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다른 어떤 국가와도 달리, 영국은 특이하게도 다수의 소규모 테크놀리지
기반회사(SME, 또는 중소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Gibson 지수는 이러한
10,000 여개에 달하는 초창기 스타트업회사, 대학교 파생(Spinout) 회사, SME 전문
회사, 테크놀리지 기반 컨설턴트 회사 및 비즈니스 협업체들을 망라하는 독특한
보물 창고를 창출해내었습니다. 이 지수를 수집하는데 7 년 이상이 걸렸으며, 이는
영국내 수십명의 학자들이 관여한 집중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Gibson 지수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이 지수는 회사 이름, 회사의 주 연락처, 분야,
회사 현황, 도시별, 지역별(카운티 및 국가 위치: 영국, 스코트랜드, 웨일즈 및 북
아일랜드), 그리고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와, 또한 모든 종류의 과학 및 기술
용어를 포함하는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
저희의 “최초” 기록은?
이 지수는 상당한 수의 최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

-

이 지수는 세계 최초의 초기 단계 기술 회사에 대한 전국적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지수는 영국 테크놀리지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컨설턴트 업체들과
비즈니스 협업체들로 활동하는 필수 하이테크 기관들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조사입니다.
이 지수는 영국의 테크놀리지 업계-총 10,000 여명에 달하는 영국 기업 및
회사 임원-의 가장 포괄적인 목록을 포함합니다.
이 지수는 영국 정부 연구 기금 및 경제 개발 자금을 받은 회사들의 가장
포괄적인 목록을 포함합니다.
이 지수는 미국의 국방 기관 연구 계약들을 따낸 영국내 소기업들의 전체
목록을 포함합니다.
이 지수는 영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동을 많이 하는 영국 경제의
초석인 과학자-발명가들의 특별한 목록을 포함합니다.
이 지수는 영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자 기업인들의 전국적 목록을
포함하며, 영국 대학 파생 회사 및 컨설턴트 업체들의 포괄적 목록을
포함합니다.

연구 서비스 및 위대한 아이디어…
이 지수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Gibson Index 사의 직원들은 영국 및 다른 나라들의
재정기관, 투자회사, 은행,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 및 경제 개발 기관을 대신하여
전문가 검색을 지금까지 추적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조직 및 기관들이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저희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저희의 폭넓은 경험 및
견줄바없는 연구 리소스의 집합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의 프로젝트로

영국의 발명가 장려 기관인 NESTA (www.nesta.org)로부터 위임받은 국제 발명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 프로젝트는 대학의 상업화에 관한 영국의
현재까지의 실적 연구와 경제적 잠재성을 가진 새로운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미래의 방법론 탐구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110 개 대학 전체를
대표하는 그룹인 Universities UK 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격식없는, 탐구적 토론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소규모 회사를 도와 다른 나라에 있는 파트너 회사와 연결시켜 주거나 막 시작한
회사들을 주요 새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도와 주는 것 이상으로 저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혁신, 기업 및 소규모 하이테크 회사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또한 전세계
경제 개발 기관들로부터의 모든 의견을 환영합니다.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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