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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1)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

그간의 정책성과

특허행정의 주요성과

전략목표Ⅰ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선진국 수준의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ㅇ (심사 )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 협력심사 등 품질 제고 노력의
결과로 심사품질 관련 통계지표 향상
*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율 : (’14) 11.4% → (’15) 11.5% →
* 상표 무효인용률 : (’14) 51.2% → (’15) 49.0% →
* 디자인 도면 미흡 거절률 : (’14) 58.9% → (’15) 9.6% →

(’16) 8.3%

(’16) 41.3%

(’16) 11.4%

ㅇ (심판 ) 심판관 전문성 제고 노력을 통해 고품질 심판서비스 제공
* 심결취소율 : (’14) 25.4% → (’15) 24.2% →
* 일본 심결취소율 : (’15) 30.9%

(’16) 25.3%

※ 심사품질 향상 등 특허 심사서비스 개선으로 특허품질을 향상시키면, 개선 1차
년도에 최대 1조 7,300억원, 이후 10년 간 연평균 4,200억원, 70년간 연평균
약 4,610억의 GDP 증가 효과를 유발(‘14, 한국개발연구원)

□ 고객 지향적 지식재산 제도 개선
ㅇ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차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 <GIPC: Global IP Center> 발표)
* 세계 38개국에 대한 지재권 법․제도 보호수준, 개선사항 및 환경 평가
(

ㅇ 중소기업의 특허권 유지비용 경감을 위한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16.7)
*

7～9년차 등록료 30% 감면

대해

제도 도입으로
효과 발생

개인, 중소기업

연간 94억원의 비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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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제적 약자에

전략목표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ㅇ 정부 R&D 과제 기획․선정 시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을 통해 정부 R&D 특허생산성 제고 및 품질 향상에 기여
- 약 2,186억원의 정부 R&D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미지원
R&D 과제와 비교 시 우수특허비율 35%, 특허창출 72% 증가
<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성과(’15) >

*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성과 분석(한국정보경영평가, ’16. 12)

□ IP-R&D 기법을 민간으로 확산하여 중소·중견기업의 R&D 특허성과 제고
ㅇ (특허성과) 미지원 대비, 질적으로 월등한(2∼2.2배) 특허 창출
ㅇ (경제효과) 예산 투입(355억원) 대비, 높은(11배) 경제적 효과(3,838억원)
* 중소·중견기업 지원 과제수 : (’14) 177개 → (’15) 186개 → (’16) 203개

< IP-R&D 전략 지원 특허 성과 ('13~'15) >

< IP-R&D 전략 지원 경제 효과 ('13~'15) >

미지원사업
지원사업

12.2%

1.4%
5.5%

3,838억원
1,475억원 1,363억원
940억원

0.7%

60억원
16)

우수특허비율

1)

삼극특허비율

매출증가 비용절감 자금조달 무역개선

총 경제효과

□ 표준특허 창출 역량 강화로 세계 5위권 진입
ㅇ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표준화 진행단계별로
특허전략을 밀착2))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 지원
* 표준특허 보유건수 순위 : (’14) 482건, 세계 6위 → (’15) 782건, 세계 5위

1) 우수특허비율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의 비율
삼극특허비율 : 국내 등록 특허와 동일 내용의 발명이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동시 출원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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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Ⅲ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 해외에서 한국브랜드(K-브랜드) 피해 예방 및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 해외진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및 중국․아세안 등
한류지역 중심의 K-브랜드 보호 컨설팅 확대
*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 (’15) 348社 → (’16) 487社
*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 (’15) 93社 → (’16) 138社

ㅇ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리스크 분산 및 분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확대
*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지원 : (’15) 149社 → (’16) 220社

ㅇ 한․중 FTA 발효 등에 맞춰 중국 내륙거점 도시에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추가 설치 (’16.6) 및 KOTRA 본사에 전담부서 신설(’16.2)
* (’15) 6개국 11개소(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일본) → (’16) 6개국 12개소(시안 추가)

□ 국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역량 및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ㅇ 국민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10대 품목*(’16.1 선정)을 집중
단속하는 등 중요 기획수사 강화

* ①의약품 ②식․음료품 ③화장품 ④의료용기기 ⑤휴대전화 부품 ⑥건축용품․
건재 ⑦자동차부품․소모품 ⑧안경 ⑨전자제품․부품 ⑩담배제품
* (’16) 기획수사 실적 및 효과 : 형사입건 56명, 압수 524천점, 정품가액 707억원

ㅇ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상습거래사이트 수사팀 운영(’16.1~)을 통해 단속 강화
* 온라인 침해 형사입건 : (’15) 170명 → (’16) 159명
* 오픈마켓 판매 중지 및 개인 쇼핑몰 폐쇄 : (’15) 6,091건 → (’16) 6,256건

ㅇ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등과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 워크숍, 협의회 구성 등 협업체계 강화
* 지역합동단속 : 남대문․동대문․명동(’16.5), 경주시내․보문관광단지(’16.6)
* 지자체공무원교육(’16.6), 수출입유관기관단속협의회구성(’16.7), 경찰공무원워크숍(’16.11)

□ 증거제출 강화를 위한 특허 손해배상제도 개선
ㅇ 특허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배상 입증기반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도
제출토록하고, 감정인에게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

2) 세계 3대 국제 표준화 기구(ISO, IEC, ITU)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에 대해 선언된 표준특허
- 3 -

전략목표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 민간 부문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IP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투·융자 지원 확대
* 투·융자 연계 금융지원 : (’15) 2,009억원 → (’16) 3,035억원

ㅇ IP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 사업자금 지원 강화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수/결성금액 현황 : (’15) 4개/850억원 → (’16) 6개/1,250억원

ㅇ IP 가치평가 모델을 다변화*하여 은행, 투자기관 등 수요자 맞춤형
IP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16.7) 및 IP 가치평가 기관에 민간 참여 확대
* (’15) 심층형(6주, 1,500만원), 일반형(3주, 650만원) → (’16) 보급형(2주, 250만원) 추가
* IP 가치평가 기관 : (’15) 12개(민간 2개) → (’16) 13개(민간 3개)

□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기술 활용 촉진
ㅇ 다수 대학 공공연이 보유한 개별 특허를 시장요구에 따라 제품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축, 수요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효과 제고
* 20개 과제를 지원하여

(전년대비 200%),

기술이전 40건

(전년대비 84%)

기술료 수입

증가

ㅇ 범부처* 공동으로 대학·공공연 특허의 수요·공급 매칭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공공 IP·기술이전 로드쇼’ 개최(’16.4)
* (’15) 중기청, 미래부 (’16) 산업부, 국토부 신규 참여
* (성과) 기술이전 상담 127건, 기술이전의향서 체결 93건(추정기술료 97억원)

□ 지식재산 사업화·거래 활성화 기반 강화
ㅇ 특허거래전문관을 지역별로 확대 배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식재산의 거래·사업화 촉진
* 특허거래전문관 : (’15) 9명 → (’16) 17명
* 특허거래전문관 거래실적 : (’15) 229건 → (’16) 434건(개방특허 178건 포함)

ㅇ 대기업이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양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면제(’16.2)
* 개방특허 이전 건수(기업수) : (’15) 519건(139개) → (’16) 703건(254개)
- 4 -

전략목표Ⅴ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를 선도한다.

□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사용자 편의 제고로 IP 정보 접근성 강화
ㅇ 데이터 개방 로드맵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IP정보 상품 개방 확대
* IP정보 상품수 : (’13) 27개 → (’14) 39개 → (’15) 64개 → (’16) 80개

※ 해외 개방국가 수(9개국) : 7개 국가(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필리핀, 멕시코, 대만), 2개 기관(WIPO, ARIPO)

특허청의 해외데이터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해외특허청과의 입수
협상에 따른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
ㅇ 오픈 플랫폼을 통한 개방데이터의 사용률 및 사용자 편의 제고
- 응용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과 시스템 프로그램(서비스 제공자)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현된 인터페이스인 Open API의
지속적인 확대 개발을 통해 민간의 개방데이터 활용 대폭 증가
-

* Open API 이용 건수 : (’14) 200백만건 → (’15) 369백만건 → (’16) 570백만건
* 2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 우리 특허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ㅇ UAE에 특허정보시스템 수출(450만불)하고, 양자간 정보화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우리청 정보화 전문가를 UAE 현지 파견
ㅇ 양자 및 다자간 정보화 협력 강화를 통한 심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지식재산권 관련 국민 편의성 확대
* 웹기반 국제출원(ePCT) 및 전자적 문서교환 확대를 통한 편의성/효율성 개선

ㅇ 해외 특허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국내외 특허정보 접근성 강화

* 스웨덴(’16.10), 러시아(’16.10)와 특허정보 교환 및 대민보급을 위한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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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행정의 현 좌표

□ (지식재산 창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흡
ㅇ R&D 투자 증가로 지식재산 창출 역량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원천기술과 핵심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
<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 ('15) >
('16, 세계지식재산기구)

96.1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15) >
('16, 세계은행)

871억불 흑자

* GDP 10억불 당 출원 건수

56.9

196억불 흑자

52.7

36억불 적자

17.1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미국

일본

한국

□ (지식재산 보호) 해외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내 위조상품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
ㅇ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수출중단, 소송비용 증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국내 지재권 보호 환경이
여전히 취약하여 해외로부터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
< 주요국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16) >
('16, 세계경제포럼(WEF))

< 수입 통관단계 위조상품 적발현황 >
('16,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 관세청)

1위
16위

14위

9,111건
중국
8,829건

49위

(96.9%)

한국

미국

일본

2014

스위스

9,958건

중국
9,117건
(91.6%)

2015

□ (지식재산 활용)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 저조
ㅇ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활용 미흡
ㅇ 대학·공공연은 실적평가용 특허출원 관행과 기술이전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 저조
* 특허 활용률 /전담인력 보유율(’15) : 대기업 80.2%/33.3%, 중소기업 63.1%/18.4%
* 대학·공공연 연구생산성(기술료/연구비,’15) : (한국) 1.72%, (미국)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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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정책 추진방향

2. 2017

□ SWOT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내부
요인

✣
✣
강점
✣
(Strength) ✣
✣
✣

우수한 심사 인력 및 특허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보유
선진국 수준의 심사처리기간 운영
세계 지식재산 5강 체제(IP5, TM5) 구축
해외 현지 정부·기관과 지식재산 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우수한 지재권 분쟁대응 전문가 Pool 구축·운영
발명 및 IP 보호 등 교육 컨텐츠 및 다양한 홍보 경험 보유

✣ 특허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
*
(
) :
>
>
>
>
약점
✣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 및 담당분야 과중
(Weakness) ✣ 수요에 비해 IP 가치평가기관 및 IP 기술거래기관 등 기반 부족
✣ 표준특허 확보가 대기업에 편중되는 경향
✣ 표준특허 역량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특허품질 순위 유럽 일본 미국 한국 중국

✣
✣
기회
✣
(Opportunity) ✣
✣
✣
외부
요인
위협
(Threat)

✣
✣
✣
✣
✣
✣
✣

ICT분야 연구개발 투자 활발(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1위)
IP 등 무형자산에 대한 수요자 인식 변화
표준특허가 기업의 시장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
민간 IP R&D 전략지원 사업의 효용이 검증되면서 수요 증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 국제적 위상 강화
온·오프라인 미디어·매체 등 교육·홍보 자원 다양화 추세
중소기업의 경우 IP 가치평가 비용 부담 높음
IP 출원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이전·거래·사업화·창업 등 시장 활용은 저조
원천·핵심 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지속
위조상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미흡
주요 경쟁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 강화 및 해외 특허소송 급증
기업·수요자의 지식재산 보호 인식 및 분쟁대응 역량·인력 등 전문성 부족
중국의 지재권 침해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SO전략

내부 강점 극대화 및
외부 기회 활용

➯

ㆍ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 지원
ㆍ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 인력 양성
ㆍ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ST전략

내부 강점을 활용한
외부 위협 회피

➯

ㆍ국내외 IP 보호 기반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ㆍ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환경 개선 및 위상 제고

WO전략

내부 약점 극복 및
외부 기회 활용

➯

ㆍ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역량 제고
ㆍ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
ㆍIP R&D 지원 확대 및 핵심·표준 특허 창출 기반 강화

WT전략

내부 약점 극복 및
외부 위협 회피

➯

ㆍ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
ㆍ대학·공공연구기관·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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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1.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현장 소통형 심사를 통한 품질 제고
ㅇ 산업현장과 소통하여 현장의 기술자료 및 거래업계 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 확대
ㅇ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 활성화
ㅇ 전문성 있는 신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경재 체계를 강화
하기 위해 선행기술 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특허쟁송제도 개선
ㅇ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

* 누구나 특허공고 후 6개월 내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ㅇ 기업 등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
하기 위해 분쟁해결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
□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부응한 제도 구축
ㅇ 디자인 공지 후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 연장(6→12개월)
*

*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더라도 최초 공지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하는 예외규정

ㅇ 개별국에 직접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ㅇ PCT 국제특허 출원인이 별도의 출원 SW 설치 없이 웹상에서 직접
국제특허 출원할 수 있도록 PCT 출원방식 다양화
- 8 -

추진전략2.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 강화

□ 핵심·표준 특허 창출 지원
ㅇ 정부 R&D 기획·선정 단계에서 성과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全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R&D 효율성 제고
ㅇ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R&D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 역량 강화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산업부·미래부 8대 스마트기술 등

ㅇ 표준특허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 R&D 全 과정에서 ‘R&D-특허표준화 ’ 연계체계 강화
□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
ㅇ ‘IP 경영지원단 ’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 구축
3)

* 지원건별로 수행기관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사전에 수행기관 풀을 구성하여
풀 내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신속히 기업 지원 가능

ㅇ 지역별로 IP 창업 촉진 거점을 마련하여, 손쉽게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IP 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 창의적 지식재산 인력 양성
ㅇ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명교육활성화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및 추가설치 추진
*

* ’95년부터 설립되어 지역별로 총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중(’16년말 기준)

ㅇ 발명·특허 특성화고에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시범 적용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교육 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취업률 제고
*

* 기업 현안을 학생이 발명을 통해 해결하고, 기업은 학생에게 채용 기회 제공

ㅇ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지식재산교육 인증트랙 ’을 도입하고,
지식재산 복수학위제 신설·운영(2개교) 추진
*

* 일정 학점 이상 지식재산 교육을 이수하면 졸업장 등에 명시하거나 인증서 수여

3)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특허·브랜드·디자인 전문 컨설턴트 70여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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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3.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ㅇ 국내 유관기관 및 중국 당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도피한 상표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중국 현지 생산자 추적·단속
ㅇ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최신 경찰수사 장비를 도입하는 등 수사 환경 개선
ㅇ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조정위원 풀 확대 , 1인
조정부 도입 등 운영 효율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

* 현재 40명에서 80명(상표·디자인 / 기계 / 화학 / 전기 각 20명)으로 확대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ㅇ IP-DESK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 위조상품 유통경로, 침해조사업체
등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현지 침해단속 성과 제고
*

* 중국(상해·광주·청도), 베트남 및 독일에 전문인력(변호사·변리사 등) 확충

ㅇ 해외 진출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분쟁양상에 적시 대응이 가능
하도록 사업간 연계를 강화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

* IP-DESK 운영, 분쟁예방 컨설팅, IP 소송보험 등 관련사업 패키지 지원

ㅇ 다년도 보장이 가능한 중장기 지재권 소송보험을 개발하고,
지자체·기업단체 매칭을 통해 IP 소송보험 활성화
□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ㅇ IP5 사용자 그룹 참여를 확대 하여 선진 5개국간 심사공조 등
IP5 협력과제의 진척을 촉진하고, 국제규범 논의 주도
*

* ‘IP5 산업계 협의 그룹’을 신설하여 기존 그룹이 논의 중인 정보화 外 이슈 협의

ㅇ

· 국가와 공동으로 상표심사 품질관리,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분석 등을 통해 심사품질 향상과 국제조화 추진
4)

TM5 ID5

4) ID5(Industrial Design 5) : 전 세계 디자인 출원을 주도하는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의 5개 디자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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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4. 우수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기술보증기금의 IP 가치평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금리를 우대
하는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 지원
* IP 금융 취급은행 : (’16) 산업·기업·국민은행 → (’17) 신한·우리·하나은행 추가

ㅇ IP 가치평가기관을 금융권·민간기관으로 확대 하고, 금융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민간의 IP 금융 역량 제고
*

* (’16) 13개 기관(금융 2개, 민간 3개) → (’17) 17개 기관(금융 4개, 민간 5개)

□ 지식재산권 거래 및 사업화 촉진
ㅇ 대학·공공연 보유특허를 분석·평가하여 시장성이 있는 특허를 유지
하도록 유도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는 거래 지원
*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지원 기관 : (’16) 10개 → (’17) 15개

ㅇ 특허거래전문관이 보유한 수요기업·유망기술 등 주요 거래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거래회사의 역량 강화
추진전략5.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 선도

□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ㅇ 통지서·심결문 오류 자동점검 시스템 개선 등 고품질 심사·심판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심사시스템 고도화
ㅇ 전자출원사이트(특허路)의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개선 하고,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통·폐합
*

* Internet Explorer 이외의 Chrome, Firefox 등 웹브라우저에서도 전자출원 가능

□ 한국형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협력 사업 확대
ㅇ 아랍에미리트 특허심사협력 모델 을 기반으로 걸프협력기구 ·이란
등으로 특허행정 수출 대상국과 서비스 분야 확대 추진
*

5)

* 특허심사 대행(’14.2), 특허정보시스템 수출(’16.2) 및 특허심사 조직설계 컨설팅(’17)

5) 걸프협력기구(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만 연안 6개 산유국(바레인·사우디아라비
아· 아랍에미리트·오만·카타르·쿠웨이트)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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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특허청 일반 현황

(1)

조직 : 1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ㅇ 기획․지원부서(4) :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정보고객지원국
ㅇ 심사부서(5) :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 1국, 특허심사 2국, 특허심사 3국
ㅇ 소속기관(3) :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2)

인원 : 총 1,625명(본청 1,425명, 소속기관 200명)

연수원 -

고위
공무
원단
23
(22)
10
(10)
12
(11)
1
(1)

서울 사무소

-

직 급 청장
1
(1)
본청 (1)1
특허 심판원
계

3.4급 4급 4.5급
17
(17)
13
(13)
4
(4)
-

81
(78)
40
(40)
37
(34)
3
(3)
1
(1)

235
(227)
166
(163)
65
(60)
2
(2)
2
(2)

(단위 : 명, 괄호는 현원, ’17.2월말 기준)
8급 관리
5급 6급 7급 · 운영 계
9급
839 253 71 62 43 1,625
(851) (211.5) (66) (60) (46) (1,579.5)
821 229 60 50 35 1,425
(827) (196.5) (53) (43) (37) (1,383.5)
10 11 4 1 - 144
(15) (9) (3) (2)
(138)
7 9 3 4 4 33
(8) (3) (8) (5) (4) (34)
1 4 4 7 4 23
(1) (3) (2) (1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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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조직도

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1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
영
지
원
과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특허청장
차장

심사품질담당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특허심사2국
가공시스템심사과
정밀부품심사과
반도체심사과
자동차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통신네트워크심사팀
자원재생심사팀

특허심사3국
응용소재심사과
로봇자동화심사과
차세대수송심사과
바이오심사과
이동통신심사과
금속심사팀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상표심사1과
상표심사2과
상표심사3과
복합상표심사팀
국제상표출원심사팀
디자인심사과
복합디자인심사팀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에너지심사과
자동차융합심사과
정보기술융합심사과
계측분석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특허심사1국
생활가전심사과
사무기기심사과
주거생활심사과
국토환경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전력기술심사과
정밀화학심사과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특허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팀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서울사무소
관리과
출원등록과
전산자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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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

분

(전년대비증가율, %)
o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8

’19

’20

4,066

4,056

4,159

4,259

4,371

(△0.9)

(△0.2)

(2.5)

(2.4)

(2.6)

5,937

6,381

6,646

6,953

7,776

(12.9)

(7.5)

(4.2)

(4.6)

(11.8)

1,273

1,278

1,458

1,560

1,669

(5.4)

(0.3)

(14.1)

(7.0)

(7.0)

159

164

169

174

179

(3.2)

(3.1)

(2.9)

(3.0)

(3.0)

2,633

2,614

2,532

2,526

2,523

(△3.9)

(△0.7)

(△3.1)

(△0.3)

(△0.1)

4,066

4,056

4,159

4,259

4,371

(△0.9)

(△0.2)

(2.5)

(2.4)

(2.6)

5,937

6,381

6,646

6,953

7,776

(12.9)

(7.5)

(4.2)

(4.6)

(11.8)

4,066

4,056

4,159

4,259

4,371

(△0.9)

(△0.2)

(2.5)

(2.4)

(2.6)

5,937

6,381

6,646

6,953

7,776

(12.9)

(7.5)

(4.2)

(4.6)

(11.8)

총지출 구분

o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o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o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

’17

재정사업 합계

o 총지출

□

’16

예산

o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o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o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o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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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핵심 내용
ㅇ 창조경제에서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에 기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ㅇ 이를 위해 고품질의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활용되며, 효율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
ㅇ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들도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식재산전략을 수립·추진
< 지식재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국 동향 >
o 주요국은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중장기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추진
- (미국) 친(親) 지식재산(Pro-Intellectual Property) 정책 추진, ‘2014-2018 전략계획’ 수립
- (일본)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立國) 정책 추진, ‘2013-2023 지적재산 정책 비전’ 수립
-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계획 수립(‘14-’20)

□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
ㅇ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특허청의 임무를 ‘지식
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로 설정
ㅇ 비전과 임무 달성을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4개 성과목표를 설정
하여 성과관리 전략계획(’16~’20) 수립
ㅇ 이를 위한 ’17년도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체계 선진화’로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 과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여 ’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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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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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및 과제 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5

11

성과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14

관리과제

단위 : 개)

(

관리과제
22

관리과제
성과지표
31

국정기조 연계

Ⅰ.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국정 2-2-4/경제 29-1
① 심사·심판 품질 향상 및 처리기간의 적시성 제고
업무 1-1
업무 1-1
②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
2. 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정 2-2-4
① 공정하고 편리한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업무 1-2, 1-3
업무 4-2
②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해 지재권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략을 선도한다.
국정 2-2-3
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업무 2-1
국정 2-2-2
② 산 학 연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업무 2-1
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국정 2-4-2
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업무 2-2
국정 2-4-2
②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업무 2-2
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인력을 양성한다.
국정 2-2-5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업무 4-1
국정 70-1-1
②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업무 4-1
Ⅲ.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활동 및 체계를 강화한다.
국정 2-3-1, 2-3-3
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경제 29-1/업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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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국정 2-4-1/경제 29-4
②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업무 3-2
2.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을 개선한다.
①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정 2-3-2
업무 3-3
국제 질서 변화 선도
업무 3-3
②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협상 강화
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를 촉진한다.
경제 29-2
①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국정 2-2-1/
업무 2-3
경제 29-3
②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업무 2-3
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정 2-2-5
①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국정 2-5-1
②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Ⅴ.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를 선도한다.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업무 4-2
① 지식재산정보 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업무 4-2
②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2. 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업무 4-2
① 국내외 지식재산정보의 민간 개방 및 공유 확대
업무 3-3
②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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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계획

Ⅰ

전략목표Ⅰ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 본 방 향

◇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ㅇ 적시성 있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
사업화 촉진 및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
ㅇ 산업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심사·심판관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 선진화된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축하고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개선
ㅇ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구축, 합리적인 지식재산 분쟁해결
등을 위한 지식재산 제도 기반 선진화
ㅇ 국민편의 제고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 구현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3

4

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심사품질관리지수(%)
Ⅰ-1.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심사심판관전문성지수(점)
(%)
① 심사·심판 품질 향상 및 처리기간의 적시성 제고 선행기술검색충실도
심판품질관리지수(점)
②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 심사․심판교육의
현업적용도(점)
특허․상표제도
Ⅰ-2. 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ㆍ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만족도(점개선
)
① 공정하고 편리한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제도개선 진척도(%)
②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특허고객 만족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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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Ⅰ-1

(1)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주요 내용

□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지재권 창출지원을 위한 심사·심판 품질
관리 강화 추진
ㅇ 고품질 특허 창출 유도를 위한 산업 현장과의 소통형 협력심사 및
심사관 간의 협의심사 강화
ㅇ 품질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중간 관리자인 심사 파트장
중심으로 심사품질 관리 강화
□ 심사·심판관 역량 강화 및 심사·심판 인프라 개선
ㅇ 1인당 적정 심사·심판물량을 고려한 심사·심판 인력수급 계획
수립 및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ㅇ 기술분야별 맞춤형 신기술 교육, 사례 중심의 심사·심판관 경력별
실무교육 등을 통해 심사 심판관 역량 강화
□ 국제적 공조체제의 확대 등을 통한 심사·심판 서비스 품질 향상
ㅇ 선진 5개국(IP5) 간 심사·심판실무 및 품질관리 공유, 심사관 공통
훈련정책의 추진으로 선진 심사·심판품질 기반 확보
ㅇ 특허심판·소송 선진화를 통한 지재권 분쟁의 신속․정확한 해결
□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효율화 및 조사품질 향상
ㅇ 심사협력형 조사 확대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업 효율화
ㅇ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원 수준별 맞춤형 교육 확대
ㅇ 상표 디자인 조사기관 운영 내실화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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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BT․NT 등 신기술분야 출원 및 지재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 및 고급화
ㅇ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심사·심판관의 전문성 제고 필요
- 신기술 현장교육, 기술 분야별 이론․실무의 조화, 교육생 수준별
맞춤교육 등으로 고도화 복합화 하는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
□ 특허청의 핵심인력인 심사관·심판관의 역량 강화
ㅇ 심사 심판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준별 단계별 교육
강화 및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제도 교육과정 운영
- 특허법과정을 연 2회 운영하는 등 법률교육 과정 강화 및 세분화를
통해 지식재산 법률 전문성 배양
- 니스·로카르노 분류 과정 신설, 지재권 전반에 대한 수요 맞춤형
특별과정 개설 등 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확대
- 기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 분야별 교육과정 편제 개편 및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신기술 교육 실시
- 신규심사관, 심판관 과정 등에 대해 교육방식을 다양화하고
온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운영
ㅇ 국제적 지재권규범 통일화 추세 및 심사공조 확대 등 급변하는 IP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사·심판관 글로벌 지식재산 역량 제고
ㅇ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연수원 강의를 온라인 교육 콘텐츠화하여
상시학습을 제공하고 특별과정 교육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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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실적

성과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지표

’14

-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 103.94 100 ▪심사품질 관리지수는 산식      

 
심사
구성요소의 개별 목표를
품질
전년 대비 상향 설정하고,   구성요소별가중치   구성요소별실적치
관리
이를 종합한 목표를 100   구성요소별목표치   구성요소의수
지수
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
- 무효심판 인용률의 목표 - 무효심판 인용률 : 2010년 이후 특허
치는 최근 3년간 실적의 심판원에서 특허 무효 심판을 한 건 중
표준편차(0.5σ)을 전년도 무효 인용 심결을 한 건을 누적으로
실적치에 감하여 설정 계산하여 비율을 측정
- 심사품질 만족도의 목표 - 심사품질 만족도 : 매년 수행하는 고객
치는 최근 3년간 실적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산정
표준편차(0.5σ)를 전년도 - 선행기술검색 이력화율 : 특허·실용
실적치에 합산하여 설정 신안 심사 착수된 건 중 검색 이력
- 선행기술검색이력화율의 작성 건의 비율 측정(선행기술 외주
목표치는최근3년간실적의 용역 건 제외)
표준편차(0.5σ)를 전년도
실적치에 합산하여 설정 * 단, 각 구성요소별 실적치가 구성요소별
표준편차의 2배[2σ(-1.7, 3.46, 5.27)]에
※ 착수등록결정건의 기술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인정
대비 충실도는 ’15년
84.03, ’16년 98.62로
구성요소
‘16년 목표치가중치
급격히 100 근처로 상승
하여 지표에서 제외 무효심판 인용률 50.1 49.7 35
심사품질 만족도 78.42 79.28 35
선행기술검색이력화율 91.83 93.15 30
심사관 72.86 76.00 79.53 80.89 ▪심사․심판분야심사・심판관 ▪특허고객만족도조사에서심사․심판분야의담당
・
전문성 지수 3년간 실적표준 심사관․심판관의전문성항목측정
심판관
편차 0.5σ(1.36)를 전년도 *{(매우만족응답수×100)+(만족응답수×75)+(보통
전문성
실적에 더한 80.89를 ’17년 응답수×50)+(불만응답수×25)+(매우불만응답수×0)｝/
지수
목표치로 설정
응답문항수
(점)
※심사관․심판관 전문성 지수
= (심사관 전문성 지수 +
심판관 전문성 지수)/2
















심사평가결과
및 내·외부
통계 자료



(3)

특허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심사 심판 인력의 적시 증원 및 관리 필요
ㅇ 우리나라의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주요국보다 많음
< 주요국 심사관 1 인당 심사처리건수(’15년) >
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한국

미국

221건
1,996건
1,749건

73건
1,097건
1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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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64건
1,418건
620건

ㅇ 심판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주요국 보다 1.4~5.1배 많은 수준
* 특·실 1인당 심판건수(’15) : 한국(82건), 미국(59건), 일본(37건), 유럽(16건)

ㅇ 기업은 조기권리 보호를 위해 상표 5개월, 디자인 5개월 내외의
신속한 심사 및 모방 상표·디자인 등록방지 요구
ㅇ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심사·심판 인력관리 필요
- 지속적인 인력증원과 심사지원 사업 예산확대를 통해 심사·심판
처리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할 필요
- 심사관·심판관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술 분야별로
적합한 심사·심판인력의 조기 충원이 요구됨
□ 심사업무의 일부를 지원하는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효율화 필요
ㅇ 한정된 심사인력으로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실, 상디 심사 및
PCT 국제조사 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의 외주 용역 실시
* ’16년 선행기술조사 외주 용역 비율(%) : (특실) 48, (상표) 37, (디자인) 43, (PCT) 99

ㅇ 선행기술조사 사업에서는 조사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용역확대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내실화 필요
- 조사물량 관리방안 수립, 조사품질 평가시스템 개선, 조사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여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효율화 추진
□ 선진 특허청과의 심사교류 활성화에 따라 신뢰성 있는 심사품질
확보방안 마련 필요
ㅇ IP5 중 복수 국가에 접수된 동일발명 출원건수는 약 54만건(’14년)
ㅇ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심사품질 확보를 위해 소통형 협력
심사 활성화 및 심사품질 관리활동 강화
- 산업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 심사관 간의 협력심사 강화, 심사관·
결재자 간의 협의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필요
- 심사품질 관리주체를 심사파트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
- 23 -

□ 교육수요 및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동 가능성 존재
ㅇ 안보, 정부 3.0 등 30%이상 의무편성인 정부시책교육 및 공직윤리
교육으로 인하여 업무관련 강의시간 감소와 만족도 저하 우려
- 정부시책교육 통합실시 및 우수강사 초빙 동영상 컨텐츠 다양화
등을 통한 교육생 관심도 제고 추진
ㅇ 전년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기술 및 출원
동향 변화 등 신규 교육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움
- 특별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 교육 운영
ㅇ 강도 높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 정책에 따른 심사관
업무 부담 가중으로 교육 참여율 감소 우려
- 최소 교육인원 미달 등으로 인한 교육 운영 여건 변화 시 폐강
및 대체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 운영 도모
(4)

기타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http://iipti.kipo.go.kr)
□ KIPO 아카데미 (https://www.kipoacadem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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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심사·심판 품질 향상 및 처리기간의 적시성 제고(Ⅰ-1-①)
(5)

□ 추진배경 (목적)
ㅇ 능동적 품질제고 활동과 고객소통 활성화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 달성
ㅇ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심사·심판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
ㅇ 신속·정확한 심판처리를 통해 특허분쟁을 조기 해결하고, 권리의
안정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중심으로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자료 및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 활성화
- 제3심사관이 추가검색을 수행하여 담당 심사관의 선행기술검색을
보완하는 심사관 간 협의심사 활성화
- 상표·디자인 분야 현장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의 충실하고 투명한
심리를 위해 구술심리(영상 구술심리 포함)를 적극 활용
ㅇ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품질 관리 활동 강화
- 파트 중심의 체계적인 심사품질 관리를 위해, 파트장-심사과장에
의한 심층 리뷰 제도 도입 및 시행
- 분기별로 주요 심사품질 통계의 변동내역 분석을 통해 심사품질
현황 점검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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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통계분석에 근거해 선정한 신뢰도 높은 상표심사 품질
지표 관리를 통해 품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측정결과의 환류 강화
- 심사관이 심사평가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열린평가의 상시화 및
심사부서 품질관리협의관 간담회의 분기별 정례화
- 심사 부적합·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및 우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심사부서에 전파할 수 있도록 심사국 품질진단 설명회 내실화
ㅇ 심사 심판 인력 관리 및 전문 역량 강화
- 1인당 적정 처리건수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심사 심판 인력 증원 및
관련예산 증액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심사관의 첨단기술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출원기업 전문가 초청
세미나인 열린 특허기술 포럼 및 심사관 신기술교육 개최
- 상표제도연구회, 상표 디자인 심사쟁점 및 노하우 발표회, 상품분류
연구회 운영 등 직무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사관의 전문역량 제고
- 최신 디자인보호 이슈 및 업계 동향 파악, 심사 쟁점사항 및 협의심사
사례 공유 등을 위한 디자인 아카데미 개최(격월)
- 심판 전문관 지정을 확대하고, 경력기준 상향 등 심판관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심판의 전문성 제고
- 심판관 경력별 맞춤형 교육 (신규심판관교육, 경력심판관교육, 법학전문
교육 등) 등을 통해 심판관 전문역량 강화
ㅇ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 심사관이 참고하기 용이하도록 부적합 사례를 특허법·상표법 등의
거절이유 조문별 및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공
- 심사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심사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관련부서(특허심사제도과, 상표심사정책과 등)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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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사업 및 분류제도 개선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조사품질 확보를 위해
선행기술조사기관 등록제 추진
- 심사관과 조사원 간의 소통을 강화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확대
* 심사 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용역비율 : (’16) 60% → (’17) 70%

품질평가에 의한 조사물량 차등 배분으로 기관 간 선의경쟁을 통한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물량배분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사업운영의 공정성 제고
- 개별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 및 분류를 위해,
유사군 코드에 따라 상품의 동일·유사성을 추정하던 심사관행 개선
- 분류심사의 정확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 단일분류체계 기반의
새로운 디자인 물품분류정의서 작성사업 추진
ㅇ 심사·심판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한 심사·심판 효율성 제고
- 심사관들이 검색 노하우 공유를 위해 우수 검색사례를 취합한
‘우수 검색사례집 ’ 발간
- 심판관들이 심판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판례, 처리기준
등을 반영한 ‘심판편람 ’ 개정․발간
ㅇ 국가 간 특허심사 일관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공조 강화
- 선진 5개청(IP5) 간 공통 심사실무기준 마련 및 품질관리, 심사관
공통훈련정책의 주도적 추진으로 선진 심사품질 기반 확보
- 한·중·일 특허·상표·디자인·심판 분야의 전문가 교류, 심사·심판기준
및 제도 비교연구 등을 실시하여 동아시아 지재권 협력 강화
- IP5 CPC 분류 및 특허심사정책 실무회의, 특허조화전문가 패널
회의 실시 등 심사품질 관리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한·미 특허 공동심사(CSP)’의 원활한 추진 등 우리청 심사결과가
외국에서 활용되는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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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정 심사 심판 처리물량 산정 등 합리적인 계획 수립 시행
- 심사 심판 처리인력 및 처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
심사 심판 처리계획 수립
- 심사·심판 처리 현황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심사
심판 처리 실적 관리 및 조정
- 심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3개월)․우선(6개월)․일반심판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특히, 침해분쟁 계류사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분쟁사건 등을 신속심판으로 빠르게 처리
ㅇ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출원인·대리인 간담회 실시
- 민·관 협력의 심사품질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객관적 시각에서
심사품질 정책을 평가하는 심사품질 자문위원회 실시
- 출원인 인터뷰 및 간담회, 대리인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산업계 및
변리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심사품질 관련 개선사항 발굴
- 심사품질에 대한 외부고객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출원인·
대리인 대상 외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다출원인 및 다대리인에 대한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심사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

ㅇ 심판 쟁점에 대한 처리기준 통일 및 심결취소이유의 분석·공유
확산 등을 통한 심판역량 강화
- 특허법원으로부터 심결 취소된 사건에 대해 유형별 , 쟁점별로
원인을 분기별로 분석·공유하여 심판품질 향상에 활용
- 특허법원 판사 초청 세미나, 기술심리관·법원조사관 간담회 등을
통해 법원 진보성 판단 기준과의 조화 도모
- 상표·디자인 판례요지집 발간을 통한 심·판결정보의 공유 및
지재권 심판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심판관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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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추진계획
세부일정
∙’17년 특허·상표·디자인 심사 및 심판 처리계획 수립
’17.1월
∙파트장-심사과장에 의한 심층 리뷰 제도 시행계획 수립
’17.2월
∙’17년 상표·디자인 심사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17.2월
∙’17년 상표․디자인 심사품질관리 계획 수립
’17.2월
∙디자인 물품분류정의서 작성 사업 추진계획 수립
’17.2월
∙CPC 연례회의 및 IPC 전문가위원회 회의(제네바)
’17.2월
1/4분기 ∙심사국 품질진단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17.2월
∙’17년 공중심사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
’17.3월
∙한-EPO 특허심사 협력 회의(헤이그)
’17.3월
∙제16차 IP5 분류실무그룹(WG1) 회의(뮌헨)
’17.3월
∙심판편람 개정발간
’17.3월
∙1/4분기 지재권심판연구회 개최
’17.3월
∙’17년 특실, PCT 선행기술조사 및 분류사업 계획 수립 ’17.1～3월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점검회의 개최
’17.4월
∙상표 심사부서 통계적 품질지표 분석 및 피드백
’17.4월
∙상표 조사분석 전문기관 실태점검 및 간담회
’17.4월
∙상표․디자인 조사원 연수원 집합교육
’17.4월
∙제1차 심판품질평가위원회 개최
’17.4월
∙상반기 상표ㆍ디자인 심사쟁점/노하우 발표·토론회 개최 ’17.5월
2/4분기 ∙한중일 디자인 포럼
’17.5월
∙한중·한일 디자인 실무자 회의
’17.5월
∙제37차 IPC 개정실무그룹(RWG) 회의(제네바)
’17.5월
∙심사관 해외 특허청 CPC 교육(유럽 및 특허청)
’17.5월
∙심사국 품질관리협의관 간담회
’17.5월
∙심판관 전문교육(경력, 법학)
’17.5월
∙2/4분기 지재권심판연구회 개최
’17.6월
∙상표ㆍ디자인 우수심사사례 선정
’17.7월
∙법조문별 심사평가 부적합 사례 제공
’17.7월
∙제
2차 심판품질평가위원회 개최
’17.7월
3/4분기
∙‘17년 상반기 심사부서 품질동향 분석 및 피드백
’17.8월
∙심사국 품질진단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17.9월
∙3/4분기 지재권심판연구회 개최
’17.9월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실태점검 및 간담회
’17.10월
∙상표디자인 조사원 연수원 집합교육
’17.10월
∙제17차 IP5 분류실무그룹(WG1) 회의(동경)
’17.10월
∙제3차 심판품질평가위원회 개최
’17.10월
∙IP5 WG3/PHEP 회의 실시
’17.11월
∙하반기 상표ㆍ디자인 심사쟁점/노하우 발표·토론회 개최 ’17.11월
∙심사관 해외 특허청 CPC 교육(유럽 및 미국특허청)
’17.11월
4/4분기 ∙제38차 IPC 개정실무그룹(RWG) 회의(제네바)
’17.11월
∙심사국 품질관리협의관 간담회
’17.11월
∙심판관 전문교육(경력, 법학)
’17.11월
∙심사품질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7.12월
∙한일 디자인전문가 회의 개최
’17.12월
∙디자인 물품분류정의서 작성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17.12월
∙특허품질 자문위원회 개최
’17.12월
∙4/4분기 지재권심판연구회 개최
’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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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개인 기업 연구소 등 출원인, 변리사 변호사 등 대리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자 및 기타 지재권 이해관계자, 심사관
ㅇ 이해관계집단
- 외부 전문조사기관 조사원, IP5, TM5 및 ID5 특허청 외국 심사관 등
□ 기대효과
ㅇ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 정확한 심사 심판 서비스 적시 제공으로
지재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재권분야 발전 도모
ㅇ 심사·심판 서비스 품질의 대내외 신뢰성 제고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식재산 창출체계의 선진화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심사․심판 처리지원(Ⅰ-1-일반재정①)
① 심사․심판 처리지원(1031)
▪특허심사지원(300)
▪상표심사지원(301)
▪디자인심사지원(302)
▪심판처리지원(308)

’16

’17

612.8

651.2

62.9

69.5

43.4

46.6

7.6

7.3

책특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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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선행기술 85.82 86.78 91.83 93.15 ▪최근 3년간 실적
▪당해연도 특허 실용신안 심사 심사통계자료
검색충실도
표준편차(0.5σ: 1.32)를 착수된 건 중 검색 이력 작성
(%)
전년도 실적에 합산
건의 비율 (선행기술 외주용역
하여 설정
건 제외)
심판품질 - - - 100 ▪심판품질 관리지수는
심판평가자료 및
 
관리지수
구성요소의 개별 목표를 측정산식      
특허법원 자료
  
(점) (결정계 (결정계 (결정계 (결정계 전년 대비 상향 설정하고,
심결 심결 심결 심결 이를 종합한 목표를 100 구성요소별가중치
취소율 취소율 취소율 취소율 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구성요소별실적치
15.0) 15.2) 15.8) 15.63) - 특허법원 결정계사건   구성요소별목표치
(구술 (구술 (구술 (구술 심결취소율의 목표치는   구성요소의수
심리 심리 심리 심리 최근 3년간 실적의 표준 - 구성요소별 목표 달성률이 2σ
개최 개최 개최 개최 편차(0.5σ)를 전년도 초과 시에는 2σ(0.68%, 48건)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실적치에 감하여 설정 해당하는 달성률까지만 인정
633) 646) 590) 602) - 구술심리 개최건수의
목표치는 최근 3년간 - 구성요소별 가중치/목표값
실적의 표준편차(0.5σ)을 구 성 요 소 가중치 목표값
전년도 실적치에 합산 특허법원
하여 설정
결정계사건 60% 15.63%
심결취소율(A)
구술심리 개최 40% 602건
건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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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Ⅰ-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전문화․다양화 필요
- 심사․심판관의 경력 및 수준에 따른 전문 교육 신설․개편,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 접근성 제고 및 내용의 다양화
ㅇ 심사․심판관의 전문성 향상 및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 국제 동향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심사․심판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체계화
- 특허법과정 세분화 및 교육횟수 증가 등 법률교육 강화, 관리 운영
체계화 등 고품질 심사를 위한 신규심사관 전문 교육 강화
- 특허․상표 법제도 변경에 따라 법률 전문성 및 종합적 법률 마인드
제고를 위한 법률 과정 강화
- 전년도 특별교육과정 개설과목 중 일부를 발굴(니스, 로카르노 분류과정)
하여 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확대
- 수시․정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과정 개설을 통해 우리 청
심사․심판 정책방향의 신속한 반영 및 탄력적 교육 운영
ㅇ 심사관 신기술 교육 내실화 및 효율화 추진
- 심사관 기술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술 분야별(기계, 화학 등) 교육과정
편제 개편을 통한 기초과정 대폭 확대
-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통해 심사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규
과정 내 이론교육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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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담당 심사관 및 강좌 코디네이터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강의
설계 내용을 검토할 기술별 전문 자문단 운영
ㅇ 글로벌 심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 추진
- 선진 특허청과 공동으로 적용하는 국제지재권 규범에 대한 현지
심사관의 전수교육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실무정착 지원
- 국제 지재권 이슈 및 신기술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훈련과정
발굴 및 훈련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해외훈련 추진
-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17년도 키포아카데미 상시학습 운영
∙’17년도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발간, 홍보
∙심사관 신기술 교육 담당 심사관 간담회
1/4분기
∙상반기 특별교육과정 수요조사 실시
∙교육과정 운영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심사관 신기술 교육 운영 및 과정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신규심사관 과정 운영
∙심사관 신기술 교육 기초 이론 과정 운영
2/4분기 ∙심사관 해외훈련 협력적특허분류(CPC) 과정 실시
∙심사관 신기술 교육 운영 및 과정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교육과정 운영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키포아카데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하반기 특별교육과정 수요조사 실시
∙심사관해외훈련 지재권 여름학기 과정 실시
3/4분기
∙심사관 신기술 교육 실습 결합형 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심사관 신기술 교육 운영 및 과정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신규심사관 과정 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자문위원회 개최
∙심사관 해외훈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4/4분기
∙키포아카데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심사관 신기술 교육 기초 이론 과정 운영
∙심사관 신기술 교육 운영 및 과정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교육과정 운영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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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비 고
’17.1월
’17.2월
’17.2월
’17.3월
매월
매월
’17.4월
’17.5월, 6월
’17.6월
매월
매월
’17.7월
’17.7월
’17.7월
’17.9월
매월
매월
’17.9월
’17.10월
’17.12월
’17.12월
’17.12월
’17.12월
매월
매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특허청 심사 ․ 심판관
ㅇ (이해관계자) 국내외 출원인 및 대리인, 해외 지재권 연수기관, 기타
지식재산 교육 관련 이해관계자
□ 기대효과
ㅇ 수준별 전문교육 및 법률교육 운영과 사례․실무 위주의 교육,
글로벌 전문교육 등을 통해 심사․심판 인력의 전문성 강화
ㅇ 미래유망기술을 반영한 기술 분야별 신기술 교육을 운영하여 심사·
심판 인력의 기술 전문성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심사·심판 역량강화(Ⅰ-1-일반재정②)
① 심사․심판 역량강화(1034)
▪ 심사․심판관 역량 강화(300)
지식재산 인력양성(Ⅱ-1-일반재정②)
① 지식재산 인력양성(1235)
▪ 지식재산교육운영(301)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6

’17

특허청
특허청

1,370
1,370
(1,370)

1,370
1,370
(1,370)

19,002

19,225

1,626
(1,626)

1,787
(1,787)

특허청
특허청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성과지표

’14

’15

’16

목표치

’17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17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심사․심판 75.7 76.7 77.1 77.69 ▪’16년 실적에 최근
교육의
3년간 실적의
현업적용도(점)
표준편차(1σ:0.59)를
합산하여 ’17년도
목표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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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만족응답수×1)+(만족 ▪심사·심판 교육
응답수×0.75)+(보통응답수 수료자 중 무작위
× 0 . 5 0 ) + ( 불 만 응 답 수 100명을 선발하여
×0.25)+(매우불만응답수 교육 내용의 현업
×0)/응답문항수×100
적용도, 업무 도움도
등 설문조사

성과목표Ⅰ-2

(1)

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

□ 특허 재검증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특허제도 개선
ㅇ 신속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 직권재심사
제도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특허법령 특실심사기준 개정 추진
ㅇ 공정하고 편리한 면담 기회 제공을 통해 출원인-심사관 사이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심사 3.0 면담제도 개선 추진
ㅇ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특허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유통(전송)
보호를 위한 SW 관련 특허 보호체계의 합리화 추진
* 무권리자가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를 기록매체(CD 등)를 통해 유통하면 특허
침해이나, 온라인 유통하면 침해 여부가 불명확

□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표․디자인제도 구축
ㅇ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 구축을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인 적격 확대, 법정형(刑) 정비 등 상표법령 개정 추진
ㅇ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표심사를 위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등 상표심사기준 정비
ㅇ 출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기간 확대,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제출방법 신설 등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심판의 전문성 강화 및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
ㅇ 심판 전문성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추진
ㅇ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 시행 등 고객 지향적 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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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소통하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
ㅇ 국민과 소통하는 특허행정 서비스의 구축을 위해 대국민 제도개선
제안 공모, 특허행정 모니터단 운영 등 국민의 소리 청취
ㅇ 신속․공정한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수수료 제도 및 모바일 서비스 등 개선
(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 년 목표치 산출근거
’1 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74.20 76.27 ▪특허·상표 심사만족도 조사 ▪최근 3년간 특허 특허․상표제도
결과에 대한 과거 3년간 상표제도 개선 개선 고객만족도
특허․상표제도
실적의 표준편차(1σ:2.07)를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결과
개선 고객만족도(점)
’16년 실적에 합산하여 산출한 - (’14) 69.25점
도전적 목표치임
(’15) 70.80점
(’16) 74.20점
(심사․심판 (69.25) (70.80)
※
외부
리서치
전문기관에
체감만족도)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수행 표준편차
: 2.07
▪’17년 목표치
- 76.27점 =
74.20(’16년
실적)+2.07(1σ)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관계인 간 이견 조율 필요
ㅇ 심사·심판제도의 변경은 유관 기관, 기업, 개인 출원인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추진
ㅇ SW 관련 이슈에 대한 SW 산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창구 마련 추진
□ 국회, 타부처, 청 내 관련부서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력 필요
ㅇ 법령개정은 국회 및 관계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시스템 개선은
예산확보, 개발일정 등으로 청 내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
ㅇ 국회에 적극 대응,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청 내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원활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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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W 관련 특허 보호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문체부․미래부 등 관계
부처 의견수렴 및 쟁점 검토를 위한 국조실 TF 추진
□ 고객의 서비스 요구수준 향상
ㅇ 행정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 향상으로, 보다 빠르고 공
정한 민원처리에 대한 수요가 높음
ㅇ 지속적인 소통 및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활용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 만족도 제고
(4)

기타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공정하고 편리한 심사․심판제도 구축․운영 (Ⅰ-2-①)
(5)

□ 추진배경 (목적)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산인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범국가적인 정책 흐름에 발맞춰 심사․심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식
재산 행정을 실현하고, 심사․심판 품질향상의 기반을 제공
ㅇ 적극적인 대내외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심사심판 제도를 개선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 및
직권재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특허법 하위법령 등 개정 추진
*

**

* 누구나 특허공고 후 6개월 내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 신청 가능
** 특허결정후 중대한 하자 발견시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 취소후 다시 심사

시행을 위해 세부절차, 서식 등을 규정한 시행령 규칙 및
특실심사기준 개정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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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 및 출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특허심사체계 개선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진보성 판단기준 재정립 등 주요
쟁점별 심사기준 내실화 추진
- 출원인의 심사면담 기회 확대를 통한 출원인-심사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상 면담제도 도입
ㅇ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보호 강화 및 공유특허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법령 등 개선 추진
- 특허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유통 (전송 )도 침해행위에 포함
하여 특허법에 의해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
* 특허청 문체부 미래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조실 TF를 통해 쟁점 검토 및
특허법 개정안 도출 추진

-

공유특허 활용 촉진 및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공유특허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

* 공유특허의 지분 양도, 실시권 허락 등 관련 계약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신설

ㅇ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 신기술 등장에 따른 IP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다양한 논의에 대하여 비교 분석
- 전통적 지식재산권 제도의 적용상 한계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ㅇ 상표법 벌칙조항의 공정성 강화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
- 상표법 벌칙조항 중 위증죄(§232①), 거짓표시의 죄(§233) 및 거짓
행위의 죄(§234)에 대한 벌금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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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상표법 상의 신청ㆍ출원인 적격의 차이에
따른 지리적표시 업무의 혼동 발생 방지를 위한 출원인 적격 개선
ㅇ 거래실정에 부합한 상표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입체상표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등 제도 개선
-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표시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수요자
에게 정확한 상표등록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규정 마련
ㅇ 출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 디자인공지 후 창작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도록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개별국가에 직접 서면으로만 제출가능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 편의 제공
ㅇ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가능기간의 연장에 따른 내용 개정 등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
ㅇ 심판 전문성·공정성 강화 및 고객 지향 심판서비스 확대
- 심판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등 추진
-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판사무취급규정 및
특허심판원 훈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
- 당사자계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표준심리절차 마련, 제출
서류 작성법 정비 등 심리촉진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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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그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심결일 안내
SMS 제공, 열람복사 서비스 확대 등 고객친화적 심판서비스 제공
- 거절결정 취소 및 심판청구 취하시의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성과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심판관 장기근무 장려를 위한 특허청 인사규정 개정
’17.1월
▪상표심사 전문가클럽 구성ㆍ운영계획 보고
’17.1월
▪특허 재검증 강화 등 특허법 하위법령․특실심사기준 개정안 공포 ’17.2월
1/4분기 ▪공유특허 계약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17.2월
▪특허 재검증 강화 등 특허법령 특실심사기준 개정 설명회 ’17.3월
▪벌칙조항에관한상표법일부개정안본회의통과및정부이송ㆍ공포 ’17.3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 ’17.3월
▪지리적 표시 단체ㆍ증명표장제도 가이드북 제작 연구용역 추진 ’17.4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관련 상표법 일부개정 계획 보고
’17.4월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 공포
’17.4월
2/4분기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 추진
’17.4월
▪상표 다출원 기업 등 특허고객과의 간담회 개최
’17.5월
▪심결일 등에 대한 안내메시지(SMS) 서비스 개통
’17.5월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수요 조사
‘17.6월
▪공유특허 계약 가이드라인 보급
’17.7월
▪지리적 표시 단체ㆍ증명표장제도 가이드북 제작 연구용역 최종보고 ’17.7월
▪온라인 영상 면담시스템 구축 및 시행
’17.8월
3/4분기
▪상표심사쟁점 편람 제작 추진계획 보고
’17.8월
▪벌칙조항에 관한 상표법 일부개정안 시행
’17.9월
▪심판관 자격 강화를 위한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7.9월
▪상표심사기준 및 심사사무취급규정 개정 수요조사
’17.10월
▪디자인법제 분과위원회 개최
’17.10월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심판원 훈령 개정
’17.10월
4/4분기 ▪상표심사기준 및 심사사무취급규정 개정(안) 보고
’17.12월
▪SW 관련 특허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마련 ’17.12월
▪진보성 판단기준 재정립 등 특실심사기준 개정안 마련 ’17.12월
▪디자인심사기준 일부 개정
’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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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완료
완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
관련 개인․기업체 등 출원인, 권리자, 심판청구인 등
ㅇ 이해관계집단
- 특허․상표․디자인 및 심판 제도에 영향을 받는 출원인, 대리인,
기업체 및 전문가 집단
□ 기대효과
ㅇ 외부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정하고 편리한 심사․심판 제도를 구축
하여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제도개선
진척도(%)

실적
’14

’15

목표치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100 100 ▪ 개정 법령이 예정된 시기에 ▪ (상표법 일부개정안) 개정된 상표법
시행될 수 있도록 진척도 평가 상표법 일부개정안
관보게재
개정 및 시행
(’17.9.30 시행)
국회제출
30
’16

’17

개정과정

진척도(%)

국회상임위의결
국회법사위의결
국회본희의의결
법령공포

50
70
90
100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00 100 ▪ 개정 법령이 예정된 시기에 ▪ (특허법 하위법령
개정된 특허법
시행될 수 있도록 진척도 평가 개정안) 특허법
하위법령 관보게재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개정 및
입법 예고
30
시행(’17.3.1 시행)
규제 심사
50
개정과정

진척도

법제처 심사
법령 공포

90
100

- 41 -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Ⅰ-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서 특허행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
노력을 통해 고객 지향적 지식재산 서비스 체제 구축 필요
ㅇ 국민의 지식재산활동을 촉진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
행정 절차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 감동 실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과 소통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
- (고객서비스 향상 추진계획 수립) 간담회 및 국민신문고, 상담센터 등
다양한 채널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고객서비스 개선과제 도출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16.12)를 바탕으로 취약분야 개선 및 고객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고객 유형별 정기 간담회 3회 개최

특허행정모니터단 운영) 제4기 특허행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17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특허행정 관련 국민의 소리 청취

- (

* 특허행정 관련 현안 및 이슈를 반영한 과제를 선정하여 상·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대국민 제도개선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
-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출원, 등록, 심사, 심판 등 특허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ㅇ 산업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허고객번호 정비
- (중복 특허고객번호 정비) 하나의 권리자는 하나의 특허고객번호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정비
- (

* 복수의 특허고객번호를 보유한 권리자(1만 2천여명)에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 안내

중복발급 방지 시스템 구축) 특허고객번호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
신규 신청 시 중복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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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속 공정한 민원 응대를 위한 민원관리체계 개선
- (종합대책 수립) ’16년도 민원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한 ’17년도 민원
행정 종합개선대책 수립
* 민원행정 관리 체계 강화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품질제고 방안 마련

민원처리 관련 규정 제정) 특허청 민원사무 행정 체계를 규정한
「특허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 (

*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절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기준 등을 명시하고 체계화

법정민원 점검 체계 구축)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법정민원 처리 상황을 점검
- (민원 관련 법령 관리 강화) 법령 제․개정 시 민원부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변경 내용을 민원처리기준표에 수시 반영
ㅇ 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수수료 제도 개선
- (수수료 반환 감소 ) 온라인 수수료액 점검 시스템 구축, 중복 납부
시 알림 등 수수료 반환 감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 (

* 특허청 방식심사관이 활용하는 사무처리 시스템의 수수료 점검기능을 출원인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기 납부된 연차료를 다시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현황 알림 등

신용카드 ARS 결제) 특허고객이 전화상담 도중 신용카드로 수
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ARS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 (

* 홈쇼핑과 같이 상담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유선결제 기능 제공

ㅇ 고객중심의 출원 등록 서비스 제공
- (웹브라우저 호환성 개선 )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크롬, 파이어
폭스 등 他 웹브라우저에서도 전자출원 할 수 있도록 호환성 개선
* 인증서, 전자서명 용 ActiveX 제거 및 파일 업로드를 위한 Java 애플릿 제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제공) 모바일에서 출원 등록 진행 상황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 증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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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객 맞춤형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 (시스템 기반 조성 ) IVR(음성자동응답) 체계를 간소화(5개→3개)
하고, 상담채널을 다양화*하여 고객의 편의 도모
* 기존의 전화 응대 외에 카카오톡, PC원격 상담, 엔젤콜, 해피콜 등의 상담채널 지속 마련

상담품질 제고) 상담센터 지식관리시스템 재정비 및 고객응대
매뉴얼 제작

- (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민원행정 종합개선대책 수립
▪제4기 특허행정모니터단 모집
▪특허행정발전 간담회 개최(대기업)
1/4분기 ▪특허행정발전 간담회 개최(중소기업)
▪’17년 특허행정모니터단 운영계획 수립
▪상반기 민원담당자 실무교육
▪특허행정발전 간담회 개최(대학, 공공연)
▪상반기 특허행정 모니터링 실시
▪’17년 고객서비스 향상 추진계획 수립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 공모
2/4분기 ▪특허고객번호 정비
▪특허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시행
▪출원 정보 모바일 조회 서비스 제공
▪법정민원 처리상황 점검 체계 구축
▪민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특허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3/4분기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구축
▪하반기 특허행정 모니터링 실시
▪하반기 민원담당자 실무교육
▪’17년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4/4분기 ▪특허고객상담센터 고객응대 매뉴얼 제작
▪전자출원 웹브라우저 ActiveX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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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17.2월
’17.2월
’17.2월
’17.2월
’17.3월
‘17.3월
’17.3월
’17.4월
’17.5월
’17.5월
’17.5월
’17.6월
’17.6월
’17.7월
’17.8월
’17.8월
’17.9월
’17.9월
’17.9월
’17.10~11월
’17.12월
’17.12월

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인 및 권리자
□ 기대효과
ㅇ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출원·등록 절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ㅇ 고객 지향의 서비스로 지식재산권 인식을 제고하는 책임 특허행정
체계 정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고객서비스 지원(Ⅰ-1-일반재정④)
① 특허고객 서비스지원(1036)
▪특허고객 서비스지원(301)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37.4

38.2

37.4

38.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특허고객
만족도(점)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77.1 82.4 79.1 81.3 ▪’16년 실적에 최근 3년간 표준 5개분야(상담센터+
편차(1σ:2.2점)를 합산하여 고객지원실+출원+국
목표치로 설정
제출원+등록분야) 고
객만족도 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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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분야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외부 전문기관
무작위 추출)

전략목표 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정부·민간 연구개발 시 특허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조
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원천·표준 특허 창출 기반 강화
ㅇ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
확대 및 R&D 全 과정에서 ‘R&D-특허-표준화’ 연계체계 강화
ㅇ 중소·중견기업을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으로 육성하여 우수 지식
재산 창출 역량 강화
◇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촉진
ㅇ 발명·지식재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
재산에 강한 창의인재 및 전문인력 양성
<

성과목표
3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성과목표 성과지표
3

관리과제
6

단위 : 개)

(

관리과제 성과지표
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해 지재권과 연계한 연구개발 특허정보 활용사업 종합만족도(점)
전략을 선도한다.
정부 R&D 과제의 특허동향조사
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결과 인용률(%)
정부 R&D IP창출 수용도(%)
출원 특허의 표준안 반영률(%)
②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Ⅱ-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지식재산 경영환경 개선도(점)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수(개)
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아이디어 기반 창업건수(건)
②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Ⅱ-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인력을 양성한다. 대학생중지식재산강좌수강생 비중(%)
지식재산권 교육 이수자 수(명)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사업
교육만족도(점)
②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초·중·고발명교육센터교육생만족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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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Ⅱ-1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해 지재권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략을 선도한다.

주요 내용

□ 정부 R&D를 통한 고품질 특허 창출
ㅇ 정부 R&D 사업의 과제 발굴 및 연구 기획, 연구 수행, 성과관리 등 全
과정에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R&D 효율성 제고 및 우수특허 창출
ㅇ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특허동향조사 집중지원 및 IP-R&D 연계
전략을 지원하여 특허성과 제고 및 지재권 창출 기반 강화
ㅇ ‘R&D-표준-특허’를 연계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표준 제정까지 全
과정에 걸쳐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IP-R&D 전략 지원 확대
ㅇ 제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R&D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역량 강화
ㅇ 기술․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고객이 체험하는 모든 유․무형요소
까지 고려한 비즈니스 관점으로 ‘IP 종합지원’ 확대
(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특허정보 90.73 92.69 93.62 94.84 ▪(특허동향조사만족도 목표치 (특허동향조사 만족도 정부 R&D 연구기획
활용사업
(93.52)+글로벌 기술혁신 IP + 글로벌 기술혁신 위원과 글로벌 기술
종합만족도(점)
전략개발 만족도 목표치(96.15)) IP전략개발 만족도) 혁신 IP 전략개발
÷2=94.84점으로 산출한 도전적 ÷ 2
지원을 받는 기업의
목표임
지재권 담당자에
- 특허동향조사만족도 목표치는
대한 설문조사 실시
최근3년 실적의 표준편차를
적용한 93.52점
* (’14)89.8 (’15)91.1 (’16)92.44
- 글로벌 기술혁신 IP전략개발
만족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의 표준편차를 적용한
96.15점
* (’14)91.67 (’15)94.27 (’16)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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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차원의 IP 확보전략 수립 필요
ㅇ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별 특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전략적 R&D 방향과 고품질 IP확보 방안 제공 필요

☞ 특허 빅데이터 심층 분석을 통해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의 기술체계와 DB를
정비하고, 국가 R&D 투자전략 수립 및 과제발굴 중점 지원 추진

□ 정부 R&D 과제와 무관한 연구성과 부당 제출 발생
ㅇ 기존 과제 특허 성과를 전혀 다른 과제에 허위 제출 하는 등 R&D
*

과제와 무관한 특허성과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기존 과제 특허성과 31건을 다른 과제에 허위 제출(ETRI R&D 감사, 감사원, '15.2월)

☞ 정부 R&D로 산출된 특허성과와 R&D 과제정보 비교로 유사·동일성을
판단하여 성과 적합성 검증을 시범 추진

□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등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부족
ㅇ 제4차 산업혁명 분야의 본격성장을 앞두고 관련 분야 특허출원이

폭증하나,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우리 특허는 양적·질적으로 열세

* 주요국에 등록된 인공지능 특허 11,613건 중 한국 306건 보유로 미국의 1/20,
일본의 1/10 수준, 기술력도 미국의 75%에 불과(현대경제연구원, ’16.3.)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IP-R&D 전략지원 확대로
4차 산업혁명 핵심특허 확보 및 IP-R&D 민간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 R&D-표준-특허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협력 한계
ㅇ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R&D 및 표준화를 담당하는 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사업 참여 및 협력 유도에 어려움 발생
☞ 표준특허 포럼 및 표준특허 전략협의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표준특허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정책소통 강화
- 48 -

(4)

기타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 ’15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 분석 보고서 (’16.12,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11～’15년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분석 및 활용현황 조사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Ⅱ-1-①)
(5)

□ 추진배경 (목적)
ㅇ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초지능, 초연결 시대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특허
심층 분석에 기반한 국가 R&D 추진 및 신기술 특허 선점 필수
*

**

*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수준 평가 : 한국 23위(스위스은행(UBS), '16 WEF)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허 12배 증가 : ('10)421건→('15)5,107건, EPO

ㅇ (특허의 질 제고 필요)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로 양적 성과는
크게 증가 하였으나, 우수 특허비율 은 여전히 외국인의 42% 수준에 불과
*

**

***

* 정부 R&D 예산 : (’11)14.8조→(’16)19.1조(최근 5년간 연평균 5.2%씩 증가)
** 정부 R&D 국내특허 등록 건수 : (’10)4,641건→(’15)14,975건(연평균 26.4% 증가)
*** 우수특허 비율(’11∼’15, %) : (정부 R&D)16.0 (민간 R&D)17.2 (외국인)38.3

ㅇ (지재권 역량 부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및 전문역량 이
부족하여, 글로벌 업체의 특허공세에 무방비 상태 노출
*

* 중소기업의 특허 전담부서 보유비율은 3.8%, 지식재산전담인력 보유비율은 16.1%
(’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분쟁경험 기업이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 1순위는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임(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실태조사, 2015년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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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부 R&D 사업의 기획, 수행 및 성과관리 등 全 주기에 걸친 특허
정보 활용을 통해 R&D 효율성 제고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활용) 그간 구축한 18대 산업분야의 기술체계
및 특허 DB를 4차 산업혁명 기술분류체계로 재구축 및 고도화
* 18대 산업분야 핵심기술 3,943개, 특허 데이터 333만건 확보(‘16.12)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4차 산업혁명 특허동향조사 집중 지원,
R&D 부처 자체 특허동향조사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 (’17) 특허동향조사 579개 과제 지원, 특허동향조사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등 추진

정부

우수특허 창출지원) 대학·공공(연)이 수행하는 정부
R&D 과제의 핵심·원천 특허 창출 및 고품질 권리화 지원

- (

R&D

* (’17) 78개 과제 특허전략지원 및 84개 과제 특허설계지원 추진

정부 R&D 특허성과 종합관리) 정부 R&D 특허성과 적합성 검증
시범 추진 및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확대

- (

*

* (’17) 미활용 특허를 다수 보유한 15개 기관에 대해 지원

ㅇ 특허정보를 활용한 IP-R&D전략을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에 지원하여
우수특허 창출 및 IP분쟁예방 등 기업 지식재산역량 강화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및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분야 중소기업 대상 IP-R&D 집중지원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3D프린팅 분야 등 185개 연구과제 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제품 중심의 특허·디자인·브랜드
종합지원 추진 및 ICT를 활용한 서비스에 관한 IP까지 지원대상 확대

- (

* ’17년 신제품/신서비스 창출형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형 등 43개 과제지원

확산) IP-R&D 지원 우수 사례를 집대성한 ‘특허전략 사례’
발간으로 IP-R&D전략의 효과적인 민간 확산 추진

- (IP-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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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활용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17.2월
∙ 2016년 정부 R&D 특허성과 수집 및 검증
’17.2월
1/4분기
∙ 특허분석 수행기관 신청자격 획득 교육 실시
’17.3월
∙ 정부·민간 IP-R&D 상반기 과제 수행
’17.3월
∙ 2017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 추진
’17.5월
2/4분기
∙ 정부·민간 IP-R&D 하반기 지원 공고
’17.6월
∙ 정부·민간 IP-R&D 하반기 과제 수행
’17.8월
3/4분기 ∙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수요자 맞춤형 심층 분석
’17.9월
∙ 2016년 정부 R&D 특허성과 활용 실태조사
’17.9월
∙ 2018년 특허기술동향조사 수요조사 실시
’17.11월
4/4분기 ∙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활용 사업 결과 최종 발표회 개최
’17.12월
∙ 정부·민간 IP-R&D 지원과제 최종발표회 개최
’17.12월

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R&D 부처 및 전담기관 등
- 정부 R&D 과제 수행 대학 공공(연)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ㅇ 이해관계자
- R&D 수행 부처, 부처 산하 R&D 전담기관, 특허분석 업체 등
< 사업 이해 관계자 >
< R& D 부 처 >
미래부, 산업부

등

<부처산하 전담기관>

과제수행기관

특허청

(특허분석기관)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대 학 ․공 공 연․ 기 업 등

연 구기 획 위 원 회

사 업 참여 기 관

선 정평 가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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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국가 R&D 전 주기에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원천·표준 특허 등 고품질 특허 창출을 극대화
ㅇ 특허 빅데이터 심층 분석을 통해 핵심 특허 확보 지향형 R&D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성장 유도
ㅇ R&D현장 맞춤형 IP-R&D 전략지원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IP
경쟁력 제고 및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6

’17

364.6

346.5

(388.2)

(371.8)

201.8

169.3

162.8

177.2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강화(Ⅱ-1-R&D①)
①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1233) 책특회계

R&D

특허기술조사분석(301)
▪IP-R&D전략지원(303)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정부 R&D 과제의 44.50 56.30 60.47 63.85 ▪최근 3년(’14～’16) 간 실적치의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특허동향조사
표준편차(0.5σ:3.38)를 ’16년 실적 활용해 연구방향 혹은
결과인용률(%)
(60.47)에 합산하여 목표치 설정 내용이 수정된 과제 수
(공통)
/ 설문조사 대상 R&D
기획 과제 수
정부 R&D IP 신규 신규 신규 31.35 ▪최근 3년(’14～’16) 간 실적치의 ▪A/B * 100(%)(A: 해당
창출 수용도(%)
표준편차(0.5σ=2.43)를 ’16년도 년도 지원 시 제안받은
(공통)
실적(28.92)에 합산하여 설정 IP창출 전략의 실제
건수 / B: 해당
※ 최근 3년 실적 : (’14) 17.24 출원
년도의
대학공공연 지
(’15) 25.04 (’16) 28.92
원 시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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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연구
기획 위원 대상
설문조사
과제결과 보고서
및 정부R&D 수행
기관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에게서 조사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Ⅱ-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세계동향) 기술 융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제표준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新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특허의 중요성 증대
- 기술 융복합 시대에는 여러 장치 간의 신호·정보 교환이 중요하여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기술은 호환성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
- 우수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표준화에 성공하더라도 표준특허를 확
보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기술 보호와 수익 창출이 불가능
* 우리가 공동개발한 CDMA의 표준특허는 퀄컴이 대부분 차지하여 매년 로열티 유출

ㅇ (국내현황) 우리나라는 표준특허 세계 5강 에 진입하였음에도 표준
특허 창출을 위한 국가 전반의 경쟁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
*

* 미국 26.5%, 핀란드 21.9%, 일본 16.3%, 프랑스 10.8% 순(3대 표준화 기구, ’16.6월)

-

표준특허 점유율이 5.7%로 낮은 편이고, 보유기관은 총 24개에 불과
하며 그마저도 상위 3개 기관에 국내 표준특허의 약 80%가 편중
*

* 국내 기관별 점유율(’16.6월) : 삼성전자 45.3%, ETRI 26.5%, LG전자 7.6%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표준특허 확보가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여
표준특허의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R&D 과제 발굴을 지원
* (’17) 미래부 방송·스마트미디어 실감방송 기술 분야 지원

ㅇ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국제표준 획득 및 표준특허 확보가 가능한
산·학·연에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수립을 지원
* R&D 및 표준화 과제 37개(신규 과제 21개, 계속 과제 16개) 지원 추진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우수 중소·중견기업은 단기에 표준특허 역량을
확보하여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추진
ㅇ (표준특허 후속관리) 표준특허 창출지원의 특허 성과물이 표준특허로
최종 완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 완료시점까지 후속전략 지원
- (

* 특허가 변경된 표준안과 일치하도록 보정·분할출원 등의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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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제정 특허대응 지원) 국가·국제표준 제정에 영향력 있는 기술·
표준전문가가 표준화 활동시 활용가능한 특허분석·전략 제공
- 특허에 대한 검토없이 표준이 채택되어 해외로 상당한 특허료 지불
등 국내 산업계 피해 발생하는 것을 방지
ㅇ (표준특허 인프라 구축) 표준특허 정보DB 구축, 표준특허 전문정보
제공,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 DB 구축 : (’16)37,000건→(’17)42,000건, 전문정보 제공 : (’17)총 4회 발간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공고 및 과제 선정
1/4분기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협력기관 선정
∙표준특허 전문지 발간(1분기)
∙표준 제정 특허대응 지원 1차 자문회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착수회의 개최
2/4분기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사업 전략위원회 개최
∙상반기 표준특허 교육 실시
∙표준특허 전문지 발간(2분기)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사업 전략위원회 개최
3/4분기 ∙표준 제정 특허대응 지원 2차 자문회의
∙표준특허 전문지 발간(3분기)
∙하반기 표준특허 교육 실시
∙표준 제정 특허대응 지원 최종전략방안 도출
4/4분기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사업 최종 전략위원회 개최
∙표준특허 전문지 발간(4분기)

세부일정
’17.1월
’17.2월
’17.3월
’17.4월
’17.4월
’17.5월
’17.6월
’17.6월
’17.8월
’17.8월
’17.9월
’17.11월
’17.11월
’17.11월
’17.12월

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R&D 수행 산․학․연) 고부가가치의 표준특허 획득을 통해 로열티
수입 확보 및 시장 경쟁력 제고
- (정부) 전략적 표준특허 창출을 통해 정부 R&D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
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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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관계자
- R&D 주관부처, 국가표준화기관, 연구기관 등
□ 기대효과
ㅇ 표준화 全 단계에 걸친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
ㅇ 전략적 표준특허 창출지원으로「R&D-특허-표준」의 선순환 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생산성 향상
*

* 연구개발 → 특허 출원 → 표준특허 창출 → 로열티 창출 → 新 연구수요 도출

ㅇ표준 특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전략을 반영하여 정부
R&D 과제를 기획 수행함으로써 정부 R&D 성과 제고
ㅇ국가표준 제정 예정인 이슈 기술에 대한 특허 대응전략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로열티 부담 최소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강화(Ⅱ-1-R&D①)
①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1233) 책특회계

’16

’17

23.6

25.3

(388.2)
23.6

(371.8)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306)

▪

25.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출원 특허의 65.7 67.9 69.3 70.0 ▪’14년 이후 3년 실적의 표준 ▪’17년 추진된 표준특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안 반영률(%)
편차(0.5σ=0.7)를 전년도 실적에 창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표준특허센터 성과
(공통)
합산하여 목표치로 설정
총특허출원건수 중 표준
보고서
안을 반영한 특허출원
건수의 비율을 조사
(표준안반영 특허출원
건수 / 총특허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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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Ⅱ-2

(1)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ㅇ 중소기업이 강한 지재권을 바탕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경영 역량별 맞춤형 지원 실시
ㅇ 지식재산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 교육 제공, 중소기업
CEO 간 IP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ㅇ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소기업 IP 지원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도모
Level 0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

아이디어 실현
IP 도입기
아이디어 구체화
창업연계

Level 3

Level 2

Level 1

지식재산경영기업

글로벌 IP Star

IP 인식 제고

IP 경쟁력 강화

지속적 IP 경영

지재권 일반 상담 및
기업 경영과정에서의 IP
애로사항 수시 해결

글로벌 IP 경영진단
해외 IP 중심의 최대 3년
연속 종합지원

IP 실태조사
자발적 IP 경영 유도

□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하여 창업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IP 지원 시스템 구축
(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식재산 경영환경 신규 신규 신규 76.13 ▪유사사업지표인“직무발명제도 ▪지원 전 대비 수혜 지식재산 창출
개선도(점)
컨설팅의 효과성”의
기업 내부 IP 조직, 지원 사업 과제
(공통)
최근3개년 실적치를
인력, 교육 시스템의 에 참여하는 기
참고하여, 보다 도전적인
개선 정도 및 지 업을 대상으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원사업에 대한 만 매년 설문조사
평균값(72.5)의 105%로 설정 족도 조사(리커트 5 실시
* (’14) 67.1 (’15) 70.0 (’16) 80.4 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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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재권 인식 및 관리 역량 미흡
ㅇ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등 단순 관리에 치중하여
지재권을 활용한 경영전략 수립 등에 소극적 입장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에
분포한 지역지식재산센터 역할을 강화

□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 기회 부족
ㅇ 창조경제를 선도할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의 어려움 및 전문가
도움 부재 등으로 인해 사장되는 결과 다수 발생
☞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공간적 제약없이 발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창구 운영

(4)

기타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http://www.ripc.org)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Ⅱ-2-①)
(5)

□ 추진배경(목적)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강화 필요
* 중소기업은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나 특허 출원은 전체의 14.5%에 불과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애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 확충 필요

* 변리사 등 지식재산전문가 및 지원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에 지식
재산전문지원기관이 존재하나 아직 규모 및 역량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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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소기업 IP 애로 실시간 지원 체계 마련
- ‘IP 경영지원단’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 구축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특허·브랜드·디자인 전문 컨설턴트 70여명으로 구성
< 'IP 경영지원단' 지원 체계도 >
기업 애로사항 청취
▪ 상시 공고
▪ 기업 발굴

현장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및 지원대상 선정

수시 지원 실시

IP 현안보고서 작성

지원대상 선정

스마트 IP 케어

▪ 기업 요구사항 분석
▪ 기업 현황 조사
▪ 기업 IP 역량 파악

▪ 운영위원회 개최
▪ 세부 지원 과제 도출 및
지원 여부 신속 결정

▪ 건당 1천만원
이내에서 기업에
수시 지원

ㅇ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IP 스타기업 집중 육성
-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고, 해외
출원 지원 등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맞춤 지원
* ’17년 수출(예정) 중소기업 570개 선정(舊 IP 스타기업 320개 포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촉진
-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능력을 보증하는 ‘IP 경영 인증
기업’ 지정 확대
* IP 경영 인증 기업(社, 누적) : (’16) 53 → (’17) 150

ㅇ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IP 지원 인프라 확충
-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 ’, 지역 지식재산 포럼 등을 통해
중앙-지방정부 및 지역 산․학․연間 소통 확대
*

* 특허청, 지재위, 17개 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공유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평가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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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17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1/4분기 ∙협력기관 POOL 모집 공고 및 선정
∙센터별 ’17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 실시
2/4분기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 지원 실시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개정
∙하반기 협력기관 POOL 모집
3/4분기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상반기 실적 점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성과도 조사 계획 수립
∙제9회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 대회 개최
∙지역 지식재산 포럼 개최
4/4분기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 개최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성과 조사 결과 및 실적 보고

세부일정
’17.1월
’17.2~3월
’17.3월
’17.4월~
’17.4월~
’17.6월
’17.7월
’17.7월
’17.9월
’17.10~11월
’17.10~12월
’17.11월
’17.12월

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중소기업의 역량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수혜 대상
ㅇ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운영 협력기관인 지자체 , 관리기관인 한국
발명진흥회, 운영기관인 상공회의소 등이 이해관계 집단에 해당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 추진 및 경쟁력 강화로 인해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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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Ⅱ-1-일반재정①)
①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1232)
▪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372.77

350.51

(372.77)

(350.51)

246.45

167.07

지식재산 창출지원(3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식재산경영인증 신규 신규 53 150 ▪’16년도 지식재산경영인 ▪특허청장이 인증한 전자결재 문서
기업수(누적, 개)
증 기업수(53개) 대비 97개 지식재산경영 기업
(183%) 증가된 도전적인 목 수 측정
표치임
▪’16년 월평균 인증 기업
(6개社/월) 보다 33% 상향
하여 8개社/월 기업 인증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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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Ⅱ-2-②)

□ 추진배경(목적)
ㅇ 새로운 산업․비즈니스․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 창업인 ‘혁신형 창업’ 활성화 필요
* 혁신형 창업의 3년 생존율은 전체 평균의 2배인 50%, 고용규모는 전체 평균의
3배 규모인 8∼9명 (’15, 삼성경제연구소)
* 미국의 혁신형 창업 비율은 54%로 우리(21%)의 약 2.6배 (’16, 현대경제연구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준비 또는 초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ㅇ 지역별로 IP 기반 창업 촉진 거점을 마련하여, 손쉽게 아이디어를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IP 디딤돌 프로그램’ 도입·운영
ㅇ IP 전략 없이 창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
창업기업 특화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IP 나래 프로그램’ 추진
< IP 기반 창업 지원 체계 >
아이디어 발굴

IP 디딤돌 (창업 준비 또는 초기)

IP 나래 (성장단계)

▪ 지역발명경진대회
▪ 아이디어 공모전

①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

① 사업 아이템 경쟁사 IP 분석

▪ 교육(아이디어 발상,
특허정보 활용 등)

② 3D 설계 및
모형 제작

③ 사업 아이템
도출

② 지재권
창출·보강

③ 고품질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전년도 ▪IP 기반 창업지원에 대한 외부사례 조사
4/4분기 ▪IP 기반 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IP 기반 창업지원 사업 관계자(지역 컨설턴트) 간담회
1/4분기
▪아이디어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IP 디딤돌 프로그램〕상반기 만족도 조사
3/4분기
▪[IP 나래 프로그램〕1회차 만족도 조사 및 성과 공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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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16.10월
’16.11월
’17.2월
’17.3월
’17.7월
’17.7월

비고

▪상반기 IP 기반 창업지원 사업 실적 점검
▪[IP 나래 프로그램〕2회차 만족도 조사 및 성과 공유 간담회
▪[IP 디딤돌 프로그램〕하반기 만족도 조사
4/4분기
▪[IP 나래 프로그램〕3회차 만족도 조사 및 성과 공유 간담회
▪‘17년도 IP기반 창업지원 사업 실적 최종 점검

월
’17.10월
’17.12월
’17.12월
’17.12월
’17.7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민 전 계층 (창조경제타운 ) 및 지역민 (IP창조존 , 특허지원창구 )을
대상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IP 권리화 및 창업연계 지원
ㅇ 미래부 등과 아이디어 발굴을 협의하고, 보다 효과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중기청을 포함한 산 관 학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 기대효과
ㅇ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IP 기반 창업지원을 통해 혁신형 창업 증가
및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Ⅱ-1-일반재정①)
①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1232)
▪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310)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372.77

350.51

(372.77)

(350.51)

-

62.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아이디어 기반 신규 신규 신규 68 ▪기술창업 선진국인 핀란드, 스웨덴의 ▪아이디어 기반
창업건수(건)
예산 지원된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이 창업건수
10%(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680건*10%)
연구보고서, 2016년) 미만이고,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9개월(중기청, 창업
실태조사, 2014년)임을 감안하여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예산 지원건수
(약 680건)의 10%가 해당연도 말까지
창업하는 것으로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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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체 실태조사

성과목표Ⅱ-3

(1)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인력을 양성한다.

주요 내용

□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지식재산에 강한 전문인력 육성
ㅇ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확대, 학제간 융합 교육 확산 등으로 지식
재산에 강한 창의인재 육성

ㅇ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R&D 역량과 지식재산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ㅇ 변리사 선발·양성제도 개선을 통해 실무에 강한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ㅇ 기업 임·직원 대상 실무·사례 중심의 지식재산권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
ㅇ 지식재산 전문학위(MIP) 과정과 지역 수요에 부응한 지식재산 교육 운영을
통해 전문 인력 육성 확대

□ 발명·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대
ㅇ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발명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지식재산
교육 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력 기반 마련

ㅇ 발명영재 및 특성화고 대상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발명교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추진

(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특허에 강한
3년(’14～’16)간 실적의 ▪이공계 대학(원) 학생 중 내부 조사
연구인력 양성을 2.60 2.93 3.32 3.46 ▪최근
표준편차(0.5
σ =0.14)를 특허청 지원으로 지식
위한 대학생 중
’16년
실적에
합산하여 재산 강좌를 수강한 학생
지식재산 강좌
목표치로
설정
비율
수강생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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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가 미흡
☞ 대학의 실용적 지식재산 강좌 개설 · 확대, 지식재산 전문 학위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역량 강화

□ 지식재산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 해외 기업의 특허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
☞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인적기반 강화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변리사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변리사 전문성 강화 필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실무형 변리사 양성 등 추진

□ 학교 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 융합인재 교육이 확대되면서 발명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발명교육 기반이 미흡
☞ 발명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내실화, 창의융합교육 프로
그램 강화 등 추진

(4)

기타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 (iipti.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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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Ⅱ-3-①)
(5)

□ 추진배경(목적)
ㅇ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재권에 강한 우수인력 양성이
요구되나,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은 미흡한 상황
*

* 이공계 대학(원) 재학생의 지식재산 강좌 이수 비율 : 3.0%(’16)

ㅇ 해외 기업의 특허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에 대응할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력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
*

*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지식재산 직무교육 실시율 : 34.2% (’16)

ㅇ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참여, 변리사의 실무능력 향상 등으로
특허출원인의 권익 보호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등 각종
대학평가에 지식재산교육 반영 추진
- 지식재산 교육 인증제 등 지식재산 교육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신규 지식재산 교수 인력 양성
ㅇ 지식재산 선도대학 교육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실용적인 지식재산 활용교육(IP-R&D 등) 강화 및 다학제간 융합
강좌 운영을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
- 지식재산 전담교수 채용, 교육이수체계 개발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교육 체계 마련
-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MIP :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및
대학(원) 강좌지원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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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교수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재산교육의
저변 확산 동력으로 활용
ㅇ 대학 산학 협동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CPU)·대학창의발명대회와 관련, 찾아가는
사전교육 실시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참가자의 교육기회 확대
- 대회 우수참가자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및 분쟁대응 등을 교육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 활용 → 보호에 이르는 全과정을 교육
ㅇ 기업 대상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특허를 활용한 지식재산 경영 유도
-

*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 (’16) 40개社 → (’17) 45개社

-

해외 지식재산 분쟁사례 및 협상전략 중심의 전문강좌를 확대
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분쟁과정 : (’16) 17회 → (’17) 20회(비수도권 교육과정 4회 운영)

ㅇ 전문학위 과정 확대 및 지역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
- 기업 내 지식재산 전문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MIP :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운영
- 지역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현장중심의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와 지역 기업과의 인재매칭을 통해 지역인재의 취업을 지원
* 취업연계 목표 : (’16) 109명 → (’17) 130명

ㅇ 변리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특허출원인 권익 보호
- 변리사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변리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변리사 법령 개정 추진
-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선발을 위한 실무형 문제 도입 추진, 시험
일부면제 과목 조정 등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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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습 을 실무 위주로 운영하고, 등록
변리사 연수 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
*

**

*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성, ** 매 2년마다 24시간 이상
-

로스쿨생 대상으로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를 개최하여 지식
재산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지재권 전문 변호사로 육성
*

* 로스쿨생이 소송절차에 따라 원 피고로 나뉘어 변론 진행(특허법원과 공동 개최)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대학(원) 지식재산강좌 지원(1학기)
∙대학창의발명대회 공고
1/4분기 ∙D2B 디자인페어 공고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참여기업 모집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및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운영(연중)
∙로스쿨 학생 대상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개최계획 마련
∙지식재산 교수교육 실시(봄 단기집중 과정)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공고
2/4분기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상반기 운영(진단)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상반기 운영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상반기 성과평가
∙IP Summer School 운영(교육)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하반기 운영(교육)
3/4분기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하반기 운영
∙로스쿨 학생 대상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개최
∙지식재산 교수교육 실시(여름 단기집중 과정)
∙대학(원) 지식재산강좌 지원(2학기)
∙지식재산 교수교육 실시(가을 단기집중 과정)
∙대학창의발명대회 시상식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시상식
∙제7차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선정
4/4분기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
∙지식재산 교육허브 통합 IP 취업교육 캠프 개최
∙지식재산 교수교육 실시(겨울 단기집중 과정)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및 전문학위과정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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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17.3월
’17.3월
’17.3월
’17.3월
’17.3월
’17.4월
’17.4월
’17.4월
’17.4~6월
’17.4~6월
’17.6월
’17.7월
’17.7월
’17.7~11월
’17.7~11월
’17.8월
’17.8월
’17.9월
’17.10월
’17.11월
’17.11월
’17.11월
’17.11월
’17.11월
’17.12월
’17.12월

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직접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받는 대학(원)생, 교수, 기업 IP
실무인력과 그 수강자들을 채용하는 기업
ㅇ (이해관계집단) 지식재산교육의 영향을 받는 대학 및 기업 관련 단체
□ 기대효과
ㅇ 기업-대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환경 조성
ㅇ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기반 구축 → 기업
고부가가치 실현 →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지식재산 인력 양성(Ⅱ-1-일반재정③)
① 지식재산 인력 양성(1235)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300)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73

74

(190)

(192)

73

7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지식재산권 25,922 32,343 37,030 39,307 ▪최근 3년(’14∼’16) 간
교육이수자수(명)
실적치의 표준편차
(0.5σ=2,277)를 ’16년도
실적에 합산하여 ’17년
목표치 설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학(원) 지식재산 내부 조사
강좌·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기업직무
교육과정·지식재산
교육허브 수강생 수

기업 지식재산 89.0 90.0 91.36 91.84 ▪최근 3년(’14～’16) 간 실적의 표준 ▪교육 수강생 대상 7점 내부 조사
실무인력 양성사업
편차(0.5σ=0.48)를 전년도 실적 척도 만족도 조사
교육 만족도(점)
에 합산하여 목표치로 설정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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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Ⅱ-3-②)

□ 추진배경(목적)
ㅇ 지식기반 경제체제에서는 창의적인 발명인재의 조기 발굴·육성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
ㅇ 창조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의 창의·발명교육 확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발명교육 지원 기반 마련 및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16)에 맞춰 창의체험형 발명교육을 확산
하여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
*

* 한 학기 동안 토론·실습 참여·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식재산일반‘ 교과서 집필, 인증 등 ’15년 개정 교육과정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일선 고등학교의 교과서 채택 및 확산 추진

- ’

* 교육과정 각론 완성 공표(’15.9) → 교과서 세부 내용 집필(’16) → 교육부
고시(’17.7) → 채택학교 결정 및 교사 연수(’17.12) → 교육과정 시행(’18～)
-

과학교과와 연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 학교급별로
개발하고 교사 연수 등을 통한 현장 보급

* (’15) 중학교용 → (’16) 초등학교용 → (’17) 고등학교용 교재 개발

ㅇ 발명교육센터 현대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
- 시설이 노후화된 발명교육센터 (15개)에 최신 실습 교구 도입 ,
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 시·도 교육청 협의회 및 공고(’17.4) → 심사 및 선정(’17.5) → 완공(’17.9)

-

기업·공공기관 등의 지역기반 과학교육 지원사업과 연계·운영을
시범적으로 추진, 발명교육의 다양화 및 협력 모델 발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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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명영재 및 특성화고 대상 지식재산기반 교육 강화
- 지식재산 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개편하여 시․도교육청 소속 영재학급, 진로교육 등에 보급․확산
*

* KAIST·POSTECH과 협력하여 매년 중학생 160명을 선발, 2년 과정으로 신기술,
지식재산 소양, 창업교육 등 실시(’10～, 수료생: 650여명)

발명특허 특성화고 학교별로 협력기업과 연계한 직무발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제고 및 취업 역량 강화
ㅇ 발명교사 양성체계 개편 및 발명대회 실시 등 교육기반 구축
- 교육부 지정 민간종합교육연수원 운영으로 통합적 발명교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 청소년 발명대회의 교육적 효과 및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을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로 통합 운영
-

구분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추진계획
∙차세대영재기업인 운영협의회 개최
∙발명·특허 특성화고 부장교사단 실무회의
∙ IP-Meister 프로그램 협업부처간 실무회의(교육부, 중기청, 특허청)
∙발명·특허 특성화고 현장점검
1/4분기 ∙자유학기제 연계 발명교육센터 운영 계획 수립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공고
∙2017 전국 발명교육관계자회의 개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창의력챔피언대회 공고
∙발명·특허 특성화고 기업연계 직무발명 프로그램 운영(연중)
∙상반기 발명교육센터 운영현황 점검
∙발명·특허 특성화고 발전방향 공유 워크숍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2/4분기 ∙YIP 신청접수 및 참가팀 선발
∙특성화고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발명·특허 특성화고 현장점검
∙IP-Meister 프로그램 과제 공모 및 선정
3/4분기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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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비 고
’17.2월
’17.1월
’17.2월
’17.3월
’17.2월
’17.2월
’17.3월
’17.3월
’17.3~10월
’17.3~6월
지역별 점검
’17.5월
’17.6월
’17.4~6월
’17.7~8월
’17.6월
’17.5월
’17.7월

∙발명·특허 특성화고 부장교사단 실무회의
∙ IP-Meister 프로그램 지식재산 소양캠프
∙발명교육 연합학술대회 개최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완료
∙하반기 발명교육센터 점검
∙발명·특허 특성화고 발전방향 공유 워크숍
4/4분기 ∙2017 발명교육컨퍼런스 개최
∙차세대영재기업인 ’18년 교육생 선발 완료
∙IP-Meister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

월
’17.7월
’17.8월
’17.9월
’17.9월
’17.9~12월 지역별 점검
’17.10월
’17.11월
’17.12월
’17.12월
’17.7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창의적 인재로 육성되는 초·중·고등학생, 교사 및 학부모
ㅇ (이해관계집단) 시·도 교육청, 발명관련 협회, 사업 참여 기업체 등
□ 기대효과
ㅇ 발명인재들이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상승시킬 핵심인재로 성장
ㅇ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및 발명문화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발명교육 활성화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책특회계

지식재산 인력 양성(Ⅱ-1-일반재정③)
① 지식재산 인력 양성(1235)
▪발명교육 활성화(302)

단위 : 억원)

(

’16

’17

83
(190)
83

82
(192)
8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초·중·고 발명 81.25 85.30 87.15 88.65 ▪최근 3년(’14년～’16년)간 실적의 ▪수강생 대상 5점 척도 내부 조사
교육센터 교육생
표준편차(0.5σ=1.5)를 ’16년 만족도 조사
만족도(점) (공통)
실적에 합산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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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Ⅲ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사회인식·집행력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구
축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 기반 마련
ㅇ 위조상품 제조·유통 근절,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
고 대국민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ㅇ 아이디어 탈취 방지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 출현을 대비
한 유연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
ㅇ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해외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사전·사후 지원 확대
ㅇ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지
식재산권 분야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 사회 기여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국내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3

4

6

성과목표
관리과제
Ⅲ-1. 지식재산권의 보호활동 및 체계를 강화한다.

성과지표
국내외 지재권 보호 기여도(점)
지식재산권의보호정도국제순위(IMD)
위조상품근절에대한대국민인식도(점)
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영업비밀보호기반조성사업만족도(점)
②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특허분쟁지원 기대충족도(점)
Ⅲ-2.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을 개선한다. 국외기관과의
협의실적(건) 양해각서 체결 및
① 지식재산
개국 선도
협의체 및 국가 간 협력을 IP5 및 양자협력 합의실적(건)
통한 국제선진
질서5변화
형성기여도(건)
②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협상 강화 국제규범
지식재산나눔사업 전문가평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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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Ⅲ-1

(1)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및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

□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기술탈취, 위조상품
유통 근절 등의 효과를 제고

* 지재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 등에도 불구하고 위조
상품인 것을 알고 구매한 구매자는 76.3%임(’16,소비자인식도 조사)

□ 국내·외 지재권 침해·분쟁에 대한 종합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노력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
ㅇ 범정부적 해외 지재권보호 대응체계 구축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
지재권 피침해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활동 전개
□ 우리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ㅇ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추가하여 처벌 공백을 최소화
*  정당한 권한을 넘는 유출행위  영업비밀 삭제․반환요구 후 계속보유행위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행위  불법 유출 영업비밀 재취득․사용행위

ㅇ 영업비밀 침해죄의 벌금액을 10배 상향하여 범죄 억지력 제고
* (국외) 1억원 → 10억원 / (국내) 5천만원 → 5억원

□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확충
ㅇ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을 해외 현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국내외 보급 확대 추진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ㅇ 심판․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산재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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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내외 지재권 77.73 80.63 81.73 82.57 ▪’16년 국내 지식재산권 ▪국내지재권 보호만족도 : 외부 전문조사기관
보호기여도(점)
보호 만족도 및 해외 지식 ① 전국 만 15세 이상 설문조사 결과서
재산권 보호 만족도 각각에 남녀 2,000여명에 대한
최근 3년간 표준편차의 반 소비자인식도 조사, ②
(0.5σ)을 더한 값을 산술평균 기업 상표권 담당자
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100여명 대상으로 위조
상품 생산․유통 개선정도
조사 ③ 영업비밀 보호
기반 조사 사업 수혜자
100여명 설문조사
▪해외 지재권 보호 만족도
: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대상 설문조사
지식재산권의 41 27 38 35 ▪IMD(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2017 IMD 국제경쟁력 2017 IMD 국제
보호정도
주관으로 각 국가별로 지재권 지수 중 한국의 ‘지재권 경쟁력 보고서
국제순위(IMD)
보호수준 전반이 대한 보호정도’ 순위(IMD가
설문 조사를 통해 순위를 각 국가별 기업인 등을
산출하고 있어, 외부변수의 대상으로 지재권보호수준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바,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근 3년간 0.5표준편차를 통해 순위 산출)
적용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온라인 쇼핑몰 시장규모 확대, 한중 한 중 FTA 체결 등 국가 간 교역
확대로 온라인 및 중국산 위조상품 유통 지속

* 온라인쇼핑거래액: (’05) 10.6조원→(’10) 25.2조원→(’15) 53.8조원→(’16) 64.9조원(통계청)
* 모바일쇼핑거래액: (’13) 6.6조원→(’14) 14.9조원→(’15) 24.5조원→(’16) 34.7조원(통계청)
* 수입 통관단계 위조상품 적발현황(중국/전체) : (’15) 8,829/9,111건 → (’16) 9,117/9,958건
(’16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 관세청)
* 온라인 단속 실적(사이트 폐쇄·판매중지)(건) : (’14) 5,802 →(’15) 6,091 →(’16) 6,256

☞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단속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강화, 포렌식 장비의
활용, 수사실무 참여 등을 통한 수사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낮은 수준이며, 정품소비문화 정착 필요
*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점) : (’14) 69.9 → (’15) 74.6 → (’16)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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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참여를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파급력이 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정품소비문화 정착에 기여

□ 영업비밀 유출 사건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
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및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
* 기술유출 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건수(건) : (’00) 112 → (’14) 412

☞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비밀 관리인식 제고 및 영업비밀
관리역량 강화 추진

□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지재권 보호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은 미흡
☞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재권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포괄적 지원 강화

□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영업비밀 등 기술에 대한
보호 장치가 굳건해야 하나,
ㅇ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이
다소 협소하고,
ㅇ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지력에 한계노출
☞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추진

(4)

기타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www.koipa.re.kr)
□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www.tradesecr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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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Ⅲ-1-①)
□ 추진배경 (목적)
(5)

ㅇ 위조상품 단속을 통한 국내 위조상품 유통 방지 및 국격 향상
ㅇ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재권 존중문화 조성으로 대한
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
ㅇ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역량 강화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ㅇ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사용하는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방지
체계를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강화
- (오프라인 단속) 국민 건강·안전 관련 상품, 대규모 상습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합동단속 강화
*
*
*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강화
동대문, 이태원, 국제시장 등 관광특구, 재래시장 등
실시
소상인 등에 대한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단속 지원

(기획수사)

제조 유 통

품목 및 기업형 범죄조직 등이 연결된

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합동단속)

위조상품

상습판 매 지 역 에

대한

수 사 기 관 (경 찰 청 , 지 자 체

(지자체 단속지원)

등 )간

합동단속

지자체 위조상품 단속(시정권고)

온라인 단속) 온라인 상습판매자에 대한 단속 및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운영자 등과 협의하여 자발적 유통근절 유도

- (

*
*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위조상품

판매중지,

사이트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상표권자, 온라인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폐쇄

및

상습사이트에

(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운영)

협의회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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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유통근절

대한

추적수사

ㅇ 위조상품 수사역량 및 전문성 제고
- 법무연수원, 검찰 등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수사 전문 교육 과정
이수 및 포렌식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 참여
-

경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부정경쟁방지업무 유공자 포상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워크숍(2회) : 지자체 단속공무원(상반기), 경찰공무원(하반기) / 유공자 포상(1회)

ㅇ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위조상품 유통, 기술탈취 및 허위표시 근절에 대한 공익광고

* KTX, 기차역, 터미널, 지하철 환승역, 극장스크린, 위조상품 판매 거점지역
(동대문 패션타운 등), 산업단지, 라디오 등에 지면·영상·음성광고 송출

지식재산 관련 정보 공유 및 시민과의 소통채널 구축을 위한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 일반 시민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UCC 및 카드뉴스를 직접 창작
하도록 하여 보호의 중요성 인식과 준법의식 강화
-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시범학교 등에 학습 콘텐츠 보급 및 체험
교육 실시

-

* 시범학교(6개교) : 탕정초교(충남아산), 해보초교(전남함평), 진보초교(경북청송) 등

-

-

-

소비자의 지재권 존중의식 고취 및 정품 사용 실천 유도를 위한
전국 순회캠페인과 지재권 세미나 개최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 조사 및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허위표시 방지협력 체계 구축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보호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등급분류
지원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역량 강화

*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 영업비밀 취급관리, 인적자원 관리, 데이터 로그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여건에 표준화된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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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중소기업․학생의 원본증명 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원본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복수 원본증명기관 운영을 통해 이용 저변 확대

* 원본증명제도 : 영업비밀․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포함 문서의 전자
지문 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영업비밀 보유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제도
* 원본등록비용(1만원/건)의 70%를 보조(지원한도 : 중소기업․학생별 100건/연)

ㅇ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개정 추진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부경법 일부개정 추진

* 영업비밀 침해죄 벌금액 10배 상향(국내: 5천만원 → 5억원, 국외: 1억원 → 10억원)
**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추가 : 정당한 권한을 넘는 유출행위, 영업비밀
삭제․반환요구 후 계속보유행위,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행위, 불법
유출 영업비밀 재취득․사용행위
-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부경법 전부 개정안 마련

*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관계, 공모전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
경쟁 행위유형으로 신설 법제화
* 복잡한 장․절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재구성

ㅇ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추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상담 및 조정신청
접수·처리 실시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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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추진계획

세부일정
∙위조상품 기획수사
’17.1∼12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17.1∼12월
∙법무연수원 수사실무과정, 포렌식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참여 ’17.1∼12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 계획 수립·시행
’17.1월~
∙위조상품 단속계획 수립·시행
’17.2월
∙지식재산 존중문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17.2월
∙영업비밀 보호정책 계획 수립
’17.2월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17.1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17.2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위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17.3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실시
’17.4~12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17.4월~
∙소비자 지식재산 보호교육
’17.5월~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
’17.5월~11월
∙위조상품 상습지역 합동단속
’17.6월
∙지자체 단속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17.6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17.6월
∙유관기관 협력의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 개최
’17.6월
∙영업비밀 등급분류 지원서비스 구축
’17.6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위한 청내외 전문가 T/F 구성
’17.4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위한 청내외 전문가 T/F 1~2차 회의 ’17.5~6월
∙지식재산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순회 캠페인
’17.7월~
∙지식재산 보호 UCC 및 카드뉴스 공모전
’17.8월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민 관 간담회
’17.9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위한 청내외 수요조사 실시
’17.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위한 청내외 전문가 T/F 3~4차 회의 ’17.7~8월
∙산업보안 국제세미나 개최
’17.10월
∙지식재산 보호 공익광고 송출
’17.11월
∙유관기관 협력의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 개최
’17.11월
∙소비자 인식도 조사
’17.12월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17.12월
∙위조상품 생산․유통 개선정도 조사
’17.12월
∙영업비밀 피해기업 유관기관 공동 간담회 개최
’17.12월
∙부정경쟁방지법 전부개정 법률안 초안 마련
’17.10월
∙부정경쟁방지법전부개정관련대국민공청회및관계부처의견문의 ’17.11월
∙부정경쟁방지법 전부개정 청안 마련
’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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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민간 기업, 소비자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지재권 침해물품 제조·유통·판매업자, 관련 기업 및 구매자
□ 기대효과
ㅇ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통한 원 상표권자 보호 및 국격 향상
ㅇ 지식재산 보호 실천의지 확립과 사회 저변 확산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형성 및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 강국 실현
ㅇ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
지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
ㅇ 아이디어 및 기술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경
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질서 형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촉진(Ⅱ-1-일반재정①)
① 지식재산권보호 기반조성(1331)
책특회계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301)

’16

’17

58.5

65.7

(223.6)

(241.3)

58.5

6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4

’15

목표치
’16

’17

’1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위조상품 근절에 69.9 74.6 77.5 80.6 ▪최근 3년(’14～’16) 실적의 표준 ▪전국 만 15세 이상
대한 대국민
편차(1σ=3.1)를 전년도 실적에 남·녀 1,500명대상
인식도(점)
합산하여 80.6점을 목표치로 으로지재권에 대한
설정
인식도
영업비밀 보호기반 80.77 80.98 81.30 81.57 ▪’16년도 실적(81.30)에 최근 3년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 만족도(점)
('14～'16)간 실적의 표준편차 조성사업 수혜자
(공통)
(1σ=0.27)를 합산하여 목표치로 대상 설문조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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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외부 전문 조사기관
설문조사 보고서
또는 자료출처

외부 전문 조사기관
설문조사 보고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Ⅲ-1-②)



□ 추진배경(목적)
ㅇ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확대에 따라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 지식
재산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ㅇ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사전·사후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체계 강화
- 지재권 관련 전문 법률 상담 및 유럽지역 전시회 분쟁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미확보 IP-DESK 에 변리사, 변호사 등 채용 추진
*

* 중국(상해·광주·청도), 베트남 및 독일

해외 진출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분쟁양상에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간 연계를 강화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

*

* IP-DESK 운영, 분쟁예방 컨설팅, IP 소송보험 등 관련사업간 연계 지원

주요 업종별․브랜드별 위조상품 유통 지도 및 보고서를 작성
하여 기업 및 산업단체에 배포하여 현지 침해단속 성과 제고
- IP-DESK 설치 국가별 지재권 분쟁동향 정보 등을 포함한 백서를
발간하여 해외진출 기업에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ㅇ 한류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의 선제적 보호 추진
- K-브랜드를 모방한 악의적 무단 선점 의심상표를 현지 출원단계
에서 모니터링하여 피해기업이 조기 대응하도록 지원
- 피해기업 청원서 작성 지원 , 공통증거 중문번역 지원 등을 통해
K-브랜드 무단 선점 피해기업의 법률 대응 지원 강화
-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사이트인 알리바바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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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오픈마켓을 중국 온라인 시장 2위인 ‘징동닷컴’까지
확대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활성화
ㅇ 해외 진출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력 제고
- 컨설팅 수행기관을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선정공고제 ’를 도입
하여 경쟁체제 구축
- PM(Project Manager)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관리하고, 다년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재권 분쟁대응 실효성 제고
-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 개선 및
보험료 인하 지속 추진
- 지자체·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소송보험 가입 수요 창출 및 지원 확대
-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별 기본 계획 수립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 매뉴얼 배포
1/4분기
∙지재권 소송보험 수행사 선정
∙ IP-DESK 백서 발간
∙컨설팅 지원사업 수시공고 및 선정
∙해외 위조상품 식별세미나 개최
2/4분기
∙중국․ASEAN 지역 재외공관 전략회의
∙IP-DESK 전문인력 채용
∙중국 알리바바 오픈마켓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컨설팅·소송보험 지원
3/4분기
∙해외 위조상품 식별세미나 개최
∙태국 지재권 집행 공무원 초청연수
∙베트남 지재권 집행 공무원 초청연수
∙중국 지재권 집행 공무원 초청연수
4/4분기 ∙IP 보호 컨퍼런스 2017 개최
∙공동대응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회
∙컨설팅 및 소송보험 지원기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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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비 고
’17.1월
’17.1월
’17.2월
’17.3월
’17.4월
’17.5월
’17.6월
’17.6월
’17.7월
’17.8월
’17.9월
’17.9월
’17.10월
’17.11월
’17.12월
’17.12월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내외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이해관계자
- 우리 기업과 분쟁 중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해외 경쟁기업
□ 기대효과
ㅇ 국내·외 유관기관, 해외 진출 기업과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 제고
ㅇ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및 분쟁대응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Ⅱ-2-일반재정①)
①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1331)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300)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165.1

175.6

(223.6)
165.1

17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
특허분쟁지원 83.0 86.9 87.6 89.6 ▪최근 3년(’14～’16)간 실적의 표준 ▪해외 지재권 분쟁 외부 전문 조사기관
기대충족도(점)
편차(1.0σ:2.0)를 전년도 실적에 지원사업의 기대 설문조사 보고서
합산하여 목표치로 설정
충족도
성과지표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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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Ⅲ-2

(1)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을 개선한다.

주요 내용

□ 지재권 보호 등 지재권 관련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각국
활동은 양자협력, 다자협력, 국제기구 논의 참여 등으로 다변화
ㅇ 특히, 특허 분야 G5 국가 모임인 ‘IP5’는 세계 출원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어 지재권 국제 규범 설정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
ㅇ WIPO, APEC, WTO 등 지재권 국제 규범 형성을 논의하는
국제기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 관철 필요
□ 글로벌 지재권 이슈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개도국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재권 분야 G5에 걸맞은 리더십 발휘
ㅇ IP5 협력 적극 참여 및 신흥·개도국과의 양자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지재권 제도발전에 기여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
ㅇ 지식재산 나눔사업, 개도국 공무원 교육훈련, 기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선진·개도국간의 지재권 격차(IP-Divide) 해소에 기여
□ 글로벌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기반을 구축
하여 전략목표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강화에 기여
(2)

성과지표
실적

목
표
치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외기관과의 신규 신규 신규 72 ▪’16년도 양해각서 체결 실적(11건)과 ▪양해각서 체결건수+
양해각서
양해각서 1건 당 5건의 의견수렴/ 체결을 위한서면/대면
체결 및
협의건수(55건)를 합한 수치에 ’14～’16 협의건수
협의실적(건)
년도 실적의 표준편차(0.5σ≒5.66)를
합해 소수점 올림(71.6→72)
* (’14) 90건 (’15) 66건 (’16)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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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 공식
문서를 통한 결과
보고, 서면 협의를
위한 이메일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외진출기업 증가에 따라 지재권 획득과 보호의 대상지역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ㅇ 양·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지재권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익 극대화 필요
ㅇ 특허공동심사 및 PCT 협력심사 등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일조
□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등 국제 지재권 논의에서 선․후진국 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국익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ㅇ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재권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 역할 수행
ㅇ 지식재산을 활용한 최빈․개도국 지원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개도국 상대로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설득
ㅇ WIPO의 주요 경영주체로서 사업·예산·감사 등 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WIPO 주요 현안에 주도적·전략적으로 대응

* 회원국 총회(최종 승인), 사업예산위원회(예산, 사업평가, 감사), 조정위
원회(인사, 행정, 위원회 업무조정), 개발위원회(개도국 지원 사업) 등

□ 지재권이 통상문제의 핵심 이슈로 대두하고 있어, 국제협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ㅇ 지재권 분야 협상 전략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협상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재권 협상 전략 수립
(4)

기타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www.kip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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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지식재산선진 5개국협의체및국가간협력을통한국제질서변화선도(Ⅲ-2-①)
(5)

□ 추진배경(목적)
ㅇ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과의
지재권 분야 업무협력 및 상호공조 필요성 증가
ㅇ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국민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지재권 획득 지원 및 보호환경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선진 IP 협의체 협력 주도를 통해 글로벌 지재권 제도 발전에 기여
- IP5 청·차장회의, 실무그룹(분류·정보화·특허심사정책·특허제도조화·통계)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특허시스템 효율화 및 출원인 편의 향상
* WG2 회의(1월), WG1 회의(3월/10월), 차장회의(4월), 청·차장회의(5월), 통계
실무그룹 회의(8월), WG3 회의(11월)

-

한·중·일 청장회담 한국 개최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 개선 주도

* 한·중·일 실무회의(10월) 및 청장회담(11월)

ㅇ 심사공조 및 제도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권리 획득 지원
- 특허공동심사(CSP) 시행국 확대 및 제3차 PCT 협력심사 시범사업
참여 등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Work-Sharing 협력사업 확대
*

* 동일 PCT 출원건에 대해 참여청 공동으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단계에 그대로 인용 가능한 품질 확보(1·2차: 한·미·유럽 → 3차: IP5청)

ㅇ 한국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 특허행정 서비스의
해외 진출 확대 추진 등 지식재산 행정 한류 확산 추진
- 특허 정보화, 지재권 교육, 심사역량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유망 경제 지역인 ASEAN·중동 지역과의 지재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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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IP5 실무그룹 2(WG2), GDTF 및 ICG 회의 참석
∙’17년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한·홍콩 특허청장회담 참석
1/4분기
∙한·ASEAN 고위급 회담 참석
∙IP5 차장회의 준비를 위한 한-중-일 실무회의 참석
∙IP5 분류실무그룹 1(WG1) 회의 참석
∙IP5 차장회의 참석
2/4분기 ∙한·EPO 특허청장회담 참석
∙IP5 청·차장회의 참석
3/4분기 ∙IP5 통계실무그룹 회의 개최
∙WIPO 총회 중 주요국 및 개도국과 양자회담 개최
∙IP5 분류실무그룹 1(WG1) 회의 참석
4/4분기
∙한·ASEAN 청장회담 참석
∙IP5 실무그룹 3(WG3) 및 PHEP 회의 참석

세부일정
’17.1월
’17.1월
’17.2월
’17.2월
’17.3월
’17.3월
’17.4월
’17.5월
’17.5월
’17.8월
’17.10월
’17.10월
’17.11월
’17.11월

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심사관 및 출원인) 국가 간 중복심사 방지를 통한 심사 효율성
향상으로 심사 및 출원 편의성 향상
ㅇ (각국 특허청)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을 통해 각국에서의 IP
보호 및 제도 선진화 지원
□ 기대효과
ㅇ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강화를 통해 특허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ㅇ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여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획득 지원 및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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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1-1-일반재정③)
① 국제협력강화 기반 구축(1035)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7.8

7.6

(25.4)

(29.3)

7.8

7.6

▪국제협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
표
치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IP5 및 신규 신규 신규 93 ▪최근 3년(’14-’16)간 실적의 표준 ▪IP5 및 양자회의 합의의사록,
양자협력
편차(1σ=7.36)에 전년도 실적을 개최 후 양국 간 공식문서 등을
합의실적(건)
합산하여 올림한 값을 목표치로 최종합의 건수
통한 결과 보고
(공통)
설정(85 + 7.36 = 92.36)
* (’14) 67건 (’15) 77건 (’16)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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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협상 강화(Ⅲ-2-②)

□ 추진배경(목적)
ㅇ WIPO·APEC·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IP규범 형성,
글로벌 IP 서비스 개선 및 글로벌 IP 이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익 보호에 기여
ㅇ 주요국과의 FTA 등 지재권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익을 보호하고, 최빈국·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전개하여 선·후진국간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국격 제고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WIPO·APEC·OECD 등에서 글로벌 IP 규범 형성, 글로벌 IP 서
비스 개선 및 기타 글로벌 IP 이슈 관련 논의에 적극 대처
- WIPO의 주요 경영주체로서 사업·예산·감사 등 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WIPO 주요 현안에 주도적·전략적으로 대응
* 회원국 총회(최종 승인), 사업예산위원회(예산, 사업평가, 감사), 조정위원회
(인사, 행정, 위원회 업무 조정), 개발위원회(개도국 지원 사업) 등

글로벌 IP 이슈에 우리나라와 이해를 같이하는 주요 국가와
공동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IP 서비스(PCT, 마드리드, 헤이그 등의
국제출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 WIPO, APEC 등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WIPO 인력
파견 등 인적 교류 증진을 통해 국제 사회 영향력 확대 도모
ㅇ 최빈국․개도국 지식재산 나눔사업의 범국가적 ODA 사업화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체계 마련
-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보급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효과성 제고
- 아시아 특허청장 컨퍼런스(HIPOC) 개최 등 최빈국·개도국 국민의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수행으로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의 성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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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외홍보 강화를 통해 우리 지재권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국
제기구 관계자 및 외국인들의 이해 제고
- 국제적 IP 전문매체 및 특허청 영문연보를 활용하여 우리 청의
주요 정책정보 및 법·제도 개정사항 등을 적시 홍보
ㅇ 지재권 통상협상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자유무역협정(FTA) 지재권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통상마찰 방지 및 상호협력 증진
- 지재권분야 통상협상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한-중-일, RCEP, 한이스라엘 FTA 등 현재 진행 중인 FTA에 전략적으로 대응
- 지재권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한-EU, 한-중 FTA 등 기체결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FTA 발효에 따른 효과 제고
구분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추진계획
∙제44차 APEC IPEG(지재권전문가그룹) 회의(베트남)
1/4분기 ∙RCEP 제17차 협상(일본)
∙한 -이스라엘 FTA 제 3 차 협상 (이스라엘 )
∙2016년 특허청 영문연보 발간 및 배포
∙아시아 특허청장 컨퍼런스(HIPOC)
2/4분기
∙RCEP 제18차 협상(필리핀)
∙제19차 WIPO CDIP(개발위원회, 스위스)
∙제45차 APEC IPEG(지재권전문가그룹) 회의(베트남)
3/4분기 ∙WIPO ACE(집행자문위원회, 스위스)
∙ WIPO PBC(사업예산위원회, 스위스)
∙제57차 WIPO 총회(스위스)
4/4분기 ∙제20차 WIPO 개발위원회(CDIP, 스위스)
∙FTA 지재권 분야 설명회 개최

세부일정 비 고
’17.2월
’17.2월
’17.3월
’17.4월
’17.4월
’17.5월
’17.5월
’17.8월
’17.9월
’17.9월
’17.10월
’17.11월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발명가, 출원인 및 권리자) 국제 IP 시스템의 이용자로서 규범
형성 및 변화에 따라 연구·경제 활동 등에 영향을 받음
ㅇ (국제기구) WIPO, APEC, OECD 등은 IP 규범형성의 중재자 역할
수행 및 국제 IP 시스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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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원국) IP 이슈에 대해 국익에 따라 다양한 입장 존재

* 예시 : 선진국(지재권 강화, 권리자 보호) vs 개도국(지재권 약화, 공중의 이익)

ㅇ (최빈국·개도국)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직접 수혜자
□ 기대효과
ㅇ 국내 산업․경제 수준 및 중장기 IP정책 등 우리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국제적 IP 규범 형성
ㅇ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의 신속한 지재권 획득 및 보호 강화
ㅇ 국제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국가위상 강화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대외 협력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③)
① 국제협력강화 기반 구축(1035)
▪WIPO 국제분담금(301)
▪국제 지식재산 나눔(305)

회계구분」
책특회계

(

단위 : 억원)

’16

’17

20.6
16.1
4.5

21.72
16.02
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성과지표

’14

’15

목표치

’16

’17

75 88.15 89.9

자료수집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다자논의 참가 실적+ 글로
벌 이슈 대응방안 보고+통상협
상 관련 국내 의견수렴 및 협
의건수)

외교부 공식전문,
회의체 사무국
공식문서, 결과보고
서, 동향보고서 등

조사 지식재산나눔 사업
대상 관련 외부 전문가
유효 ODA 관련 외부전문가
표본
조사 설문지 작성 및
▪전문가평가점수는 ’16년실적인 방법 이메일 또는 서면응답
·원조 과정 충실성
88.15점보다 2% 상향 조정된
조사
·원조 결과 효과성
89.9점을 ’17년 목표로 설정
항목 예 ·지원국 기여도
·지원 효율성 등
평정 {(S응답수*1)+(A응답수*
부여 0.75)+(B응답수*0.5)+(C
방식 응답수*0.25)+(D응답수*
0)}/응답문항수*100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 결과에 대해
평가

’17목표치 산출근거

▪전년도 실적에 최근 3년(’1
4～’16)간 실적의 표준편차(1
국제규범 신규 신규 신규 51 σ:2)를 합산하여 목표치로 설
형성기여도(건)
정
* 최근 3년 실적 : (’14) 45
(’15) 47 (’16) 49
지식재산나눔
사업(ODA)전 문가평가(점)

측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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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전략목표 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기 본 방 향

◇ 우수 지재권의 거래·사업화·금융 지원을 통해 IP 활용 고도화
ㅇ IP 금융 저변 확산, 중소기업 IP 사업화 지원, IP 거래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 기반 조성
ㅇ 대학·공공연 우수 R&D성과물의 산업계 이전 및 후속 사업화 촉진
* (’16) 기업의 특허 사업화율 : 57.8%, 대학 공공연의 특허 활용률 : 34.6%

◇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보상제 확산을 통한 기업의
IP 경쟁력 강화
ㅇ 지식재산 서비스분야 국·내외 수요 창출, 전문 인력양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IP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 (’15) 시장규모 약 1조7,913억원, 업무수행인력 약 16,440여명

ㅇ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맞춤형
컨설팅·설명회를 통해 합리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확산 추진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60.2%)은 공공연(94.9%)에 비해 크게 저조(’16)
<

성과목표
2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성과목표 성과지표
3

관리과제
4

단위 : 개)

(

관리과제 성과지표
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1.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를 촉진한다. 기업의특허기술사업화율(%)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①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연계 금융지원액(억원)

특허기술거래생산성(건/억원)
전략지원 과제의 기술
(%)
②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사업화율
IP활용 지원과제 기술
이전 건수(건)
Ⅳ-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의 IP서비스 활용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업의직무발명도입비율(%)
IP서비스업 채용 연계율(%)
①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전문자격 취득률(%)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의
②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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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Ⅳ-1

(1)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를 촉진한다.

주요 내용

□ 개인·중소기업의 우수 특허기술이 사업화되거나 자금조달 및
기술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IP 금융기관 확대 및 IP 가치평가 고도화를 통해 민간 IP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특허 보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ㅇ IP 정보를 활용해 특허·제품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ㅇ 민간거래회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수요 특허기술에 대한 시장·
사업성 분석을 확대하여 IP 거래기반 확충
□ 대학·공공연의 R&D 성과물인 우수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전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
ㅇ IP 활용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에 대한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 거래 후 민간의 IP 상용화 추가 지원
ㅇ 대학·공공연의 개별 역량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 및 우수 발명
선별 등 맞춤형으로 IP 창출·활용사업을 통합 지원
(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업의 특허기술 64.8 57.3 57.8 59.5 ▪’16년 실적에 최근 3년(’14～’16) ▪(기업이 사업화한 지식재산활동실태
사업화율(%)
간 실적의 표준편차(0.5σ=1.7)를 특허 건수/보유한 조사보고서 활용
전년도 실적에 합산하여 설정 특허건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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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IP 가치평가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의존도가 높고, 금융권의 다
양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치평가 인프라 필요
☞ 금융권의 자체 IP 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모듈식 IP 가치평가
도입 등 금융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지원

□ 우수 IP 보유 창업초기기업은 빠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의 속성상 적기에 투자유치가 어려움
☞ 창업초기기업 및 IP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특허전문 투자펀드를 조성
하고, 펀드운용사 및 은행 출자자에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민간 IP 거래기관의 경험 및 역량 부족, 대학·공공연 등 공급자 중
심의 IP 거래체계 형성 등으로 인해 거래시장 미활성화
☞ IP 활용 네트워크(IP-PLUG) 기능 확대 및 민간 IP 거래기관과의 협업 강화
를 통해 수요 IP 발굴과 공급 IP의 시장성 분석 지원 확대

□ 대학·공공연은 특허 관점의 연구성과 관리 및 상용화 전략 부재로
IP 거래 및 사업화 등 활용률 부진
☞ 대학·공공연의 IP 창출·활용 지원시 시장성·사업성 분석을 강화하고,
기관별 역량에 따라 맞춤형 특허경영 전문가 파견 등 통합 지원

(4)

기타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www.ipmart.or.kr)
□ 특허분석평가시스템 (www.smart.kipa.org)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 (www.rndip.re.kr)
□ R&D IP 협의회 (www.rndi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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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별 추진계획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Ⅳ-1-①)
□ 추진배경 (목적)
(5)

ㅇ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를 기반으로 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을 지원
ㅇ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IP 사업화 및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IP 제품 혁신 및 IP 거래 등에 관한 인프라 확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IP 금융 지원
ㅇ (IP 금융 저변 확산) IP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 및 투자기관 등을
확대하여 IP 가치평가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강화
- IP 금융-기술금융(금융위)간 연계를 강화하고, 금융권 IP가치평가
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스스로 IP 금융 동력 확보
ㅇ (IP 투자펀드 고도화) 우수 IP 보유 초기기업(스타트업), IP 창출·활용
사업 수혜기업, 공공기술 사업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 스타트업 및 IP 프로젝트 투자 등 고난도 IP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펀드운용사 및 은행 출자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
ㅇ (IP 가치평가 기반 확충) 금융기관의 수요 및 역량에 따라 평가
요소별 맞춤형 평가를 제공하는 모듈식 IP 가치평가 체계 도입
- IP 가치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기관인 기술평가기관에 지정되도록
하여 평가결과의 공신력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술평가기관과
품질관리협의회를 구축하여 평가노하우 및 평가·금융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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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ㅇ (중소기업 IP 활용전략) 중소기업 IP제품의 혁신, 디자인 개선 및
IP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지식재산 활용전략 수혜기업 확대 : (’16) 50개社 → (’17) 55개社

-

산업부·중기청 등 타부처 R&D·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전략적
IP 활용에 관한 매뉴얼 및 교육 커리큘럼이 적용되도록 추진

* (산업부) R&D 재발견 사업, (중기청)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사업,
(환경부) 환경기술·제품·공정 개량 지원 사업

ㅇ (IP 활용 신제품 개발) 이종분야 특허기술 융합을 통해 IP 신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IP 메디치’ 사업 신규 지원
③ 특허기술 거래 지원
ㅇ (사업화 정보 제공) 수요기업에게 특허기술에 관한 시장·사업 동향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특허기술 상용화 가능성 제고

* 거래 가액이 고가이거나 특수 계약 조건이 있는 거래의 경우, 특허기술·계약서
작성·법률 자문 등 전문성을 가진 특허거래전문관이 팀을 구성하여 지원

ㅇ (거래정보 제공) 유망 특허기술·수요기업 등 주요 거래정보를
민간거래회사에 개방하여 거래 역량을 강화

* 개방 및 국유특허 DB와 유사특허 분석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에 제공
하여 민간거래회사들의 공급 특허기술과 수요기업 발굴 편의성 제고

ㅇ (특허거래 수요 발굴) 특허 거래 의사를 표시한 특허권자에게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분석 자료를 제공
* 연차 등록료가 크게 증가하는 7년, 10년, 13년차에 특허분석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 존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거래·이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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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2017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제1차 발명의 평가기관 품질관리협의회 개최
∙모태펀드 특허계정 1차 출자사업 공고
1/4분기 ∙기술금융 DB(TDB)와 SMART3 시스템 간 연계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
∙투자용 모듈식 IP가치평가 개발
∙제1회 우수IP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서비스 개발 및 운용
∙특허기술 시장·사업 동향 분석 서비스 제공
2/4분기
∙벤처투자 전문인력 IP교육(상반기)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간담회 개최(1차)
∙‘IP제품혁신방법론’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실시
∙기술평가기관 자동 지정을 위한 기촉법 시행령 개정
3/4분기
∙제2차 발명의 평가기관 품질관리협의회 개최
∙제2회 우수IP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간담회 개최(2차)
∙발명의 평가기관 신규지정 고시
∙’17년 지식재산활용전략콘퍼런스 개최
4/4분기
∙벤처투자 전문인력 IP교육(하반기)
∙‘IP메디치 수행 방법론’ 개발 완료
∙’17년도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

세부일정
’17.2월
’17.2월
’17.2월
’17.3월
’17.3월
’17.3월
’17.3월
’17.4월∼
’17.4월∼
‘17.5월
’17.6월
’17.8월
’17.9월
’17.9월
’17.9월
’17.10월
’17.11월
’17.11월
’17.12월
’17.12월
’17.12월

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특허기술 사업화·거래에 대한 자금·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ㅇ (이해관계자) 은행 및 벤처캐피털 등 금융기관, 발명의 평가기관,
대학·공공연 등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 거래전문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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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통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고품질 일자리 창출
ㅇ IP가치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통한 IP금융 및 거래 등의
수익성 제고 및 민간 중심의 IP 선순환 생태계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특허기술 활용촉진(Ⅱ-2-일반재정②)
① 특허기술 활용촉진(1332)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303)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147.99

156.19

(241.39)

(224.44)

147.99

156.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지식재산 1,658 2,009 3,035 3,500 ▪ IP 보증·대출·투자에 대한 수요 ▪(특허기술 평가를 금융기관 제공 자료
보증·대출·투자
증가로 금융연계 지원액 목표를 연계한)
전년대비 15% 이상 상향
금융 연계 지원액
IP 금융 지원액
(억원) (50%)
특허기술거래 11.3 12.6 18.0 20.9 ▪’16년 실적에 최근 3년(’14～’16)간 ▪(국고지원에 의한) 계약 서류
생산성(건/억원)
실적의 표준편차(1σ:2.90)를 합산 특허기술거래
하여 목표치로 설정
(50%)
건수/ 투입예산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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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료출처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Ⅳ-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정부는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공공연 R&D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으나 연구결과물인 특허 활용율은 34.6%로 저조
* 정부 R&D 투자(대학 공공연): (’13) 12.7조원 → (’14) 13.8조원 → (’15) 14.8조원
** 특허 보유건수(활용률) : (’13) 64,171건(29.4%) → (’14) 72,543건(32.1%) →
(’15) 86,377건(32.9%) → (’16) 98,698건(34.6%)

ㅇ 대학·공공연의 우수 R&D 성과물을 강한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고,
산업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지원 필요
-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요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하는 개방형 혁신전략이 핵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대학 공공연의 IP를 활용한 민간의 사업화 촉진
- 수요기업 규모,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 중심
으로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PLUG)* 기술분야 확대
* IP수요자(기업), 공급자(대학·공공연 기업), 투자자(금융·투자기관), 중개자
(특허거래전문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거래 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 플랫폼
* (’16) 사물인터넷 등 6개 기술분야 → (’17) 바이오 등 8개 기술분야

에 민간 거래전문회사 참여를 강화하여 수요기업 발굴,
공급기술 탐색 및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

- IP-PLUG

< 민간 거래전문회사 참여 확대를 통한 IP-PLUG 운영 절차 >

기업수요 발굴
▪ 기술 수요조사서 배포
▪ 수요기업 인터뷰
▪ 애로기술 구체화

공급기술 탐색‧매칭

IPLUG 교류

▪ 공급기술 탐색 및 분석
▪ 연구자 인터뷰
▪ 수요‧공급 특허정보 매칭

▪ 기술 교류회
▪ 투자 상담
▪ 상용화 R&D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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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부처 사업과 IP-PLUG 연계를 통한 수요 발굴·상용화 지원
- 산업부·중기청 등 타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기관 과 협력하여
IP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IP-PLUG 를 통한 거래 지원
*

* 산업단지공단·테크노파크(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청) 등

-

발굴된 유망 특허기술이 기업에 이전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타부처 R&BD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
< 부처간 기술이전

사업화 협업 체계 >

기업수요 조사

우수특허 발굴

이전 희망
중소기업 발굴

IP-PLUG 및
기술이전 로드쇼

상용화 R&D
자금 지원

산업부·중기청
·특허청

산업부·국토부·
교육부·미래부·
특허청

산업부·중기청·
특허청

산업부·국토부·
미래부·교육부·
중기청·특허청

산업부·미래부·
국토부

ㅇ 대학 공공연의 IP를 활용한 민간의 사업화 촉진
- 시장 니즈에 따라 대학·공공연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제품단위별로 포트폴리오화하여 수요기업에 이전 확대
* 지원과제 : (’16) 20개 → (’17) 24개

-

대학·공공연 특허가 민간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업 요구에
따른 ‘기술 분석·검증’ 및 ‘사업화 지원’ 절차 추가 도입
<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기술 선정
▪ 특허 패키징
▪ 수요기업 요구
특허기술 선정

·

기술 분석 검증
▪ 모형 제작
▪ 시험･검증
▪ 추가 연구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절차 >

특허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계약

▪ IP 활용전략 지원
- 기술적 문제 해결
- 제품 디자인 개발·개선

▪ 추가 공동연구

ㅇ 대학·공공연 발명에 대한 시장성 분석 강화
- 출원 전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가 있는 발명에 대해 심의 평가를
지원하는 수요기반형(Deal-based) 발명인터뷰 도입

* 가출원 후 기업의 구체적이거나 잠재 수요가 있는 경우, 심화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발명을 보강한 후 정식출원 및 기술이전
- 100 -

< 수요기반형 발명인터뷰 지원 프로세스 >

발명자인터뷰

수요 발굴

심화인터뷰

▪ 발명신고 및
R&D 인터뷰

▪ 기술마케팅
및 피드백

▪ 기업요구에
맞춘 발명보강

IP 창출
▪ 수요기반
출원 등

IP 활용
▪ 사업화 컨설팅,
기술이전 계약

ㅇ 대학·공공연 수요 및 기관 역량에 따른 특허경영전문가 지원
- 대학·공공연 수요에 따라 복수 기관에 특허경영전문가를 파견하여
IP 창출 활용 체계 구축 및 발명인터뷰 등 기관별 맞춤형 지원
- ‘특허활용 중점기관 ’을 시범 지정하여 특허 창출부터 활용까지
통합 지원함으로써 공공 R&D 성과물에 대한 IP 사업화를 촉진

* 특허활용 중점기관에는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발명인터뷰, 특허 포트폴리오,
특허설계 지원, 보유특허 진단사업 등 IP 창출·활용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추진계획
∙공공 IP 활용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공공 IP 활용 지원사업 공고
∙IP 중개자(특허경영전문가, 특허거래전문관) 교류회 개최
∙’17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 착수 보고 및 간담회 개최
∙’17년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 교류회 개최(사물인터넷 등)
∙부처 협력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
∙IP 중개자(특허경영전문가, 특허거래전문관) 교류회 개최
∙사업(발명인터뷰, 특허경영전문가 등) 현장점검
∙’17년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 교류회 개최(바이오 등)
∙특허경영전문가 직무역량 강화 교육
∙특허경영전문가 교류회
∙사업(제품 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등) 현장 점검
∙’17년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 교류회 개최(의료기기 등)
∙IP 중개자 교류 및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 성과공유회 개최
∙부처 협력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7년 사업 추진 실적보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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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비 고
’17.1월
’17.1월
’17.1월
’17.2월
’17.2월
’17.4~6월
’17.6월
’17.6월
’17.6월
’17.7~9월
’17.8월
’17.8월
’17.9월
’17.10~12월
’17.11월
’17.11월
’17.12월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대학 공공연 산학협력단 및 기술이전전담조직, 기업체
ㅇ (이해관계자) 연구자, 특허법인 거래회사 등 지식재산 전문회사,
투자기관 등
□ 기대효과
ㅇ 대학·공공연의 R&D 성과를 고부가가치 지재권(수익 자산)으로 확보
하고,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이전 사업화
- 대학 공공연의 기술료 수입 증가, 기업의 매출 수익 증가,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 정부의 R&D 재투자 등 국가경제 성장
ㅇ 지식재산 활용을 통해 연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발명
의욕 고취로 연계하여 기술혁신 및 원천기술 개발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특허기술 활용촉진(Ⅱ-2-일반재정②)
① 특허기술 활용촉진(1332)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303)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147.99

156.19

(241.39)

(224.44)

147.99

156.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략지원 과제의 88.64 93.62 100 100 ▪최근 3년(’14∼’16) 간 실적의 표준 ▪(기술이전완료건수 사업
기술 사업화율(%)
편차(1σ=4.65)를 ’16년 실적에 합산할 /사업화지원과제건 결과보고서
(공통) (70%)
경우 104.65에 해당, 한계치를 초과 수)*100
하여 ’17년 목표치는 100으로 설정
* 목표치는 100%가 한계치임
* ’16년에 이어 ’17년에도 100% 달성 시
’18년에는 성과지표에서 제외할 예정
IP활용 지원과제 42 76 95 116.9 ▪’14년∼’16년 실적의 표준편차(1σ ▪IP활용지원과제에 사업
기술이전 건수(건)
=21.9)를 ’16년 실적(95건)에 합산 대한 기술이전 계 결과보고서
(30%)
하여 설정
약건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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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Ⅳ-2

(1)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

□ IP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ㆍ내외 수요 창출 지원
ㅇ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펀드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성·전문성 제고를 지원
ㅇ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민간의 해외
IP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주요 전시참가 지원
ㅇ IP 정보의 생산․보급에서 활용․유통까지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통해 IP정보의 대민 접근성 향상 및 시장 활성화 촉진
□ 양질의 IP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강화
ㅇ 미취업 대학생 및 R&D인력 등을 대상으로 채용연계교육을 실시
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자격검정 실시
ㅇ 발명의 평가기관이 공인된 감정기관으로 지정되고, IP 서비스산업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지식재산서비스 육성 전용 펀드 조성으로 영세한 규모의 지식
재산서비스 기업에 투자재원 조달 기반 마련
□ 직무발명보상제도로 정당한 보상을 통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 R&D투자를 유도하여 기업과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 국내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16년, 60.2%)은 대학·공공연(’16년, 94.9%)과
비교하여 저조한 실정

ㅇ 직무발명 관련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하고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익
조화와 상생을 위해 현행 직무발명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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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무발명 보상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직
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으로 제도 도입 확산
ㅇ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상규정 마련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정당한 보상 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
(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업의 지식재산 43.3 55.6 51.8 56.9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표준편차 ▪기업들이 외부 지식재산 지식재산활동
서비스 활용율(%)
(1σ=5.1)를 전년도(’16년) 실적에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실태조사 보고서
(50%)
활용
합산하여 목표치 설정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활용에 응답한 기업/
전체 응답기업) ×100
기업의 직무발명 51.5 55.6 60.2 64.87 ▪최근 3년간 실적치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지식재산활동
보상제도
도입 비율
평균변동치(4.67)를
전년도
실태조사
도입비율(%)
실적에
더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0%)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IP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다수
IP서비스 업체가 영세하여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음
ㅇ 영세한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전문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고, 관련 법·제도적 기반도 미비
* (’15년) 시장규모 약 1조 7,913억원, IP 서비스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7억원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해외 수요창출,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강한 지식재산 서비스업 인프라 구축

□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ㅇ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종업원은 고용불안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상을 주장하지 않는 상황
- 104 -

< 직무발명 보상규정 미도입 사유 >

구 분

기업의 인식부족

비 율

51.4%

도입방법

모름

보상금이

27.5%

기업에 부담

9.9%

타직원과

형평성

9.9%

* ‘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합리적인 직무발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기업 인식 제고

(4)

기타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www.kaips.or.kr)
□ 특허청 및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http://www.ip-job.org)

* 직무발명제도 편람, 기업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쟁점별 직무발명 최신
판례,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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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Ⅳ-2-①)
□ 추진배경 (목적)
(5)

ㅇ 지식재산 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취업유발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기반 산업임
-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인프라 미비 등 총체적인
기반 미비로 인해 시장의 규모가 작음
* (’15년) IP서비스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7억원, 업체당 평균인력 8.0명

ㅇ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을 창출하고 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정착 기반 마련
- ID사* 사업 구조를 IP 소송·협상, 거래, 라이선싱 등으로 개편하고,
운영구조를 민간의 투자유치로 전환함으로써 전문성·수익성 제고
* 창의자본 기반 조성사업 주관기관인 Intellectual Dsicovery 회사

분야 특허관리전문회사인 KPIC, 산업은행 NPE 펀드 등
다양한 NPE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투자 지원
ㅇ 국·내외 지식재산 서비스업 수요 창출 지원
- (IP서비스 사업) 컨설팅, 거래 등 IP서비스 분야별 사업 추진
- ICT

< ’17년도 IP서비스 분야 주요 사업(특허청) >

분야
조사 및 분석
이전, 거래 및 임대
컨설팅 및 변리사업
소송 지원

단위 : 백만원, %)
‘17년 예산

(

주요 사업
특허선행기술조사,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등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등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첨단부품소재산업 지재권 R&D 연계전략지원 등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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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6
15,619
35,150
2,000
119,005

민간 기업 역량 강화) 특허거래전문관의 거래정보 민간 개방,
IP-PLUG 네트워크에 민간거래회사 참여 촉진, IP 가치평가기관을
민간중심으로 확대 하는 등 민간 IP 서비스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해외시장 진출)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수요자들과 교류 및 홍보기회 확대로 수출 기회 확보 지원
- (

* ’16년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가 일본 토요타 자동차 특허번역 용역 수행
사업자로 선정(5년동안 연간매출 10억원 예상)

ㅇ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강화
- 채용연계 교육, 번역아카데미 운영 및 지식재산 실무분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분야 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특성화고·대학 등에서 교육 실시
*

*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 세분류: 지식재산 관리, 평가·거래, 정보분석 등

ㅇ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세제감면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업종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반영 지속 협의
- 특허청 지정 IP 가치평가기관이 법원·국세청이 인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프로젝트 -서비스기업 연계 투자펀드 ’ 조성
ㅇ IP정보 개방을 통한 IP정보 시장 활성화 촉진
- (IP정보 보급 ) IP5간 협약 등에 의해 대민 개방이 가능한 해외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의 수요가 높은 IP정보 보급 확대
*

* 출원인(법인) 명칭변경 이력정보 및 기술분야 정보, 등록결정서 등

- (

보급체계 개선) REST 방식의 Open API 확대 개발·배포
*

* 旣 SOAP방식 API 중 수요가 높은 정보를 대상으로 REST방식 API 추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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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제고) IP정보 이용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
체계 강화 및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IP정보 활용 촉진

- (

*

* “IP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IP정보 활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2017년 지식재산 정보 대민 개방계획 수립
1/4분기 ∙IP 정보 분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획 수립
∙IP 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계획 수립
∙채용연계교육 실시
∙미국 특허정보 사용자 컨퍼런스(PIUG) 참가지원
∙채용연계교육 실시
2/4분기
∙특허정보 사용자 컨퍼런스 개최(PIUC)
∙특허정보 개방·활용 자문위원회
∙IP번역 아카데미 실시
∙지식재산 프로젝트-서비스기업 연계 투자펀드 조성
∙채용연계교육 실시
3/4분기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
∙중국 특허정보 컨퍼런스(PIAC) 참가
∙IP번역 포럼 개최
∙REST 방식의 Open API 추가 개발·배포
∙베트남 국제 산업 박람회(VIIF) 참가
4/4분기 ∙일본 특허정보페어&컨퍼런스(PIFC) 참가
∙2018년 글로벌 IP정보 개방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세부일정
’17.1월
’17.2월
’17.3월
’17.3월
’17.3월
’17.5월
’17.6월
’17.6월
’17.6월
’17.7월
’17.7월
’17.9월
’17.9월
’17.9월
’17.9월
’17.9월
’17.10월
’17.11월
’17.12월

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 대학·공공연구소, 특허평가·거래관련
공공기관, 변리사 등

□ 기대효과

ㅇ IP서비스업 시장 활성화와 인력수요 증가로 인한 고용 확대
- 지식재산 서비스업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외 신규 수요가
창출되는 등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
-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채용을 연계시킴으로써 양질의 인력이 IP서비스업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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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특허기술 활용촉진(Ⅱ-2-일반재정②)
① 특허기술 활용촉진(1332)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147.99

156.19

(241.39)

(224.44)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303)
147.99
156.19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내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 예산(억원): (’16) 5 → (’17) 6.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 7

지식재산서비스업 71.2 74.7 76.5 78.7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표준 ▪채용연계율 = (IP
채용연계율(%)
편차 (1σ=2.2)를 전년도(’16년) 서비스분야 채용
(70%)
실적에 합산하여 목표치로 인원수/ 채용연계
설정
교육인원수)×100
IP서비스 채용자중 - 49.7 55.7 58.7 ▪최근 2년간 실적치의 표준 ▪전문자격취득률=
전문자격 취득률(%)
편차(1σ=3)를 전년도(’16년) (교육후 IP서비스전문
(30%)
실적에 합산하여 목표치로 자격 취득자 /교육후
설정
IP서비스분야 채용
인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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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서비스
협회를 통해 인원수
조사
한국지식재산서비스
협회를 통해 인원수
조사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Ⅳ-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직무발명은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기업(사용자)의 우수 특허기술 확보를 위한 주된 원천으로 작용
- 기업 내 종업원의 직무발명은 대부분 법인의 특허출원으로 이어
지고, 이는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80%이상을 차지
* ’15년 국내 전체 특허출원(213,694건)중,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이 80.4%
(171,722건) 차지(2015 지식재산통계연보)

ㅇ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미흡한 경우 사용자와 분쟁이 야기
되고, 핵심인재 및 기술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조화와 상생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직무
발명 보상제도 개선 추진

산업 및 연구현장에서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령 개정 추진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확산
- 정당한 보상을 위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상실적, 보상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
- 인증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특허 등의 연차 등록료 감면
및 우선심사 혜택 부여
ㅇ 중소․중견기업의 제도 도입 지원 강화
- 직무발명 제도설명회 등을 통해서 보상에 대한 기업 인식제고
- 직무발명제도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의 제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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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17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직무발명 컨설팅 실시
1/4분기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직무발명 컨설팅 실시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2/4분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직무발명 전문가 포럼
∙직무발명활성화사업 수혜기업 간담회 개최
∙직무발명 컨설팅 실시
3/4분기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직무발명 컨설팅 실시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직무발명 전문가 포럼
4/4분기
∙발명특허대전 내 직무발명 홍보관 운영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직무발명 수혜기업 실태조사ㆍ분석

세부일정
’17.2월
’17.3월
’17.3월
’17.3월
`17.4~6월
`17.4~6월
’17.6월
’17.6월
`17.6월
’17.7~9월
’17.7~9월
’17.9월
’17.10~12월
’17.10~12월
’17.11월
’17.12월
’17.12월
’17.12월

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는 기업과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업원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하고
있어 미래부, 중기청 등의 정부부처가 이해관계 집단
□ 기대효과
ㅇ 합리적인 직무발명제도 마련,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에 따라 직무
발명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제고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가 기업의 보
상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촉진제가 되어 제도 도입률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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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Ⅱ-1-일반재정①)
①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1232)
▪직무발명 활성화(302)

회계구분

’16

’17

3.2

3.7

책특회계
(3.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직무발명 67.1 70 80.4 83.26 ▪최근 3년(’14～’16)간 실적치의 ▪제도 도입 또는 운영 사업결과보고서
표준편차(0.5σ=2.86)를 전년도 개선 기업수/ 전체컨 (한국발명진흥회)
제도 컨설팅
실적에 합산하여 목표치로 설정 설팅 기업수
(멘토프로그램)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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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Ⅴ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를 선도한다.

기 본 방 향

◇ 지식재산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품질 심사․심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정보의 민간 개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ㅇ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구축․운영, 국내외 지식재산 DB
확충 등을 통해 심사․심판 및 대민 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ㅇ 지식재산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정보 공유
및 대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지식재산정보 이용 확대
◇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를 위한 특허정보시스템 해외 확산 및
국제 IP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ㅇ WIPO, APEC 등 국제기구와 정보화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표준 주도
및 특허정보 시스템 해외진출 도모
ㅇ 선진 5개국 특허청 간 심사정보 상호 활용 및 특허 데이터 교환 등 심사
업무협력(Work-sharing)을 위한 국제 IP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4

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행정정보화
Ⅴ-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지식재산
서비스 만족도(점)
특허넷 서비스 수준
① 지식재산정보 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달성도(점)
데이터 품질 정확도(%)
②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한국특허영문초록(KPA)
사용자 만족도 (점)
정보화
해외 협력과제
V-2. 글로벌 특허정보의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합의 건수(건)
특허정보
상품보급
① 국내외 지식재산정보의 민간 개방 및 공유 확대
건수(건)
국제특허정보
서비스
②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만족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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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Ⅴ-1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지식재산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주요 내용

□ 특허넷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행정 편의성 향상
ㅇ 법ž제도 개선사항의 적기 반영을 통해 지식재산행정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ㅇ 웹사이트 정비, 전자출원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으로 대민
서비스에 대한 출원인 만족도 제고
ㅇ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특허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기, 네트워크
등 기반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 수행 및 전산장비 확충
□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DB 확충 및 품질 제고
ㅇ 신속 정확한 심사·심판 및 대민 지식재산정보 서비스를 위해 국내외
지식재산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 제고
ㅇ 한국특허에 대한 영문초록의 적기 발간 및 해외 온라인 보급 확대를
통해 국내 특허기술의 보호 강화
□ 지식재산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해외 IP 데이터 검색 범위 확대
ㅇ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이용자의 해외 특허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해외 IP정보 서비스 검색 범위 확대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 - 85.98 86.95 ▪특허넷 내부 고객 만족도 및 ▪지식재산행정 정
서비스 만족도(점)
특허로 외부 고객 만족도 보화서비스 만족도
- 특허넷 내부 고객 81.27 83.48 84.93 85.68 최근3년실적의표준편차(0.5σ, =①특허넷내부 고객
만족도
0.75점/1.20점)를 직전년도 만족도(50%) +
- 특허로 외부 고객 81.22 84.82 87.03 88.23 (’16) 실적치에 합산한 후, ②특허로외부 고객
만족도
가중평균(각50%)하여 목표치 만족도(50%)
설정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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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특허넷 심사관
서면 설문조사
특허로 이용자
온라인 직접
설문조사
(Online Poll)

(또는 자료출처)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새로운 IT기술의 발전 및 제도 변경으로 인한 특허넷 사용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ㅇ 모바일기기 대중화 및 다양한 PC 운영체제 출현 등 사용자 정보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게 특허넷 시스템을 고도화
추진
ㅇ 특허법, 상표법 개정 등 법 개정 및 관련 제도 변경사항의 적기
반영을 통한 지식재산행정 업무의 정확성 확보 추진
(4)

기타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지식재산정보 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Ⅴ-1-①)
(5)

□ 추진배경 (목적)
ㅇ 심사·심판 업무효율 제고 및 오류 없는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사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추진 필요
ㅇ 고품질 지식재산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특허넷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심사·심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특허넷 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오류 방지 기능 구축 등 고효율 특허넷 시스템 구축
- 특허법 일부개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적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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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심사·품질 관리를 위한 특실심사 3.0플러스 구축 등
- 상표시스템 유사군 코드 정비 프로세스 개선, 주소자동조회 시스템
구축,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인용첨부 시스템 구축 등
ㅇ 출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민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상용워드 출원서비스 확대 등 전자출원 이용 편의성 향상 기능 구축
- ID/PW 입력이 필요 없는 특허로 모바일조회 서비스 제공
- ActiveX 제거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을 통한 웹브라우저 호환성 개선
- 대국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웹사이트 정비
ㅇ 하드웨어, 상용SW, 네트워크장비, PC 등 전산자원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정보시스템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
ㅇ 노후 전산장비(서버, 네트워크) 교체 및 신규 자원 도입을 통해 정보
시스템 기반의 성능개선 및 사용자 체감품질 향상
ㅇ 특허넷 시스템의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내·외부로부터의
보안침해 위협에 대응,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
ㅇ 특허넷 기능개선 및 신규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 시 소프트웨어
품질 점검을 수행하여 성능저하·오류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
ㅇ 특허넷 장애예방 및 무중단 운영을 위한 시스템 사전 점검, 장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이중화 및 복구 훈련
-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특허넷 응용·기반시스템 운영 서비스수준(SLA) 협약 체결
∙2017년 특허넷 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1/4분기 ∙상표시스템 유사군 코드 정비 프로세스 개선
∙특허법 개정사항 특허넷 시스템 적기 구축
∙’17년도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훈련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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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비 고
`17.2월
`17.2월
`17.2월
`17.3월
`17.3월

구분

추진계획
∙상반기 대민서비스 시스템 이중화 훈련
∙1분기 통신 및 보안장비 이중화 훈련
∙특허넷 기능 개선을 위한 정보관리협의관 회의 개최
∙특허청 통합DB 업그레이드 계획 수립
∙출원인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특실심사 3.0 플러스’ 구축
∙상용워드문서 출원 기능 디자인분야로 확대 적용
∙상반기 사무처리/일반행정 시스템 이중화 훈련
∙특허로 모바일조회 서비스 제공
2/4분기
∙전산환경 최적화 계획(전산자원 도입계획) 수립
∙상반기 검색시스템 이중화 훈련
∙상반기 특허넷 데이터베이스 복구훈련
∙상반기 KIPO-Cloud 시스템 이중화 훈련
∙2분기 통신 및 보안장비 이중화 훈련
∙특허청 정보시스템 복합장애 훈련
∙부처협업을 통한 출원인 주소 자동 조회 시스템 구축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인용문헌 첨부시스템 구축
3/4분기
∙정보화시스템 개선을 위한 심사·심판부서 순회간담회 실시
∙하반기 대민서비스 시스템 이중화 훈련
∙3분기 통신 및 보안장비 이중화 훈련
∙하반기 사무처리/일반행정 시스템 이중화 훈련
∙복합장애 대응 및 유지관리 체계 점검 훈련
∙’18년도 특허넷 응용·기반시스템 운영위탁사업 기본계획 수립
∙하반기 검색시스템 이중화 훈련
∙하반기 특허넷 데이터베이스 복구훈련
∙복수유사군 체계 도입에 따른 비고유사군 등 정비
∙특허로의 웹브라우저 호환성 개선을 위한 ActiveX 제거
4/4분기
∙심판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한 심판시스템 개선
∙특허넷 특실시스템 심사보고서 개선
∙대국민 이용 편의 증진를 위한 웹사이트 정비
∙4분기 통신 및 보안장비 이중화 훈련
∙하반기 KIPO-Cloud 시스템 이중화 훈련
∙특허청 통합DB 업그레이드 완료
∙전산자원 도입 및 재배치를 통한 성능 및 안정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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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비 고
`17.3월
`17.3월
매월
`17.4월
`17.4월
`17.4월
`17.4월
`17.6월
`17.5월
`17.5월
`17.6월
`17.6월
`17.6월
`17.8월
`17.9월
`17.9월
`17.9월
`17.9월
`17.9월
`17.10월
`17.10월
`17.11월
`17.11월
`17.11월
`17.12월
`17.12월
`17.12월
`17.12월
`17.12월
`17.12월
`17.12월
`17.12월
`17.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특허넷 시스템을 활용하는 특허청 심사ž심판관, 일반직원
및 출원인, 대리인 등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기업, 발명가, 연구원, 정부
통합전산센터, 대전청사관리소
□ 기대효과
ㅇ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지식재산행정 업무의 생산성
증대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I-2-정보화①)
① 특허정보시스템 구축ž운영(1431)
특허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501)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504)
②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1441)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자본)(501)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181

167

121
68

113
54

7

9

7

9

▪
▪

책특회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특허넷 서비스 94.04 95.92 96.71 97.27 ▪최근 3년간 실적의 표준 ▪특허넷 서비스수준 달성도 = 특허넷
수준달성도(점)
편차(0.5σ:0.56점)를 전년도 CSR 납기준수율(25%) + CSR 응용시스템
(공통)
(’16년) 실적치에 합산하여 처리율(20%) + CSR 만족도 유지관리사업
목표치 설정
(20%) + CSR 평균해결시간 실적보고서
준수비율(10%) + 장애발생건수
(15%) + 기능개선 견적적중률
(10%)
성과지표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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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Ⅴ-1-②)

□ 추진배경(목적)
ㅇ 국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 확충 및 고품질의 지식재산정보 DB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지원과 대국민 특허정보서비스 지원
ㅇ 한국특허에 대한 영문초록 DB구축 및 해외보급을 통해 국내 특허
기술이 해외에서 선(先)출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특허심사 지원 및 대민 제공을 위한 국내·외 지식재산 데이터 확충
* 지식재산 DB구축 건수(누적) : (’16) 331백만건 → (’17) 346백만건

ㅇ 특허데이터 생성·가공의 체계적 수행 및 데이터 분석·정비를
통해 오류 없는 지식재산정보 DB 구축
- 내부 DB에서 개방 DB까지의 연계 정보 관리 강화 등 데이터
품질관리 범위 확대를 통한 데이터 정합성 제고
ㅇ 지식재산 데이터의 고급화를 위해 국제표준(ST.96)을 적용한 맞춤형
보급DB 구축 및 표준데이터(XML) 생성
* 출원인(법인) 명칭변경 이력정보 및 기술분야 정보, 등록결정서 등 구축

ㅇ 한국특허영문초록 의 적기 발간 및 국내·외 신속한 보급 실현,
지식재산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를 통해 특허기술 보호 강화
- 번역수행인력 관리 강화 및 과도하게 긴 요약서 단문화 번역을
통한 특허영문초록 품질 강화
(KPA)

* 연속 3회 ‘미흡’ 등급인력 배제, 600자 이상 요약서의 단문화로 가독성 향상

ㅇ 특허청에 제출되는 모든 산업재산권 서면서류를 특허넷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심사․심판 기반 제공
ㅇ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예비조사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해외 국가·
기관의 PCT 최소문헌 등 비특허문헌 DB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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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구분

추진계획

∙‘17년 사업 추진 착수보고회 개최
1/4분기 ∙KPA 영문번역인력 관리강화 방안 수립
∙데이터 품질개선 추진계획 수립
∙오류데이터 정비를 위한 데이터담당관 협의회 개최
2/4분기 ∙상반기 KPA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상반기 KPA 해외 사용자 의견수렴 실시
∙상반기 특허데이터 품질 개선 결과 보고
3/4분기 ∙출원인(법인) 명칭이력 정보 보급DB 구축
∙출원인(법인) 기술분야 정보 보급DB 구축
∙하반기 KPA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하반기 KPA 해외 사용자 의견수렴 실시
4/4분기 ∙등록결정서 보급DB 구축
∙KPA 배포처 및 활용 확대 결과 보고
∙하반기 특허데이터 품질 개선 결과 보고

세부일정 비 고

월
’17.1월
’17.3월
’17.5월
’17.6월
’17.6월
’17.7월
’17.9월
’17.9~10월
’17.11월
’17.11월
’17.12월
’17.12월
’17.12월
’17.1~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국내 기업 등 출원인,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해외 심사관
ㅇ (이해관계집단) 국내기업
□ 기대효과
ㅇ 국내·외에 특허데이터 보급·교환을 통해 지식재산정보 활용·확산 기여
ㅇ 고품질 지식재산정보 DB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지원
ㅇ 해외 지식재산데이터 확충을 통해 IP정보서비스 검색범위 확대 및
IP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국제표준(ST.96)을 적용한 보급용 DB 구축 및 표준데이터문서(XML)
생성을 통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신규서비스 창출 기여
ㅇ KPA 정보를 해외 특허청 등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해외에서
국내 특허기술 보호 강화 및 글로벌 지재권분쟁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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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정사업 내역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Ⅰ-2-정보화①)
①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1431)
▪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141

132

(330.9)
141

(299.2)

2

2

(8.7)
2

(10.7)

특허정보DB구축(정보화)(503)

②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1441)

단위 : 억원)

(

책특회계

▪특허정보DB 구축(정보화)(자본)(500)

132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데이터품질
정확도(%)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99.70 99.75 99.80 99.84 ▪ 최근 3년(’14～’16)간 실적의 ▪ {1 - (오류데이터 건수 / ’17년 특허데이터
표준편차(1σ=0.041)를 ’16년 전체 측정 대상 데이터 품질개선활동내역
실적치에 합산하여 산출 건수)} * 100
보고
한국특허 82.66 85.57 87.03 87.94 ▪ 최근 3년(’14～’16)간 실적의 ▪ KPA사용자만족도= 반기별 KPA 사용자
영문초록(KPA)
표준편차(0.5σ=0.91)를 ’16년 (매우만족*100 + 만족*75 만족도조사
사용자 만족도(점)
실적치에 합산하여 산출 + 보통*50 + 불만*25 + 보고서
(공통)
매우불만*0)/ 응답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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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Ⅴ-2 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 지식재산 개방 데이터 보급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
ㅇ 민간 개방 요구가 높은 신규 IP정보 상품 개방 확대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ㅇ 개방 데이터 품질 점검 강화 및 제공 서비스 기능 확대를 통한
KIPRIS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산업 경쟁력 및 활용 인식 제고
ㅇ IP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자 및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창업 및 성장 촉진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화
ㅇ 정책위원회, 특허정보 사용자 컨퍼런스 등 현장중심의 정보공유 場
마련으로 IP 수요자와의 소통 및 홍보 강화
□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 선도
ㅇ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을 통해
정보화 및 데이터 국제 표준 관련 논의를 주도
ㅇ 주요국 심사정보 상호 활용, 지재권 데이터 교환 등 심사 품질
향상과 IP 제도 국제조화 추진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
ㅇ 해외 특허청과 정보화 기반의 특허행정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지식재산 격차 해소 및 특허행정 시스템 해외 진출 토대 마련
ㅇ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IP정보 활용 확산 및 관련 기업 판로 지원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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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1 4

’15

’1 6

’1 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 또는 측정방법)

( 또는 자료출처)

정보화 해외 협력 21 22 23 25 ▪’16년 실적치에 최근 3개년 ▪온나라시스템 온나라 문서, 회의 결과
과제 합의 건수(건)
실적의 표준편차(1.5σ=1.22)를 에서 관련 실적 보고서, 국제협력회의록
합산하여 산출
집계
(ROD) 및 업무협약서
(MOU) 등에 포함된 정보화
국제협력 합의 건수 측정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개방된 지식재산 데이터에 대한 품질 제고 및 데이터 무상지원 확대
등 IP정보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IP정보 활용서비스(KIPRIS ) 이용증가에 따른 시스템 개선 요구,
개방 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 등 이용자 요구사항 복잡·다양화
- IP정보 간담회 , 이용실태·만족도 조사 (총2회) 등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
ㅇ IP데이터 기반 창업자의 경우, 창업후 서비스 개발에서 수익까지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무상지원 기간 확대 필요
□ 성공적인 정보화 국제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외국 특허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ㅇ 정보화 협력은 국제기구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받으며, 기관간
공동 합의를 도출해야 함에 따라 양자·다자간 긴밀한 협력 필요
Plus

* 특히, 특허행정 시스템의 해외진출은 대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하며, 실제 계약 및 수출까지는
됨
요인이 크게 작용

외부적

장기간이 소요

ㅇ 정보화 수준 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대상국가 선정 및 해외
특허청과 상호 이익 여부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 추진
(4)

기타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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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국내외 지식재산정보의 민간 개방 및 공유 확대(Ⅴ-2-①)
(5)

□ 추진배경 (목적)
ㅇ 국내 외 지식재산(IP)정보의 개방 공유 유통 활성화로 R&D 효율성
제고 및 IP정보 활용에 기반한 민간 부가가치 창출 촉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IP정보 서비스업체 등 지식재산 데이터 최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IP정보 DB 상품화 및 대민 개방 확대
- (국내 ) 특허 행정 데이터 중심의 개방 데이터 보급 확대
* 출원인(법인) 명칭 변경 이력 정보 및 기술분야 정보, 등록결정서 등 3종

국외) 특허청 간 데이터교환 정책·협약으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해외 IP 데이터의 대민 개방 확대

- (

* 러시아·콜롬비아 특허 공보, 스웨덴 특허 서지정보, 일본 상표 등록·공개 공보 등 10종

ㅇ KIPRIS 서비스 편의기능 개선 및 개방 데이터품질 제고
- 개방 데이터의 API 사용률 및 사용자 편의 제고, 전송 속도가
우수한 Rest 방식의 OpenAPI 기능 확대 추진
Plus

* Rest OpenAPI 수 : (’15) 142개 → (’16) 169개 → (’17) 203개(예정)

-

개방 데이터 검증식(BR)을 추가 발굴·적용을 통해 개방 데이터
품질 점검 강화

* 데이터 검증식(BR) 수 : (’15) 145개 → (’16) 312개 → (’17) 343개(예정)

ㅇ IP정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IP정보 활용인식 제고
- IP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 해외 컨퍼런스 및 기업 방문 등을 통한 고객 접점 홍보 활동 ,
KIPRIS
이용기관 대상 이용자 간담회 실시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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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기

1/4

분기

2/4

분기
4/4분기
3/4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추진계획
∙2017년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IP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지원계획 수립
∙글로벌 IP 개방·유통 활성화 사업 SLA 체결
∙데이터 무상 제공 확대 기준안 마련
∙KIPRIS 상반기 이용자 간담회 개최
∙IP정보 정책위원회, 특허정보 사용자 컨퍼런스 개최
∙KIPRIS 서비스 상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국제특허정보 박람회(PATINEX) 개최
∙KIPRIS 서비스 하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KIPRIS 하반기 이용자 간담회 개최

세부일정 비 고
’17.2월
’17.3월
’17.3월
’17.4월
’17.6월
’17.6월
’17.6월
’17.9월
’17.12월
’17.12월

Plus

Plus

Plus
Plus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국민, 변리사, 국내기업, 특허청 심사·심판관
ㅇ (이해관계집단) IP정보 서비스 민간기업
□ 기대효과
ㅇ 국민과 기업에 대한 IP정보 공유 및 활용 확대로 R&D 효율성
제고 및 고품질의 심사·심판 지원
ㅇ 수요가 높은 IP정보 서비스의 연계 추가 및 확대 제공으로 지식
재산 정보 활용성 강화 및 고부가가치 성과 창출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책특회계

특허기술 활용촉진(Ⅱ-2-일반재정②)
① 특허기술 활용촉진(1332)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302)

단위 : 억원)

(

’16

’17

63
(241.4)
63

68
(224.4)
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특허정보 상품
보급건수(건)

’17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258 450 631 783 ▪ 최근 3년(’14～’16) 간 실적의 ▪ 당해 년도 특허 특허정보활용
표준편차(1σ=152)에 전년도 정보 상품 보급 서비스계약자료
실적를 합산하여 목표치 설정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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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Ⅴ-2-②)



□ 추진배경(목적)
ㅇ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 선도 및 특허심사 정보 공유체계 구축
ㅇ 정보화 기반 특허행정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개도국과의 지식
재산 격차 해소 및 특허행정 시스템 해외 진출 기반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양자 및 다자간 정보화 국제협력 강화
- 선진 5개 특허청(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정보화 논의에 주도적
으로 참여 하여 우리 국민에 유리한 정책 방향으로 논의 전개
*

* IP5 정보화 분과 회의 일정 : 제11차(유럽, ’17.1월) → 제12차(일본, ’18.2월)
- IP5의 5대 우선과제 (’15.6 청장회의 승인)의 글로벌 협력 추진

‣
‣

< 5대 우선 과제의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

(경과) 알림 서비스를 위한 RSS* 피드 구현 완료, (계획) 스펙
표준화를 위해 알림 프로세스의 구조와 단계별 절차를 IP5와 공유
알림서비스 (EPO)

*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 업데이트가 빈번한 웹사이트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 배급 포맷

(경과) IP5 각 청의 보관/발송 문서 형식에 대한 현황 조사,
(계획) 사용자 요구 조사, 태그 표준화 및 단계별 XML 교환
‣
(경과) 표준화 모델링 및 글로벌 맵핑 테이블 구축,
(계획) IP5청 출원 대상 표준화 파일럿 테스트 진행 후 표준화 모델 정립
‣
(경과) WIPO 법적상태 표준(안)의 키이벤트 매핑 결과를
차장회의에 보고, (계획) 법적상태정보 데이터 교환 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
‣
(경과) 청간 문서 교환의 방법 및 대상 연구,
(계획) PPH 일부 서류에 대하여 Lockbox 개념을 활용한 교환 가능성 검토 및 테스트
XML 문서 제공 (JPO)

출원인 명칭 표준화 (KIPO)

법적상태 정보 (SIPO)

청간 문서 교환 (USPTO)

-

선진 5개 특허청 간 공통 검색문헌 구축, 우선권 서류 전자적 교환
등 심사 협력을 위한 정보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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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해외진출 기반 강화
- OAPI 등 개도국에 대한 지재권 컨설팅을 통해 정보화 기반의
특허행정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격차 해소 추진
*

* 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

한국형 특허행정 정보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및 안정적 사업화를
지원 하고 신규 구축 대상 국가 발굴 추진
*

* UAE 특허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 완료(’17.2) 및 안정적 운영 지원

ㅇ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정보화 환경 구축
- WIPO 표준위원회 (CWS : Committee on Wipo Standard)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리 데이터 필요사항을 표준 제 개정에 반영
- 한국 특허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홍보 강화를 통해 우리
특허 정보 서비스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강화

*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 및 EPO 컨퍼런스(EMW) 등 해외 국제
특허정보행사 참가를 통해 한국 특허 정보 및 서비스 홍보 추진

구분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17

추진계획
∙제11차 IP5 WG2 및 GD TF 회의 참석(뮌헨)
1/4분기 ∙정보화 컨설팅 사업 이집트 초청 연수(대전)
∙국제특허정보공유시스템 운영위탁사업 계약 체결
∙EMW(아시아특허정보포럼) 참석(비엔나)
∙한-미 정보화 협력회의 참석(워싱턴 D.C.)
2/4분기
∙5차 WIPO CWS(표준위원회) 회의 참석(제네바)
∙한-WIPO 정보화 전문가 회의 참석(제네바)
∙정보화 컨설팅사업 착수 보고회 참석(OAPI)
∙제20차 한-일 정보화 협력회의 참석(도쿄)
3/4분기 ∙제10차 한-중 정보화 협력회의 참석(북경)
∙WIPO XML4IP 회의 참석(오타와, 캐나다)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서울)
∙한-EPO 실무회의 참석
4/4분기 ∙정보화 컨설팅사업 완료 보고회 실시(OAPI)
∙국제특허정보공유시스템 운영위탁사업 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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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17.1월
’17.2월
’17.2월
’17.4월
’17.5월
’17.6월
’17.6월
’17.7월
’17.8월
’17.8월
’17.9월
’17.9월
’17.10월
’17.12월
’17.12월

비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출원인, 국내기업, 특허청 심사관, 해외 심사관 및 외국인
ㅇ (이해관계집단) 국제기구, 해외 특허청
□ 기대효과
ㅇ WIPO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특허넷 시스템의
표준화 선도 및 한국 특허정보의 해외 확산
ㅇ 주요국 특허청과 특허문서의 전자적 교환을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및 특허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ㅇ 국가 간 심사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심사품질 제고 및 특허행정 효율화
ㅇ 우리 정보 시스템의 해외보급을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특허정보화 국제협력(I-2-정보화②)
① 특허정보화 국제협력(1434)
▪

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502)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6

’17

책특회계

13.27

13.27

(13.27)

(13.27)

13.27

13.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성과지표

’1 7 목표치 산출근거
’14

’1 5

’1 6

’1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3년(’14∼’16) 간 실적의 ▪‘글로벌 특허정보 공
국제특허정보 80.86 81.80 82.50 82.83 ▪최근
표준편차(0.5σ:0.33)를 전년도 유서비스’에 대한 만
서비스 만족도(점)
실적에 합산하여 설정
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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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Ⅳ
1.

환류 등 관련계획

이행상황 점검 계획

□ 통합 성과관리를 통한 주요 정책과제 이행점검 강화
ㅇ (통합성과관리) 연두업무계획,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성과관리 추진
ㅇ (이행점검 ) 과제 성격에 따라 월별·분기별로 구분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초 기관장 주재 간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공유
* (보고 방식) 간부회의 시 이행실적 자료를 공유하며, 기획조정관이 보고
* (관리 기간) 주요 계획이 수립되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월별 점검대상) 국정과제,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주요 국정 어젠다와 청장 지시사항
- (분기별 점검대상 ) 월별 점검대상에 연두 업무계획 , 세입․예산
집행, 국감 후속조치, 정상화 과제, 규제개혁 과제 등을 추가
- (

< 점검주기별 점검대상 및 담당부서 >
주기

점검대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청장 지시사항

담당부서

주기

기획재정

월별

분기별
국정과제,
창조행정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

점검대상

담당부서

연두 업무계획,
세입･예산집행,
국감 후속조치

기획재정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창조행정

규제개혁 과제

규제법무

□ 주요 과제 추진실적에 대해 조직성과평가를 통한 이행점검
ㅇ 부서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
적에 대해 반기 단위 부서평가 실시
ㅇ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조직성과평가반(과장급)을 구성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제 담당부서에 피드백
ㅇ 청 성과관리위원회(차장 주재)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과제별 목표대비
실행 수준 분석, 환경변화에 따른 추진계획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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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 (구성) 자체평가위원회는 주요정책, 재정성과 등 전문분야별로
내․외부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체계도 >

ㅇ (자체평가 수행체계 ) 자체평가위원회는 전체회의 , 분과별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평가 수행, 실적점검 등을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분야별 소위원회의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등 주요이슈에 대해 최종 심의·확정
- (분과별 소위원회 ) 전문분야 및 과제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정책(1소위), 재정사업(2소위), 행정관리역량(3소위)의 소위원회로 구성
* 분과별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평가지원 TF) 평가지원 T/F는 주요정책, 국정과제 등 주요 과제별로
구성되며 평가근거 자료 작성

- (

< 자체평가 T/F 수행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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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
평
가
위
원
회
청
내
수
행
체
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자체평가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
성과관리위원회
⇧
평가지원
T/F

특허청 자체평가수행 체계도>

• 학계 기업계 시민단체 등 내․외부전문가로 구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심의·수정
• 자체평가계획 자체평가 결과 등 최종 심의
•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 분야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
• 차장주재 각 국장 참석
• 자체평가 분야별 실적 점검 전략방향 및 시행계획 수정
• 현안과제 추진 실적 등 기타 주요업무 점검
• 평가총괄 담당 및 분야별 로 구성
• 평가근거자료 자체평가보고서 등 작성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 지원
,

,

,

,

,

,

,

T/F

,

ㅇ 자체평가 추진 일정
구

분

o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서면회의 포함)
개최계획

o 상반기 점검

o 하반기 평가

o 기타

추진일정

'17.3월
'17.3월
'17.4월

'17.6～7월
'17.7월
'17. 7월말
'17.10월
'17.12월
'17.12월
'18.1월
'18.1월
'18.1월
'18.3월

주요 논의 사항

ㅇ '17년 자체평가계획 의견수렴 및 수립
ㅇ '17년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ㅇ 자체평가계획 설명회
- '17년 특허청 자체평가 계획 변경사항 공지
ㅇ 상반기 정책 설명회 개최
ㅇ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주요정책 소위원회 심의
ㅇ 자체점검 결과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ㅇ 자체점검 결과 e-IPSES 등록
ㅇ 자체점검 위원회 현장점검
ㅇ 하반기 실적 설명회 개최
- '17년 실적에 대한 과제별 실적점검
ㅇ 평가지원 T/F 기초평가
ㅇ 주요정책 소위원회 과제별 평정
ㅇ 자체평가 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및 재검토
ㅇ 평가결과 자체평가 전체회의 심의·의결
ㅇ 평가결과 e-IPSES 등록
ㅇ 평가결과 통계처리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통보(개인성과 반영)
ㅇ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ㅇ 자체평가결과 공개(특허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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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자체평가결과를 성과평가제도와 연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조직평가(국·과
평가)에 반영하여 성과평가제도와 연계
- 자체평가결과의 성과급 반영비율을 30%로 유지
ㅇ 자체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부서 상장, 포상급 지급, 우수과제 담
당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시행
-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부서에 대하여 기관장 상장 , 포상금
지급
-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으로 개인
성과평가 가점 부여
< 평가결과의 반영 내용 및 시기 >

구 분

성과급

인사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 실적평가에 반영
내 용

* (’15) 10% → (’16) 30%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 승진·전보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
시 기

․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 수행자에

2월

․ 우수 부서 선정
수요 발생 시

ㅇ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성과문화 내재화
- (조직 성과관리) 국정과제,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과제를 부서
성과목표·지표와 연계하여 성과창출 촉진
- (개인 성과관리) 성과면담을 통해 조직 성과목표를 공유하고, 개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결합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성과목표 수립,
실적점검, 성과평가 및 환류 등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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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지표 관리 및 통계분석 내실화
- 조직 성과지표 점검 및 성과목표에 따른 부서 실적 점검·평가를
위해 조직성과평가반 구성·운영(매년 1월, 과장급 6인 구성)
- 조직성과 및 개인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반기별 통계분석 을 통해
성과관리제도 개선에 반영
*

* 성과지표별 달성도, 평가군별 달성도 등

□ 재정사업 자체평가결과를 사업예산 수립에 활용
ㅇ (평가) ’16년 성과계획서상의 단위사업(총 16개) 중 10억원 미만
사업 등을 제외한 11개 단위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단위사업에 대한 상대평가(우수 2개, 보통 7개, 미흡 2개) 실시
ㅇ (활용)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18년도 예산편성 시
자체 구조조정 실시
- 평가 미흡사업은 ’18년 특허청 예산요구안 제출시 ’17년 평가대상 사업
전체예산(2,113억원)의 1% 수준(21억원)에서 지출구조조정 실시
- 예산 성과목표 및 사업방식에 관한 지적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추진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에 활용
ㅇ 조직관리(통․폐합) 및 소요정원 등 인력운영계획에 반영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중점 과제를 담당하는 상위 평가
부서에 대해서는 소요정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 자체평가 결과 중․하위로 평가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측면
에서 성과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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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
ㅇ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의 보완․수정 등 정책품질 제고강화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
조치계획 수립․시행
* 평가결과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값 변경 및 지표수정
* 정책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동 사항을
반영·정책 개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신규과제 아이디어 등은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을 분석하여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등에 반영
-

* 자체평가위원회 의견 반영여부 등 환류 정도를 자체평가에서 점검할 계획
16년도 자체평가위원회
< ’

관리과제

점검 결과 및 정책 환류 계획 >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2-3-1)
기업이
ㅇ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대한
필요로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하는
- 3년 중간평가 후 사업지속여부 판단
지식재산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차등지원
전문인력
필요
육성
*
◦ 對 ASEAN 협력 강화 필요
- 현재 개별국가 단위로 협력을
(3-2-1)
진행하고 있으나, 효율적 협력 및
한국형
ASEAN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
ASEAN 단위의 협력 필요
행정의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제적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위상제고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총 10개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마련(8월)
- 3년 중간평가 후 사업지속여부 판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차등지원
예정

◦ ASEAN 개별국가 접촉 및
ASEAN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수요
파악 및 협력 추진
- “ASEAN+1” 청장회담 개최(2월)
- 포괄적 지재권 협력 MOU
체결(11월)

(3-2-2)
◦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이 단년도로 ◦ ’17년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지식재산
추진되는 한계가 있어 개선 필요
실시하도록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글로벌
-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
추진(6월)
협상
차원에서 중·장기 사업으로 기획
-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차년도
대응력
필요
사업의 수요 발굴 및 기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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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내부DB, 개방DB간 연계 정보 관리
특허정보
강화 및 정합성 검증 체계
◦ 검색 서비스 품질향상을 뒷받침하는
DB 확충
구축(~12월)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및 품질
◦ 개방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제고
검증식(BR) 추가 확충(~12월)
◦ 특허청 DB 업그레이드 계획 수립
◦ 특허청 DB가 노후화되어 운영
(5-1-4)
및 추진
안정성 저하
전산장비
- DB 업그레이드로 인한 업무 영향도
- 제조사 기술지원이 중단(`13.7)된
최적화 및
분석 및 응용프로그램 수정 계획 등
구형 버전을 사용함으로써 제조사에서
안정성
DB 업그레이드 추진계획 수립(3월)
보안 취약점 패치 및 오류 분석
강화
- 업무영향도 분석을 통한 응용프로그램
미지원
수정 및 DB 업그레이드 진행(~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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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관리 계획

□ 현장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3.0 변화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ㅇ (운영방향) ➊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➋ 역량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➌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 ‘17

비전

추진
목표

Key
Word

년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방안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조직역량 배양 및 성과창출
건강한 일터ž

창의ž협업ž소통ž국민중심

전직원 창조역량 함양

변화관리 프로그램

프
로그
역량관
리
프램
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협업을 통한 성과 제고

참여를 통한 역량 제고

心身 건강 제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부서 간 협업 강화) 부서 간 소통 및 협업을 통해 협업과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프로그램 운영

- (

* 정부3.0 변화관리 프로그램

국민 소통 강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반영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현장방문과 정책개발 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 (

* 맞춤형 현장방문 프로그램, 특허행정 국민디자인 프로그램

단계별 역량개발) 단계별(간부급, 관리자, 중간 관리자, 차세대 리더,
주니어 챌린지)로 특화된 역량개발 프로그램 기획 운영

- (

* 역량 단계별 리더십 프로그램

창의역량 개발) 독서활동을 통한 역량배양 및 최신 사회이슈 및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증진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

- (

* 스마트러닝 프로그램, 리딩라이프 프로그램,

조직문화 개선) 전 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테마형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 (

* 그린힐링 프로그램, 지식콘서트, KIPO 문화의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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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7년도 프로그램 운영(안)
구분

년 사업계획
정부3.0 변화관리 프로그램
’17

정부3.0 협업 프로그램
변화 ⦁특허행정국민디자인프로그램 개편
⦁

관리 맞춤형 현장방문 프로그램

산업현장 방문 프로그램 개편
정책현장 방문 프로그램 개편
역량 단계별 리더십 프로그램
⦁주니어 차세대리더 중간관리자
신설 관리자 간부과정
⦁
⦁

스마트러닝 프로그램

리더십 온라인 강의(250개 계정)
⦁인문학 온라인 강의(전직원)
리딩라이프 프로그램
⦁해피리딩(독서활동) 프로그램
⦁전자책 도서관
⦁저자 특강
KIPO 문화의 날
⦁직원 참여 문화행사 실시 개편
명사초청 특강
⦁지식콘서트 9회
⦁정책특강 1회, 건강관리 특강 1회
그린힐링
⦁건강비타민 1회
⦁테마형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4회 신설
⦁

역량
관리

건강
관리

주요내용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국민참여 정책개발 프로그램
- 워크숍 12개 부서(1박2일)
- 디자인지원 1개 부서
§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의
현장방문 프로그램
- 17개부서(당일 4, 1박2일 13)
§ 소통, 예절, 리더십 교육 등
역량단계별리더십프로그램
- 5개 그룹(당일, 1박2일)
§ 경영, 리더십 등 분야별
전문지식 콘텐츠 제공
§ 부서별 도서 마일리지 지원
및 서평등록
§ 전자책 도서관 구축 및 활용
§ 저자특강
§ 열린 문화공연 실시
§ 분야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기획특강
§ 지속가능한 心身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지원(5회)
§

개선사항

•특허행정 국민디자인
프로그램은 서비스 디자인
개념의 정책개발이 필요한
부서 모집 지원
•당일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참여 부서 확대 (’16년 15개
→ ’17년 17개)
•역량 단계별로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인문학 온라인 강의(전직원
개방)의 콘텐츠 수, 품질을
제고하여 수강인원 제고
•’16년도 부서별 독서활동
지수에 따라 도서마일리지
차등지급 : 독서활동
활성화 유도
•동호회등직원참여문화행사
•직원 화합의 장 마련
•접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
•정신 건강을 위한 ‘테마형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신설 운영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중심의 정책 발굴 및 개선
ㅇ 국민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마형 제안공모를 실시
하고, 실제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프로세스 개선
테마형 공모전
실시
상시 제안제도
활성화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제안공모 청내 주제 공모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중심으로 심도있는 제안 공모
행정 능률향상 제안공모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개선 아이디어
등, 제안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광범위적 제안 공모
변화관리 프로그램 제안창구 활용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부3.0 일하는 방식의 My Job Idea 제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바로바로 제안 및 CSR 개선제안 Koasis 제안 접수 게시판 및 CSR
요청 건을 상시제안에 포함ž관리(자동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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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시 현장의견 수렴 실시
ㅇ (지식재산 창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위한
지식재산제도 구축·운영, 지식재산 창조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특허행정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대기업 간담회,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기업체 방문 등
기업 의견수렴, 발명·특허특성화고 현장방문 등 교육계 현장 의견수렴 실시

ㅇ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사법제도 개선,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재권 존중문화 조성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
중소기업,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정책에 반영
* 지식재산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실시

ㅇ (지식재산 활용) 지식재산 금융의 민간 확산, 대학·공공연의 지식
재산 활용 역량 증진, 지식재산 사업화·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금융기관·거래시장·중소기업 현장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회 운영
* IP금융 시행 투·융자기관 협의, 평가기관 간 품질관리협의회, 산업기술 현장의
기술니즈 발굴, IP-PLUG(특허공급자, 특허수요자, 특허중개자) 네트워크
운영, 특허경영전문가·특허기술거래 전문관 등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실시

□ 의견수렴 관리체계 및 주기적 점검
ㅇ (관리체계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총괄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현장의견 수렴 관련 사항을 분기별 점검
ㅇ (점검방법) 국정과제에 반영된 주요 정책은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기획재정담당관실),
- 그 밖에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 (창조행정담당관실)하여
현장 의견 청취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반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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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별 현장의견 수렴 및 활용계획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정책·사업
• 심사품질관리

현장의견 수렴방법

의견수렴 결과
활용·관리

• 외부 전문가, 청내 품질관리 • 심사품질 제고방안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등 마련
협력 특허품질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
(’17.6/12월)

전담부서
특허심사
기획과

• 특·실 선행기술조사 • 특허 검색전략을 민간과 공유하고, • 선행기술조사 품질 특허심사
및 상·디 조사 분석 검색품질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기획과
사업
특허검색전략 컨퍼런스 개최 • 연간 사업운영계획
(’17.11월)
수립 시 반영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사업 운영의
창의적
개선점을 발굴하고 심사관-조사원
아이디어의
소통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간담회
신속․정확한
실시(’17.4/10월)

권리화 지원
(Ⅰ-1)
• 심사관 신기술 교육

• 연간 교육계획
• 수요기술에 대한 심사관 간담회 수립 시 반영
(’17.1월), 교육만족도 조사(계속) 등 • 교육운영계획 수립

지식재산
교육과

시 반영

선진국

• 심사‧심판 전문교육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연간교육계획 수요조사(’17.11월), 시 반영
교육기획과,
특별과정 수요조사(’17.3월/9월),
지식재산
• 교육과정
과정별 만족도 조사(계속)
교육과
신설·개편 시 반영

• 심사관해외훈련

• 해외훈련 설문조사 실시(’17.12월)

• 특허제도 개선

• 개정 법령․심사기준 관련 전국순회
• 향후 법령 및 특실
대국민 설명회(’17.2~3월)
심사기준 개정시 반영 특허심사
• 특허청․문체부․미래부․전문가 등으로
제도과
• SW 관련 특허제도
구성된 SW 관련 국조실 TF 운영
개선안 마련시 반영
(’17.4~8월)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Ⅰ)

국민 중심의 • 상표제도 개선
지식재산
제도 구축․
운영 및
행정서비스 • 심판제도 개선
제공
(Ⅰ-2)

• 특허행정
개선

• 해외훈련계획 수립
및 선발, 운영 과정 국제교육과
개선에 반영

• 상표제도 최근 동향 소개 및 제도
• 향후 법령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상표심사기준
ㆍ기업 등 간담회ㆍ설명회 개최
개정시 반영
(’17.2월/5월)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업체·변리사 등 간담회 실시
(’17.5/12월)

• 심판당사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특허법 및 하위
법령 개정시 반영

•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등 고객
유형별 간담회(’17.2~3월)

• 고객 서비스 종합
추진계획 등에
반영

• 특허행정 집중 모니터링
(’17.4~5월 / 9~10월)

• 소관과 검토를 거쳐
해당분야(모니터링과제
미정)에 반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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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
정책과

심판
정책과

정보고객
정책과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정책·사업

현장의견 수렴방법
•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17.5~6월)

• 중 소 ‧ 중 견 기 업 •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총회
IP-R&D 전략지원 개최를 통해 IP-R&D 노하우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중소‧중견
기업 의견 수렴(’17.8월)

특허정보
•특허성과 관리‧활용 •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와 관련된
활용을 통해
시사점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개선
지재권과
대한 부처‧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연계한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 협의회
연구개발
개최(’17.6월,11월)
전략 선도
(Ⅱ-1)

의견수렴 결과
활용·관리

전담부서

• 소관과 검토를 거쳐
해당분야에 반영
• 방법론 연구, IP-R&D 산업재산
전략모듈 설계, 정책 창출전략팀
아이디어 발굴, 홍보
등 활동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
• 출원성과
중심의 산업재산
특허성과 수집‧관리 창출전략팀
체계개선 추진 및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에 대한
R&D 부처 및 전문
기관 담당자 의견
수렴‧정책 반영

•표준특허 창출 지원 • 표준특허 포럼을 통해 중소‧중견 • 정부부처 및 유관 산업재산
기업의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기관 협력을 통한 창출전략팀
의견 수렴(’17.11월)
관련 정책 개발
• 중소기업의 지식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 검토 후 현장의견 지역산업
재산경영 기반 구축 기관 Pool 설명회 개최(2월), 즉각 반영 또는
재산과
글로벌 IP 스타기업 전국 각지 차년도 지원시책에
사업설명회 개최(’17.1~3월)
반영

창조경제를

• 사업 관련 주체간의 비전 및
의견 공유를 위한 지역 지식재산
협의회 개최(’17.11월)

선도하는
지식재산

• 정책대상자의 사업 만족도 및
개선 방향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17.12월)

창출기반 지식재산
강화(Ⅱ)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
(Ⅱ-2)

• 지역 중소기업 및 지역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한 지역지식재산
포럼 개최(연중 수시) 등
•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 개선사항 도출 및 성과공유 • 의견검토 후 즉각 지역산업
등을 위한 현장업무 수행자 반영 또는 차년도
재산과
(지역 컨설턴트) 간담회(’17. 업무 계획에 반영
2월/7월/10월/12월)
•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수혜자
및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17. 7월/10월/12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창조경제를
전문인력 양성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
인력 양성
(Ⅱ-3)

• 지식재산 선도대학 운영협의회
및 대학 강좌 지원 전문강사
워크숍(’17.3월/9월), 선도대학
사업설명회(’17.10월)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허브 수행기관 간담회
(’17.6월) 및 IP경영 Level-up
프로그램 수행기관 간담회(’1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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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견 즉각
반영 및 개선과제
도출하여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

산업재산
인력과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정책·사업

현장의견 수렴방법

의견수렴 결과
활용·관리

전담부서

•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도입을 •개선사항을 차년도
위한 자문회의 개최(’17.6월)
변리사 시험
계획에 반영
• 제4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사업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개선사항을
의견 수렴(’17.1월/3월)
발굴하여 제4회
특허소송변론경연
대회 운영에 반영
• 창조경제를 선도 • 발명교육센터 현장점검 및
• 현장의견 즉각
하는 창의적인 발명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컨설팅 반영 및
인재 육성
지원(연중)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 발명교육 관계자(시․도 교육청
차년도 사업
장학사 및 발명담당 교사)
계획에 반영
간담회(’17.3월/11월)

산업재산
인력과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간담회 등 의견 수렴(’17.5월)
• 발명특허 특성화고 관계자
간담회 및 워크샵(’17.5월)
• 국제 지재권 분쟁 • 해외진출 분쟁기업 대상 세미나 • 기업 의견을 반영 산업재산
예방 및 대응지원
개최를 통해 기업 의견수렴
하여 개선과제 도출 보호지원과
(’17.9월)
및 정책 반영
• 컨설팅·소송보험 수혜기업 간담회 • 수혜 기업 담당자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의견 수렴 의견 수렴 및 정책
(’17.12월)
반영

지식재산권의
보호활동
• 지식재산
보호 •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 업종별
및 체계
기반 구축
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IP 보호
지식
강화
컨퍼런스 개최(’17.12월)
재산권의 (Ⅲ-1)
• 지식재산권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위한
보호기반
제도 개선
학계, 법조계등과 간담회 개최
강화(Ⅲ)

(’17.1월/2월)
•특허청-한국지식재산학회와 공
동세미나개최(’17.3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
개선(Ⅲ-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
재산권의
활용촉진
(Ⅳ)

• IP5 협력 강화

• 중소기업

• 수혜 기업 담당자 산업재산
의견 수렴 및 정책 보호지원과
반영
• 전문가 의견 수렴 산업재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호정책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안 마련·입법 추진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통한 • IP5 회의 시 의제별
사용자 의견 수렴(’17.4~5월)
우리청 입장 및
추진방안 수립에
- Global Dossier 5대 우선과제,
반영
제도조화, 심사협력, PCT 관련
사용자편의 개선방안 등

국제
협력과

사업화 • 금융기관 협의(’17.2월), IP 가치 •IP 금융 활성화
산업재산
평가품질관리협의회(’17.3월/ 9월)를 정책 마련,
활용과
통해 IP금융 정책 관련 의견수렴 거래대상 IP발굴·
수요자 니즈
• IP거래
활성화
정책간담회
(’17.3/ 6/ 10월), 특허기술사업화 수렴·거래계약 체결
등에 활용
성과확산 세미나(’17.11)를 통
해 민간거래기관 등 의견수렴

대학·공공
및 거래 촉진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거래 촉진
(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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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정책·사업

현장의견 수렴방법

의견수렴 결과
활용·관리

전담부서

• 대학·공공연 지식 • IP중개자 교류회를 통해 지식재산 • 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
재산 활용역량 강화 거래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지식재산 활용역량 활용과
(’17.1월/ 4월/7월/10월)
강화를 위한 정책
• 사업 현장점검(’17.6월/9월) 및 발굴 및 개선에
활용
부처 협력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17.6월/11월)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지식재산 • 지식재산 서비스
서비스업 시장 활성화 및
창출 및 투자 확대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
활성화로 • 직무발명 보상제도
지식재산 확산
경쟁력
강화
(Ⅳ-2)

• IP 정보 개방·활용 자문위원회 • IP 투자펀드 조성, 산 업 재 산
(’17.6월), IP서비스 분야별 간 수요자 맞춤형
활용과
담회(’17.3월), IP서비스 해외 지식재산 정보개방
진출협의체 회의(’17.6월/12월) 등 지식재산
등 민간 서비스기관 의견 수렴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 직무발명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 직무발명 보상제도 산 업 재 산
포럼 개최(산·학·연 각계 전문가로 개선
정책과
구성, ’17.6월/11월)
• 직무발명제도 운영 시 문제점
논의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직무
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컨설팅
수혜기업 및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 ’17.6월)

• 지식재산정 보
• 사업 설명회, 실무부서 간담회 등을 • 시스템 개발ž고도화
정보
시스템 적기 구축 통한 사용자 의견수렴
구축사업 계획,
시스템과
및 운영 효율화
특허넷
시스템
- 정보관리협의관 정기회의 등 실무
개선계획 등에 반영
부서와의 협의회 실시(매월)

특허넷
시스템
고도화로
특허넷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서비스의 • 지식재산정보
고도화로 품질 제고 DB 확충 및
품질 제고
(Ⅴ-1)
글로벌
지식재산

- 변리사 간담회 개최, 콜센터 상
담사 간담회 실시(수시)
- 특허청-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자
협의회(매월)
• 한국특허영문초록( KPA) 품질 • 사용자 의견수렴
향상을 위한 사업 참여기관
결과를 ’18년
간담회(’17.7월/11월)
사업계획 수립 시
• 개인 사용자, 다출원 기업 등을 반영

정보
관리과

대상으로 사용자 의견 수렴 및 • 해외 지식재산
해외 IP 데이터 수요 조사
데이터 입수 및
(’17.11월, 이메일조사)
보급 계획에 반영

정보화
선도(Ⅴ)

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
강화
(Ⅴ-2)

• 특허정보 민간
개방·공유 확대

• IP 정보 개방, 활용 관련 실무자 • 보급DB 구축계획
및 개방 일정
간담회(’17.6월/12월)
수립에 반영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이용자
• KIPRIS 서비스
간담회(’17.6월/12월)
개선을 위한
• IP 정보 정책위원회(’17.6월)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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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리과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정책·사업
•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현장의견 수렴방법

의견수렴 결과
활용·관리

전담부서

• 2017년 PATINEX 개최를 위한 • PATINEX 주제 선정 정 보 고 객
사전 설문조사 실시(’17.3월)
등 2017년 추진
정책과
계획 수립 시 활용
• 글로벌특허정 보공유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설문 • 신규 협력 의제 발굴
조사) 실시(’17.6월/12월)
및 시스템 개선계획
• IP5, 양자 정보화 전문가 회의 등에 반영
전 산업계 간담회 개최(’17.11월) • IP5, 양자 정보화
전문가 회의에 우리청
입장 수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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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1.

성과지표 현황

총괄현황
전략
목표
5

2.

구분

소계

성과목표

11

관리과제

22

투입

14
31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지표성격
과정 산출

결과 정량지표

0
(%)

0
(%)

3
(21.4%)

11
(78.6%)

7
(50.0%)

0
(%)

1
(3.2%)

16
(51.6%)

14
(45.2%)

22
(71.0%)

측정방법

년 지표 종류 비고
목표치 정량화 성격
’17

또는 측정산식)
I.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심사관․심판관
전문성 지수(점)
2. 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특허·상표제도
제도를 구축․운영하고, 개선 고객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족도(점)

심사품질 관리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개별목표치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반영한
각 요소의 목표달성도를 합산
특허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심사․심판분야 심사․
심판관 전문성 측정
특허·상표제도 개선
전반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로 측정

특허정보 활용을 통해
특허정보
지재권과 연계한 연구 활용사업
개발 전략을 선도한다. 종합만족도(점)
지식재산
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경영환경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개선도(점)
특허에 강한
3. 창조경제를 견인할
연구인력
양성을
창의적 지식재산인력을 위한 대학생
중
양성한다.
지식재산 강좌

특허동향조사, 글로벌
기술혁신 IP전략개발
만족도 만족도를
설문조사로 측정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과제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이공계 대학(원) 학생 중
특허청 지원으로 지식재산
강좌를 수강한 학생 비율

1.

단위: 개)

(

심사품질
관리지수(점)

100

정량 결과 기관대표
지표

80.89

정성 결과

76.27

정성 결과 기관대표
지표

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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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4

정성 결과

76.13

정성 결과

3.46

정량 산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년 지표 종류 비고
목표치 정량화 성격
’17

또는 측정산식)
Ⅲ.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수강생 비중(%)

지식재산권의 보호활동
및 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외 지재권
보호기여도(점)

지식재산권의
보호정도
국제순위(IMD)
국외기관과의
2.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체결
보호환경을 개선한다. 및양해각서
협의실적(건)

(

① 국내지재권 보호만족도
: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2,000여명에 대한
소비자인식도 조사, 기업
상표권 담당자 100여명
대상으로 위조상품 생산․
유통 개선정도 조사, 영업
비밀 보호기반 조성 사업
수혜자 100여명 설문조사
② 해외 지재권 보호 만족도 :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기업대상 설문조사
IMD가 각 국가별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수준 전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순위 산출
양해각서 체결건수, 체결을
위한 서면/대면 협의건수로
측정

82.57

정성 결과 기관대표
지표

35

정성 결과 국제평가
지수(IMD)

72

정량 산출

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특허기술 기업이 사업화한 특허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율(%) 건수/보유한 특허건수
사업화․거래를 촉진한다.
외부
기업의 지식재산 기업들이
2. 지식재산 서비스업
서비스를
활성화 및 직무발명 서비스 활용률(%) 지식재산
보상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의 직무발명 이용한 비율
지식재산 경쟁력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보상제도
강화한다.
도입비율(%) 기업 비율
1.

V.

59.5

정량 결과

56.9

정량 결과

64.87

정량 결과 기관대표
지표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를 선도한다.

특허넷 시스템 고도화로 지식재산 특허넷 내부 만족도 및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행정정보화 특허로 이용고객에 대한
품질을 제고한다.
서비스 만족도(점) 외부만족도
국제협력 달성을
정보화 정보화
수 있는 해외국가·
2. 글로벌 특허정보 공유
해외 협력 확인할
협력 합의문,
체계를 강화한다.
과제합의 기관과의
MOU, 추진실적
건수(건) ROD,
보고서로 측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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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5

25

정성 결과 기관대표
지표
정량 산출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년 지표 종류 비고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정량화 성격
측정방법

’17

Ⅰ.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①선행기술
검색이력작성 건수/ 93.15
검색충실도
(%) 특허·실용 심사착수건수
① 심사ㆍ심판 품질
심판품질지수를 구
향상 및 처리기간의 ②심판품질
성하는 요소별 목표
적시성 제고
관리지수(점) 치를 정하고 각각의 달 100
성률을 가중평균
② 신기술 및 법제도 ① 심사․심판 교육의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 강화를 통한 현업적용도(점) 설문조사
77.69
심사․심판 고도화
2. 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표법 및 하위법령
① 공정하고 편리한 ①제도개선 진척도 개정 및 시행 (50%)
심사․심판 제도
100
(%)
특허법 및 하위법령
구축․운영
개정 및 시행 (50%)
상담센터, 고객
②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 ①특허고객 만족도 특허고객
지원실, 출원, 국제출원, 81.3
서비스 개선
(점)
등록분야 고객만족도
1.

정량 산출
정량 산출
정성 결과
정량 과정
정성 결과

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특허정보 활용을 통해 지재권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략을 선도한다.
①정부 R&D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과제의
방향이나
63.85
특허동향조사 연구기획
내용이수정된
비율
조사
결과인용률(%)
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해당년도 대학, 공공연
R&D 효율성 제고
②정부 R&D 지원 시 제안된 IP창출
IP창출
전략 건수 중에서 31.35
수용도(%)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의 비율
특허의 특허 출원건수 중
② 산·학·연의 표준특허 ①출원
표준안
표준안을 반영한 특허 70.0
창출 지원
반영률(%) 출원 건수의 비율
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
특허청장이 인증한 150
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①지식재산
경영인증
경영 기반 구축
기업수(개) 지식재산 경영 기업 수
통해
② 지식재산 기반 창업 ②아이디어 기반 실태조사를
기반
68
촉진
창업건수(건) 아이디어
창업건수로 측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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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산출
정량 산출
정량 산출
정량 결과
정량 산출

성과
목표
3.

관리과제

성과지표

년 지표 종류 비고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정량화 성격
측정방법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인력을 양성한다.
대학(원) 지식재산
, 지식재산 교육
①지식재산권 교육 강좌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수자 수(명) 선도대학·기업직무
교육과정, 지식재산교육
지식재산 전문인력
허브 수강생 수
육성
②기업 지식재산 교육 수강생 대상
실무인력 양성사업 7점 척도 만족도 조사
교육만족도(점)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②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①초․중․고
발명교육센터
대상 만족도
창의적인발명인재육성 교육생만족도(점) 수강생
조사

’17

39,307

정량 산출

91.84

정성 결과

88.65

정량 결과

Ⅲ.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활동 및 체계를 강화한다.
만 15세 이상 남녀
①위조상품 근절에 전국
명을 대상으로
대한 대국민 1,500
지재권에
대한 인식도
① 국내 지식재산권 인식도(점) 설문조사
보호 기반 강화 ②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보호기반
기반 조성사업 조성사업 수혜자 대상
만족도(점) 설문조사
② 해외 지식재산권 ①특허분쟁지원 특허분쟁 지원사업의
분쟁 대응 역량 강화 기대충족도(점) 기대충족도로 측정
2.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을 개선한다.
① 지식재산 선진 5개국
및 양자회의 개최
협의체 및 국가 간 ①IP5 및 양자협력 IP5
양국간 최종합의
협력을 통한 국제 질서 합의실적(건) 후
건수로
측정
변화 선도
다자논의 참가 실적,
글로벌 이슈 대응방안
①국제규범
, 통상협상 관련
형성기여도(건) 보고
국내 의견수렴 및 협의
②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건수로 측정
글로벌 지식재산 협상
지원국 수혜자 및 국
강화
②지식재산
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나눔사업(ODA) 적정기술 및 브랜드
전문가평가(점) 개발결롸에 대해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
1.

80.6

정성 결과

81.57

정성 결과

89.6

정성 결과

93

정량 산출

51

정량 산출

89.9

정성 결과

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를 촉진한다.
① IP 금융 연계 등을 ①지식재산 보증· (국고지원에 의한)
통한 중소기업의 대출·투자 연계 IP 금융 연계 지원액 3,500
사업화 및 거래
금융지원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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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년 지표 종류 비고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정량화 성격
측정방법

’17

(국고지원에 의한)특
②특허기술거래
촉진
/투입
20.9
정량 산출
생산성(건/억원) 허기술거래건수
예산
지원 과제건수
①전략지원 과제의 사업화
중
기술이전
완료건수 100
정량 결과
기술
사업화율
(%)
비율 측정
②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②IP활용 지원과제 IP활용 지원과제에
기술이전 계약 116.9 정량 산출
기술이전 건수(건) 대한
건수 조사
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
①지식재산
IP서비스분야 채용
서비스업 채용 인원수/채용연계교육 78.7 정량 결과
① 지식재산 서비스업 연계율(%)) 인원수
IP서비스전문
일자리 창출 강화 ②IP서비스 채용자중 교육후
자격 취득자/ 교육후
전문자격취득률(%) IP서비스분야 채용 58.7 정량 결과
인원수
①직무발명제도
제도 도입 또는 운영
② 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 컨설팅의
개선 기업 수/컨설팅 83.26 정량 산출
보상 문화 정착
효과성(%)
기업 수

Ⅴ.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를 선도한다.

특허넷 시스템 고도화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
납기준수율, 처리율,
① 지식재산정보 시스템 ①특허넷 서비스 CSR
만족도
적기 구축 및 운영 수준달성도(점) 준수율, 평균해결시간
등 특허넷
효율화
서비스 수준 종합 측정
측정대상 데이
①데이터품질 전체
터건수
중 오류데이
정확도
(%)
터건수 비율
②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②한국특허영문
이용사용자만족도
초록(KPA) 사용자 KPA
만족도(점) 조사로 측정
2. 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① 국내외 지식재산 ①특허정보 상품 당해년도 특허정보 상품
정보의 민간 개방 보급건수(건) 보급건수
및 공유 확대
②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①국제특허정보 특허정보공유 서비스에
위한 국제협력 강화 서비스 만족도(점) 대한 만족도 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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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

정량 산출

99.84

정량 산출

87.94

정성 결과

783

정량 산출

82.83

정성 결과

붙임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선진국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국정 2-2-4/경제 29-1
① 심사·심판 품질 향상 및 처리기간의 적시성 제고
업무 1-1
업무 1-1
②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
2. 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정 2-2-4
① 공정하고 편리한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업무 1-2, 1-3
업무 4-2
②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해 지재권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략을 선도한다.
국정 2-2-3
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효율성 제고
업무 2-1
국정 2-2-2
② 산 학 연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업무 2-1
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국정 2-4-2
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업무 2-2
국정
2-4-2
②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업무 2-2
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인력을 양성한다.
국정 2-2-5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업무 4-1
국정
②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업무70-1-1
4-1
Ⅲ.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활동 및 체계를 강화한다.
국정 2-3-1, 2-3-3
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경제 29-1 업무 3-1
국정 2-4-1/경제 29-4
②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업무 3-2
2.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을 개선한다.
① 지식재산
국정 2-3-2
업무 3-3
질서 변화선진
선도5개국 협의체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
업무 3-3
②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협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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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1.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거래를 촉진한다.
경제 29-2
①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국정 2-2-1/
업무 2-3
경제
②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업무 29-3
2-3
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정 2-2-5
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강화
국정 2-5-1
②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Ⅴ.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를 선도한다.
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업무 4-2
① 지식재산정보 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업무 4-2
②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제고
2. 글로벌 특허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업무 4-2
①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의 민간 개방 및 공유 확대
업무 3-3
②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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