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2-250호

2023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30.

한국발명진흥회장☐ 2023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안내 
사업군 사업구분 사업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접수 기간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분담금 제외 금액) 분담금 세부 사업별 지원 한도(기업분담금 제외)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A)
IP기반

해외진출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명칭 변경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 대상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pms.ripc.org) 

정시 접수
2023. 1. 6.(금) 

~ 2023. 2. 15(수)
18:00 마감

(’21년도 및 ’22년도에 선정된 
글로벌IP스타기업은 별도 신청 

불필요)

※ 선정된 기업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업 지원 가능

지식재산 
창출지원

(IP기반 
해외진출지

원은 
3년간
지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지원여부

IP기반
해외진출 바로지원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 ○

특허(개별국)  

유  럽 5,700천원 이내

○
일  본 4,000천원 이내
미  국 3,900천원 이내
중  국 3,5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2,800천원 이내
상  표 2,100천원 이내 ○
디자인 2,400천원 이내 ○

해외출원
OA,등록

지원

OA
비용

미국‧중국‧유럽 1,900천원 이내 ○
일  본 1,400천원 이내 ○

동남아/기타 1,000천원 이내 ○

등록
비용

유  럽 3,000천원 이내 ○
미  국 2,100천원 이내 ○

중국‧일본‧동남아/기타 1,600천원 이내 ○

특허
특허맵(심화) 18,000천원 이내 ○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8,000천원 이내 ○ ○

디자인

디자인맵(심화) 18,000천원 이내 ○
디자인맵(일반) 9,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 ○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9,000천원 이내 ○ ○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6,000천원 이내 ○ ○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 ○

브랜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27,000천원 이내 ○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 ○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 ○

기타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33,000천원 이내 ○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24,000천원 이내 ○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13,000천원 이내 ○

  ※ 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IP바로지원은 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공고된 특허, 디자인, 브랜드 관련 세부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결과물(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출원)에 한하여 연계하여 지원가능
  ※ 단,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40%
(현물20% + 현금20%)

* 해외권리화
(출원, 중간대응, 등록)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컨설팅 이후 
지원 한도 결정

(B)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적시 해결
중소기업

지원 대상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pms.ripc.org)

수시 접수(연중)
2023. 2. 6.(월) ~

(세부 접수 기간은 지역별 
www.ripc.org 참조)

40%
(현물20% + 현금20%)

* 특허(PCT)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은

 현물 30% + 현금 10% 
적용

기업당 2건 이내
(총 2,000만원이하)

(C)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 및 인식 제고 

지원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이메일,온라인) 

수시 접수(연중)
2023. 2월 ~ (예정)

(세부 접수 기간은 지역별 
pms.ripc.org 참조)

  ※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업 지원 가능

구분 지원사업 지원금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무료
상표출원지원 600천원 이내

IP창출 종합패키지 17,600천원 이내

20%(현금10%+현물10%)
* 상표출원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이수시 현금분담금 면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담 후 
지원 건수 및 한도 결정

IP활용 
창업·성장지원

(D)
IP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IP 경쟁력 및 생존력 

강화 

기술을 보유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및

전환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

(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증빙가능 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

(pms.ripc.org) 

연2회 접수
(2월, 6월)

(세부 접수 기간은 
추후, pms.ripc.org 참조)

  ※ 선정된 기업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업 지원 가능

IP나래 (맞춤형 IP컨설팅)

전체 17,500천원 이내 

[IP 기술전략]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IP 경영전략]
IP 인프라‧조직 구축

IP 자산구축
IP 사업화 전략

IP 브랜드‧디자인 경영

30%
(현물15% + 현금15%)

 
* 전년도 매출無기업, 
예비사회적‧사회적기업 
현물20% + 현금10%

17,500천원 이내

(E)
IP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를 통해 창업아이템 

도출 및 창업연계

예비창업자(개인)
(단, 당해 연도 창업자의 경우 

가능)

지원 대상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별 
www.ripc.org) 

수시 접수(연중)
2023. 2월 ~

(세부 접수 기간은 지역별 
www.ripc.org 참조)

  ※ 선정된 개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업 지원 가능

구분 세부사업내용 지원규모

IP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기초상담

아이디어 컨설팅 결과 
도출된 사업아이템 

특허출원비용(1,600천원  
이내) 등

IP기반 창업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지식재산 권리화(특허)

3D모형 설계

창업 컨설팅

20%
(현금 20% 또는 현물 

20%)

*IP창업Zone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현물(20%) 인정

특허출원 1건당 1,600천원 이내
(최대 5건 이내)

(F)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수요자 중심의 IP 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타트업 

IP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기반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ripc.org/ipvoucher)

연1회 접수
(3월)

 ※ 선정된 개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업 지원 가능

구 분 IP 서비스 항목 지원금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국내․외 IP권리화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중개
영업비밀보호

현금 30%
소형바우처(500만원)

중형A바우처(1,000만원)
중형B바우처(1,700만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함 ※ 수출 및 해외IP출원(등록)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시 우대

http://www.ripc.org


☐ 세부 사업 안내 및 문의처

 A.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 사업명 변경 :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사업 → IP기반해외진출지원사업

  □ 사업 개요

   o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 내용

   o 지원기업 선정 후 사전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해외권리화비용지원, 
IP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지원 

  □ 기업 선정 절차

   o 신청·접수(pms.ripc.org) → 1차심사(서류) → 현장실사 → 2차심사(대면평가) 
→ 지원기업 선정 → 세부사업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협력기관 선정·지원  

  □ 기타

   o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의하여 
2~3년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B.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로 해결·상담해 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 내용

   o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직접 컨설팅 또는 외부 협력기관을 활용하여 
특허·디자인 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PCT 등 지원 

 □ 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o 신청·접수(pms.ripc.org) → 기업현안검토 및 선정심의 → 선정기업 지원필요
내용 구체화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 및 지원

 □ 기타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 IP기반해외진출지원(A) 및 중소기업 IP바로지원(B)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 분 지원내용
해외
출원
지원 

특허(PCT) /
특허(개별국) /
상표 / 디자인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해외
OA/등록

지원
특허,상표,디자인 중간대응(OA비용), 설정등록에 필요한 등록비 지원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심화)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특허맵(일반) 小규모의 특허맵 제공

디자인

디자인맵(심화)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디자인맵(일반) 小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제품디자인 목업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결합 지원)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리뉴얼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 지원

기타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제품, 포장 디자인 또는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제품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에 포장디자인, 목업 등 융합개발

C. 소상공인 IP역량강화

 □ 사업 개요

   o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o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및 브랜드 등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초교육, IP 전문가의 상담 및 권리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

  □ 선정 및 지원 절차

   o 신청·접수(pms.ripc.org, 이메일, 방문) → IP 기초교육 → 기초상담 및 발굴(전담창구, 현장
방문 등) → 심의위원회 개최(지원여부 결정) → 수혜자 선정·통보 → 사업수행사(협력기
관) 매칭

     ※ IP기초 교육 및 상담 등의 순서는 지역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D. IP나래 프로그램

 □ 사업 개요

   o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에게 
보유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장 경
쟁력 강화 및 기업생존력 제고 

 □ 지원내용

   o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IP 기술·경영의 융·복합 컨설팅 지원

   o (IP기술전략) 보유기술에 따라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예방 전략 제시,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등 맞춤형 특허 컨설팅 제공

   o (IP경영전략) 기업 세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IP경영 도입을 위한 IP관리·사업화 
전략, IP활용 전략, IP 브랜드/디자인 전략 제시 등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

 □ 기업선정 및 지원 절차

   o 신청·접수(pms.ripc.org) → 심사(현장점검, 서면평가) → 지원기업 선정·통보 → 
협력기관 매칭 → 컨설팅 실시 → 결과물 제공 → 타 지원사업 연계 추진

      ※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E. IP디딤돌 프로그램

 □ 사업 개요

   o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여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 지원내용

   o 아이디어를 “IP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기 위한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컨설팅, IP창업Zone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교육 및 멘토링, 3D모형 설계 지원

 □ 아이디어선정 및 지원 절차

   o 아이디어 기초상담(아이디어 상담창구) → 아이디어 선정평가(아이디어 상담창구) 
→ IP기반 창업교육(특허정보검색, 사업계획서 작성 등) → 고도화 컨설팅(선행기술
조사 및 기술분석) → IP 권리화(특허 출원)→ 사업 아이템 도출(3D 형상 설계)→ 
창업연계 컨설팅(창업계획수립, 비즈니스 코칭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기타

   o (후속지원) 우수 사업아이템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망 구축, 
해외출원(PCT), 브랜드·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및 포장디자인,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특허기술가치평가 추가 지원

(신규)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 사업 개요

   o 스타트업이 필요한 IP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타트업 IP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o IP 서비스기관을 활용하여 IP권리화 /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 특허기술가치
평가 / 기술이전 중개 / 영업비밀보호 지원

   □ 선정 및 지원 절차

   o 신청·접수(ripc.org/ipvoucher) → 선정심의(서면, 발표) → 선정기업 지원 
필요내용 구체화 → 사업수행사(IP 서비스기관) 선정 및 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소형바우처는 서면평가만 진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기타 및 문의처

 □ 기타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하며, IP기반 해외진출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o 각 지역지식재산센터별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고 필요

   o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o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시 지원예산은 환수조치 하며,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o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구
분

센터명 문의처
지원 사업

해외진출 바로지원 소상공인 IP나래 IP디딤돌 바우처

1 서울센터 02-2222-3860

ㅇ

ㅇ

ㅇ

ㅇ

ㅇ

ㅇ
2 경기센터 031-500-3048
3 인천센터 032-810-2882
4 강원센터 033-749-3326
5 충남센터 041-559-5746
6 대전센터 042-932-0420

x7 충북센터 043-229-2732
8 세종센터 044-998-1000
9 부산센터 051-714-6761 ㅇ

x10 울산센터 052-228-3086
11 대구센터 053-222-3143
12 경북센터 054-274-5533 x

ㅇ13 경남센터 055-210-3083

ㅇ
14 전남센터 061-242-8587
15 광주센터 062-954-3841 x
16 전북센터 063-252-9301 ㅇ17 제주센터 064-759-2555
18 경기남부센터 031-244-8321

x x

x
x

19 강원서부센터 033-264-6580
20 충북북부센터 043-843-7005
21 경북북부센터 054-859-3093 ㅇ
22 경북서부센터 054-454-6613

x23 경남서부센터 055-762-9411 ㅇ
24 충남서부센터 041-663-0041 x25 강원남부센터 033-552-5555 x ㅇ

   o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대표번호

     (해외진출) 02-3459-2827, (바로지원) 02-3459-2822, (소상공인) 02-3459-2833, 
(IP나래) 02-3459-2826,  (IP디딤돌) 02-3459-2803,  (바우처) 02-3459-2828

  o “○”는 지원 가능 센터, “X”는 지원하지 않는 센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