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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디딤돌 프로그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컨설팅 및 아이디어 
권리화(특허)를 지원합니다.

  IP기반 창업교육, 3D모형 설계 및 창업 컨설팅 지원
  아이디어 기초상담, 특허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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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IP 권리화 
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해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내 및 해외 권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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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 · 레시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및 상담, 
권리화 컨설팅을 종합 지원합니다.

  IP 교육 및 상표출원,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골목상권 ·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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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IP 솔루션 지원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권리화 및 모조품에 
대응할 수 있게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중국 내 IP(지식재산) 사전분석 및 권리화 지원

P12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합니다.

  해외출원(PCT) 지원, IP 기반 컨설팅 지원 등 
선택지원

  특허맵,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브랜드 개발, 
디자인(제품, 포장, 화상)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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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해 강한 
특허권 확보를 위한 IP(지식재산)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 예방,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IP 사업화 및 활용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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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스타트업이 필요한 IP(지식재산)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외 IP권리화,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중개, 영업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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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창업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IP 
스타기업)

해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종합 
지원합니다.
  해외 지식재산 출원/등록 비용 및 IP 기반 컨설팅 
종합지원

  특허맵,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브랜드 개발, 디자인 
(제품, 포장, 화상) 개발, 특허 & 디자인 컨버전스, 
브랜드 & 디자인 컨버전스,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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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특허보호 전략, 상표/디자인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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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심판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식재산권 무효/취소 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지원
  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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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3 인천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특허기술 기반 
농아청년(聾啞) 
혁신일자리 지원 

지역 농아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와 재택근무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청년 인건비, 재택근무 시스템, 청년 교육훈련, 
일자리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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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기반 
디지털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지원 

디지털 직무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청년 인건비(2년) + 인센티브(추가 1년) 지원
  IP 권리화 및 직무교육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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