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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스타트업

GIST학생 창업기업 ㈜에스오에스랩,
외부 투자유치 성공
▶ GIST 박사 4명이 의기투합해 2016년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다 개발기업 창업

SOSLAB 단체사진

SL1(3D LiDAR) 데모 시연준비

광주과학기술원(GIST)학생 창업기업인 (주)에스오에스랩(SOSLAB, 대표이사 정지성)이 최근 기술력을 인정받아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만도 등으로부터 68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에스오에스랩은 기존 모터방식에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스캐닝 방식의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였고,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관련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 하이브리드 스캐닝 방식의 라이다 센서: 4차 산업혁명 핵심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되는 기술로서, 공장자동화, 드론,
무인자동로봇 등에 적용 가능하다.

이 업체는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제1회 2018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SVIIF: Silicon Valley International
Invention Festival)’에서 하이브리드 라이다로 금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KIC China(Korea Innovation China,
중국 글로벌혁신센터) & 북경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정지성 대표는 “GIST는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도와준다”며, “에스오에스랩은 GIST와 투자 기업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반으로 차기년도 매출목표 달성과
글로벌 투자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진희 과학기술응용연구단(GTI) 단장(GIST 화학과 교수)은 “GIST 창업진흥센터는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Lab
의 우수 연구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성공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젊음의 패기로 창업에 도전하고 그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처: GTI 창업진흥센터 조경진 과장(jin0331@gist.ac.kr)
1

과학기술응용연구단 소식지

GIST 기술이전

기술이전 우수사례 시리즈
대한광통신㈜
▶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 제작 기술
기업명

대한광통신㈜

기술명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 제작 기술

연구책임자

고등광기술연구소 신우진 수석연구원

대한광통신(주)은 국내 유일 광섬유 일관 제조업체로 광학 치료용으로 개발된 GIST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 제조 기술”
을 이전받아 제품화 및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본 기술은 고등광기술연구소 신우진 수석연구원 연구팀이 수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광역학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술용 광섬유 프로브 제작기술이다.
본 기술을 이전 받은 대한광통신은 광학 치료 분야 중 하나인 광역학 치료(PDT:Photo-Dynamic Theraphy) 시술용
광섬유 프로브를 제품화 및 양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국내 제약 회사와 해당 제품의 국내 독점공급 및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광섬유 프로브를 이용한 광역학치료는 기존 암치료법인 항암요법, 수술 및 방사선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세포
주위의 정상 세포까지 파괴되는 단점을 극복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항암 치료율
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내 제약회사와 공급계약을 통해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광역학
치료용 프로브 제품에 대한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국내 광섬유 프로브의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하게 됐다.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 제작 장비

※ 문의처: GTI 지식재산센터 김성곤 실장(ksksaint@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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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기술홍보

GIST, 2018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에서
우수 기술을 국내 제약사에 홍보
전시규모

150여개 수요기업, 110여개 기술공급기관 참가

기술상담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1:1 기술이전 미팅 수행

전시기술

면역 항암치료용 재조합 단백질(전창덕 교수) 외 7건

GIST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관련 기술을 국내 제약사에 홍보함으로써 기술이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7월 4일부터 3일간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18”에 참가하였다. 본 전시회는 신약관련 기술의 기술
거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서, 금년에는 약 300개의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이 참여
하였다.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서 지식재산센터는 제약관련 보유기술 중 기술성숙도가 높거나, 또는 제약사들의 미충족기술
수요(Medical Unmet Needs)에 부합된 기술 8건을 선별하였다. 해당 기술들은 전시회 기간 중 총 35개 제약사로
1:1 기술상담 형식으로 소개되었고, 이 중 15개업체와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기술이전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GIST는 금 번 전시회에서 제약사들로부터 기술수요가 가장 높았던 기술들(예: 비만 치료제, 면역항암제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기술개발자인 GIST 교원 또는 학생이 직접 창업한 기업에 본인
개발 기술을 이전하여 개발자가 직접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에 관심이 있는
GIST 구성원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 창업파트너 매칭, 투자자 매칭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1 파트너링 미팅

※ 문의처: GTI 지식재산센터 송성민 실장(seaflow@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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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GTI) 추진사업

과학기술응용연구단,
‘2018년 청년TLO 육성사업’ 선정
▶ 본원 졸업생 채용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제공
과학기술응용연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 ‘청년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
이전전담조직)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8월부터 6개월간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TLO 육성사업’은 대학 내 산학협력 담당기관 이 청년 이공계 학사 및 석사 졸업생을 기술이전 전담인력으로 채용
하여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양성하고, 대학의 우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창업에 활용하는 등 양질의 취・창업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응용연구단은 본원 학사 및 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청년TLO 연구원을 선발하였다. 이들은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특허 개론강의 총7회, 전문가 멘토링 실무교육 총6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채용된 청년TLO는 과학기술응용
연구단 전문 인력들과 소통하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청년TLO 연구원 개개인은 특화된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글로벌 기술사업화 아카데미’ 등과 같은 외부행사 참여를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응용
연구단은 청년TLO와의 소통을 확대해 기술 및 산업생태계에 대해 청년TLO로서의 비전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취・창업률 제고를 위한 성공모델을 창출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외부전문가 멘토링 실무교육

청년TLO 육성사업

특허개론 강의

※ 문의처: GTI 기업경영전략팀 정연길 박사(yjeong@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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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GTI) 추진사업

과학기술응용연구단,
초기기업 브랜드 파워를 높여드립니다.
▶ ‘GIST 파트너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과학기술응용연구단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GIST 창업기업과 GIST 기술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홍보
마케팅, 인증시험 수행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
한 아이템을 개발・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18년 신규 기획되었다.
올해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응용연구단은 위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마케팅 성과가 축적되고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업 평가와 사후
관리도 철저히 진행하고자 한다.
선정 기업
기업명

기술명

㈜퓨리파이테크노

전기방사를 이용한 개선된 나노섬유 멤브레인

㈜원스

디바이스 맞춤형 플렉시블 투명전극

㈜에스오에스랩

자율주행차량 및 산업용라이다

㈜딥메디

혈압측정용 생체계측기기

㈜JD바이오사이언스

대사질환치료제

이번에 선정 기업들은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하여 SMK(Sales Materials Kit, 기술설명서)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IST 파트너기업]
창업

아이템
개발홍보

해외 판로개척 곤란

기술이전
No

Gap

글로벌 시장진출

Filling
Yes
기술소개서 제작지원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창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GTI

2018년 GIST 파트너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사업
3

※ 문의처: GTI 기업경영전략팀 장혜원 담당(tributej@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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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창업지원

GIST G팩토리에서 3D프린터를 만나보세요!
▶ G팩토리란?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GIST에 조성된 Smart Factory로서
3D모델링 및 설계 공간과 3D프린팅 및 시제품 제작 공간 등을 제공한다.

▶ G팩토리 창업지원
3D프린터
제작상담

구현하고 싶은 부품을 직접 설계하여 3D프린터로 실증하고, 실물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디자이너가 상주하여 제작 및 출력상담을 진행한다.

3D프린터
사용신청

과학기술응용연구단 홈페이지(https://gti.gist.ac.kr) 내 ‘G팩토리’ 메뉴에서 ‘3D프린터 사용신청서’
를 통해 산업용 프린터 출력상담이 가능하다.

교육훈련

과학기술응용연구단 홈페이지에서 연간 교육프로그램 일정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한다, 세부 교육일정 및 내용은 DM(Direct Mail)을 통해서 안내 및 홍보 중에
있다.

워크숍

창업지원 프로그램 교육강좌 운영과 GIST BI 대표들의 아이디어 창출공간으로,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샵(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로봇동호회)으로 이루어져 있다.

▶ G팩토리 장비현황
구분

기자재명

비 고

앱개발
테스트용

MAC BOOK AIR (4EA), 안드로이드 태블릿 (2EA),
IOS 태블릿 (2EA),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4EA)

앱개발용 테스트장비

Projet 3510 SD (1EA)
(3D systems, 산업용 프린터)

시제품 출력용 프린터

Carima 3D (1EA), 3D XFAB (3EA)

교육용 프린터

3D Edison (1EA), 3D Korbot (7EA)

교육용 프린터

3D 프린터 운용 데스크탑 (1EA)

3D프린터 관리용

디자인용 레노보 노트북(3EA)

3D프린터 관리용

교육용 레노보 노트북 (15EA)

교육용

3D프린터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

상업용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1copy)

시제작품 설계용

교육용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14copy)

교육용 설계프로그램

3D스캐너

3D스캐너 + iPad

3D 모델링용 스캐너

※ 문의처: GTI 창업진흥센터 강창성 담당(kcsda@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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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산학협력

2018년 GIST 산학협력 지원사업 안내

▶ 산업체 애로기술 지도사업
구분
내

용

지도기간

기술멘토링

원포인트 기술지도

•산업체 제품기술 중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애로기술
1~2개월(총 20시간)

신청기간
지도전문가

•산업체 제품기술 중 일시적인 지도가
필요한 애로기술
1~2회(회당 4시간)
상

시

•GIST 교수 및 연구원 또는 대학/출연연/기업 전문가

※ 문의처 : GTI 지식재산센터 문희곤 팀장(hgmoon@gist.ac.kr)

7

과학기술응용연구단 소식지

미래를 향한
창의적 과학기술의 요람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응용연구단(GTI)은
기업경영전략팀과 지식재산센터, 창업진흥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TI는 기초연구역량을 산업에 접목하여 실용화 및 사업화 단계로 연계하는
기술 허브를 구축하고, 첨단벤처기업 육성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GIST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및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응용연구단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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