 및 인프라 

· 기술지주 사업화 역량

  대학 기술 사업화 및 자회사 투자와 가치

  증대 역량 (30개사 가치 증대) 

  높은 수준의 일반 관리 인력

다양한 창업/산업계 경험

· 타 투자 관련 기관 등의 채널 확보  

외부 투자 채널 및 전문 투자사 연계 

· 타 대학 연계 

  대학 기술지주와의 투자 채널 확대  

· 외부 전문가 

  서울대 STH 제1호 LP 중심  외부전문가

다양한 창업/산업계 경험

박동원 대표이사

대표펀드매니저와
심사역

서울대 및
기술지주내부 역량

외부 역량 연계

학내 연계 

(협력 프로그램)

서울대

기술지주 

자체 프로그램

사업화 아이템 발굴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활용

· LAB 단위 기술자산 실사 / 특허조사분석, 선행기술조사, 

기술시장조사 지원 / BM설계 컨설팅

· 특허설계 전략 컨설팅 지원  

정책지원 프로그램 :

Tips(팁스) l 11개 기업 추천 및 선정 (2개사 졸업),

                  창업보육센터, TMC, U-TECH밸리, 

                  Campus Start-up 프로그램 , Bio-SPC 사업 등

SES 투자 벨트 조성 : 타 기술지주 LP 출자
(숭실대학교,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투자협력 MOU 체결 VC 18개사 공동 투자기업 발굴 

및 후속투자, 자산운용사 출자  

신한 퓨처스랩 프로그램

삼성 C랩 프로그램 연계 (17년 12월 관악 연구공원 내 삼성연구소 설립)  

기타 외부 창업경진대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팀

타 TIPS 운영사 등의 창업유관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



(주)싸이퍼롬

(주)바이오엑스체인지

주식회사 지식과나눔

(주)하이비

주식회사 사이언스앳홈

온코태그디아그노스 텔로팜 원프레딕트

에스엠디솔루션 대학연합창직캠퍼스사업단 싸이퍼롬

한국스마트인증 하이비 셀젠

헥사솔루션 옴니센서 에스비지피

서울햄 에스앤마니커 바이오엑스체인지

에스워터 에스데어리푸드 나노아이오닉스코리아

(주)STHE솔루션 주식회사 에스앤에이치 조앤김지노믹스

에스티에이치아이에스 건강한 생활 나노스퀘어

밥스누(BOBSNU) 한그린테크

주식회사 지식과나눔 (주)STH팜(건일제약)

코코링크

사이언스앳홈

스누아이랩

STH Subsidiary

주식회사 서울햄

투자기업 발굴 및 지원   



Contact us 

부서명 연락처기  능

대표이사

경영기획부

02-880-2027

투자 1본부

02-880-2039

투자 2본부

02-880-2031

02-880-2030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총괄 운영

· 경영기획, 인사, 총무

· 재무회계 및 경영관리

· 투자조합 운영 지원

· 창업보육센터

· 자회사, 투자회사 관리 지원

· 자회사 발굴검증 및 투자

· 자회사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 투자조합 운용

· TIPS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 U-Tech 밸리 사업,   

  신용보증기금 Campus Start-Up 운영

· 자회사 발굴검증 및 투자

· 자회사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외부사업 유치 및 관리

서울대 가족생활동

외국인 교수 아파트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SK Telecom

LG 연구동

호암교수회관 인현초등학교

GS주유소

봉천 7동
파출소

마을버스
타는곳 (2번)

낙성대역
4번출구

2

마을버스 하차

M백신연구소

웅진코웨이
R&D 센터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226호

낙성대역 4번 출구→관악 02번 버스 탑승

Website

www.snuholdings.com
(연락 및 문의사항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Add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