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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 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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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개
특허청 개요

미션 및 비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
•1관 8국 51과 17팀, 3개 소속기관
(총 정원 1,576명)
•전문인력
- 각 분야 박사 등 전문인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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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개

(정보화 추진부서)

특허청 조직

정보기획국
•

정보화 추진 인력
- 4과 1팀

•

정보기획과
–
–
–

•

정보개발과
–
–
–

•

•

특허넷시스템 운영
특허넷시스템 개선 및 개발
특허넷 개발 TFT

정보관리과
–
–

특허정보(DB)구축 운영 및 정비
특허 검색시스템 개발 운영

–

데이터관리센터 및 전자화 센터 운영

정보기반과
–
–

•

정보화 기획(시행계획, 예산, 평가 등) 업무
지식재산(IP)정보 보급, 활용확산
지식재산 통계, IP정보 서비스 활성화

정보기반(서버, DB, 네트워크) 운영
정보보안 관제 및 관리

정보협력팀
–
–

특허정보화 국제협력
국가간 심사정보 교환 활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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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추진체계 및 품질관리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국제품질인증기준인 CMMI Level 4 정부기관 최초획득

청장(CEO)

('06.10.)
정보화 추진위원회
. 사업 시행계획안 심의ㆍ의결

정보보호관리체계 ISO-27001 정부기관 최초 인증 ('06.12.)

차장
아키텍처 위원회
(외부자문위원포함)

정보기획국장
(CIO)

. 사업 중성 확인
. 투자성복과 및 타당성 확정
. 우선순위 확정

국제 IT서비스 관리체계 ISO-20000 인증 ('06.12.)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관리시스템(EAMS) 구축
('07.2.)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PMS) 구축(2010)

정보기획과

정보개발과

정보관리과

정보화 총괄 응용시스템(특허넷) DB 구축 및 관리
구축 및 운영

정보기반과

기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협력팀
정보화국제협력

데이터품질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2010)

특허청 산하기관 EA정보 통합 구축 및 운영(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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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기반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IT 생명주기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반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정보화 개선

정보화
기획

정보화
예산편성

정보화
사업 계획

정보화
분석•설계

구현

PMS

EAMS

DQMS

정보화사업관리

아키텍처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테스트

전개

정보화 개발

QSC

소스코드
품질관리

정보화
성과평가

정보화
운영

BTS

Harvest

ITSM

버그추적관리

형상관리

서비스운영관리

*PMS : Project Management System, EAMS : Enterpris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 DQMS : Data Quality Management System, QSC : Qualification Source Code System
BTS : Bug Trace System, ITSM: IT Servic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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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넷 시스템
특허넷 시스템은 45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
특허청 내·외 유관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
출원인/홈페이지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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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정보 제공 시스템

IP 동향정보

국내 산업재산권 및 해외
특허

기술거래정보

분석 및 성과정보

판례 및 분쟁정보

기술평가정보

표준특허정보

전통지식

기술경매정보

교육 및 인력정보

게시판, 뉴스 및 소식 등

서비스 연계

통합검색 활용

(웹 서비스, iFrame 등)

창

출

보 호

특허정보보급DB

규격화 및 표준화

국가R&D특허성과관리

지식재산도서관 DB

지식재산 전문인력

인터넷상설기술장터

디자인 맵

국가지식재산교육포탈

지재권 분쟁 DB

IP휴먼 네트워크

국내 산업재산권
DB

해외특허 DB
e-특허나라
DB

전통지식 DB

지식재산
정책정보 DB

지재권
판례 DB

표준특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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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보화 사업 추진방향

(1/4)

대기업의 사업참여 제한 (전문·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
-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
- 단, 예외로 인정되는 사업
1) 자신이 구축한 사업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2)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재 발주 하는 사업
3) 국방, 외교, 치안 및 전력 등 국가안보에 관련 사업 (지경부 고시 제2012-281호)
*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국방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국세청), 관세종합정보망(관세청),
범정부정보자원통합(행안부), 인천국제공항변전시설 구축사업(인천공항공사) 등 6개 사업이 지정 고시됨

* 특허청의 경우 해당 없음

 대기업의 사업 참여금액의 하한

(지경부 고시 제2012-87호)

-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 : 사업금액 80억원 이상 사업
- 매출액 8000억원 이하인 대기업 :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사업

* ‘13년도의 경우 특허청 개별사업 발주금액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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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보화 사업 추진방향

(2/4)

사업의 하도급 관리 강화를 통한 하도급자 보호
 제안요청서(RFP)에 하도급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명시
- 하도급 대급지급 기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및 계약승인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경부고시 제2011-262호)

- 제안사는 하도급 대금 내역을 별도서식(지침 별지3호)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도급 계약 관리 및 점검 강화로 하수급 업체 실질적 보호
- 사업수행자의 하도급 승인신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1) 하도급승인신청서, 2)표준하도급계약서, 3) 하도급수행계획서, 4) 하도급 적정성 평가표 등 첨부
- 단,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신청은 계약후 7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함
-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하도급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14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점검 관리 강화
-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 현금으로 지급 및

관련 증빙자료 행정기관(발주자) 제출
- 하도급자가 대금의 직접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간 합의서 작성 및 대금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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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보화 사업 추진방향

(3/4)

정보화 사업의 선진 수·발주 체계 시행
 제안 및 과업 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 RFP에 기능목록, 요구사항명세서 등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시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의견제시 기회 제공
- 당해년도 발주예정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설명회 개최(매년 1월)
- 입찰 참여의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하고 열람토록하여
의견제시 기회 제공 (지침 제24조, 제25조)
- 나라장터(www.g2b.go.kr) 및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5일간 공개

 제안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 제공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일반공고(40일)를 원칙으로 입찰공고

 기술력이 우수한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배점 확대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가격 배점비율을 9:1로 확대적용 (기존 8:2)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제공 노력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청사 내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적극 제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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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보화 사업 추진방향

(4/4)

신규 참여업체 확대를 위한 특허청 정보화 사업 프로세스 교육 제공
 사업의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한 제규정 및 사업관리 방법 등 사전 교육 실시
- 선정된 사업자에게 사업관리절차, 하도급 절차, 보안 규정, 사업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교육 실시

 사업참여 희망업체에 필요시 특허넷 관련 기술정보 적극 제공
- 필요시 EAMS 등을 활용하여 현행/목표 정보시스템 기술정보 파악 기회 제공

정보화 사업의 체계 적 관리 강화 및 담당자 역량 제고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를 활용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강화
- 사업의 사업계획 단계에서 검수/완료 단계까지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등록 관리
- 전산자원 신청/반납, 인력관리(근태 등), 회의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

 정보화사업 담당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EA,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제도, 사업관리, 전문기술 등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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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보화프로세스 규정준수

(RFP 예시)

PMS에서
사업관리 의무화

사업관리, EA, DQ,
ITSM, ISO20000 등
교육이수 의무화

EA 관련정보
현행화 의무화

ITSM 정보
현행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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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보화사업 발주 규모
 특허정보 시스템 개발 부문
- 오픈(OPEN) 특허로 구축 등 3개 사업 (2,261백만원)
* 정보개발과 하태진 팀장(서기관) (042-481-5784, tjha@kipo.go.kr)

 특허정보 DB 구축 부문
- 스마트 특허정보검색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 (1,100백만원)
* 정보관리과 최훈영 사무관 (042-481-5120, choihyu@kipo.go.kr)

 전산장비 도입 부문
- 특허넷 인프라확충, 기반운영 장비 고도화 등 2개 사업 (3,620백만원)
* 정보기반과 이상윤 사무관 (042-481-8323, sylee@kipo.go.kr)

 정보화 국제협력 부문
-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및 기계번역 서비스 개선 1개 사업 (500백만원)
* 정보협력팀 서성현 사무관 (042-481-5158, ssh0124@kipo.go.kr)

총 8개 사업 약80억원 규모
※ 사업규모, 내용 등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역은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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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보화 사업 안내

1.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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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시스템 개발 -

Open 특허로 구축사업 (1/3)

사업 개요
사 업 명 : Open 특허로 구축사업
사업 예산 : 720백만원
발주 시기 : 3월

주요 과업내용
 ActiveX 대체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특허로 웹 호환성 개선
 Windows XP ~ 8 환경의 IE7.0~10.0, Chrome, Safari 에서 호환성 확보
 그 외 호환되는 웹 브라우저 종류는 제안사가 제시

 특허로 웹 접근성 개선 및 품질마크 획득
 MM서식작성기 등 일부 전자출원SW 재개발
 재개발 대상 프로그램은 더 추가될 수 있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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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시스템 개발 ActiveX

Open 특허로 구축사업 (2/3)

“웹페이지 표준＂
최대한 제거

최소화

특허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

플러그인

새로운 기반

준수

<운영자 관점>
서식 추가, 수정 등 UI

적용

(PDF 등)

지원

멀티 OS

전자출원SW

개선
<사용자 관점>
서식 작성 등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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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시스템 개발 -

Open 특허로 구축사업 (3/3)

특허로 ActiveX 현황
인증서 로그인 (상용SW)
전자서명 처리 (상용SW)
파일 압축/해제 (상용SW)

파일/디렉토리 처리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전자출원 SW 현황
서식 작성 SW: 서식작성기(KEAPS), PCT-SAFE, MM서식작성기
명세서 작성 SW: K-Editor, Global Editor, PCT K-Editor
기타: 첨부서류입력기, 통지서열람기, 서열목록작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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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시스템 개발 –

Global 디자인심사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사 업 명 : 국제조약 가입에 따른 Global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 1,541백만원
발주 시기 : 6월(미정)

주요 과업내용
 국제 디자인심사(헤이그) 시스템 신규 구축
 국제조약에 따른 복수 디자인 제도 도입 등의 심사시스템 구축
 국내 디자인 심사 시스템 연계 및 제출문서 전산방식 등 자동화 기능 구축

 국내 디자인심사 시스템 개선
 조약에 따른 국내법 제도 변경 등의 심사 시스템 개선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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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시스템 개발–특허행정정보화 중장기 ISP (1/3)
사업 개요
사 업 명 : 특허행정정보화 중장기 ISP 수립 사업
사업 예산 : 716백만원
발주 시기 : 3월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추진 배경
 ’07.12월 수립된 중장기(’08~’12) 특허행정 정보전략계획(ISP) 만료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등 지식재산 대중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허행정정보화 중장기(’14~’18)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필요
- 특허행정정보화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이행 로드맵 수립
-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위한 특허
정보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전략, 글로벌 지시재산정보(IP)정보 교류 및 확산 전략

등 특허행정 정보화 전 분야의 중장기 정보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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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시스템 개발–특허행정정보화 중장기 ISP (2/3)
주요 과업내용

(1)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특허행정 정보화 전략 수립
- 지식재산(IP)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 기반 강화 방안
- 고객중심의 맞춤형 특허행정 정보서비스 제공 방안
- ICT 신기술 개발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차세대 특허넷서비스 제공 방안 등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선진 일류화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의 확충, 유통·보급 활성화 및 활용 촉진 방안
-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제공 모델, 서비스 R&D 발굴 전략 수립 등

 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 방안 수립
- 국제간 심사정보 교류를 위한 OPD (One Portal Dossier), GD

(Global Dossier)

등

해외 특허청과 특허정보 교류 및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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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시스템 개발–특허행정정보화 중장기 ISP (3/3)
주요 과업내용

(2)

 스마트 특허심사,심판 정보화 추진 전략 수립
- 국제조약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허넷 구축, 진화 방안
- 고품질 특허DB 확충 및 표준화, 정합성 개선 등 최적화 방안
- 특허넷Ⅲ 구축 등 특허행정 정보화 성과 및 효과 분석

 특허넷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품질 강화 방안 수립
- 정보화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에 따른 특허넷 운영관리 품질관리 방안
- 특허넷 운영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전산자원 관리 및 최적화 방안
- 클라우드, 네트워크 전산 및 통신 기반인프라의 안정성 강화 방안
- 사이버테러, 지능형해킹 등 시스템 위협요소 도출 및 대응 방안 수립

 특허행정 정보화 추진체계 구축 방안 수립
- 지식재산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화 조직 구성 및 업무편성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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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정보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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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DB구축 -

기계번역시스템 고도화 (1/2)

사업 개요
사 업 명 : 기계번역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 400백만원
발주 시기 : 3월

주요 과업내용
 2012년 도입된 중->한 기계번역에 번역 사전 구축 (약 40만건)


기계번역 품질 향상을 위한 미등록어 추출 및 번역 사전 구축



구축된 사전 데이터를 사용자 사전 관리툴을 사용하여 기계번역 엔진에 반영



구체적인 사전 구축 양은 협의에 의해 결정

 중->한, 영->한 번역 품질 검수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해 번역 오류를 검수하고 표준 번역문 작성



번역 품질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 품질 개선 방안 제시(패턴, 번역메모리 및 신규 사전
구축 방향)

 KIPRIS 한->영 기계번역서비스 개발


구축대상 : 국내 특허, 실용신안 공보



2013년 신규 도입된 한->영 기계번역 엔진을 기반으로 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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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DB 구축 -

기계번역시스템 고도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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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DB 구축 –

스마트특허정보검색시스템 (1/3)

사업 개요
사 업 명 : 스마트 특허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 700백만원
발주 시기 : 4월

주요 과업내용
 심사관용 상표검색에 이미지 매칭 검색서비스 구현


2013년 도입하는 이미지 검색엔진을 도형상표검색에 적용



이미지 검색엔진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이미지 매칭 검색서비스 구현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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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DB 구축 –

스마트특허정보검색시스템 (2/3)

주요 과업내용
 특허청 상표∙디자인∙심판결문 심사관과 대민 검색DB 통합


심사관과 대민용의 상표∙디자인∙심판결문 검색 DB 통합 및 표준화



대민검색시스템에 해외디자인 및 공지디자인 검색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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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DB 구축 –

스마트특허정보검색시스템 (3/3)

주요 과업내용
 심사관용 상표∙디자인∙심판결문 검색시스템 UI 개편 및 기능 고도화


심사관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검색시스템 기능 개선



웹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이용자 환경 지원 (불필요한 Active-X(오즈뷰어 등) 제거 등)

 심사관용 상표∙디자인∙심판결문 검색시스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도입


기존 개발 및 운영환경(LAF/J, Dev-on) 을 개선하여 전자정부프레임워크로 전환



Pro*C 프로그램 등을 Java 기반으로 변경

 이용자 분석 환경 마련


심사관 검색식 저장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검색 필드 및 기능 별 이용 현황 통계 DB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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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자원 도입
(H/W 및 상용 S/W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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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원 도입 – 특허넷 시스템 현황
전자화센터
•

출원관련 서면서류 전자화

•

특허청에서 원격 운영·관리

특허넷 장비 운영현황
• 서버, 디스크 장비 등 : 403대

특허전산센터
•

SBC 등 업무 시스템

•

보안운영 및 관제 시스템

•

개발·유지보수 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 1,274대

재해복구센터
•

주시스템 장애대비 백업시스템

•

데이터 실시간 동기화

특허넷 메인 센터
•

전자출원, 사무처리 시스템

•

특허청에서 원격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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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원 도입 - 개요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기반 서비스 개선으로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특허서비스 제공

전산 자원 신규 도입 및 증설

대외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반운영 시스템 성능개선

정보활용 시스템 고도화

Open 특허로 구축에 따른
상용SW 도입

전산자원 증설 및 노후 전산기
교체를 통한 성능 개선

스마트 특허정보 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자원 도입

국제 디자인 심사시스템 및 한영
기계번역시스템 구축에 따른
HW 및 상용SW 도입

청내검색 유지보수 자원 확충을
통한 검색 시스템 안정화 지원

일반행정지원 시스템 고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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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산자원 도입 –

도입대상 (1/3)

대외 서비스 인프라 확충

항목

내용

Open 특허로

▪ 주요 ActiveX를 플러그인 형식으로 지원
(인증, 위변조 방지, 업·다운로드 등)

홈페이지 개선

▪ 동영상 스트리밍, 홈페이지 관리용 솔루션
▪ 웹로그 분석기 등

국제 디자인 심사

한영 기계번역

▪ 자료연계용 서버(NT) 및 SW(FTP 등)

▪ 한영 기계번역 엔진 및 서버(NT)

비고

특허청 본청
설치

특허청 본청
및 정부통합
전산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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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산자원 도입 –

도입대상 (2/3)

기반운영 시스템 성능개선
항목
검색 유지보수 서버
노후장비 교체

내용
▪ 청내 검색 유지보수 서버
▪ 본청 노후장비 교체

KIPO-Cloud 안정화

▪ SBC 관리서버 이중화 구성 등

디스크 성능개선

▪ 전문이미지 디스크 변경(SSD)

디스크 증설

비고

▪ 데이터 자연증가분을 위한 디스크 증설
▪ 디스크 연계를 위한 SAN 증설

특허청 본청
설치

정부통합
전산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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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산자원 도입 –

도입대상 (3/3)

정보활용 시스템 고도화
항목

내용

비고

스마트 특허정보 검색

▪ 이미지 검색엔진
▪ 검색서버 및 디스크 증설(1.2TB, RAID10)

특허청 본청
및 정부통합
전산센터 설치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되는 HW 자원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자원통합사업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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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원 도입 사업 –

구분

발주 계획

도입 대상

▪ 대외서비스 인프라 확충
제1차 도입사업 ▪ 기반운영 성능개선
▪ 정보활용 시스템 고도화

예정금액

예정시기

3,370백만원

5~6월

제1차 도입사업
▪ 한영 기계번역
(S/W 분리발주)
※ 세부 과업내용은 변경 가능하므로, 발주시 제안요청서 참고
※ 정부통합전산센터 자원통합사업은 2~3월 발주 예정(특허청 관련 장비 규모 : 1,8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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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원 도입 –

서울사무소 전산실 기반시설 확충 (1/3)

사업 개요
사 업 명 : 서울사무소 전산실 기반시설 확충
사업 예산 : 250백만원
발주 시기 : 3월

주요 과업내용
 서울사무소내 전산실을 확장하여 현재 운영중인 전산장비와 IP정보통합
센터(마포)에서 운영중인 전산장비를 수용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실 확장 구축
 전산기계실 및 운영 사무실 확장 구축
- 서울사무소 전산실(現 161㎡)을 231㎡으로 확장
※ 기계실 161㎡이상으로 확장, OP Room 70 ㎡ 신규 구축

- 기계실내 항온항습기(20RT 이상) 3대 도입
- 운영 사무실내 관제설비 이전 구축
※ 발주시 과업범위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 과업범위는 별도 공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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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원 도입 –
주요 과업내용

서울사무소 전산실 기반시설 확충 (2/3)

(계속)

 기계실 인프라 구축
- 운영사무실에서 OP Room, OP Room에서 기계실간 출입 자동문 설치
- 전산실 전체 이중 마루 설치 및 소방 설비 이전 구축
- 이중마루 하단으로 전원 및 통신 케이블 트레이(HITECH) 설치
- 지하 변전실에서 4층 전산실까지 주동력선(500Kw 이상 수용) 포설
- 입력 분전반(2개) 및 출력 분전반(2개) 이상 구축
- 출력 분전반과 장비간 전원케이블 포설 및 콘센트(System Box) 설치
※ 서버 Rack 37개(서버 120대 이상, 스토리지 4박스, 기타 소형서버 30대 이상) 전원 포설, 3상220v 포함

- 전산실내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CCTV 설치(출입구, 기계실 및 OP Room 포함)
- 효율적 전산장비 배치 방안 제시 및 기존 서울사무소내 운영시스템 장비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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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원 도입 –
주요 과업내용

서울사무소 전산실 기반시설 확충 (3/3)

(계속)

 항온항습기 신규 도입
- 기계실내 항온항습 능력(20RTХ3식) 이상을 갖추어야 함
- 실내기는 진동 및 소음을 최대한 감소하여 운전시 정숙 운전이 되도록 제작
- 송풍 방식은 상부 토출형이며 부분적으로 덕트 접속구간도 있음

- 기계실 온도 및 누수에 대해 기존 운영중인 관제시스템과 연동

 운영사무실 전기 및 관제설비 이전 설치
- 출력 분전반에서 운영사무실간 전원 케이블 포설 및 콘센트 설치(40개 이상)
- 기 운영중인 관제설비(PDP TV 4대) 이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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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화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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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 사업
사업 필요성 및 목적
 한국기술의 해외 보호 강화 및 IP5간 심사정보 조회를 위한 국제특허정보
공유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OPD) 개선 사업추진
 전세계 국가간의 심사정보 공유 관련 IT 프로젝트의 유기적 연계로 심사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Global Dossier 서비스 기반 구축
⇒ WIPO CASE 서비스연계 개선 사업추진
 IP5 및 WIPO간 우선권 서류 교환방식 개선을 통한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 및 특허행정 효율성 개선
⇒ 시스템 개선 사업추진
 IP5간 업무협력을 위한 언어장벽 해소 및 MMT 주도청으로서 최적
수행방안 제시를 위한 기반 구축
⇒ 기계번역 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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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국제협력–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및 MT서비스 개선
사업 개요
사 업 명 :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및 MT서비스 개선
사업 예산 : 500백만원
발주 시기 : 3월 (예정)

사업 필요성
 IP5 및 WIPO간 심사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조회하여 심사품질 제고 및
심사기간 단축
 청간 심사업무협력을 위한 MMT 정보화 기반과제 최적 수행방안 제시 및
시범사업 주도를 통한 사업 추진 가속화

주요 과업내용
 IP5 청간 우선권증명서류 교환을 위한 DAS 시스템 개선
- DAS 2.0 개편에 따른 사용자 보안인증 방식 개선
- 출원인 편의성을 고려한 우선권 서류철 교환절차 간소화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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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국제협력–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및 MT서비스 개선
주요 과업내용

(계속)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개선 및 청간 연계테스트 지원
- OPD 연계를 위한 IP5청간 연계테스트(4~8월) 및 오픈 지원

- Global Dossier 구축을 위한 WIPO CASE, CCD등 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
* 스펙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 및 시스템 변경 작업
-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성능개선을 위한 시스템 변경작업

 MT 서비스 개선 및 IP5 MMT 과제 수행 지원
- 청 발송문서(거절결정서 등) 대상 한-영 사전 구축(약 10만건)
- 기계번역 품질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한영기계번역서비스 품질 개선
- 하이브리드 번역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IP5 MMT 기반과제 최적 수행방안 수립 및 교유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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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소개
서비스 구성도 및 기 구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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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증명 서류철 서비스 개선
DAS 2.0 도입 및 시스템 적용

범례

출원인
대리인

선출원
후출원

1. 선출원 및
AC코드 요청

1. 후출원
(AC 기입)
2. AC코드 발급

2. 우선권증명
서류철 요청

3. DAS 등록
(AC 및 데이터)

OFF
미공개

5. 데이터 확인

4. 우선권서류 요청

공개

6. 우선권서류 제공

WIPO
DAS

3. 데이터 확인

OSF
미공개

공개

7. 우선권서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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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범위 확대
WIPO CASE와 연계한 서비스 구성도

OPD

CASE

(EPO)

(WIPO)

OPD

OPD

(USPTO)

(SIPO)

OPD

OPD

(KIPO)

(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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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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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부국 코리아!
특허청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48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