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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_회원가입

가입대상

 플랫폼 참여희망 기관/기업 가입가능
- SKC Startup Plus 선정기업
- 오픈 플랫폼 참여기관에서 추천한 기업

회원가입
방법

 가입하기
- 홈페이지 (www.techopenplatform.co.kr)  Signup 클릭
- 회원신청 구분

〮 오픈 플랫폼 참여기업  기관 선택
(추천기관 / Startup Plus 선발)
〮 SKC 임직원  SKC 선택
- SKC 임직원은 대표자명 표기하지 않음
- 회원가입 승인은 기관/관리자가 접수/승인

- 신청자에게는 승인완료 메일 송부
※ 가입 時 별도 회사소개서 제출 (kileunhye@sk.com)

로그인

 오픈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_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History

제공서비스

참여기관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의 Biz Frame 안내

 플랫폼 구축, 참여기관 MOU, 참여기업 선발 History

 서비스 안내 (역량공유, 사업협력, 투자 지원)

 플랫폼 참여기관 안내 (MOU 기관, 홈페이지, 담당자 연결)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_커뮤니티

공지사항

 오픈 플랫폼 , SKC News, 기관/기업 공지사항
- 매월 네크워킹 데이, 교육 및 세미나 등

정보공유

자유게시판

협의체 토론방

 참여기관/기업 교육자료 및 정보 공유

 자유게시판

 플랫폼 참여기관 운영진 토론방

※ 회원/비회원 間 정보제공 차이 있음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_오픈 플랫폼

역량 Archive

서비스신청

 플랫폼 보유 공유가능 역량 List

 서비스 신청 메뉴  신청하기 작성  담당자 확인  서비스 제공 (메일 / 유선) (상세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플랫폼 내 모든 참여자가 가진 역량을 백과사전화 하여 게시 ex)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 기술자료, 노하우
등
- SKC 공유가능 특허 공개 및 이전/실시권 부여

공유/협업
제안

함께하는 분들

※ 무료 진행, 일부 사항 실비발생 가능
 플랫폼 內 공유 / 협업 제안

 플랫폼 참여기업/기관 주요 분야 소개 및 담당자 연결

※ 비밀글 작성 가능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_SHE 공유 자료실

이용하기

 SHE 공유 자료실 바로가기
- 홈페이지 접속  상단 ‘SHE 공유자료실’바로가기
 내용확인
- 콘텐츠 별로 정리, 혹은 검색어 기능 활용하여 내용확인 하기
 내용올리기
- 하단 자료올리기 버튼 클릭
- 신청 내용 작성, 비밀글 작성 가능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_제공 서비스 상세 1

R&D

 SKC 및 투자사, 참여기관이 보유한 전문기기를 이용한 분석지원
- e.g.) SKC : 필름, 화학, Bio, 세라믹 소재 관련 약 100여개 분석 지원
- SKC 제품/분석 Knowhow 공유 및 Risk Point 도출

 분석 기기 활용한 최적 분석 방법 Consulting
 최신 분석 기법 및 분석기기 교육 실시

 기술 자문 및 O/I를 통한 기술협력 기회 제공

특허

 대상 기업 맞춤형 IP portfolio 구축 지원
 실무형 맞춤 교육
- 청구항 작성 노하우 공유
- 보유기술 기반 권리범위 해석 및 판단
- 보유기술 기반 Risk 분석 / 침해 판단 및 경고장 대응 실무
 특허출원 컨설팅 등
- 특허 출원 아이디어 창출 및 제안

 IP네트워크 구축
- 대리인 (사무소) 선정 노하우 및 관리 / 교류회/Workshop & 상시 Q&A
 SKC 공유가능 보유 특허/상표 Share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_ 제공 서비스 상세 2

 SHE 관련 법규 정보 공유
안전환경

 SHE 체계 및 Best Practice 공유
 노후설비, 증설 설비 관련 위험성 자문 및 진단

금융, 법무
윤리

 금융기관 연계 지원
 법무 상담, 계약서 검토 등 상담 진행
 사업장 윤리경영 교육 및 관련 자료 제공

교육프로그램

 SKC, SK Group 시행 교육 / 세미나 공유
- 분석/장비 기술 : 분석직무 전문교육 세미나
- 특허/법무 : 법무검토, 기술/특허 동향파악, 특허 조사 및 분석
- SHE 관련 교육 실시
- Insight 특강 : 스마트로직스, Display 산업 미래, Advisory Group 강연, SKHynix 교육연계 등

 SKC R&D날 공동 참여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_ 제공서비스 상세 3

 Startup, 중소기업 대상 공간(전시, 회의실, Open Lab. 등) 공유
Tech.
Camp

- 위치 : SKC 수원연구소 1층 / 서울 광화문 본사 회의실 공유

- Contents : Promotion Zone/ Community Open Space/ Mobile Office 등 제공
 수원 공장 內 사무실 입주 지원

Promotion Zone
- 기업홍보(홍보영상), 제품전시, 접견 등

Mobile Office
- 수도권 거점 Office (사무환경 제공)

Community / Meeting Room
- 고객 Meeting, 세미나 등

Open Lab
- 분석 Sample 간이실험, 보관 등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_ 공유 가능 R&C List
 SKC 공유 가능 Service 항목 : R&D, 경영 Infra, 공간, O&M, 교육 및 세미나 등
 각 참여기관 別 서비스 안내는 별도 문의
구분
일반분석&종합분석
R&D 지원

분석기술 자문
법무

특허

재무
경영 Infra 지원
금융

IT

인력
세무/회계

Tech. Camp

공간지원

O&M 지원

SHE

제공 R&C
분석 서비스
분석법
분석장비에 대한 교육 및 분석결과
법무정보 (자료실이용)
법무교육 서비스
특허 공유 (자료실이용)
SKC 보유 상표 사용 허가
IP 교육 실시
특허 조사 및 분석
IP 실무
손익분석 Know how
관리 회계 결산 Logic
운영예산 편성 Logic
자금관리
리스크 관리
신용관리
자금조달/운용 사항 자문
SCM System
이물검사 자동화 System
Insight 특강
Global 역량 강의
직무기초 강의
세무 자문
회계 자문
Overview 및 공간소개
Mobile Office
회의실
Open Lab
Promotion Zone 상담
안전/보건/환경 법규 관련 자료 공유
SHE 관련 자문 및 교육
노후설비, 신증설 관련 위험성 진단

※ 일부 실비 발생 R&C는 상호간 협의 후 비용산정

내용
기기 別 안내 (90개 분석항목)
분석기술 문의
분석장비 교육 및 분석결과 문의
계약서 양식 및 법률내용
분기별 1회 교육실시, 교육시 팝업안내
SKC 대표 특허 500건 제공
SKC 보유 상표 사용 문의
분기별 교육실시, 교육시 팝업안내
기술/특허 동향파악, 침해검토 (서비스난이도에 따라 유/무상 적용)
특허 출원관리, 분쟁대은, 계약서검토, 대리인 선정
손익 분석 노하우 제공
관리 회계 내용
운영예산 편성 가이드
자금 관리 자문
Risk 관리 자문
신용 관리 자문
자금조달/운용 사항 자문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자문
자동화 System 자문
교육시 팝업 안내
교육시 팝업 안내
교육
세무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회계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Tech. Camp 소개 및 세무 공간 소개
Mobile Office 공간 제공
회의실 예약
공용 실험실 예약
홍보 Wall 사용, 전시 Booth 사용 문의
SHE 관련 법규 자료 및 제/개정 법규 정보 공유
SHE 관련 자문 및 내/외부 교육 진행 (비용발생항목)
배관 비파괴 검사, 법규위반사항 검토/도출, 자문 및 현장 점검 서비스 실시(유료)

산업의 고수

산업의 고수_회원가입, 로그인

가입대상

 수요기업 : 산업의 고수 이용 희망 기업
 고수 :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회원가입
방법

 가입하기
- 홈페이지 (www.techopenplatform.co.kr)  Signup 클릭
- 회원신청 구분
〮 수요기업 : 국내 스타트업, 중소 소재기업
〮 고수 : 산업의 고수 고수(전문가)

- 회원정보 작성
- 회원가입 승인
〮 수요기업 : 자동가입
〮 고수 : 관리자가 접수/승인
- 신청자에게는 승인완료 메일 송부

 오픈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로그인

- 수요기업/고수 회원은 산업의 고수 페이지로 자동 전환
- 오픈 플랫폼 승인 기업은 산업의 고수 바로가기(우측 배너) 클릭

산업의 고수_페이지 안내

산업의 고수

 산업의 고수 소개

컨설팅
신청하기

 키워드, 분야 검색을 통한
자문 신청

성공사례

 자문 사례 안내

마이페이지

문의 하기

 자문 신청사항 확인
 가입 정보 수정

 산업의 고수 Q&A

산업의 고수_이용 방법

고수 검색

고수 선택

 검색창에 키워드 검색

 분야별 고수 검색

 고수 상세정보 확인
 검색된 고수 선택

자문 의뢰

 자문 내용 상세 작성
 고수 의뢰 실시

- My Page에 프로젝트 내용 생성 및
고수에게 이메일로 상담 신청 알람 발송

고수 매칭

 자문 내용 고수 확인, 자문 가능 유/무
및 범위 회신
 수요기업은 고수의 자문 가능 범위 확인,
최종 고수 선택

자문
실시/완료

 프로젝트 Page에서 상세 자문 실시

 자문 완료 후 수요기업은 ‘자문 종료’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산업의 고수 수요기업, 고수 회원은 산업의 고수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자문형태는 Part (단순) Time 자문 / 무료 자문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Full Time, 유료서비스는 향후 진해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