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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우리는 오늘,
‘미래’
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생각과 꿈, 그리고‘실천’
으로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술과가치는 지식서비스업을
하는 13년차 기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새로운 실천을 통해 고객들과 함께 가까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많은 기업고객들은 물론,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변신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산업·경영·
기술과 관련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R&D투자가 이들 기업의 변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R&D투자와 관련한 정책연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산하에 약 280여개 공공기관들은 각자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변화관련 경영지식을
구하고 계십니다. 이 기관 고객에게도 최신의 중요한 마케팅 및 전략경영 관련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수한 기술로 좋은 기업을 키워야 고용도 늘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경제를 튼튼히 만들 수 있기에, 신기술
개발 및 제조업 관련 실물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케이에너지, ㈜실리콘밸류 등을
벤처 자회사로 설립, 기술사업화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회사, 자랑스러워하는 회사, 이 시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고객들로부터 인정받는 회사가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임윤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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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로운 지식을 찾고, 만들고, 확산시키자.
2012
- 지식경제부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 정부 출연연구기관 고객만족도조사 모델(KCSI-ST) 보완 개발 착수

2010-2011
- CS 교육 컨설팅 서비스 시작
- 공공부문 CS 컨퍼런스 시작
- 말레이시아 Prima Group 기술거래 MOU 체결
- 이스라엘 Galilee Investment & Enterprise사 기술거래 MOU 체결

2008-2009
-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CS 컨설팅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위사업청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 시작
- 국방기술경영·정책컨설팅시작
- 폴리실리콘 생산핵심장비 기술사업화 시작(㈜케이에너지, (유)실리콘밸류)
- 임윤철대표, 기술경영경제학회 부회장

2007
- 국무총리실 출연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CS 컨설팅 시작
- The Venture Forum 2007의 Korea Pavilion운영
- 임윤철대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2006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CS 컨설팅 시작
- 산업자원부 지정 민간기술거래기관 지정
- 美 UCSD CONNECT(Global CONNECT)와 협력업무 시작
- Larta(미국공공기술기술사업화지원전문기관)와 협력업무 시작
-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날리지웍스 분사

2005
- 미국진출벤처기업지원 프로그램 시작
- TechMart 베트남 2005 참가
- 혁신클러스터 전략 및 기술사업화 정책포럼 진행
- 임윤철대표, 벤처기업협회이사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노하우

창의적인 솔루션과 완벽주의

사회적 책임

다양한 분야에서 20년이 넘는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팀이

더 높은 성과를 목표로 하는 고객을 위해 완벽을 추구하는 책임감을

현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생각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지고 남들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합니다. 기술과가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뿐 아니라, 고객의 경제활동이 고객사의 이윤추구는 물론 사회의 이
익에도 부합되는 솔루션을 찾아 제공합니다.

2003-2004
- MacroPatent Solution 공급 및 서비스 협력업무 시작
- 대덕밸리 기술거래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 NBD(New Business Development)컨설팅 시작

2002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인증

실행을 위한 전략

변화를 앞서 준비하는 서비스

- 대덕밸리 기술이전컨소시엄 기술마케팅 및 컨설팅 업체 참여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Action Plan,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변화를 앞서가는 도전의 자세로 기술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방향을

2000-2001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문제에 밀착된 해결책을

미리 예측하면서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회사설립 및 부설연구소 설립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Value)입니다.

- 중소기업청 등록 전문경영컨설팅사 선정
- 케이컨설팅그룹㈜ 흡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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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의 컨설팅 노하우
전략·기술경영 컨설팅, 고객만족경영 컨설팅, Business Incubation, 정책연구개발 사업, 교육 사업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Core Value
01
Work

02
People

03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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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생산과 확산
■

가치 있고 창의적인 지식 생산에 도전

■

기존 지식에서 새로운 가치 발견

■

지식확산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가치 제고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지식인
■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실성

■

직관력과 통섭능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

폭넓고 탁월한 지식의 축적을 통한 전문성

■

강한 열정과 책임감을 갖춘 프로의식

상호신뢰와 존중
■

다양성의 인정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

전문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 구축

■

조직과 개인의 조화로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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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Value Provider

사업영역

1

전략 기술경영 컨설팅
기업혁신
전략 및 R&D 컨설팅

사업영역 1

기업혁신

전략·기술경영 컨설팅

전략 및 R&D 컨설팅

사업영역 2

고객만족경영 컨설팅

공공기관·민간기업

┃
서비스 분야

■중장기 경영전략, 기술경영(MOT:Management of Technology)전략,
지속가능경영(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조직 및 인사전략
■신사업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 비즈니스모델링 및 사업전략수립
■산업재산권(특허권) 및 지식재산(IP) 운영시스템 구축
■가격결정과 마케팅최적화, 하이테크마케팅 등

사업영역 3

국내외 우수기술 발굴 및

Business Incubation 사업

초기사업화

주요 프로젝트
┃

■T사의 DBMS/OS 기술가치평가
■나노섬유 전문제조사인 F사의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산업클러스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세계 최고 수준의 S 연구소 유치 전략수립

사업영역 4

정부·공공기관·지역

정책연구개발 사업

정책연구

■KRRI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KIAS 중장기 발전계획 및 비전 수립
■KITECH 조직진단 및 질적 성장방안 도출
■D그룹의 전자부문 신사업개발 시스템 구축
■출연(연) 맞춤형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
■한미 공동연구개발(KORUSTech)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사업영역 5

신제품·신사업 전문인력 및

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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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CO2 시장분석 조사 및 연구관련 기술개발 동향조사 등

CS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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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2

고객만족경영 컨설팅
공공기관·민간기업

┃
서비스 분야

■고객만족경영 컨설팅(CSM: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사업영역

3

Business
Incubation 사업
국내외 우수기술 발굴 및
초기사업화

┃
서비스 분야

■사업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 발굴

■각종 CS 경영 전략

■신기술 사업화 타당성 및 사업성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선행기술 분석 및 평가

■CS 교육 컨설팅

■신기술 및 제품의 시장 수요 예측과 국내외 시장조사

■고객가치경영진단(CVM : Customer Value Management)

■지속적인 개발기술의 특허 출원

■창의혁신경영진단(OCII : Organization Creativity & Innovation Index)

■개발기술의 완성 및 상업화 등

■Bussiness Model Canvas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트랜드 분석
■고객만족 측정 모델 개발 등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
주요 프로젝트

■한국화학연구원 폴리실리콘 제조기술 발굴 및 상업화 국책 과제 성공 종료
-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소 기업 설립: ㈜케이에너지

┃
주요 프로젝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기술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등
■K사 경영평가 기반의 고객만족도조사 및 CS컨설팅
■S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성조사 및 CS 향상 컨설팅
■GDI(Group Dynamic Interview)를 활용한 S사 고객만족도 조사 및 CS문화활성화 컨설팅
■D사 고객만족도 향상 컨설팅
■W사 직무만족도 조사 및 내부직원 역량향상 컨설팅
■K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보 이용 니즈 및 행태 조사
■K사 서비스 이행표준 및 메뉴얼 제정

- W사와 FBR 관련 공동검증 테스트 진행
■연속제조방식(Continuous CZ)의 단결정 실리콘 잉곳 제조 기술 발굴 및 개발
- 잉곳 그로워 장치 개발 및 제작 설치
- 단결정 잉곳 생산 실험 및 품질 분석
■(주)푸르고팜 기술사업화 지원
- MEA 전기분해 방식의 이산화염소 가스화 기술 개발
- 휴대가 가능한 소형 이산화염소 가스 공간살균 시스템 개발
■테슬라나인(주) 기술사업화 지원 등
- 유무선 통신장비 제품개발
- 근거리무선통신장비, 자기공명, 공진장비 제품개발

■J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피드백 컨설팅
■K사 정보서비스 및 콘텐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경영만족 시스템 구축
■09 재단사업 마케팅조사설계 및 서비스메뉴얼 개발
■한러공동연구개발(KORUSSIA Tech)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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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4

정책연구개발 사업
정부·공공기관·지역
정책연구

┃
서비스 분야

■과학기술정책(STP:Science& TechnologyProgram)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사업영역

5

교육 사업
신제품·신사업 전문인력 및
CS 전문인력 양성

┃
서비스 분야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사업

■국가 R&D사업과 과학기술정책·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분석·평가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공공 R&D 유관기관의 비전 및 선진화 전략수립과 우수기술 확산전략 연구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지역혁신산업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과 혁신주체의 역량제고 방안 연구

■CS교육 컨설팅

■광역/지역 혁신산업 육성 및 발전전략 수립

■공공/민간 교육 서비스 등

■부문별 기술/산업 정책 및 제도 연구 (에너지/환경/국방/재난안전 등) 등

┃
주요 프로젝트

■SW서비스 산업육성 및 중소 SW기업 포럼 운영/지원

┃
주요 프로젝트

■KIAT 기술사업화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

■출연연 융복합 융합기술 상용화 Fast-track 사업

■D공단 2012 고객서비스 방향 교육

■중장기 발전전략 및 연구중심병원 추진계획 수립

■D협회 CS마인드 교육 :즐겁게 배우는 두드림 서비스 마인드

■기술금융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H연구원 CS마인드 교육 : 21세기는 서비스 시대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제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W공사 CS마인드 교육 : 고객 지향에서 고객 관계로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의 기업화 성과 실증분석
■정부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방안 연구
■농림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농림수산식품분야 R&BD사업 추진계획 수립

■G대학병원 CS마인드 교육 : 천만다행(천만인이 다 행복해지는 방법)
■G사 CS리더 워크숍 / ICSI담당자 워크숍 / 협력업체 이행표준 교육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감성 커뮤니케이션 향상 스킬 등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맞춤형 지식재산(IP) 경영전략수립
■한국해양연구원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재정립을 통한 조직재설계에 관한 연구
■지역 자율성 제고 및 지역 거버넌스 정비방안 연구
■대덕연구개발특구 R&D 성과관리 활용 촉진을 위한 수익모델 연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환경기술 표준화사업 기획연구
■기후변화과학 원천기술 고도화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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