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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ㅇ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종합한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개요

ㅇ

의 추진계획은 총 70개 전략목표,
131개 성과목표 및 256개 관리과제로 구성됨
ㅇ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은 총 109개 전략목표,
256개 성과목표 및 866개 관리과제로 구성됨
ㅇ 한편, 2013년도에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할 8대 과제를 선정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함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2)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ㅇ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원천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를 강화하며, 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함
ㅇ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국내 및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를 도모함

ㅇ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민간 금융투자의 기반을 확대함
ㅇ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며,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함
ㅇ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창의적 발명 창작 인재 등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과 함께 소양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함
ㅇ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확산과
활용을 증대하며, 지식재산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함
ㅇ 지역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역의 지식재산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함
ㅇ 신지식재산 육성기반 구축
식물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제고하고,
유망 신지식재산의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함
(3) 재정투자 계획

ㅇ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총 2조 4,411억원,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총 1조 6,08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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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근거 및 경과
수립 근거 및 체계

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제8조)
ㅇ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제9조)
지식재산 기본법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
제1차 기본계획(’12～’16)

’12년도
시행계획

’13년도
시행계획

’14년도
시행계획

’15년도
시행계획

’16년도
시행계획

□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조정을 거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에서 심의 확정
< 시행계획 수립 체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시행계획(안) 의결


전문위원회 (5개분야) 시행계획(안) 검토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사무기구)



시행계획(안) 마련
(추진계획 종합·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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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안) 마련

2

□

추진 경과

제정 공포(’11.5.19) 및 시행(7.20),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 출범(7.28)
ㅇ 지식재산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2012-2016) ” 수립(’11.11.22)
지식재산 기본법

*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재정투입 10.2조원)로 구성

□ 기본계획의 제1차 연도 실천계획인 “’12년도 국가지식재산
계획” 을 수립하여 국가지식재산 전략 본격 추진(’12.1.31)

시행

* 20개 중앙부처 285개, 16개 지자체 869개 세부과제(재정투입 1.7조원)로 구성
ㅇ ‘지식재산 강국 元年 선포식’ 개최(대통령 주재, ’12.1.31)

□ ’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12.4.24) 및 “재원배분방향”(’12.7.27)을
수립하여 ’13년도 지식재산 분야 정부 재정투자 전략 마련
□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37개 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마련
< 2013년도 시행계획(안) 수립 경과 >

추진 내용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계획(안) 수립 제출

▼

추진 기관

일 정

국무총리

’12.8월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12.9～10월
관계기관

관계기관의 추진계획(안)을
종합 조정, 시행계획(안) 마련

국무총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12.11월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회
의견수렴

국무총리

’12.11～12월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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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개요
◈ 비전, 정책목표 및 5대 정책방향

◈ 20대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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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1

2012년도 정책성과와 과제
주요 정책성과

지식재산‘창출･활용’분야

□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ㅇ 국가 R&D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 활용 확대 및 IP 경영 진단모델
보급, IP-R&D 연계 등 민간의 지재권 중심 기술획득전략 지원 확대
□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 강화
ㅇ 기술가치연계 보증제도 도입, 콘텐츠 펀드 조성(1,776억원), 완성보증
제도 확대,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100 육성(’12∼’14년간 1,388억원 투자)
*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및 동 자회사 등 창의자본의 도입 및 역할 확대

ㅇ 민간에서도 지식재산권 담보부 대출, 지식재산권 펀드 등 금융상품 출현

* 250억원 규모 지재권 펀드 출범 및 1,500억원 규모 저작권 펀드 조성 추진(산업은행)

□ 지식재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활용 촉진
ㅇ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제정(’12.1월) 및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12.4월)
ㅇ 스마트콘텐츠 3D 등 차세대 콘텐츠 대중소기업 협력프로젝트 추진

* 총 493억원(10개 대기업 423억원 출자, 국고 70억원) 중소기업 콘텐츠 개발 지원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12.3.7 구성)을 통해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12.12월)
ㅇ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12.2월)
2

지식재산‘보호･집행’분야

□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
ㅇ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와 함께 웹하드 P2P 업체
등록제 시행(’12.5월) 등을 통한 합법시장 정착 유도 병행
* 시정권고 건수 : (’10년) 85,085건 → (’11년) 107,724건 → (’12.10월) 192,788건
- 4 -

ㅇ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위조 모조품 등 불법 침해물 단속 강화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4년 연속 제외(’09～’12년)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및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제고
ㅇ IP-Desk, 해외저작권보호센터 등 해외 지재권 보호거점 확대(미국 필리핀)
ㅇ 우리 기업들의 국제지재권 분쟁 예방 대응 역량 제고대책 수립(’12.9월)
* 수요자 맞춤형 단계별 지원 및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고용 보조금 지원 등

3 ‘기반･신지식재산’분야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추진

* ’09～’12년 간 17,000여개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특허·브랜드·디자인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ㅇ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선정(488개),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 (사업성과) 일반 중소기업 대비 매출액 2.8배, 고용인원 7.6배, 출원증가 10배 증가

□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ㅇ 저작권 교육(40만명) 및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확대(60개 대학, 243개 강좌)
ㅇ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년) 수립(’12.12월)
* 향후 5년간 전문인력 3만명(’12)→5만명(’17) 양성, 교육 30만명 목표(3,145억원 투입)

□ 정책현장과의 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ㅇ 부처와 영역의 경계를 넘어 정책의 현장집행력 확보 및 유관기관 간
소통 교류 협력을 위해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KIPnet)’ 발족(’12.4월)
* IP-R&D, IP-보호 금융, IP-인력 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2차례 정책 컨퍼런스 개최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활용 기반 구축
ㅇ 육종가 권리강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12.6월)
및 글로벌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착수
* 향후 10년간(’12～’21년) 글로벌 수출전략품종 20개 이상 개발 목표로 4,911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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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

□ (창출분야) R&D 수행 과정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고려가 확대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식재산 관점의 R&D 전략 강화 확산 및 고부가가치 원천 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 중소기업 IP경영 지원 등을 통해 R&D 효율성 제고
* 응용및개발단계국가R&D 수행시특허동향조사를의무화하고있으나, 이행률은56%(’11년)

⇒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등
저작권 분야 의 동시적 융합적 발전 도모
□ (보호분야)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가 다양화되고 있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적정 배상 및 분쟁해결제도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

* IMD 지재권보호순위: ’10년32위(58개국중), ’11년31위(59개국중), ’12년31위(59개국중)

⇒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불법 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 등 민간의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
⇒ 분쟁해결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신속
저비용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특허소송 관할 및 소송대리 전문성 제고방안의 성공적 마무리(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 (활용분야)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매우 취약하고,
대 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상존
⇒ 가치평가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 및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기반분야) 사회 전반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저조하고,
지식재산전략 추진을 뒷받침할 인적 물적 정책적 인프라가 미흡
⇒ 발명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시장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을 포괄하는 범국가적 정책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 (신지식재산분야) 점증하는 가치에 부응하는 발굴 관리 활용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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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개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개요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13년에 20개 중앙
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122개의 관리과제 추진
ㅇ 중앙행정기관은 256개(기관당 평균 12.8개), 지방자치단체는 866개
(기관당 평균 50.9개) 관리과제 수립 추진
* ’12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285개, 지자체 869개 등 총 1,154개 관리과제 추진

1

중앙행정기관

□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은 총 70개
목표 및 256개 관리과제 로 구성

,

전략목표 131개 성과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

□ 총 256개의 관리과제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ㅇ 특허청(51개)과 문화부가(45개)가 가장 많고, 이어서 지경부(29개),
농식품부(23개), 교과부(23개), 복지부(14개), 방통위(11개) 순
□ 5대 정책분야별로는 신지식재산(72개, 28.1%), 기반(52개, 20.3%)에
이어 창출(51개, 19.9%) 보호(44개, 17.2%), 활용(37개, 14.5%) 순
ㅇ 각 분야 내에서는 원활한 지식재산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가장 많은 관리과제를 설정

* ▴(창출)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18개), ▴(보호)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18개), ▴(활용)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14개),
▴(기반)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18개), ▴(신지식재산)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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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은 총 109개 전략목표, 256개 성과
목표 및 866개 관리과제 로 구성
□ 총 866개의 관리과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121개)가 가장 많고,
인천시(76개), 부산시(75개), 강원도(70개), 울산시(67개), 대구시(59개) 순
ㅇ 내용별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식재산 행정체계 강화,
지역 전통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등에 중점
< 기관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외 교 통 상 부
통 일 부
법 무 부
행 정 안 전 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 식 경 제 부
보 건 복 지 부
환 경 부
국 토 해 양 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 융 위 원 회
관 세 청
문 화 재 청
중 소 기 업 청
특 허 청
기 상 청
합계

전략 성과 관리 지방자치단체 전략 성과 관리
목표 목표 과제
목표 목표 과제
4
8 23 서 울 특 별 시 5 15 40
2
3
5 부 산 광 역 시 7 22 75
1
1
1 대 구 광 역 시 9 19 59
2
4
8 인 천 광 역 시 10 28 76
1
1
1 광 주 광 역 시 7 11 31
15 29 45 대 전 광 역 시 7 11 36
4 11 23 울 산 광 역 시 7 14 67
4 14 29 경 기 도 7 17 48
3
5 14 강 원 도 8 22 70
5
6 10 충 청 북 도 5 10 48
1
3
8 충 청 남 도 5 10 24
3
5 11 전 라 북 도 8 23 121
3
6
8 전 라 남 도 5 12 43
1
2
4 경 상 북 도 4
9 33
1
1
1 경 상 남 도 7 13 28
1
1
2 제주특별자치도 4 12 53
1
3
7 세종특별자치시 4
8 14
2
2
4
15 25 51
1
1
1
70 131 256
합계
109 256 866
- 8 -

2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선정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차 회의 시(’12.4.24) 확정된 8대 중점투자
방향에 맞추어 ’13년도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중점과제 선정(24개 세부과제)
□ 정책성과 및 투자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우리 지식재산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 해소 및 시급한 현안 대응 에 선택과 집중
ㅇ 무형자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ㅇ 동시다발적 FTA 확산, 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 격화 등 교역환경
변화에 부합하는“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ㅇ R&D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을 시장에서의 질적
성공으로 연계 확산할 수 있는“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 인적기반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연계하고,
정책의 현장 조기착근 을 전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ㅇ 지식재산 전문성 확보를 위한“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ㅇ 신성장동력 발굴 연계를 위한“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ㅇ 정책 현장집행력 기반 확보를 위한“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 지방 및 취약 계층·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식재산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저변 확대
ㅇ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린“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
역량 지원을 통한“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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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정책목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전략

1단계(’12-’14년) : 지식재산 전략 추진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원천 표준 특허 창출 확대
지식재산 관점 연구개발 관리 강화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소프트웨어 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8
대
범
정
부
추
진
과
제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식재산사업화촉진및서비스산업육성 중소 중견기업 기술보호 강화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직무발명보상및산학연협력연구활성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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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신품종생물자원전통자원발굴및활용제고
유망신지식재산발굴및선제적정책대응


1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양적 지식재산 창출 수준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 표준
핵심특허 등 우수 지식재산 창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

* ’11년 특허출원건수 세계 4위, GDP대비 특허생산성 1위이나, 표준특허
보유율은 3.5%로 미국 36.6% 대비 10% 수준에 불과(’11)

⇒ 기술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세계시장 선점 등 국가경쟁력 강화
ㅇ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기-콘텐츠-서비스 의 균형 발전,
한류의 확산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전략 시급
* 최근 콘텐츠산업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성장 추세(’11년 상반기) : 매출액 31조원
(15.6%↑), 수출액 2조원(27.2%↑), 종사자 52만 5천명(1.1%↑)

⇒ 융복합화 스마트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콘텐츠
개발 로 콘텐츠 산업의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원천 표준특허 창출 확대

ㅇ (표준특허 창출 *지원)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확대 , 특허전략을 적용한 국제표준안 작성 지원(특허청)
* (’12) 방통위 국토부 문화부 R&D과제(11개) → (’13) 전부처 R&D과제(15개)
**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표준특허전략협의회’ 논의결과를 효과적으로 정책화

ㅇ (R&D-표준화 연계) 국제표준화 지원센터 구축 및 Help-Desk
운영, 국제표준 코디네이터 및 표준PD를 통한 표준개발 지원(지경부)
* 산업융합원천기술 등 대형과제 R&D-표준화 연계 지원 : (’12) 12개 → (’13) 15개

ㅇ (창출기반 조성) ICT 분야 표준전략맵 개발 보급 및 국제표준 전문가
선정 지원,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확대(방통위 특허청)
* 국제표준 전문가 선정, ITU 기고서 제안 : (’12) 257명, 246개 → (’13) 260명, 250개
* 변리사 및 연구자 대상 표준특허교육 프로그램 확대(’12년 36회 → ’13년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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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및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ㅇ (특허정보 활용 확대)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12년 3개→ ’13년
4개 산업분야) 및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 디자인 브랜드
및 특허의 융합(4개 과제)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극대화(특허청)
* 중대형 정부 R&D과제(10억원 이상) 대상으로 IP포트폴리오 구축 및 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 : (’12) 47개 → (’13) 54개

ㅇ (대학 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촉진) 출연(연) 기관평가
시
지식
**
재산 관련 평가지표 반영, 대학 TLO 전문인력 확보 유도(교과부)
* 지식재산 관련 ‘질’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현행 정량지표 대체
**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채용이 가능하도록 사업평가 지표 개선

ㅇ (창조적 연구개발 확대)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고위험고수 익 형 (HRHR) 기 초 연구 과제 선정 지원(국과위 교과부)

* 도전성 창의성을 핵심지표로 평가 선정, 진도확인 컨설팅 및 연구목표 달성
위주로 평가, 성실실패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조치 면제 및 재도전 기회 부여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ㅇ (융복형 3D 콘텐츠 육성) 3D중계 시스템 구축, 3D선도 콘텐츠
제작 지원, 앱 경진대회 공모전 개최 등(292억원, 문화부 방통위)
ㅇ (양방향 융합형 프로그램 제작) 양방향 방송매체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최신 IT기술을 연계한 콘텐츠 제작 지원(35억원, 방통위)
ㅇ (핵심기술 개발) 게임(3D 가상현실 등), 영상 뉴미디어, 융합형 콘텐츠
기술 개발 및 지역별(5+2 광역경제권) 문화기술연구센터 지원(828억원, 문화부)
ㅇ (완성보증제 활성화) 완성보증절차 간소화, 완성보증계정에 국고
추가 출연 (20억원)을 통한 보증효과 증대(2,200→2,300억원, 문화부)
ㅇ (창의성 교육 확대) 창의숙성 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와 기업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하여 도제식 창작 멘토스쿨* 본격화(문화부)



* 8개 기관, 멘토 96명 발굴, 창의인재 240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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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ㅇ (SW R&D 확대) R&D 유형의 다양화(정책목표
기준 세분화), 민간의
개발이 어려운 대형 기반SW 기술개발과제* 기획 추진(90억원, 지경부)

 소프트

* 빅데이터 인공지능 SW, 무인 자율협업 SW 등

ㅇ (SW 뱅크 운영) 국내 모든 SW 기술자산을 유형, 개발주체 등
으로 구분하여 DB구축과 기술거래 협업 등을 지원(지경부)
ㅇ (SW 인력양성) SW 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학 SW 교과 과정 추진(지경부)
ㅇ (디자인 산업경쟁력 강화)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비전
*
주도형 R&D시스템’ 구축, 융합형 디자인 인재육성 확대(지경부)
* 융합형 디자인대학 지원 건수 : (’11) 10개 → (’12) 14개 → (’13) 16개

ㅇ (디자인 국제협력 강화) 외국에서의 신속 간편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 가입 추진(특허청)

*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3) 주요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2/4 3/4
· 원천 표준특허 창출 확대
-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 추진
○ ○ ○
- 방송통신분야 국제표준특허 확보 지원
○ ○ ○
- 국가R&D-표준화 연계 지원
○
·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및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확대
○ ○ ○
- 도전적 창의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
-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
· 융합형 글로벌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 ○ ○
- 핵심기술 개발
○ ○ ○
- 콘텐츠분야 창의인재 양성
○ ○ ○
· SW 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 SW 창출 경쟁력 강화
○ ○ ○
-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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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
○
○
○
○
○
○
○

2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모바일 유통환경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가 다양화
되고 있고,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도 확대
* 콘텐츠 복제로 인한 손실(추정) : 생산감소 3조 9,758억원, 고용감소 3만 6천여명

⇒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한 대응력 확보 및 해외침해 예방 대응 지원
ㅇ 지재권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중소 중견 기업의
대응역량은 부족하고, 국내 소송제도의 선진화 요구도 지속 제기
* 미국 특허소송건수: (’09) 2,326건 → (’11) 3,628건
* 국제소송국내기업피소율: 77.5%(’07～’12.7) / * 중소기업지재권전담인력보유율: 15.5%(’11)

⇒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ㅇ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오픈소스 SW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클라
우드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강화(문화부)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12.7억원), 저작권 보호 기술 R&D(61억원)

ㅇ (지재권 침해 단속 수사 강화)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술 고도화 및
수사인력 전문성 제고, 정보공유 등 협력 공고화(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ㅇ (해외 보호체계 구축) 분쟁 법률자문, 컨설팅·소송보험 지원, 해외거점
지원센터 연계 확충을 통한 침해방지 및 권리구제 지원(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 컨설팅 비용의 70%(5천만원 이내), 소송보험 가입보험료의 70%(3천만원 이내)
** (사례)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 해외저작권센터 연계 원스톱(진출～침해대응) 지원
ㅇ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 분쟁 단계별(평시→경고→대응)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 범정부적 지원체계 운영

* 지재권 전담인력 채용 시 정부보조금 지급, 지재권분쟁관련 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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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확보
ㅇ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추진(지재위, 법무부 등)

 지식재산 권리 구제의

* 지재위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 본위원회 상정(’13.3월)

ㅇ (민사집행 소송제도 개선) 가압류․가처분, 간접강제 등 집행제도
(민사집행법), 특허 영업비밀 등 유출방지 위한 증거조사제도(민사
소송법), 손해배상액 적정화 위한 산정제도 등 개선방안 연구(법무부)
ㅇ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품질제고) 신속심판(4개월내) 및
우선심 판 (6개월내) 대상 확대, 심사품질 평가시스템 구축(특허청)
* 심판처리기간 : (’09) 8.0개월 → (’10) 9.9개월 → (’11) 9.5개월 → (’13) 9.0개월 이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활성화

ㅇ

직권조정제도* 도입) 강제성 있는 조정제도의 운영을
통해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경제적 분쟁해결 도모(문화부)

(저작권

* 검토대상 : ▴조정부 조정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ㅇ (산재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전문 조정위원 확충(20→30명) 등
전문성 제고, 특허상담센터 및 중재기관과의 연계 협력 등(특허청)
* 분야별 ADR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 운영 검토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국내외 지재권 보호 강화
-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 지재권 침해 단속 수사 강화
- 해외 보호체계 구축
-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 민사집행․소송 제도 개선
-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품질제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저작권 직권조정제도 도입
- 산재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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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
○
○
○
○
○

추진일정
2/4 3/4
○ ○
○ ○
○ ○
○ ○
○ ○
○ ○
○ ○
○ ○
○ ○

4/4
○
○
○
○
○
○
○
○
○

3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며, 지식재산
집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필요
* (美상무성, ’12.4월) : 일자리창출4천만개(총고용의27.7%), 수출7,750억불(총수출의60.7%)

⇒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사업화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평가
체계를 구축 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선진화
ㅇ 창업 사업화의 미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시장정보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민 간의 투자자금 유 입이 미흡
⇒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창의자본 조성 등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 하고, 민간 중심의 투 융자 시스템 확충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 등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검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맞춤형 평가 활성화
ㅇ (기술평가 인 보증 확대) 기술평가인증서 심사자료 활용 금융
기관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기업 신규보증 50%이상으로 확대(금융위)

 지식재산

* 비수도권 기업 신규보증 비중(%) : (’10) 44.1% → (’11) 48.9% → (’12 추정) 51%
* 기술평가인증서 제공 : (’11) 2,017건 → (’12 추정) 2,052건 → (‘13) 3,100건

ㅇ (시장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모델과 분석
시스템을 통해 결과의 활용성 증대 및 금융지원 과 연계(문화부)
* 보증/대출 연계 : (’12.9) 212억원 → (’13) 500억원
* 콘텐츠완성보증제 : (’10) 145억원 → (’11) 254억원 → (’12) 350억원
* 특허기술평가지원 : (’12) 16억원(68건) → (’13) 전년동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ㅇ (지식재산 사업화 통합정보 제공) 지식재산 사업화
정책, 지식재산
*
거래, 금융 지원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 를 통합 제공(지경부)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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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재산* 사업화 기업 육성) 기술지주회사* 제도 정착 및 사업화
전문회사 운영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도모(지경부)
ㅇ

* 기술지주회사 매출총액 : (’11) 195억원 → (’12 추정) 254억원 → (’13) 280억원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발굴 : (’12) 7개사 → (’13) 2개사
* 문화산업 전문회사 등록건수 : (’10) 11개사 → (’11) 14개사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지원강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특허청)

*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변리업, 평가업, 거래업의 정의 육성
* 특허정보조사비 등 지식재산서비스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ㅇ (IP 특화펀드 운영) 기술혁신형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와 민간 투자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선순환적 IP 생태계 조성(13년 250억원)(지경부)
ㅇ (IP 인큐베이션 운영) 우수특허 확보 등 강한 IP Pool 구축과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지식재산전문회사 육성 및 창의자본 조성(지경부)

 지식재산

* 창의자본 조성(누계) : (’11) 500억원 → (’12) 944억원 → (’13) 1,318억원
* IP투자 민간유치액 (누계) : (’11) 330억원 → (’12) 1,276억원 → (’13) 1,876억원

ㅇ (문화산업투자조합 조성) 중 소규모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 조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활성화(’13년 500억원 모태펀드 출자)(문화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2/4 3/4
․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 기술평가 인·보증 확대
○ ○ ○
- 시장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
․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 지식재산 사업화 통합정보 제공
○ ○
- 지식재산 사업화 기업 육성
○ ○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 ○
․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활성화
- IP 특화펀드 운영
○ ○
- IP 인큐베이션 운영
○ ○ ○
- 문화산업투자조합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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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
○
○
○
○
○

4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 유용 등 불공정행위는 대 중소기업 간의
신뢰기반을 약화시켜 국내 기업생태계의 생존 위협
* 최근 3년간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전체 중 13.2%(’10.12월)

⇒ 대 중소기업 간 거래과정에서의 기술 탈취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자율적 기술협력 문화 구축 유도
ㅇ 대·중소기업 및 개인과의 계약 시 협상력 및 전문성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 및 특허권 남 용 으로 갈등·분쟁 발생
* 한미 FTA로 시행되는 의약품 특허 허가 연계제도에 따른 특허권 남용우려 증대

⇒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혁신을 저해하는 남용행위 대응 강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ㅇ (공정거래협약 시행)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유도
하고, 이행평가를 통해 협약체결 기업의 성실이행 촉구(공정위)
* 협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기술자료 임치, 공동특허권 취득 등 실적 점검

ㅇ (하도급 실태 실시간 관리) 기술탈취 방지 규정 및 심사지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는 강화된 하도급법으로 엄정 조치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11.7.6. 제정)

ㅇ (특허권 남용 대응) IT 제약 등 특허권 남용 우려가
높은
산업
분야 집중 감시, 자율적 예방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보급 확산
*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등

ㅇ (기부채납 활성화) 휴면 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술이전
기회 확대 및 기부자에 대한 보상 실시(’12년 150건→’13년 400건)(지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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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중견기업 지식재산 기술보호 강화

ㅇ (기업 대응역량 강화)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및 원본
증명제도 활성화(특허청), 기술보호 지원 전담팀 설치(중기청)

*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 (’12) 3개사(시범) → (’13) 50개사
* 기술임치금고 설치 : (’12) 4,000개 → (’13) 6,000개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 (’11) 910건 → (’12) 14,892건 → (’13) 15,000건
ㅇ (제도정비)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등 기술보호 법적근거 마련(특허청),
기술유출분쟁(수탁관계) 조정 중재를 위한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 신설(중기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동종 또는 유사
국내
중소기업에
경고장이
수령된 경우 공동대응 기업협의체* 구성 유도(특허청)
*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직접 또는 산업별 업종 단체를 통해 추진

직무발명보상 제도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ㅇ (직무발명보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인식제고,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 확인제(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시행 등 제도개선 추진(특허청)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위원회(가칭) 운영을 통해 가이드
라인 활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옴부즈맨제도 도입 운영(지재위)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공정거래협약 시행
- 하도급 실태 실시간 관리
- 특허권 남용 대응
○
- 기부채납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술보호 활동 강화
- 기업 대응역량 강화
○
- 제도 정비
○
- 지재권분쟁 공동 대응
○
․ 직무발명보상 제도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제
- 산학연 협력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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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2/4 3/4
○ ○
○ ○
○ ○
○ ○
○ ○
○ ○
○ ○
○ ○
○ ○

4/4
○
○
○
○
○
○
○
○
○

5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에 이르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 순 환 을 견인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적기반 취약

* 대학의 지식재산 관련 학과, 변리사 제도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 미흡으로 수급의 불균형 존재

⇒ 발명자 창작자의 창의력 발현을 장려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을
효율적 으 로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의 체계적 양성
ㅇ 지식재산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나, 지식
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미정착
* 위조상품 피해규모 : 1조 1,986억원(’11년 관세청 특허청 단속 가액)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유인 제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ㅇ (창출인력)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지식재산 융합교육(공학-법학-경영) 강화,
실전형 산학협동형 교육 확대, 신지식재산 교육 개발(교과부 농림부 특허청)
ㅇ

* 이공계 대한 지식재산 교육 : (’12) 7천명 → (’17) 4만명
* 지식재산 융합교육 : 3만명(’13～’17)

관리인력 양성과정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발굴,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한류 콘텐츠 업체 종사자 등) 양성(문화부 특허청)
(관리인력)
분쟁대응 전문인력

* 관리인력 확충 : (’12) 1만 5천명 → (’17) 2만 5천명, 교육 : 3만명(’13～’17)

ㅇ (서비스인력) 변**호사 전문화* 제고 및 로스쿨 교육 고도화, 변리사
양성과정 체계화 , 저작권 전문사 자격증제도 도입(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변협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학 지식재산 교육 → 변리사 시험 → 연수 → 보수교육’의 유기적 연계
*** 서비스인력확충: (’12) 1만5천명→(’17) 2만5천명(저작권인력포함), 교육: 2만명(’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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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재 저변)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 발명 특성화高 확대(’12: 4개
→’17: 7개), 문화콘텐츠 특성화高 예술高에 저작권 교육 확산(특허청 지자체 등)
ㅇ (인력양성 인프라) 인력양성 정책과 산업정책
연계, 지식재산 국제
*
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역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문화부 특허청 지자체)
* 지역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 지역기업과의 인력협력 프로그램 등 운영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ㅇ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생활밀착형 교재 개발 보급, 찾아가는
지재권 교육 확대, 이러닝 스마트러닝 등 접근성 향상(문화부 특허청)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 (’12) 347,000명 → (’13) 381,700명
* 국가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계한 저작권 원격평생교육 과정 개설(10개)

ㅇ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 비영리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
라인 마련, 다큐멘터리 광고 등 대중친화적 지재권 홍보 강화(문화부)
*
ㅇ (경제적 사회적 약자 접근성 제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확대, 소외지역 주민 대상 순회상담 및 변리서비스** 제공(특허청)
* 출원비용 및 브랜드 개발 지원 등 : (’12) 24개 기업(6억원) → (’13) 30개 기업(7.5억원)
** 명세서 도면 등 서류작성 및 심판 소송 등 대리

ㅇ

나눔 대기업 출연연 소유 특허를 정부가 위탁받아

(지식재산
)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

관련

(’13년 30건)(지경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양성
- 지식재산 인재 저변 확대
-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 경제 사회적 약자 접근성 제고
- 지식재산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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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
○
○
○
○
○

추진일정
2/4 3/4
○ ○
○ ○
○ ○
○ ○
○ ○
○ ○
○ ○
○ ○
○ ○

4/4
○
○
○
○
○
○
○
○
○

6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세계 경제의 개방화 및 기업 간 경쟁 가속화로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국가 간 공조의 필요성 확대
⇒ 지식재산 제도의 선진화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슈 및 현안에
선제적 으 로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활동 및 정보연계 부 족
⇒ 국가 지식재산 정책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 및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 확산 촉진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ㅇ 지식재산 정책의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현장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과정 참여 확대 지원(지재위)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유관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정책협력의 장으로 활성화도록 육성
* 70여개 지식재산 전문지원기관, 연구기관, 협회 등이 참여하여 출범(’12.4월)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ㅇ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 활용성 제고 및 관련서비스 고도화 추진(특허청)
-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 확충, DB 품질 및 검색서비스 고도화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확산)

* 특허정보 데이터 보유건수 : (’12) 2억 1,200만건 → (’13) 2억 2,200만건

- 안정성 있는 통계 보급을 위해 ‘지식재산통계 서비스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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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유 공공 저작물 이용 활성화) 공유 저작물 권리정보 조사
구축, 포털 공유마당 운영 등을 통해 민간의 창작활동 지원(문화부)
ㅇ (정책연구 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야의 경제 경영 법 제도 관련
정책연구 등 융복합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지원 확대(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조사·연구 및 심층분석 기능 강화 지원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ㅇ 지식재산 기본법 및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별법 정비(관계부처)
* 발명진흥법 적용대상 권리의 확대(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등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ㅇ (지식재산 국제협력 확대) 국제
지식재산 규범 마련에 적극 대응,
상표 디자인 분야 국제조약* 신규 가입 추진(외교부 문화부 특허청)
ㅇ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및 ‘헤이그 협정’ 가입 추진

) 적정기술 개발 보급, 특허행정
정보화 및 저작권 보호 관리 역량 향상 지원 등 (특허청 문화부)
(개도국 지식재산 지원 확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 지식재산 현장 기관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
○
·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 국내외 지식재산정보 확충 및 검색서비스 고도화 ○
- 지식재산통계 분석·제공 및 서비스센터 설립
- 공공 공유 저작물 이용 활성화
○
- 지식재산연구원, 저작권위원회 심층분석기능 강화 ○
·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 지식재산 법 제도 정비
○
·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 상표, 디자인 관련 국제조약 가입 추진
○
- 개도국에 대한 특허행정정보화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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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2/4 3/4
○ ○
○ ○
○
○ ○
○ ○
○ ○
○ ○
○ ○

4/4
○
○
○
○
○
○
○
○

7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지식
재산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
⇒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지역 산 학 연을 연계한 지식재산 친화적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필요
ㅇ 정부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및 인력, 추진체계 미흡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각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ㅇ (지식재산 정책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
개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식재산 전담부서 신설(대구시)
* 서울시 : 지식재산 기본계획(’13～’17), 전라남도 :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13～’17)
ㅇ (지식재산생태계 거점 조성)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를
지역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 거점기관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특허청 지자체)
* 체계적인 교육, 전문경영인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RIPC 컨설턴트의 전문성 확보

ㅇ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
시도별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정보 공유(특허청)
ㅇ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측정·평가하는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 개발 지원

민 인식제고) 대학교수 등 지식재산 전문가의 재능을
지역기업 등에게 나누어 주는 ‘재능나눔 사업’ 확대(특허청 지자체)
(지역주

* (’12) 5개 광역센터 → (’13) 17개 광역센터(전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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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례 제정, 전담조직 확보 등 기초 지자체의
지원(’10년 이후 총 10개 지자체 지원)

(지식재산도시)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맞춤형 특허종합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국내외 출원비, 특허맵 등 지원(특허청)
* 예산 현황 : (’12) 5,602백만원 → (’13) 5,979백만원

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12년 468개사 62억원→ ‘13년 500개사 66억원)(특허청)
* IP 스타기업에 대한 공식인증제도로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도입

ㅇ (지역 전통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지리적표시
*
**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및 특허·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특허청)
* 시흥 미나리 등 50개 품목 지원, ** 영산포 홍어 등 50여개 품목 지원

ㅇ (지역 선도전략산업 지재권 지원) 선도전략사업 R&D과제 수행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재권 컨설팅(별도사업으로 지원)(지경부)
ㅇ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지역 기업 연구소 등의 지식재산을
기술신탁제도, 기부채납제도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농촌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기술신탁기관으로 지정(’12)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 지역 지식재산 정책인프라 구축
- 지역 지식재산 기반 조성
-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 지식재산도시 지정 지원
·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맞춤형 특허종합지원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 선도전략산업 기업 지재권 지원
-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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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진일정
2/4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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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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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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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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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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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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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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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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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외적으로 신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시스템 미흡 으로 활용도 저조
⇒ 기존 지재권 체계와의 연관성*,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선제적 활용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시장 대비
* 식물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등 각 분야마다 법 제도 및 관리 수준이
상이한 상태로 현 보호 활용 제도 현황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대응 필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제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 지원

ㅇ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수출 전략품종 개발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및 민간 육종연구단지(Seed Valley, 656억원) 조성 추진(농식품부)
* ’13년에는 품목별 상세계획 수립 및 종자 개발 프로젝트 본격 추진

ㅇ (품종 보급 마케팅 지원) 수출시장 현지 시험 전시 지원,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운영, 민간자율협력체 수출활동 및 해외 출원비 지원(농식품부)
* 해외 현지 전시 참여 : (’11) 89종 → (’12) 118종 → (’13) 108종

와 활용가능성 제고
ㅇ (고유생물자원 발굴) 자생생물 조사 발굴, 한반도 핵심지역 생물다양성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신종 미기록종 확보 및 국가차원 관리(환경부)

 우수 생물자원 전략적 발굴 확보

* 신종 및 미기록종 확보 수 : (’11) 800종 → (’12) 900종 → (’13) 900종

ㅇ (생물자원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국내외 유용 농업생명 해양 인체
자원 확보 및 관리 표준화, 유전정보 분석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 (농업생명자원) 유용자원 증식 및 특성평가 강화,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지원
(해양자원)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해양바이오 동향분석자료 제공
(인체자원) 고부가가치 인체자원 패널 제작, 자원의 수집 관리 관련 국제표준 SOP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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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자원 활용 및 산업화 기반 구축

ㅇ (전통자원 기반 전통 발효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산업 통계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홍보 마케팅 강화(농식품부)
* 전통발효식품 생산액 : (’11) 2.6조원 → (’12) 2.8조원 → (’13) 2.9조원

ㅇ (토종자원 활용 한의약 발전 기반 구축) 토종 한약재
유전자원
*
확보 및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기준규격 설정(복지부)
* 지표성분의 분리 및 확보, 지표성분의 생리활성 측정, 시험법 확립

ㅇ (무형문화유산 활용 기반 구축) 국가목록 작성,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 무형문화유산 자원 조사 실시 종목 수 : (’12) 5개 종목 → (’13) 8개 종목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ㅇ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적 보호방안 연구결과(’11.8～’12.1) 등을
토대로 입법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산업 발달 기반 구축(문화부)
ㅇ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국내외 산업계 학계 대상 주기적 조사
분석을 통해 신지식재산 출현 현황조사 및 정부 대응방안 연구
* (예시) 빅데이터, 트레이드 드레스, 의료정보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 국제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 지원
- Golden Seed Project 추진
○
- 품종의 보급․마케팅 지원 및 해외출원 강화 ○
․ 우수 생물자원 전략적 발굴․확보와 활용가능성 제공
- 고유생물자원 발굴
○
- 생물자원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
○
․ 전통자원 활용 및 산업화 기반 구축
- 전통자원 기반 전통․발효식품 육성 지원
○
- 토종자원을 활용한 한의약 발전 기반 구축
○
- 무형문화유산 활용 기반 구축
○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검토
○
- 유망 신지식재산 현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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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2/4 3/4
○ ○
○ ○
○ ○
○ ○
○ ○
○ ○
○ ○
○ ○
○ ○

4/4
○
○
○
○
○
○
○
○
○

Ⅴ

2013년도 재정투자 계획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1

총괄 현황
중앙행정기관

□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20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이 투입하는 예산은 총 2조 4,411억원 규모
ㅇ 분야별로는 창출이 1조 6,350억원(총 예산 대비 67.0%)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활용 4,615억원(18.9%), 신지식재산 1,511억원(6.2%), 보호
977억원(4.0%), 기반 960억원(3.9%) 순
□ ’12년도 해당 정책 및 사업 예산(2조 4,019억원)과 비교하여 전체적
으로는 392 억원 (1.6%) 이 증가하였으나,
ㅇ R&D 사업이 대다수인 창출 분야(사업종료 등으로 인해 ’12년 대비 1.2%
감소)를 제외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분야 등 지식재산 고유의
정책과 제도 및 사업 예산 은 ’12년 대비 7.9% 증가
* 한편, ’12년도시행계획(1조6,609억원) 대비증가폭이큰것은지식재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높아진각부처가’13년도에는보다적극적으로지식재산유관정책을발굴․편입한데기인:
‘중소기업 사업화 등 지원’(3,837억원, 중기청), ‘SW R&D 투자 확대’(1,265억원, 지경부) 등

□ 부처별로 살펴보면, 해당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예산
규모에 있어 상당한 편차 존재
ㅇ 사업적 성격의 R&D 과제를 다수 수행하는 교과부가 1조 957억원
으로 가장 크고, 중기청 3,929억원, 지경부 3,005억원, 특허청 2,056억원 순
ㅇ 정책 제도 개선 성격의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통일부, 국과위,
공정위 등은 소규모의 예산 투입
*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는 별도의 예산 없이 일반 인건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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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기관명
예산
기관명
예산
기관명
예산
교육과학기술부 10,957 외 교 통 상 부 - 통 일 부 0.2
법 무 부 - 행 정 안 전 부 65 문화체육관광부 1,961
농림수산식품부 647 지 식 경 제 부 3,005 보 건 복 지 부 309
환 경 부 269 국 토 해 양 부 85 방송통신위원회 99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0 공정거래위원회 0.4 금 융 위 원 회 관 세 청 80 문 화 재 청 16 중 소 기 업 청 3,929
특 허 청 2,056 기 상 청 32
2

지방자치단체

□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17개 광역 지방자치
단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조 6,089억원 규모로, ’12년도 해당
정책 및 사업 예산(1조 2,430억원)과 비교하여 3,659억원(29.4%*) 증가
* ’12년도 대비 증가규모가 큰 이유는 다수의 지자체가 지식재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3년도에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데 기인

ㅇ 이 중 지자체 자체 예산(지방비)은 7,456억원(46.3%)이고, 국고
지원 규모는 8,633억원(53.7%) 수준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예산투입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가 2,690 억 원 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전라북도 2,385억원,
경기도 1,918억원, 인천시 1,750억원, 전라남도 1,499억원 순
ㅇ 이는 지자체별로 R&D사업 등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지식재산 사업을 적 극 발굴 추진하는 정책적 역량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데 기인
<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기관명
예산
부처명
예산
기관명
예산
서 울 특 별 시 719 부 산 광 역 시 833 대 구 광 역 시 2,690
인 천 광 역 시 1,750 광 주 광 역 시 270 대 전 광 역 시 279
울 산 광 역 시 1,095 경 기 도 1,918 강 원 도 1,203
충 청 북 도 326 충 청 남 도 174 전 라 북 도 2,385
전 라 남 도 1,499 경 상 북 도 96 경 상 남 도 651
제투특별자치도 175 세종특별자치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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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조치계획

□ (추진실적 점검 평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평가(기본법 제10조, 시행령 11조)
ㅇ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착근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별
서열화보다는 원활한 정책수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위주로 진행
□ (정책환류) 평가결과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수립 집행에 반영
ㅇ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및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도 반영
하여 평가의 실효성 확보
< 2013년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평가 체계 >
추진 내용

추진 기관

일 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3.6.31

실적 제출

관계기관

’14.1.31

실적 평가 및 개선의견 통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4.3.15

관계기관

’14.4.3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수시

점

검

평가지침 마련 통보

▼

추진

▼

추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전문가평가단)

▼

개선계획 수립

▼
이행상

황 점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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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과제
중앙행정기관 추진과제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재산 창출･활용 기반 구축･강화”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우수 연구 성과 창출 촉진

1. 미래 지식재산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 활성화
1. 창조형 지식재산 2.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창출 환경 조성
3.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신장
2. 개방형 연구개발 1. 국내외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해외 우수인재의 2. 해외 우수 지식재산 창출 인력의 유치
활용 촉진
3. 해외 지식재산의 도입․활용 활성화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수익 창출 체계 정립

1. 대학․공공연구기관의 1.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연구성과 확산 체계 2. 연구자 및 기관 평가 개선
선진화
3. 성과확산 전담기구의 사업화 역량 강화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 지식재산 인력 기초교육 강화
1. 지식재산 창출인재 2.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
양성
3. 지식재산 연구인력 양성
1. 지식재산 전문지원인력 양성
2. 지식재산 지원인력 2.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
양성
3. 지식재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생물자원 분야 신지식 재산 가치 제고

1.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체계 강화
1. 생물자원발굴․확보와 2.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
지식재산창출지원
3.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2. 생물자원보존·활용을 1. 생물자원의 가치발굴 및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통한신지식재산가치 2.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제고
3. 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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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1
3-1-1
3-1-2
3-2-1
3-2-2
3-2-3
4-1-2
4-1-3
9-1-1
14-1-2
14-2-1
14-2-2
14-3-1
14-3-2
15-2-2
18-1-1
18-1-2
18-1-3
18-2-1
18-2-2
18-2-3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생물자원확보․활용을 1. 범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위한 국내․외 협력
2.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강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8-3-1
18-3-2

▣ 외교통상부 :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을 선도하는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외교”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해외 지재권 보호 기반조성

1. 현지 침해 대응 지원 1. 재외 공관의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강화
 국제적 지식재산 논의 주도

1. 지식재산 분야 통상협상 적극 대응
1. 국제규범 형성에의 2. 지재권 집행 분야 국제규범 수립 선도
적극 참여
3. 국제조약 신규 가입 및 발효
2. 통상협상 총괄․조정 1. 지재권 통상대응 총괄․조정 메커니즘 구축
기능 강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7-2-1
16-1-1
16-1-1
16-1-1
16-1-1

▣ 통일부 : “남북 지식재산분야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지식재산
역량 강화”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 정책역량 강화

1. 남북 지식재산 교류
협력 정책 수립 1. 미래 지식재산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 활성화
기반조성

16-3-1

▣ 법무부 :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인프라 구축”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우수 연구 성과 창출 촉진

1. 지식재산 침해사범 1. 지식재산 침해사범 합동단속 실시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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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6-1-1, 6-3-1
17-2-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2. 수사인력의 전문성 1. 수사인력 교육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 배양
및 수사역량 강화 2. 효율적인 산업기술 보호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법률 인프라 마련

1. 지재권 소송 실효성 1. 지식재산 소송절차 개선방안 연구
및 전문성 확보 2. 특허 소송의 관할 집중 방안 연구
1. 특허소송의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2.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2. 지식재산 분야 변호사 전문성 강화
수준 제고
3. 중소기업 국제지재권분쟁 법적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6-3-2, 17-2-2
6-4-2
8-1-1
8-1-2
8-1-2
14-3-1
7-1-1,
7-1-2
16-2-2

▣ 행정안전부 :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으로 新부가가치 창출 촉진

1. 공공정보의 상업적 1. 공공정보 개방확대 및 민간활용 촉진
이용 확대

9-3-1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1. 융합형·글로벌 콘텐츠의 발굴 및 육성
1. 차세대 콘텐츠 2. 콘텐츠관련 핵심기술 개발
발굴 및 창출 촉진
3. 콘텐츠 분야 금융·투자 활성화
2. 글로벌브랜드․디자인 1.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창출 기반 마련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2-1-1
2-1-2
2-1-3
2-2-2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1. 콘텐츠 분야
창의성 교육 확대 1. 콘텐츠 분야 창의성 교육 확대 및 환경 조성
및 환경 조성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1. 저작권
1. 저작권 등록제도 실효성 확보
안정성 등록제도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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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5-2-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2. 저작권 등록 시스템 개선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5-2-2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1. 저작권 불법 유통
방지 체계 구축
2.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문화 조성
3. 저작권 보호
집행력 강화

1. 온라인상 불법 유통 방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 개선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1. 소프트웨어 보호 집행력 제고 및 제도 활성화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1. 저작권 침해 대응력 확보
2. 수사(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 배양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1.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 조성
2. 침해 대응 현지
지원 체계 구축

1.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 마련
2. 민간의 저작권 보호 역량 제고
1. 현지 침해 대응 활동 강화
2. 국제공조 체제 확립

6-1-1
6-1-2
6-2-1
6-2-2
6-3-1
6-3-2
7-1-1
7-1-2
7-2-1
7-2-3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1. 재판 외 분쟁해결 1. 조정제도 내실화
제도(ADR) 활성화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저작물 유통 활성화 1. 지식재산 유통체계 고도화
2. 공공․공유 저작물의 1. 정부 보유 지식재산 및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
상업적 이용 확대

8-3-1
9-1-2
9-3-1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1. 다양한 지식재산 1.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비즈니스 육성
2. 가치평가 시장의 1. 시장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다변화 유도
3. 지식재산 민간투자 1. 콘텐츠산업 투자·융자 시스템 확충
활성화

10-1-2
10-2-1
10-3-3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불공정한 권리남용에 1. 저작권 관련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제도·환경 개선
대한 대응 강화

12-2-2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 지식재산 존중문화 1. 저작권 소양교육 강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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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2. 저작권 전략적 홍보 추진
2. 정당한 지식재산 1. 정당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보상체계 확립 2. 학교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기준 제공
3.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1. 교육취약지역·계층의 저작권 접근성 제고
접근성 제고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1-2
13-2-2
13-2-3
13-3-1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저작권 인력양성
기반 강화
2. 창조적 저작권
인재 양성
3. 저작권 지원인력
양성

1. 저작권 교육인력 양성
1. 창의적 창작인재 양성
2. 저작권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1. 저작권 전문지원인력 양성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 저작권 연구기반
강화
2.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보급 및 확산

1. 저작권 연구기관의 연구기반 강화
2. 저작권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및 효율화
2. 공공 저작물 정보 확산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1. 글로벌 저작권
시스템 선도
2. 남북한 저작권
교류·협력

1. 저작권 분야의 전방위적 국제협력 확대
2. 對개도국 저작권 지원 확대
1.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 기반 조성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1. 전통자원 기반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2.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대응 및
인문학적 가치
확산

1. 전통자원에 기초한 창작·연구개발의 활성화
2. 전통자원 기반 활용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
1. 전통자원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대응
2. 기록문화유산 및 정신문화의 인문학적 가치 확산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14-1-2
14-2-1
14-2-2
14-3-1
15-2-1
15-2-2
15-3-1
15-3-2
16-1-1
16-1-2
16-3-1
19-2-1
19-2-2
19-3-1
19-3-2

1.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활용을 위한 1. 퍼블리시티권·TV포맷 등의 활용·보호제도 구축 20-2-1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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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식품분야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확립”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1. 신품종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2. 품종보호권침해분쟁
대응강화및실효성
증대
3. 품종보호 체계
정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1. 민간 육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2. 육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투자 확대
3. 육종 저변확대 및 활성화 지원
4. 품종의 보급마케팅 지원 및 해외 품종 출원 강화
1.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및 조사 강화
2. 품종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경조치 강화
3. 품종판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1.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행정체계 정비
2. 품종보호관리를 위한 품질인증 및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3.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 교류 강화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1. 생물자원 발굴·
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
2. 생물자원 활용 기반
구축 및 지원 서비스
강화
3. 생물자원관련국내·외
협력및대응강화

1.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 확보 체계 강화
2.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
3. 생물자원 보존관리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1. 생물자원의 가치발굴 및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2.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3. 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1. 범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2.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7-1-1
17-1-2
17-1-3
17-1-4
17-2-1
17-2-2
17-2-3
17-3-1
17-3-2
17-3-3
18-1-1
18-1-2
18-1-3
18-2-1
18-2-2
18-2-3
18-3-1
18-3-2

.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1.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2. 전통자원 기반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3.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

1. 전통자원의 발굴 지원 및 체계적 관리
1. 전통자원에 기초한 창작·연구개발의 활성화
2. 전통자원 기반 활용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
1. 전통자원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대응
2. 국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및 대응방안 수립

.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1. 식별표지의 창출·활용 1. 지리적표시의 품질관리 강화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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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19-2-1
19-2-2
19-3-1
19-3-2
20-1-1

전 략 목 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강화 및 보호제도 2.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식별표지 보호제도 개선 20-1-3
개선
2.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활용을 위한 1.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의 발굴 및 정책대응 20-2-2
기반구축
▣ 지식경제부 : “산업기술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강국 실현”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촉진

1.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R&D 체계 개선
2. 조형․개방형
연구개발 추진
3. SW 및 디자인
창출 경쟁력 강화
4.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

1. 국가 R&D-표준화 연계 시스템 구축
1.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1. SW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2. SW 해외진출 전략성 강화
3.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우수지식재산 중심의 선택적 집중관리
2.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 활용 확산

1. 지식재산 수익 1. 지식재산 수집▪유통체계 개편
창출체계 고도화 2.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1. 지식재산 전문관리 비즈니스 육성
2. 다양한 지식재산 2.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비즈니스 육성
3. 시장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1. 시장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3. 가치평가 시장의 2. 민간주도형 가치평가시장 활성화
다변화 유도
3.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 유인 강화
4. 지식재산 서비스 1. 시험인증 서비스 산업 육성
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 2. 시장 창출형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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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2-1
1-3-1
1-3-2
1-3-3
1-4-1
1-4-2
2-1-1
2-1-2
2-2-1
2-2-2
2-2-3
2-3-1
2-3-2
2-3-3
2-4-1
2-4-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 특허나눔의 본격적 추진
2. 지식재산 전략적 홍보 추진
1. 지역지식재산 지원강화
2. 지역지식재산 기반 구축
1. 보안역량 확립 및 의식제고
2. 산업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1.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산업별 지재권 지원 거점
기관 육성

3-1-1
3-1-2
3-2-1
3-2-2
3-3-1
3-3-2
3-4-1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기반 구축

1. 지식재산의 나눔과
존중 문화 확산
2. 지역 지식재산
기반의 확산
3.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기반 공고화
4. 산업별 지재권
대응기반 구축

 신지식재산 보호ㆍ육성체계 정립

1.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체계 강화
1. 생물자원 발굴․확보 2. 생물자원의 가치발굴 및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지원 및 활용기반 3.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구축
4. 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2. 생물자원 관련 1. 범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국내외 협력 및
2.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대응 강화

4-1-1
4-1-2
4-1-3
4-1-4
4-2-1
4-2-2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 지식강국, 풍요로운 미래”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보건산업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1. 보건산업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인력
양성
2. 보건산업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장비 등 인프라 지원

1.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2.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지원
3.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가 양성
1. 신약개발 전주기 포털 구축
2. 의료기기 임상시험 컨설팅 지원
3. 의약품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4-2-1
14-2-1
3-1-2, 14-2-1
3-1-1, 9-1-2
3-1-1, 3-1-2
3-1-1, 3-1-2

 보건산업 지식재산 활용 활성화

1. 보건산업 R&D 1. 보건산업 지식재산 관리 운영(IP 인큐베이팅)
성과의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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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리 및 거래 2.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IP) 확산 지원
활성화 추진
3. 보건산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0-1-3
1-2-3

 첨단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신(新)지식재산 육성 및 관리 강화

활용 활성화를 통한 R&D 선순환 체계
1. 인체자원 지식재산 1. 인체자원
구축 지원
육성 및 관리 강화 2. 인체자원의
고품질화․고부가가치화추진
1. 전통의약 분야 비밀전통지식의 발굴조사 및
2. 전통의약 지식재산 분류체계 연구 지원
육성 및 관리 강화 2.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사업
3.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

18-1-1, 18-2-2
18-1-2, 18-2-2
19-1-1
19-1-1, 19-1-2
19-1-1, 19-1-2

▣ 환경부 : “환경 R&D 지식재산 성과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물자원 관리기반 선진화”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환경 R&D 지식재산 성과 고부가가치화

1. 환경R&D 사업 관리 1. 성과지향형 환경 R&D 투자 확대
체계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촉진 2. 특허 관련 성과확산 활동 강화
 한반도 자생생물자원 발굴 확대 및 원산지국 지위 공고화

1. 생물자원 발굴 확대 1.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목록 구축
2. 한국 생물지 발간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2-1
1-2-3
18-1-1
18-1-1

 국가 생물자원 관리체계 구축

1. 국가생물자원 인벤토리 1. 국가생물종 확증표본 시스템 구축
구축
2. 자생생물자원관련전통 2. 자생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발굴
지식 활용기반 마련
 한반도 생물자원 활용 기반 강화

1. 한반도 생물자원 분류 1. 야생생물자원 DNA 바코드 시스템 구축
및대량증식기반마련 2. 국가생물자원배양센터 구축
 나고야 의정서 대응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기반 마련

1. 나고야 의정서 대응 1.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가 생물자원관리 및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모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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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19-1-1
18-2-1
18-1-2
18-1-3
18-3-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정보제공체계 구축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 국토해양부 : “풍요로운 해양바이오경제 기반 조성”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생물자원의 확보 및 활용 강화로 수익 창출 및 미래 생명산업 선도

1. 생물자원의
발굴․확보와
지식재산의
창출지원
2. 생물자원 활용기반
구축 및 지원서비스
강화
3. 생물자원
확보․활용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1. 해양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체계 강화
2.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
3.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1. 해양생물자원의 가치발굴 및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2. 해양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강화
3. 해양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1. 범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2. 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8-1-1
18-1-2
18-1-3
18-2-1
18-2-2
18-2-3
18-3-1
18-3-2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이 선도하는 일류 지식재산국가 실현”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방송통신콘텐츠 창출 기반 강화

1. 차세대 콘텐츠
집중 육성
2. 콘텐츠 해외진출
및 투자 활성화

1. 융합형․3D 콘텐츠 제작지원
2. 차세대 콘텐츠 기반기술 개발
1. 방송통신콘텐츠 수출 확대
2. 방송통신콘텐츠 투자유치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2-1-1
2-1-2
2-1-3
2-1-3

 지재권 중심의 R&D 역량 제고

1. 지식재산 창출형 1. 지재권 확보를 위한 R&D 관리체계 개선
R&D 촉진
2. 지식기반서비스․SW 분야 기술개발 확대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
2. 국제 표준특허 확보 1.2. 국제
특허전략과 연계된 표준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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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2-2
1-2-3
2-3-1
1-1-2
1-1-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창조적 지식재산 인재 육성

1. 창조적 교육
인프라 조성

1.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교육
2.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구축
3.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3-1-3
3-1-3
3-1-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지식재산 기반 선진 기술 강국 실현”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1.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2. 연구개발 유형별
지식재산 창출 차별화
3.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
4. 기관평가제도 개선

1. 연구성과 질적평가 강화
2. 추적평가 체계화 방안 및 범부처 지침 마련
3. IP경영진단모델 확대·적용
1. 연구성과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1.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1. 미션 중심의 기관평가제도 도입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2-3
1-2-3
1-2-2
1-3-1, 1-3-2
3-1-1
4-1-3

 지식재산 활용 확산

1. 지식재산 서비스 1. 우수유망기술 통합 및 활용 지원
수요-공급간 연계강화

11-2-1

 지식재산 창출․활용 기반구축

1. 지식재산 관리․활용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및 효율화
시스템의 고도화

15-3-1

▣ 공정거래위원회 : “지식재산 공정이용,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 구축”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 확립

1. 대·중소기업간 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탈취 유용 예방
지식재산 공정거래
2.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협력 유도
촉진
2. 경쟁 및 혁신을 1. 권리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 활동 강화
저해하는 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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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2-1-1
12-1-2
12-2-1

전 략 목 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련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법 집행 12-2-2
남용행위 대응강화 2. 지재권
역량 개선
▣ 금융위원회 : “기술금융 활성화”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개선

3.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1. 기술금융 활성화



-3-1

▣ 관세청 : “지재권 보호분야의 Global Standard를 선도하는 관세청”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1.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1.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조치 내실화

6-3-3

▣ 문화재청 : “무형문화유산 보전․진흥으로 전통문화 강국 실현”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1. 전통자원의 발굴․관리 기법 개발
1. 전통자원 발굴 및 2. 전통자원의 체계적․종합적 관리
관리 체계 구축
3.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2. 전통자원 기반 1. 전통자원에 기초한 창작․연구개발의 활성화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2. 전통자원 기반 창작물의 활용 활성화 촉진
3. 전통자원 관련 1. 전통자원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대응
국제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 2.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및 대응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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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9-1-1
19-1-1
19-1-2
19-2-1
19-2-2
19-3-1
19-3-2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창출”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본계획
상과제번
호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1. 산업기술 및 1. 산업기술 등의 보안 역량 확보 및 의식제고
영업비밀 보호
및 기반 공고화 2. 효율적인 보호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기술사업화 기업육성 및 창업활성화
1.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 2.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6-4-2
6-4-2

9-2-1
9-2-2

▣ 특허청 : “지식재산 대중화로 지식기반 선진 일류국가 실현”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1. 표준특허의 전략적 1. 국가R&D-특허-표준 연계시스템 구축
확보 추진
2.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1. 과제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2. 지식재산 중심의 2. 연구수행단계에서 지재권 획득전략 추진
연구개발 관리 강화
3. 연구완료단계에서 지재권 관리 강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1-1, 1-1-2
9-2-2
1-1-2
1-2-1, 11-2-1
1-2-2, 1-2-1,
15-2-1, 2-2-2
1-2-3, 1-2-1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SW 창출 경쟁력 강화

1.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1. 글로벌 브랜드 가치 창출제도 구축
창출기반마련
 대학․공공(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1. 대학․공공(연) 1. 대학·공공(연) 보유우수지식재산의발굴및관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
2. 미래 유망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중지원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1. 고품질 심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최적화
1.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
2. 심사품질 및 심사처리 기간의 합리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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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5-1-3
11-3-1
1-2-2, 4-1-1,
9-1-1,
14-3-2
4-2-2, 11-2-1
5-1-1, 5-1-3,
20-1-3
5-1-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글로벌 심사 협력 강화
4. 저작권과 디자인 이중보호에 따른 혼란 방지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5-1-3, 16-1-1
5-2-3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1.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불법유통 침해물품
방지
2. 영업비밀 보호 기
반 공고화

1. 온라인 위조상품 불법유통 방지 시스템 고도화 6-1-1
및 제도 개선
2.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강화
6-3-1, 6-3-2
1. 영업비밀 관리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
6-4-1, 6-4-2
2. 효율적인 보호 인프라 구축
6-4-2

 해외에서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1. 해외 지재권 1.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역량 강화
보호 기반 조성
1. 현지 침해 대응 활동 강화
2. 침해 대응 현지 2. 분쟁의 효율적 해결 지원
지원 체계 구축
3. 국제공조 체제 구축
 지식재산 분쟁 해결제도 정비

1. 지재권 소송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2. 산업재산 심판의
신속성 제고 및
품질 고도화
3. 재판 외 분쟁해
결 제도 활성화

1. 지식재산소송의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
2. 특허 소송의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1.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
2. 심판 품질의 제고 및 역량 강화
1. 조정·중재 제도 활성화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민간 및 공공
IP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1.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의사업화역량강화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3. 정부보유지식재산및공공정보의상업적이용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1. 지식재산
비즈니스 투자
환경 조성

1. 온라인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
2. IP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운영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1. 지식재산 서비스 1.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산업 육성 기반 2. 지식재산 서비스의 고품질화 기반 구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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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7-1-2
12-2-1
7-2-1
7-2-2
7-2-3
8-1-1, 8-1-2
8-1-2
8-2-1, 8-2-2
8-2-2
8-3-1, 8-3-2
1-2-2, 9-1-1,
9-2-1
9-2-2, 13-3-1
9-3-1
10-2-3
10-1-1, 10-3-2
11-1-1
11-1-1, 11-1-2,
14-3-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정보 분석, 거래,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2. 경제적·사회적
약자의지식재산
접근성제고

1. 지식재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2. 발명인 대우 및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강화
1.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1. 지식재산 인력양
성 기반 강화
2. 창조적인 지식재
산 인재 양성
3. 지식재산
지원인력 양성

1.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
1. 창의적 발명 인재 양성
2.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1. 지식재산 전문지원인력 양성
2. 지식재산 경영인력 양성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1-2-2, 12-2-2
13-1-1, 13-1-2
13-1-3, 13-2-1
13-3-1, 13-3-2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정립
2.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보급

1.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2. 지식재산 분야 연구 활성화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및 효율화
2. 공공 지식재산 정보 확산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1. 글로벌 지식재산 1. 지식재산 분야의 전방위적 국제협력 확대
시스템 선도 2. 對개도국 지식재산 지원 확대
1.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2.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2.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신지식재산 창출·활용 기반 구축 및 관리 강화

1. 신지식재산 활용 1. 생물자원 활용 및 보존 기반 마련
기반 구축
2. 지리적 표시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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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14-1-2
14-2-1, 12-1-1
14-2-2, 14-1-2,
15-2-1
14-3-1
14-3-2
15-1-1
15-2-1, 15-2-2
15-3-1, 9-1-2
15-3-2, 11-2-2
16-1-1, 5-1-3
16-1-2, 16-1-1
14-3-2, 16-2-1
16-2-2, 4-2-1,
11-2-2, 2-2-1,
9-2-2, 13-3-1,
20-1-2
18-2-2
20-1-1, 20-1-2,
20-1-3

▣ 기상청 : “기상정보 활용의 활성화로 기상산업 범위 확대”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3. 공공․공유
지식재산의
1. 정보 보유 지식재산 및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
상업적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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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지방자치단체 추진과제

▣ 서울특별시 : “지식재산 특별시, 서울”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창출 및 관리강화

1. 지식재산중심의 1. 지방R&D과제 특허조사지원사업
연구개발 관리강화 2 .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1.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2. 개방형 연구개발 2.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및 우수인재의 3. 세계유수연구소 유치지원사업
활용 촉진
4.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1. 영상콘텐츠 산업지원
3. 차세대 콘텐츠 2. 우수게임․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략적 종합지원
발굴 및 창출촉진
3. 글로벌 패션도시 기반 조성
1. DMC 창업센터 운영
4. CO-CREATION 2. 시민공감디자인 및 실생활 디자인 체험
디자인생태계 조성 3. 디자인 취업, 창업, 재교육 아카데미
4. 디자인 비즈니스 및 마케팅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2-1
9-1-1
3-2-1
3-2-1
3-2-1,3-2-3
3-2-2
2-1-1
2-1-1
2-1-1
2-2-2
2-2-2
2-2-2
2-2-2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1.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접근성 제고
2.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력 강화 및
인식제고 교육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13-3-2
2. 중소기업 지식재산 심판․소송 및 컨설팅 지원 13-3-2
1. 불법공산품 단속강화
6-3-1
2.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6-3-1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1.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2.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

1. 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2. 특허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1.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1-2-1
1-2-1
9-2-1
9-2-2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1. 지식재산 인프라 1. 지식재산 법․행정체계 정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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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관리과제
2. 서울시 지식재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6-2-1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특허스타기업 육성)
16-2-2
2. 지역지식재산 2.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16-2-2
역량 강화
3. Hi Seoul 공동브랜드 사업
20-1-2
1. 직무발명에 대한 의식 고양 및 편의제공
13-2-1
3. 정당한 지식재산 2. 직무발명 보상금 및 발명비용 지급
13-2-1
보상체계 구축
3. 처분율 향상을 위한 사업화 자문 및 홍보
13-2-1
4.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 1. 천만상상 오아시스 2.0을 통한 시민 정책제안 13-1-3
및 사회참여 확대
 신지식재산권 육성기반 구축

1. 신품종 육종기반 1.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구축 및 활용 2. 농업기술 전문교육
촉진 지원
3. 농가경영컨설팅
1.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
2. 전통자원발굴 및 2.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관리체계 구축
3.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계승 및 재현
1.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3. 생물자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발굴․확보 체계 2.3. 야생동식물
강화 및 보존관리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동물 증식 및 방사
4.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강화

17-1-4
17-1-2
17-1-2
19-1-1
19-2-2
19-2-2
18-1-1
18-1-1
18-1-1
18-1-1

▣ 부산광역시 : “지식재산 기반조성으로 IP 선진도시 구현”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식재산정책 추진기반 조성

1.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문
역량 강화

1. 지역 지식재산 추진체계 정비
2. 지식재산 네트워크 및 협력체제 강화
3. 부산지식네트워크(BKnet) 구축
1.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
2.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강화
3.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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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5-1-2
4-1-2,15-2-2
14-1-1
13-1-1
13-1-1
14-3-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3. 시민지식재산
창출 지원
4. 공무원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

관리과제
4. 지식재산 전문가 POOL 지원
5. 지식재산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1. 지재권 창출 시민 참여 대회 등 운영
2. 범시민 지재권 인식확산 홍보관 운영
3. 발명아이디어 실습 체험공간 운영
4. 시민 대상 발명대학 운영
5.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향상
6. 지식재산도시 조성 지원(북구)
1. 공무원 지식재산 인식확산 워크숍 개최
2. 공무원 지식재산 교육 강좌 확대
3.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4. 시 및 구․군 공유 지식재산권 창출 확대

 지식재산 연구 고도화체계 조성

1.&D 전략센터 운영
2.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운영
1.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2.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2. 산학연 공동연구 3.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역혁신센터(RIC) 조성
활성화
4. 국제공동기술개발 지원
5. 입체영상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
1. 해양LED융합기술기반구축및상용화기술개발지원
3. 조선해양 융합 2. 조선해양 IT 융합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지원
3. 수중 생태계 모니터링용 로봇 개발
1. 동남권 SW품질역량센터 운영 지원
4. IT산업 기술개발 2. 유망 IT벤처 기술개발 지원
지원
3. SNS기반 스마트프로덕트 육성 지원
5. 의료․바이오 1. 기초 의․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산업 기술개발
지원
2.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1. 지식재산
연구기반 강화

 중소기업 특허 창출 및 관리역량 강화

1. 중소기업 지식재산 1. 소기업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창출 촉진
2. 과학기술정보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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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4-3-2
14-3-2
13-1-2
13-1-2,16-2-1
13-1-1
13-1-1
13-3-2
13-1-2,16-2-1
13-1-2
13-1-1
13-2-1
13-2-1
15-2-1
15-2-1
3-2-1
3-2-1
3-2-1
3-2-1
3-2-1
2-3-1
2-3-1
2-3-1
2-3-1
2-3-1
2-1-1,2-3-1
1-3-2,18-1-1
1-3-2,18-1-1
4-2-2
4-2-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지역 R&D과제 특허조사 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상용화 지원
2.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 확대
2.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3.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 우대
1. 미래전략산업 육성 연구개발 지원
3. 미래 유망
2. 동남권 광역선도전략산업 육성지원(2단계)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 3. IP스타기업 육성
4.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창출 촉진

1. 브랜드 개발 및
가치 창출 지원
2. 우수브랜드 육성
3. 디자인 개발 및
가치창출 지원
4.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

1.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2.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지원
3. 프랜차이즈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지원
4. 공동브랜드 창출지원
1. 우수브랜드 수출초기화 지원
2. 우리브랜드 신발 명품화
1.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
2. 디자인․특허 융합 지원
3. 1인 창조기업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지원
4. 사회적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2. 동남권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 지식재산기반 2. 특허기술사업단 운영
창업 활성화
3.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
4.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지원
1.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거래 촉진
2. 우수기술거래 2. 부산발명 신기술 창업박람회 개최 지원
촉진
3. 기술거래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
3. 기술사업화 기업 1. 맞춤형 기술마케팅 지원
육성
2.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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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4-2-2
1-2-1,1-2-2
4-2-1,9-2-2
11-2-2
4-2-1,7-1-1
9-2-2
13-2-1
4-2-2
4-2-2
9-2-2,16-2-2
2-1-1
2-2-1,11-2-2
2-2-1,11-2-2
2-2-1,11-2-2
2-2-1,11-2-2
2-2-1,11-2-2
2-2-1,11-2-2
2-2-2,11-2-2
2-2-2,11-2-2
2-2-2,11-2-2
2-2-2,11-2-2
2-2-2
2-2-2
9-2-1
9-2-1
2-2-2,9-2-1
9-2-1
9-1-1,16-2-2
9-1-1,11-2-2
4-1-2,9-1-1
9-2-2,16-2-2
9-2-2,16-2-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특허기술 도입 중소기업 R&DB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4-2-1,11-2-2

 지역특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16-2-2,20-1-1,
1 지역특화 지식 재 1. 지역특산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
20-1-2
산 산업 육성 2. 기장 멸치․젓갈 명품화 육성
20-1-1
1. 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 활성화
20-1-2
2. 글로벌 브랜드 육성 2. 지역브랜드 시어(市漁)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20-1-2
3. 지역 명품수산물 인증 확대
20-1-2
 지식재산 보호 선진화 구현

1. 저작권 보호 수준의 선진화
2. 위조상품 단속 강화
1. 지식재산 보호 강화 3.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4. 지식재산 보호 창구 확대
5. 지식재산 온라인 홍보 강화

6-1-4,16-2-2
6-3-1
12-1-1
6-3-1
6-3-1

▣ 대구광역시 : “지식재산 중추도시 대구”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연구개발 운영개선을 통한 우수 지식재산 창출

1. 지역R&D 특허동향지원사업
1. 연구개발 운영개선 2.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3.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2-2
1-2-2
1-2-3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SW의 창출 경쟁력 강화

1.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2. 글로벌 브랜드․
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3.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1. 융합형.글로벌 콘텐츠의 발굴 및 육성
2-1-1
2. 콘텐츠관련 핵심 기술 개발
2-1-2
1. 중소기업 브랜드.디자인 인식제고 및 여건조성 2-2-1, 2-2-2
2.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2-2-1
3. 중소기업 상품 디자인 경쟁력 강화
2-2-2
1.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2-3-1
2. SW 인력양성 체계 혁신
2-3-3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1. 창조적 지식재산 1. 첨단 의료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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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2. 안전복지 분야
융합 분야
창출 환경 조성 3.4. 첨단기술
로봇산업 분야
5. 콘텐츠분야 육성 환경조성
1.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2. 개방형 연구개발 2.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육성지원
3. 지역혁신센터 사업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역량 제고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상시 지원
1. 중소기업 기술정보 2. 기업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
지원강화
3. 중소기업 핵심기술정보 지원
1. 응용 및 융합기술 지원
2.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 사업
2. 지식기반형 중소 3. 모바일 산업 육성 지원
기업 집중지원 4. 로봇산업 육성 지원
5.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6. 금형산업 고도화 사업
 지식재산 수익 창출 지원

1. 기술거래 활성화 1.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 산학협력 기반 창업 1.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활성화
2.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1. 브랜드.디자인 경영전략 상담
1. 지식재산 경영지원 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육성
서비스 활성화
3. 전문가POOL 상담 지원
 지식재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 지식재산 행정 기반
구축
2. 지식재산 네트워크
활성화
3. 창의적발명.창작인재
양성

1.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
2. 대구 지식재산 진흥위원회 설치
1.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2. 중소기업 IP경영인 클럽 운영
1. 발명아이디어콘테스트 개최
2. 초.중학생 디자인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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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3-1-1
3-1-2
3-1-2
3-1-3
3-2-1
3-2-1
3-2-1
16-2-2
16-2-2
16-2-2
4-2-3
4-2-3
4-2-3
4-2-3
4-2-3
4-2-3
9-1-1
9-2-1
9-2-2
11-2-2
11-2-2
11-2-2
15-1-2
15-1-2
16-2-1
14-3-2
14-2-2
14-2-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가족발명 캠프 운영
4. 신나는 발명체험 한마당
5. 찾아가는 창의력 향상 학생발명 특강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4-2-2
14-2-2
14-2-2

 지식재 공정사회 구현

1. 지식재산 업무협력을 위한 지자체공무원
지식재산 워크샵 개최
1. 지식재산 존중문화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활성화
조성
3. 지식재산 소양교육
4. 지식재산권 교육설명회
5. 지식재산 Academy
2. 사회경제적 약자의 1. 공익변리사 초청 무료변리.사업화상담
지식재산 접근성 2. 군 지식재산권 교육설명회
제고
3. 지식재산재능나눔사업

13-1-2
13-2-1
13-1-1
4-2-1
4-2-1
13-3-2
13-3-1
13-3-2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적 환경 조성

1. 전통자원 발굴 및
체계적 관리
2. 전통자원 기반 사업
산업화 촉진
3. 식별표지의 창출
지원 및 활용 강화

1. 비슬산권 관광개발
2.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
3. 도동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4. 무형문화재 기록 DVD제작
1. 전통자원에 기초한 창작.연구개발의 활성화
2. 전통자원 기반 창작물의 활용 활성화 촉진
1.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2. 친환경고품질 쌀생산단지 육성사업
3.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19-1-1
19-1-1
19-1-1
19-1-1
19-2-1
19-2-2
20-1-1
20-1-1
20-1-1

▣ 인천광역시 : “경제수도 인천, 지식재산 수도 인천”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의 지식재산창출

1. 국내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1.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지원
2. 국내 디자인 출원지원
3. 국내 상표 출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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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1-2
1-1-2
1-1-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해외 특허·실용신안 출원지원
2. 해외 지식재산 2. 해외 디자인 출원지원
창출 활성화
3. 해외 상표 출원지원
 글로벌 선도특허 경쟁력 강화

1. 선행기술조사지원
1. 기획단계에서 2. 특허동향조사지원
특허의 전략적 3. 지역R&D 전략수립 지원사업
활용
4.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
2. 연구기획전 사업화 1. 유망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전략추진
2. 예비사업타당성 평가지원
3. 완료단계에서 1. 기업지식재산 자산실사지원
지재권 관리강화
 특허기술 사업화 및 활용촉진 강화

1. 기술창업 IP패키지 지원
2. 기술융자 기술평가지원
1.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2. 기술이전 공동설명회 개최
1.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3. 글로벌 IP 강소기업 2. IP-WBC 육성지원
집중지원
3. IP 우수기업 협의체 운영
4. 기업멘토프로그램 지원
1. IP창업기업
사업기반 확보
2. IP사업화 및
활용지원 강화

 디자인 창출 경쟁력 강화

1. 디자인
창출개발지원
2. 디자인 컨설팅
강화 지원
3. 디자인 인력
고도화

1.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2.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지원
3. 특허기술 제품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4. 상표출원 포장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5. 디자인 특허 융합지원
6. 매출고도화 디자인 개발
1. 중소기업 디자인 애로기술 컨설팅
2. 디자인 맵 지원
1. 인천디자인포럼
2. 디자인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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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1-2
1-1-2
1-1-2
1-2-1
1-2-1
1-2-1
1-2-1
1-3-2
1-3-2
1-2-3
1-3-2
1-3-2
1-3-2
1-3-2
4-2-2
4-2-2
4-2-2
4-2-2
2-2-2
2-2-2
2-2-4
2-2-4
2-2-4
2-2-4
2-2-4
2-2-4
2-2-4
2-2-4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4. 디자인 생태계
조성

관리과제

3. 디자인 나눔지원
4. 디자인 생태계 조성
1. 지역공동브랜드 제품디자인 개발
2. 지역 전통상품 디자인 개발

 브랜드 창출 경쟁력 강화

1. 글로벌 브랜드
가치 창출제도
구축

1. 브랜드 개발 및 해외권리화
2. 브랜드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3.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4.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5.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

 콘텐츠 창출 경쟁력 강화

1. 고품질 창작역량 강화
1. 차세대 콘텐츠 2. 융복합형 글로벌 콘텐츠의 발굴 및 육성
발굴 및 창출촉진
3. 콘텐츠분야 금융투자 활성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1. 지식재산 분쟁지원 1.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지원
2. 지식재산 분쟁예방 1. 특허기술메일링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3. SW 정품 이용 1. SW 보호 집행력 제고 및 제도 활성화
문화 조성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 지식재산 홍보 TF 구성
2. 발명아이디어 그리기대회
1. 지식재산 장려 및 3. 기술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인식제고
4. 아이디어 산출물대회
5. 공동 특허상담센터
1. 인천 발명의날 지식재산인 표창
2. 지식재산인에 2. 발명교사 포상, 표창
대한 대우 강화
3. 지식재산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1. 장애학생 과학놀이마당
3. 경제적 약자의 2. 발명공작교실 순회 무료변리상담
지식재산
접근성제고
3. 지식재산재능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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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2-2-4
2-2-4
2-2-4
2-2-4
2-2-1
2-2-1
2-2-1
2-2-1
2-2-1
2-1-1
2-1-1
2-1-1
6-3-1
6-3-1
6-2-1
13-1-2
13-1-1
13-1-1
13-1-1
13-1-1
13-1-3
13-1-3
13-1-3
13-3-1
13-3-1
13-3-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4. 사회적기업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5.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식재산 창의 인재 양성

1. 창의성계발 발명교사 직무연수
2. 발명교사 테마연수
3.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1. 지식재산교육 및 4. 시민지식재산평생교육
인력양성
5. 군장병 지식재산창출지원
6. 공무원 지식재산 교육
7. 발명동아리 발표
2. 창의적 발명인재 1. 발명영재학급 운영
양성
2. 발명공작교실 설치 운영학교 확대
3. 지식재산에 강한 1. 지식재산 아카데미
실무인력 양성
1. 지식재산 서포터즈 협의회
4. 지식재산
전문지원인력 2. 발명교육 연구회
협의체 운영
3. 지식재산 유관기관 간담회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3-2
13-3-2
14-1-2
14-1-2
14-1-2
14-1-2
14-1-2
14-1-2
14-1-2
14-2-1
14-2-1
14-3-2
14-3-1
14-3-1
14-3-1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강화 및 제도마련

1. 지역전통산업
가치창출 지원

1. 전통산업 IP컨설팅 및 권리화

20-1-2

2.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20-1-2

3.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20-1-2

▣ 광주광역시 : “지식재산 기반조성으로 IP 선진도시 구현”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1. 산학공동연구
활성화
2. 중소기업의

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지원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
3.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1. 브랜드게임파일럿 제작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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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의
과제번호
3-2-1
3-1-2, 3-2-1,
9-2-1
3-1-2, 3-2-1,
9-2-1
4-2-3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핵심․원천특허
창출 역량강화
3.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발굴
및 홍보지원

관리과제
2. 미래형생체부품소재산업 육성사업
3. 광산업 홍보 및 통계조사분석 지원사업
1.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2. 지역SW산업진흥 지원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지식재산 사업화 1. 광주지식창업센터 설립 및 지원
지원
2.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1.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2. BUY-광주전남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3. 전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
및 홍보지원
4. 우수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5.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지원센터 홍보책자 제작
 지식재산 경영지원 서비스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사업
1. 지식재산 정보분석, 2. 지역디자인 가치제고사업
컨설팅서비스 활성화
3.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창의적
발명․창작인재
양성

1. 과학발명페스티벌
2. 과학발명아카데미
3.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1. 지역 지식재산
기반구축
2.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1. 지역 지식재산 행정체계 정비
2. 광산구 지식재산도시 조성
3.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
1.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취득지원
2. 북구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3. 광산구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전통자원 지식재산 가치제고

1. 전통자원의 발굴 1. 한국명품 김치산업화사업
및 사업화 지원 2. 광산구 전통지식재산 경쟁력제고
 신지식재산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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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의
과제번호
4-2-3
4-2-3
2-1-1
2-3-1
9-1-1
9-1-1
9-2-2
9-2-2
9-2-2
9-2-2
9-2-2
11-2-2
11-2-2
11-2-2
13-1-1
13-1-1
14-2-1
15-1-2
16-2-1
16-2-1
16-2-2
16-2-2
16-2-2
19-2-1,19-2-2
19-1-1, 19-1-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남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1. 식별표시의
창출․활용 강화 2. 광산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기본계획상의
과제번호
20-1-1,20-1-2
20-1-1,20-1-2

▣ 대전광역시 : “IP Professional City, Daejeon”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1. 콘텐츠 및
브랜드․디자인
S/W의 창출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2.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창출 기반마련

1. 디지털 문화콘텐츠 사업지원
2. 시장창출형 콘텐츠 제작지원
3.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4. 대전 스마트앱 활성화 사업
1. 브랜드가치제고사업
2. 디자인가치제고사업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1. 창조적 지식재산 2. 대전발명경진대회
창출환경 조성 3.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운영
4. 지방 R&D 특허동향 조사사업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1-1
1-1-2
1-1-3
1-1-4
1-2-1
1-2-2
2-1-1
2-1-2
2-1-3
2-1-4

 대학․공공(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역량 제고

1. 세계 일류 지식 1. 포장디자인 및 전자카다로그 제작지원
기반형 기업 육성
 지식재산 보호수준의 선진화

1.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1. 지식재산
보호집행력 강화 2. 특허침해소송 관할제도의 개선지원

3-1-1
4-1-1
4-1-2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연구성과 확산
체계의 선진화
2.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

1. 특허기술유통사업
1.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2. 시제품제작지원사업
3. 디자인경영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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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5-2-1
5-2-2
5-2-3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광역선도산업 전략산업 육성
2. IT기반 무선융합기술 상용화사업
3. 첨단기술 상용화지원사업
4. 연구성과물 시장실증화사업
5.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사업
3. 공공․공유
지식재산의
6. 기술사업화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상업적 이용확대 7. 지역전략산업육성 기술 지원사업
8. 지역전략산업 기반육성 기술개발지원 사업
9.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혁신거점사업
10. 지역전략산업육성 공공기술이전 촉진사업
11. 대전전략산업육성 마케팅지원사업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3-10
5-3-11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1. 사업화 지원
서비스 활성화

1. 국내인증마크획득지원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양성

1.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반강화
2. 지식재산
창출인재 양성

1. 주니어닥터
2. 과학탐구교실
3. 나노종합팹센터 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
4.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5. 대전지역 인력양성사업
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충청권역사업단지원
2. 지역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사업

6-1-1

7-1-1
7-1-2
7-1-3
7-1-4
7-1-5
7-2-1
7-2-2

▣ 울산광역시 : “지식재산기반 산업수도 울산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창출역량 제고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2. 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 지원
1.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창출 3. 벤처중소기업 R&D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사업
중점 지원
4.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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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4-2-1,9-2-1
2-2-1,9-2-2
16-2-2,4-2-2
9-2-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관리과제
5. 제조 융복합 그린지식서비스산업 육성지원
11-1-1
6. 글로벌 IP 스타기업 집중육성
4-2-3,9-2-1
1.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3-2-1,16-2-2
2. 민․산․관 기술협력사업
4-2-1,16-2-2
2. 산학협력 연구개발 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유도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 3-2-1,4-2-2
전략 지원
4.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4-2-2,16-2-2
5. 중소기업 근접기술 지원사업
4-2-1
6.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클러스터 운영
4-2-2,15-2-2
 브랜드‧디자인 및 SW의 개발역량 강화

1. 지역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2.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권리화 지원
1. 지역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2. 디자인
및 SW의
창출 경쟁력
강화 2. 울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3. 동남권IT융합 전동복지기기사업
1. 브랜드 창출
경쟁력 강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

2-2-1,20-1-2
2-2-1,20-1-2
2-2-2
2-3-1
1-3-1

1. 울산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1-3-1
2.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
1-3-2
3. 환경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3-2,4-2-2
4. ITRC(정보기술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1-3-1
5. 기후변화 녹색화기술 기업지원
4-2-2,16-2-2
1-3-2
1. 주력 및전략산업 6. 뿌리기업 기술첨단화 지원사업
연구개발 활성화 7. 기술 융복합 지역산업기술혁신사업
1-3-2
8.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1-3-2
9.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기술지원사업
1-3-1
10. 지역 에코혁신 사업
1-3-2
11.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신성장산업육성 융합기술개발 1-3-2
12. 지역 R&D과제 특허조사 지원사업
1-2-2
1. 해양플랜트 subsea초고압 시험인증체계 구축사업 1-3-2
2.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지원사업 1-3-2
2. 광역 경제권
연계협력사업 3. 원전기자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구축 1-3-2
4.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사업 1-3-2
5.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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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관리과제
1. 그린 전기자동차 연구기반 구축사업
15-2-1,16-2-1
2. 2010년 선정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사업
15-2-1,16-2-1
3.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15-2-1,16-2-1
4. 생의과학연구소 운영지원
15-2-1,16-2-1
15-2-1,16-2-1
3. 연구개발 인프라 5. 저차원 탄소 혁신소재 연구센터 구축
구축사업
6. 조선IT융합 혁신센터 지원
15-2-1,16-2-1
7. KIER-UNIST 울산 차세대전지 원천기술센터 운영 15-2-1,16-2-1
8.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구축
15-2-1,16-2-1
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울산분원 설립 15-2-1,16-2-1
10. KIST-UNIST 울산융합신소재센터 구축
15-2-1,16-2-1
 지식재산 수익창출 체계 고도화

1.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1. 기술교류 활성화 2. 울산기술장터 개최
3. 국제첨단전략기술포럼(IFOST) 개최
1. 우수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2. 우수기술의
2. 벤처기업 우수 신기술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사업화 촉진
3. 비철금속 자원순환 고도화 사업
 전통자원의 신지식재산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1. 태화강 생태학교․생태해설사 운영
1. 전통자원 발굴 및 2. 울산언양 읍성 복원․정비
관리체계 구축
3. 울산 옹기장 관리
1. 태화루 건립
2. 전통자원 기반 2. 전통공예산업 육성
창작 및 산업화 3. 쌀 현미 품종판별 서비스 지원
촉진
4. 부생(유)황 활용 친환경 건설자재산업 육성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1. 지식재산전문 인력 2. 제11회 창작발명 로봇 경진대회
및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 3. 울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
4. 전문경력인사 지원센터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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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3-2-3,
9-2-1
16-2-2
3-2-1,3-2-3
4-2-2,9-2-2
16-2-2
4-2-2,
9-2-2
16-2-2
9-2-1
18-2-3
19-1-1
19-2-1
19-2-2
19-2-2
17-2-3
9-2-1
14-1-1
3-1-1,14-2-1
14-2-1
15-2-2,16-2-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1. 지식재산존중문화 1.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
및 사회적 약자의 2. 지역 지식재산 진흥 행정체계 구축
접근성 제고
3.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권리화 지원
1.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활성화
2. 정당한 지식재산 2. 울산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보상체계 확립
3.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1-2,14-2-1
15-1-2,16-2-1
13-3-1
13-2-1
3-1-1, 3-1-2
13-2-1,14-2-2

▣ 경기도 : “지식재산 보고, 창의 경기”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환경 조성

1.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1.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2. IP 닥터사업 추진
통한 창출 활성화
3. 중소기업 및 도민의 발명의식 고취 여건 마련
2. 지식재산 중심의 1.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연구개발 관리 강화 2. 연구개발 완료단계에서의 지재권 관리 강화
1. 지식재산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 시스템 마련
3. 지식재산 확산을 2. 기초 지자체 지식재산 창출사업 확산
위한 체계적 시스템 3. 대국민 제안제도 운영
구축
4.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제도 운영
 대학․공공(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제고

1. 세계적 글로벌
R&D 거점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
2. 수요자중심의현장 밀
착형 기술개발 지원
강화
3. 산학협력 R&D 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1. 세계적 글로벌 R&D 거점 조성
2. 지역별 산학협력 R&D 혁신거점 구축 운영
3. 산업혁신 클러스터 운영 및 혁신활동 지원
1. 현장 밀착형 기술닥터 사업 추진
2.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지역 특화산업 지원
1. 산학협력 공동기술개발 추진
2.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3. 경기북부 섬유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발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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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1-1
1-3-2
13-1-2
1-2-1
1-2-3
15-1-2
16-2-1
13-2-1
13-2-1
15-2-1
15-2-2
15-2-2
16-2-3
16-2-3
4-2-3
4-2-1
16-2-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SW의 창출 경쟁력 강화

1. 차세대 콘텐츠 및 1. 콘텐츠산업 대-중소 협력기반 구축사업
디자인 발굴 및 2. 산업디자인 육성 지원
창출 촉진
3. 우수 공예품 발굴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2-3-1
2-2-2
2-2-2

▣ 강원도 : “첨단과 전통의 융합 IP선진 강원 실현”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식재산 고도화 기반구축

1. 강원도 지식재산위원회 구성․운영
2. 특허컨설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구축 3. ICT산업 정책포럼 개최
4. 지식재산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1.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2. 지역지식재산
연구기반 강화 2.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3. 지역 R&D과제 특허조사 지원
3. 국내․외 연구개발 1. 국제 공동연구센터 운영
공동추진 확대 2. 강원-앨버타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
1. 지식재산권 이해과정 공무원 교육
4. 지식재산
인력․인재 양성 2.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3. 강원발명경진대회 개최
 지식재산 창출 연구개발 지원

1.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지원
1. 지역특화산업 연계 2. 해양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
기술개발
3.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천연물 부산물 유래의
소재 및 상품개발
2. 기초원천기술개발 1.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육성
지원
2.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

1. 중소기업 특허
컨설팅

1.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
2. 전문가 POOL 무료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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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5-1-2
15-1-2
15-2-2
15-2-2
15-2-1
15-2-1
15-2-1
3-2-1
3-2-1
14-1-2
13-2-1,15-3-2
14-2-2
1-3-2
1-3-2
1-3-2
1-3-1
1-3-1
11-2-2, 9-2-2
11-2-2, 9-2-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2.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3. 미래유망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중지원

4. 우수기술 상품화
디자인개발 지원

5. 기업 브랜드
가치제고 지원

관리과제
3.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4. 맞춤형 특허기술동향 조사분석(PM) 지원
5. 선택형 M&S-PM 지원
6.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1. 특허 국내 출원비용 지원
2. 특허 해외 출원비용 지원
1. 강원 IP 스타기업 발굴․육성
2. 지식재산기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강원 IP스타기업 박람회 운영
1. 특허기술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2. 상표출원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3. 특허기술 디자인맵 및 디자인 개발 지원
4. 사회적기업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5. 1촌 1명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1. 중소기업 브랜드 신규개발 및 권리화
2. 중소기업 브랜드 리뉴얼 및 권리화
3.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리뉴얼
4. 브랜드 &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5. 1촌 1명품 브랜드 개발 및 리뉴얼 지원
6. 원주시 의료기기기업 브랜드 지원

 전략산업연계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1-2-2, 9-2-2
11-2-2, 9-2-2
11-2-2, 9-2-2
11-2-2, 9-2-2
16-2-2
16-2-2, 16-1-2
16-2-2, 9-2-1
16-2-2, 9-2-1
9-2-2
9-2-2, 16-2-2
11-2-2
9-2-2, 16-2-2
11-2-2
9-2-2, 16-2-2
11-2-2
9-2-2, 16-2-2
11-2-2
9-2-2, 16-2-2
11-2-2
9-2-1, 11-2-2
9-2-1, 11-2-2
9-2-1, 11-2-2
9-2-1, 11-2-2
9-2-1, 11-2-2
9-2-1, 9-2-2

임상시험센터 운영
9-2-2, 11-3-2
1. 의료기기산업 육성 1.2. 의료기기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기술개발
15-2-1, 11-3-1
9-2-2, 18-2-1
1. 강원바이오 국제비즈니스 페어(IBF) 개최
11-3-2
2. 바이오산업 육성
9-2-2, 18-2-1
2. 강원바이오 해외 거점 구축 사업
11-3-2
1.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개발 및 플랫폼 구축
9-2-2, 11-3-2
3. 첨단소재산업 육성 2. 플라즈마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플렉서블 방열소 9-2-2, 11-3-2
재/부품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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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브랜드․디자인 가치창출 지원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1. 브랜드 가치창출 1.2. 상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2. 디자인 가치창출 1.2. 국내․외
디자인․특허 융합 지원
1. 브랜드 경영 인식제고 교육 및 설명회
3. 브랜드․디자인 2. 브랜드 경영전략 상담
인식제고
3. 디자인 IP 인식제고
4. 디자인 경영전략 상담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2-2-1, 2-2-2
2-2-1
2-2-2
2-2-2
2-2-1
2-2-1
2-2-2
2-2-2

 지식재산 산업화 촉진 지원

1.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지원
1. 지식재산 기술이전 2. 대학(TLO)연계우수지식재산기술발굴및설명회
촉진
3. 우수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
2. 지식재산 비즈니스 1. 수출기업 IP경영 및 마케팅 지원
활성화
2. 지식재산 경영인 클럽 운영
 지식재산 친화 환경조성

1. 토요특허상담실 운영
1. 시민 지식재산 2. 지식재산 서포터즈 운영
창출 지원
3. 강원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 및 워크숍 개최
4. 브랜드 공모전 및 컨퍼런스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홍보
2.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설명회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2. 지식재산 인식제고 3.4. 계층별
강원 IP-Festival 개최
5. 강원지식재산 컨퍼런스 개최
6.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위조상품 단속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가치제고

1. 전통산업 사업화 1. 백년기업(향토기업) IP 지원
체계적 지원
2. 지역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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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9-1-2
9-2-1, 16-2-2
11-2-2
10-2-1, 9-2-1
11-2-2
11-2-2, 9-2-2
9-2-2
10-1-3
10-1-3
10-1-3, 14-2-1
14-2-1
10-1-3
10-1-3, 14-1-2
10-1-3, 14-1-2
13-1-2
13-1-2
6-3-1
19-2-1, 11-2-2
19-1-2, 11-2-2

▣ 충청북도 : “지식재산의 중심 충청북도 건설”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식재산 인프라 선진화

1. 효율적 지역
인프라 구축
2. 지역 지식재산
네트워크 강화

1. 충북지식재산센터 구축 운영
2. 지식재산 전문가풀 구성 및 컨설팅
3. 지식재산 관련 규정 정비
4. 지식재산지자체 기업IP창출 지원
1. 지역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2. 지역 기술거래사업 지원
3. 지식재산 관련상품 전시회 개최

 전략산업의 고도화 및 중소기업 지원활동강화

1. 신특화 지역산업 육성
2. 전략산업 IT시험인증 기술지원
1. 전략산업 연계 IP 3. 한방 바이오산업 시험지원
창출지원
4.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5.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6. 지역특화산업분야 지재권 활성화 지원
1. 선행기술조사 지원
2. 국내 특허출원 비용 지원
특허출원 비용 지원
2. 기업 IP 사업화 3.4. 해외
맞춤형 PM 컨설팅 지원
지원
5. 시제품 제작 지원
6.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7. 맞춤형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교육 및 홍보 강화

1. 지식재산권 교육 및 설명회 개최
발명교실
1. 지식재산 교육 강화 2.3. 토요
찾아가는 지재권 교육
4. 지식재산 인식제고 아카데미 운영
1. 발명지도교사 육성 세미나 개최
2. 지식재산 인식 제고 홍보
2. 지식재산 마인드 확산 3. SW 자산관리 프로그램 도입
4.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축제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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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6-2-1
16-2-1
15-1-2
13-1-2
11-1-1
16-2-1
16-2-2
4-2-1
4-2-1
4-2-1
3-1-2
4-2-1
4-2-1
9-2-2
9-2-2
9-2-2
11-2-2
9-2-2
9-2-2
9-2-2
13-1-1
14-2-2
13-1-1
13-1-1
14-1-2
13-1-2
14-2-1
13-1-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5. 솔라페스티벌 개최

 충북의 브랜드 및 디자인 파워 강화

1. 브랜드 디자인 경영 교육 및 설명회
2.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1. 브랜드 디자인
가치 인식 제고 3. 디자인 특허 융합 지원사업
4. 산학 협력 우수디자인 개발 지원
1. 브랜드 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
2.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지원
2. 브랜드 디자인 개발 3. 브랜드사업화 지원
지원
4. 국내외 선행 상표검색 출원 지원
5. 디자인 검색 및 출원비용 지원
6.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
 기초지자체 지식재산 정책 구현

1.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 운영
1. 지역 지재권 인식 2.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
확산
3. 지역 공동 브랜드개발 지원
4. 일류 벤처기업 지정
1. 산학 공동기술 개발 지원
2. 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2. 지역 지식재산
3. 공예산업 육성 지원
창출기반 지원
4. 한국 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 지원
5. 지역혁신센터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4-2-1
13-1-1
20-1-1
15-2-2
3-2-1
2-2-1
2-2-1
2-2-1
2-2-1
2-2-2
2-2-2
16-2-1
19-1-1
20-1-2
16-2-2
16-2-1
16-2-2
16-2-2
15-2-2
14-2-2

▣ 충청남도 : “지식재산으로 생기 넘치는 충청남도”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 국내외 특허 창출 지원
1. 지식재산 창출 기반 2. 국내외 디자인 창출 지원
조성
3. 국내외 브랜드 창출 지원

1-2-1,16-2-2
2-2-2,16-2-2
2-2-1,16-2-2

 지식재산 창출 진흥

 지식재산 보호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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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지식재산 보호 환경 1.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
개선
 지식재산 활용 진흥

1. 지식재산 이전 ․ 거래 지원
1. 지식재산 활용 기반 2. 지식재산 우수 제품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구축
3.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기반 진흥

1. 경제적 약자 지원 1. 1인 창조기업 IP지원
강화
2. 사회적기업 IP 경쟁력 강화
1. 지식재산 인식교육 및 컨설팅
2. 기업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지원
지식재산 활성화 기반 구축
2. 지식재산 역량 강화 3.4. 공무원
충남 365발명의 날 운영
5.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6. 지식재산 클러스터 구축
3. 지식재산 인력 양성 1. 지식재산 경영인 클럽 운영
4. 지식재산 비즈니스 1. 충청남도 특화산업 IP환경 분석
기반 강화
2. 지식재산 행정체계 정비
 신지식재산 진흥

1. 농산물 육종 및 IP 경쟁력 강화
1. 농림수산물 산업 2. 전문임업인 육성 및 명품 브랜드화
경쟁력 강화
3. 수산물 육종 지원 및 지식재산 특화 육성
4. 농식품 문화디자인사업 추진
2. 바이오 생물자원
글로벌 IP 경쟁력 1. 인삼 유전 자원 관련 기업 IP 패키지 지원
강화
3. 전통(향토)자원의 1. 지리적표시를 활용한 IP 경쟁력 증대
신지식재산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2-1-1
11-2-2
16-2-2
16-2-2
13-3-2
13-3-2
13-1-1
13-1-1
16-2-1
14-2-1
16-2-2
16-2-1
14-3-2
14-2-1
15-1-2
17-1-3
17-1-3
17-1-3
17-1-3
18-1-3
20-1-1

▣ 전라북도 : “성장동력산업 기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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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식재산 가치 창출 체계 구축

1.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구축
2. R&D 지원 및
연구기관 활성화
3. 지식재산 인식
제고 인프라 구축

1.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및 법체계 정비
2. 지식재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3. 지역 지식재산 협력 협의체 운영
1. 연구기관 우수기술 상품화
2. 연구기관 인턴연구원 활용
3. 연구기관 가족기업 지원
4. R&D기관 우수연구원 주거비지원
1.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강화
2. 맟춤형 지식재산 컨설팅

 성장동력산업 중심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강화

1.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
2.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
1. 친환경 수송․기계산업 3. 그린 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
지식재산 역량 강화 4.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
5. 녹색부품 생산기반 및 실용화
6. 첨단농기계클러스터 조성
7. 녹색선박 TCS시스템 구축
1.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2. 바이오화학2.0 Green Carbon Korea 프로젝트
2. 그린에너지산업
지식재산역량강화 3. 수소연료전지부품및응용기술지역혁신센터운영
4.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육성
5. 부안풍력시험동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1. 탄소밸리 구축
2. 탄소섬유기반 해양 스포츠․레저장비 개발
3. KIST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건립 운영
4.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
3. 그린융복합소재
지식재산역량강화 5.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개발
6.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
7. 고온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 구축
8. 플라즈마 응용 융․복합 기술개발
9. LED 농생명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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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5-1-1
15-2-2
15-2-2
3-1-2
3-1-2
3-1-2
3-1-2
13-1-1
13-1-1, 11-2-2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9-2-2, 16-2-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관리과제
10. eco-인쇄전자 사업화 촉진
9-2-2, 16-2-1
11.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
9-2-2, 16-2-1
12. 로스 알라모스-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 설립
3-2-2, 16-2-1
13. 터치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9-2-2, 16-2-1
1. 뎅기바이러스 감염 방어를 위한 형질전환 작물 개발 16-2-1, 18-1-1
2.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구축
16-2-1, 18-1-1
3.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16-2-1, 18-1-3
4. 호남-충청권연계시니어케어식의약제품개발
16-2-1, 18-1-3
5.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홍삼한방클러스터)
16-2-1, 18-1-1
4. 고부가가치 식품 6. 진안홍삼연구소 운영
16-2-1, 18-1-1
생명산업의 지식 7.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16-2-1, 18-1-1
재산 육성
8. 산약초타운 조성
16-2-1, 18-1-1
9.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16-2-1, 18-1-1
10. 유기농밸리 100 조성
16-2-1, 18-1-1
11. 친환경 미생물 지원실 운영
16-2-1, 18-1-1
12. 치즈고추장 제조에 관한 연구
16-2-1,18-1-3
1.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
2-1-2, 16-2-1
2.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지원
2-1-1, 16-2-1
3.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
2-3-1, 16-2-1
4.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사업
2-1-1, 16-2-1
5. 청소년 문화존운영
2-1-2, 16-2-1
5. 문화․관광․서비스산업 6. 에코에듀센터 건립 운영
2-1-1, 16-2-1
지식재산 역량 강화
7.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2-1-1, 16-2-1
8. 환경 기술 컨설팅
2-1-1, 16-2-1
9.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3-1, 16-2-1
10. 새만금 수계 생태독성 평가 연구
2-3-1, 16-2-1
11. 전북지역 약수의 건강성분 조사연구
2-3-1, 16-2-1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강한 중소기업 육성

1. R&D 기관연계 기술애로 지원
1. 중소기업 지식 재산 2. IP-R&DB 아카데미 운영
경영 지원 강화
3. 전북도민 IP창업스쿨 운영
4. 지식재산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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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16-2-2
16-2-2
4-2-3, 16-2-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활용 지원
2. R&D기반확충 및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기술경쟁력강화
3. 중소기업 품질경영혁신 기반구축
4. 벤처촉진지구 지정 운영
1.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2. 중소기업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3. 지식재산권에 강한 3.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육성 지원
중소기업 육성
4. 현장맞춤형 IP-CLINIC
5. 섬유산업 육성사업 추진
6.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7. 공예업체 박람회 및 개발지원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2. 전북연구개발 지원단 운영
4. 대학․공공(연)
3.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창출․활용 촉진 4.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이용 지원
5.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6. 토탈 솔루션 제품개발 지원
 미래성장동력 지식재산 인재 및 전문인력 양성

1. 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2. 현장중심 산학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1. 탄소복합소재 전문인력 양성
2 나노인프라 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
3 태양광 인력양성
1.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2. 항공우주 기술 인력양성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가치창출 기반 마련

1. 글로벌 브랜드
가치창출 역량강화

1. 지역 브랜드 개발
2.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역량 제고
3.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4.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개발 경쟁력 제고
6. 브랜드&포장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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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6-2-2
16-2-2
16-2-2
9-1-1, 16-2-2
4-2-3, 16-2-2
4-2-3,
11-2-2
16-2-2
4-2-3,
9-2-1
16-2-2
11-2-2, 16-2-2
16-2-2
9-2-2, 16-2-2
16-2-2
4-2-2
4-2-2
4-2-2
4-2-2
4-2-2
4-2-2
14-2-1
14-2-1
14-2-1
14-2-1
14-2-1
2-2-1, 20-1-2
2-2-1, 20-1-2
2-2-1
2-2-1
2-2-1, 20-1-2
2-2-1, 20-1-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지역 디자인 개발
2. 글로벌 디자인 가치 2. 특허기술 디자인 맵 제공
창출 역량 강화
3. 디자인․특허 융합지원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지식재산 역량 제고

1. 고품질 쌀 생산기술 연구
2. 고품질 허브 생산 기술 연구
1. 신품종 기술개발 및 3. 참뽕제품 R&D 연구개발
응용 활성화 제고 4. 친환경 참뽕 재개 연구기술 보급
5. 친환경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건립
6. 버섯자원화 기술개발 연구
1. 수박 신품종 육성
2. 기능성 과수 신품종 육성 연구
2. 신품종 육성을 통한 3. 고기능성 신품종 블랙베리 연구개발
국제경쟁력확보
4. 약용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5. 파프리카 신품종 육성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1. 생물자원 보존․관리 1. 멸종위기 어종 복원
기반 확충
2. 간척지활용 고부가가치 극대화 방안 개발
1.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2. 생물자원의전략적 발굴 2. 기능성 웰빙채소 작목발굴 연구
및지식재산창출
3. 화훼 품종육성 및 현장실증재배연구
4. 방사선 육종연구센터 설립
1. 참뽕가공 상품화 기반조성
3.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2. 인삼 명품화 생산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3. 익산 고구마 가공산업 육성
4. 밭작물 새기술 현장 연구
 전통자원을 통한 지식재산 가치 역량 제고

1. 전통자원 발굴 관리
체계 구축
2. 전통자업 중심 지식
재산 역량강화

1. 전통산업 IP 경쟁력 강화
2. 전주전통문화도시 핵심사업 지원
3.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1. 전통목공예 및 옻칠산업 육성
2.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특화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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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2-2-2, 20-1-2
2-2-2
2-2-2
17-1-1
17-1-2
17-1-2
17-1-2
17-1-2
17-1-2
17-1-4
17-1-4
17-1-4
17-1-4
17-1-4
18-1-3
18-1-3
18-1-1
18-1-1
18-1-1
18-1-1
18-2-2
18-2-2
18-2-2
18-2-2
19-1-2
19-2-2
19-2-2
19-2-2
19-2-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4.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5. 천년전주명품 ‘온’ 브랜드 산업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9-2-2
19-2-2
19-2-2, 20-1-2

▣ 전라남도 : “지식기반 사회를 여는 녹색의 땅 전남”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창조적인 지역지식재산 창출 역량 제고

1. 중장기 지역지식재산 기반구축
2. 지식재산행정체계 정비
3.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
1.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2.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활성화 2. 지식재산권 체계적인 관리 강화
3. 지식재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1.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향상
3. 창조적인 지식재산 2. 도전적․창의적 연구활동 활성화
창출환경 조성
3. 지식재산 소양교육
1. 지역지식재산
기반구축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6-2-2
15-1-2
14-2-1
1-2-1
1-2-2
15-2-2
3-1-2
3-1-1
13-1-1

1. 연구성과물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연계 강화
1. 연구성과
확산체계의 고도화 2. 기술이전 전담기구의 사업화 역량 강화
3. 정보분석, 거래, 컨설팅 서비스 제공
1. 유망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집중지원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2. 브랜드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 촉진
활성화
3. 디자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 산학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3. 산학협력 활성화를 2. 현장기술사업화 연구개발사업 지원
통한 기업지원 강화 3. 지역혁신센터를 통한 기업연구개발 지원 강화
4. 지역대학 벤처 창업활동 지원

1-3-1
9-1-1
11-2-2
9-2-2
16-2-2
16-2-2
4-2-2
4-2-2
4-2-2
9-2-1

1. 문화콘텐츠 창작과 개발, 제작 기반육성 및 지원
2. 차세대 콘텐츠 제작지원 및 육성
3. 융합․남도문화 콘텐츠 발굴 활성화

19-2-1
19-2-2
19-2-1

 전통․향토․특산자원 지식기반 산업화 촉진

1. 남도문화 콘텐츠
발굴 및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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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향토자원 육성 및 산업화 촉진
2. 농특산자원 산업화 2. 농특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및 명품화
및 명품화
3. 농산물 지리적 표시 활성화
4.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품질인증 강화
 생물자원을 활용한 미래생명산업 선도

1. 농특산물 고유 신품종 발굴 및 육성
2. 토종 산림수종 기능성 이용 및 개발
1. 농임특산물
신품종개발 및 육성 3. 곤충자원 연구기반 구축 및 기능성 제품 개발
4. 전복 신품종 개발 및 기능성 연구개발
5. 갯벌서식 어류 산업화 품종 연구개발(18-2-1)
1. 해양생물 R&D사업 발굴 및 산업화 추진
2. 생물자원 연구개발 2. 해양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확대 및 지식재산 3. 생물산업 기술개발 및 산업화
창출
4. 생물소재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5. 생물산업 기업지원활동 강화
 지식기반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1. 신소재 관련 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2. 경량금속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 촉진
1. 신소재․우주항공․ 3. 고분자 융․복합 소재산업 육성
해양레저장비산업 4. 우주항공산업 육성기반 구축
집중 육성
5. 해양레저장비 기반구축 및 개발사업 활성화
6. 한러 MT-IT 융합기술 개발
2. 전기자동차․신재생 1. 전기자동차 산업기반 구축
에너지 핵심부품 2. 태양광 부품소재 기업 육성
산업화 지원
3.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기반 구축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9-2-2
20-1-2
20-1-1
6-3-1
17-1-4
17-1-1
18-2-1
18-2-1
18-2-1
18-2-1
18-1-3
18-1-3
18-1-3
18-1-3
16-2-2
16-2-2
16-2-2
16-2-1
16-2-2
16-2-2
16-2-2
16-2-2
16-2-2

▣ 경상북도 : “지식재산 강화로 인한 고용창출 극대화”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환경 조성

1.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정보

1. 선행기술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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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활용지원
2. 특허정보 종합
컨설팅 지원 강화
3.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
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1. 특허 국내출원비용 지원
2. 특허 해외출원비용 지원
3.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1.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지원
1. 지역수요와 특성을 2. 캠퍼스(대학) 벤처창업동아리 지원
반영한 지역 인재 3. 우수창업보육센터 지원
육성
4.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1-2
1-1-2
1-1-2
1-1-1
13-2-1
9-2-1
9-2-1
9-2-1

 브랜드 ․ 디자인 및 SW의 창출 경쟁력 강화

1. 브랜드 가치제고
지원강화

2.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강화

3. 기술사업화 및
기업지원 강화

1. 국내출원비 지원
2. 해외출원비 지원
3. 브랜드 신규개발 및 권리화 지원
4. 브랜드 리뉴얼개발 및 권리화 지원
5. 브랜드 ＆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1. 디자인 경영인식 교육
2. 디자인 컨퍼런스
3. 국내 디자인 출원
4. 해외 디자인 출원
5. 특허기술 제품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6. 상표출원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7. 특허기술 디자인 맵
1.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지원
2. 사회적기업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3. 디자인․특허 융합
4. 경북벤처박람회 및 벤처기업 투자유치설명회
5.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 지원사업
6.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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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2-1
2-2-1
2-2-1
2-2-1
13-1-1
13-1-2
2-2-2
2-2-2
2-2-2
2-2-2
2-2-2
13-3-2
13-3-2
2-2-2
3-2-1
17-2-2
17-2-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7. 친환경복합섬유 자동차내장재 연구개발사업
8. 패션산업 연구개발 지원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인프라 확충

1.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역량 강화
2. 지역밀착형 R&D
사업 추진

1.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2. 섬유개발 연구사업 지원
3. 섬유기계 연구개발 지원
1. 경북고감성친환경섬유 디자인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9-2-1
2-2-2
1-3-1
1-3-2
1-3-2
2-2-2

▣ 경상남도 : “대한민국 지식재산 1번지 ‘경남’”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지식재산 지원 체계 구축

1. 지식재산 협력 강화
2. 산학연공동연구
활성화
3. 지식재산 연구기반
강화

1. 지역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15-1-1
2. 지식재산 네트워크 강화
4-1-2, 15-2-2
1.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3-2-1
2.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3-2-1
1. 지식 기반 기계 부품 소재 연구 개발 클러스터 15-2-1

 글로벌 브랜드 창출 기반 마련

1 브랜드 가치 창출
제도 구축

1. 브랜드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2. 브랜드 신규개발 및 권리화
3.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글로벌 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1. 디자인 가치 창출
제도 구축
2.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
3.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

1. 디자인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2. RIC 수출상품 리디자인 지원
1. 특허기술 제품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2. 상표출원 포장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3. 특허기술 디자인 맵 지원
1. 중소기업 CI 개발

 응용․기술개발 지식재산 창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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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1-2-2
2-2-1, 11-2-2
2-2-1, 11-2-2
2-2-2, 11-2-2
2-2-2, 11-2-2
2-2-2
2-2-2
2-2-2
2-2-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1. 항공산업 기술개발
지원
2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관리과제
1. 항공부품 신뢰성 사업기반 구축
2. 사천항공우주 엑스포 개최
1.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 사업
2.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공무원 지식재산 교육
1. 지식재산 소양교육 2.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
3.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재권 교육
1. 특허정보 전문가 양성교육
2. 지식재산 전문역량 2. 특허정보 스킬업 과정 교육
강화
3. 중소기업 IP 연구원 집중화 특성화 교육
 도민 우선의 지식재산 환경 조성

특허검색 경진대회 개최
1. 지식재산 창출 지원 1.2. 경남
도민 발명아이디어 아카데미 운영
 신지식재산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1. 지역특화 지식 재산 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
산업 육성
2.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육성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2
1-3-2
1-3-2
1-3-2
13-1-1
13-1-1
13-1-1
14-2-1
14-2-1
14-2-1
14-2-1
14-2-1
20-1-1, 20-1-2
20-1-1

▣ 제주특별자치도 : “지식재산도시, 도민이 행복한 제주 완성”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식 제고

1.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및
인식제고
2.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3. 지역 지식재산

1. 지역 R&D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 지역 발명경진대회 운영
3. 디자인 공모전 운영
4. 제주 과학축전 운영
5. 제주 수학체험전 및 경진대회 운영
1. 지식재산 인식확산사업
2. 지역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3. 향토 브랜드․디자인 창출 지원
1. 지식재산인력양성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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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2-1, 9-1-2
14-2-1
2-2-2, 4-2-2
1-3-1
14-2-1
13-1-1, 14-2-1
9-2-1, 9-2-2
19-1-1, 19-1-2
14-2-1, 13-1-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역량 강화

관리과제
2. 공무원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3. 도민 지식재산 전문교육 진행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1. 선행기술조사 지원
2.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1. 지역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3. 국내외 상표출원 지원
4. 국내외 디자인출원 지원
1. 맞춤형 특허맵 컨설팅 지원
2. 중소기업 IP자산실사 지원
3. 브랜드 신규,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지원
2. 지식재산을 활용한 4. 중소기업 브랜드 통합화 지원사업
사업화 지원
5.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6. 특허기술 제품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7. 상표출원 포장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8. 특허기술 디자인 맵 지원
1.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2. 현장기동 지식재산권 해결 서비스
3. 맞춤형 지식재산
고급 서비스 지원 3. 찾아가는 브랜드 전담 서비스 지원
4. 지식재산 경영전략 상담 지원
5. 사회적 기업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클럽 운영
4. 협력 네트워크 1.2. IP경영인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구성을 통한
지식재산 기반 3. 자파리 디자인 워크숍 운영
마련
4. 지식재산권 서포터즈 운영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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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3-1
13-1-1
14-3-2
16-2-1
7-1-1,
9-2-29-2-1
7-1-1,
9-2-27-1-2
2-2-2, 7-1-2
9-2-2
4-2-1,
9-2-1
16-2-1
4-2-2, 9-2-1
2-2-1,
16-2-1
16-2-2
2-2-1, 16-2-2
2-2-1,
9-2-2
20-1-2
2-2-2, 9-2-1
2-2-2, 9-2-1
2-2-2, 9-2-1
4-2-2,9-2-1
14-3-2
4-2-2,
6-3-1
14-3-2
4-2-2,
6-3-1
14-3-2
10-1-1
2-2-1,
16-2-1
16-2-2
10-1-1, 4-2-2
3-2-1
2-2-2, 4-2-2
15-2-2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1. 향토자원 활용
기술개발 지원

관리과제
1. 제주양채류 이용 웰빙식품 전략산업 육성사업
2. 제주 조릿대 신사업 창출사업
3. 제주아열대 약초 파워브랜드 강화사업
1. 향토자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2. 향토자원의 브랜드 2. 향토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 브랜드 개발지원
고부가가치화
3. 아이해브 브랜드 명품화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
4. 제주수산물 가공식품 글로벌 명품브랜드화 사업
 지역 전략산업을 활용한 지식재산 활동 강화

1. 지역SW융합지원사업
2. 지역SW성장지원
1. IT융합산업과 연계한
3. 지역 IT/CT 신기술 개발지원
지식재산 창출
4. 제주청정자원 네이처콘텐츠 개발
5.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 활용지원
1. 제주전략산업 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2.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운영지원사업
2. BT산업과 연계한 3.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사업
지식재산 창출
4. 제주 천연물 기반 의약소재 개발
5. 헬스케어
기술 개발지향 Happy Drug 제품 및 서비스 적용
1.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
3. 첨단제조업 육성을 2. 첨단기술 생산제품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통한 지식재산 창출 3. 첨단기술 과제개발 연구회 지원사업
4. 첨단산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사업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8-1-1, 18-2-2
18-1-1, 18-2-2
18-1-1, 18-2-2
19-1-1, 19-1-2
2-2-1, 19-2-1
16-2-2
16-1-1, 20-1-2
16-1-1, 20-1-2
2-1-1, 2-3-1
2-3-2
2-1-1,
2-3-22-3-1
2-1-2, 4-2-1
2-1-1,
4-1-12-1-2
2-1-1, 2-3-1
18-1-1, 18-2-2
18-1-1, 18-1-3
18-1-1, 18-2-2
18-1-1, 18-2-2
18-1-1, 18-2-2
4-2-1, 4-2-2
4-2-1, 4-2-2
4-2-1, 4-2-2
4-2-1, 4-2-2

▣ 세종특별자치시 : “지식재산 행정으로의 새로운 도약”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 1. 특허,브랜드, 디자인 권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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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1-1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권리화 지원
2.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원
3.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

관리과제
1. 특허기술 선행조사 지원
2.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용지원
1.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제고
2. 중소기업 디자인 가치제고

 지역지식 재산 기반구축

1. 지식재산 교육 및 1. 지식재산 교육지원
컨설팅 지원
2.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2. 창의발명 문화 1. 세종시 발명의 날 운영
창출
 지식재산 고도화 기반마련

1.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마련

1.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제정시행
2. 전담부서 설치(전략산업담당)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2-1
1-2-2
1-3-1
1-3-2
2-1-1
2-1-2
2-2-1
3-1-1
3-1-2

 지역전통자원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1. 농산물의 지식재산 1. 우수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지원
경쟁력 강화지원
2. 농산물 가공(향토)산업 육성
2. 축산물의 지식재산 1. 한우 명품화 사업추진
경쟁력강화
2. 축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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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4-1-2
4-2-1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