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1차)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접수 기간

2023년 2월 3일(금) ~ 2023년 2월 23일(목)까지
• 2023년 2월 24일(금) 00:00부터 제출 불가

신청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7년 이내 : 2016년 2월 3일 이후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5년 이내 : 2018년 2월 3일 이후 전환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우대 가점

No 항목 증빙서류 비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역특화산업

IPMarket을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IPMarket을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수상기업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기업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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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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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주민등록증 등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지식재산공제 가입서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 (별도 증빙 불요)

계약서, 협약서 등계약서, 협약서 등

왕중왕전 진출·수상확인서, 공문 등

지원이력 증빙문서

각 2점
(최대 6점)

* 청년 여부 등 각 가점의 증빙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유효 여부 판단
* 지역특화산업 여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신청 절차

신청접수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접속하여 신청

(www.ripc.org/pms)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1

현장실사
서류 제출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컨설턴트 판단에 따라 비대면 가능 

2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3

2차 선정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최종심사
 *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청기업 별도의 발표심사 없음 

4

수행사 선정
지역센터는 기업의 보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사업 등을 검토하여 
수행인력, 수행경력 등을 고려한

협력기관 5배수 추천 / 협력기관의 사업참여 
수락(3배수) / 수락한 협력기관 중 
수혜기업이 최종 1곳의 수행사 선정
 * 컨설턴트의 판단에 따라 * 컨설턴트의 판단에 따라

추천 협력기관이 결정되며,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 추천을 지정할 수 없음

5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6

부당거래 제한

협력기관(수행사) 선정 과정에서 부당거래 적발 시 아래와 같이 조치
1. 과제중단(지원기업 현금부담금 미반환)
2. IP나래 프로그램 참여제한(영구)
*부당거래 : 수행사의 현금부담금 대납, 현금 및 물품 제공, 사업 대리신청 등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의 참여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을 방문
(8회,컨설턴트 판단 하에 일부 회차 비대면)

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7

최종평가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8

지원 내용

•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IP(지식재산)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IP(지식재산)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IP(지식재산)경영전략
IP(지식재산)인프라/조직 구축, IP(지식재산)자산 구축, IP(지식재산)사업화 전략, 
IP(지식재산)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을 협의 하에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기업분담금
30% (현금 15%, 현물 15%)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최종결과물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한글 혹은 PPT 기업이 원하는 양식)

지원 방식

• 수혜기업에게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총 8회의 방문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판단에 따라 일부 회차 비대면 가능)
•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와 전문협력기관이 수혜기업을 현장 방문 및 비대면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동시 진행

지원 혜택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무담보로 이용 가능
    *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 권리화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유무 및 지원규모가 결정됨)



문의처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 기업의 본사, 연구소 및 지점(해당지역 지점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기준 아래 지식재산센터로 신청 및 문의
   *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이 상주하는 본점 및 지점(연구소)으로 신청하여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업무미팅 수행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역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하여 
      본사지역에서 업무미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센터명 문의처 센터명 문의처

서울센터
(서울 전지역)

대전센터
(대전 전지역)

울산센터
(울산 전지역)

부산센터부산센터
(부산 전지역)

대구센터
(대구 전지역)

인천센터
(인천 전지역)

광주센터
(광주 전지역)(광주 전지역)

세종센터
(세종 전지역)

전남센터
(전남 전지역)

전북센터
(전북 전지역)

제주센터제주센터
(제주 전지역)

경기센터
(수원, 성남시 제외
경기도 전지역)

경기남부(수원)센터
(수원, 성남시) 

충북센터
(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충북북부(충주)센터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강원센터
(원주, 횡성, 속초, 홍천,(원주, 횡성, 속초, 홍천,
평창, 고성, 양양)

강원서부(춘천)센터
(춘천, 인제,
철원, 화천, 양구)

강원남부(태백)센터
(태백, 삼척, 정선,
강릉, 동해, 영월)강릉, 동해, 영월)

경북센터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영덕, 청도, 울진, 울릉)

경북북부(안동)센터
(안동, 의성, 군위, 영양, 청송,
문경, 예천, 영주, 봉화)

경북서부(구미)센터경북서부(구미)센터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충남센터
(천안, 아산, 예산, 공주, 청양,
계룡, 부여, 논산, 금산)

충남서부(서산)센터
(서산, 당진, 태안, 홍성, 보령, 서천)

경남센터경남센터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함안, 통영, 거제)

경남서부(진주)센터
(진주, 고성,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의령) 

0222223863

0429337818

0522283088

0517146210

0532223147

0328102871

06260492470626049247

0449987772

07042856930

07077752626

07045669105

0318776933

03180009456

0432292736

0438437005

0337493358

 0332546591

0335525555

0542745533

05485930910548593091

07075762684

0415595748

0416630041

0552103085

0557629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