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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출원 지원을 위한
「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 시행 -

□ 특허청 청장 박원주 은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중소 벤처기업을
(

·

)

지원하기 위하여 출원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정보를 특허심사 전에
제공하는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을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지원대상 기업은 지난 5년간
지재권 창출지원사업인
받고 있는

ㅇ

8,500여개

심사청구 후

3개월

PCT

‘IP나래’

국제출원 이력이 있거나 특허청의

또는 ‘글로벌

IP스타기업’의

지원을

중소기업이다.

내인 출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2개월

후에

전문 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 대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시 관련

선행기술을 미리 조사·분석하여

해외출원 전략까지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식재산권 전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들은 선행기술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외출원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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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은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해줌
으로써,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출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외
특허 획득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등
해외출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없이 서둘러 출원함에 따라 놓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고
개량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다 우수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아래 사이트들 중 선행기술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 신청 사이트 현황 >
전문기관명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케이티지
토탈리프

사이트 주소
https://acc.pipc.or.kr

비고
· 전용 사이트
제공 사업 신청’
https://www.preexam.co.kr · ‘선행기술정보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
http://www.ipsolution.co.kr
메뉴를 통해 신청
· ‘특허정보조사’ → ‘선행기술정보
http://www.iktg.com
제공 사업’ 메뉴를 통해 신청
· ‘선행기술조사신청’ 메뉴를 통해
https://www.totalip.kr
신청

※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이트(https://www.kista.re.kr)의 ‘사업
정보’ 게시판에서도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본래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었으나, 본
사업은 출원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선행
기술조사 사업의 의의를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며,
“신청

규모와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대상 기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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