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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특허정보활용
지원센터가 

하는 일

공유

소통

협력

 ㈜윕스
설립연도 | 1999년

대표이사 | 이형칠

주요사업 | 온라인 특허검색, 선행기술 조사

종업원수 | 390명

매출규모 | 230억

대표번호 | 02-726-1100

홈페이지 | http://www.wipscorp.com

 특허정보활용지원센터

특허정보 개방 확대

신규 데이터 개방 및 제공

해외 주요국 특허정보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지원

특허정보 활용 인식제고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

특허정보 활용 및 기술 교육

특허정보 활용·촉진 홍보 활동

여기,

특허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마켓 사이트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의 특허 정보와 민간의 특허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OPEN API, BULK DATA, SHEET, CHART, LINK, LOD......

이제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실천하는 특허정보활용지원센터가 

특허정보 기반의 비즈니스 창출과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에 기여할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KIPRISPlus)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KIPRISPlus REBIRTH OPEN 2014. 12. 2

http://plus.kipris.or.kr/

특허정보 공유 기반 조성

개방형·표준형 특허정보 제공

특허정보 개방·유통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공공데이터 및 민간 유통 플랫폼 연계 제공

특허정보서비스업계와 상생 협력

특허정보 수요-공급자간 협업체계 지원

특허정보를 활용한 창업, 사업화 협력지원

특허정보이용기관 간담회 개최

IP 서비스



08 09

기업 사례

EASYFAST

빈도가 가장 높은 한국 특허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동시에 변동 정보도 

수시로 업데이트 한다. 

KIPRISPlus 를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활용해

이미 윕스는 1979년~1999년까지 과거 년도 국내 특허정보를 자체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고 KIPRISPlus Bulk Data 서비스를 통하여 보완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이후의 특허정보는 갱신되는 내용을 매일 FTP를 통해 내려 받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향후계획으로, 기존 WIPS ON의 특허 분석과 관리 기능을 보다 고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데이터를 검색 할 수 있는 편리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KIPRISPlus의 출원인 대표명, 법적 상태 정보 등의 새로운 상품에 

대한 활용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KIPRISPlus 발판 특허 분야 유망기업으로 선정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저희는 이를 적극 활용해 

비즈니스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 회사는 특허 분야의 유망기업으로 선정

됐습니다. 이는 그간 지식재산산업계에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정보 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윕스 기획본부의 이송호 본부장은 KIPRISPlus를 바탕으로 특허분야 유망기업으로 

설 수 있었다며 보다 진일보한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기업으로 성장

국내 최초로 특허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 윕스는 전년도 매출액이 230억원으로 

업계 1위에 해당한다. 그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 법인 설립

(2013년), 아사아권 마케팅을 위한 싱가폴 사무소 운영(2012년) 등 최근에는 

글로벌 영역에서도 지식재산 전문기업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윕스의 주력 서비스로는 전문가들을 위한 특허분석 서비스(WINTELIPS), 일반인

들의 고품질 특허검색을 위한 온라인 세계 특허검색 서비스(WIPS ON)가 있다. 

이외에도 핵심 기술보유 기업을 위한 기술경영컨설팅, IP 교육 등 지식재산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윕스는 사용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였으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허공보만이 아니라 권리자 변동 정보, 

심사 이력 정보 등 다양한 부가 정보 검색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12개 주요국, 1억 4천만 건의 데이터베이스

WIPS ON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12개국의 1억 4천만 건의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검색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특허 데이터를 각 국의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윕스는 KIPRISPlus를 통해 활용

WIPS ON 한국 특허 제공 범위

문헌 종류 제공 형태 제공 년도

특허/실용 공개 전문(Full Text), 도면, 원문(PDF) 1983 ~ 현재

특허/실용 공고 전문(Full Text), 도면, 원문(PDF) 1979 ~ 1999

특허/실용 등록 전문(Full Text), 도면, 원문(PDF) 1998 ~ 현재

| IP 서비스 |

온라인 특허정보 서비스 1위,
1억4천만 건 특허정보 구축

특허정보 서비스 국내 1위의 윕스. 

해외시장 확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DB 보완

초기 DB구축

DB 추가·변경

DB 업데이트

자체 구축
초기구축 DB

특허정보DB 특허정보DB

KIPRISPlus 

활용

KIPRISPlus 활용

한국 특허공보
매주 업데이트

윕스, 한국 특허 KIPRISPlus를 통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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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례

KIPRISPlus 도입으로 인력과 비용 절감 효과

한 번의 분석에 대상이 되는 특허는 적게는 500건, 많게는 30,000건 정도다. 기존

에는 이러한 다량의 특허 정보들을 분석하는데 각각의 건별로 직접 수집하고 분석

하였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조사나 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점점 증가하고, 단순 

작업으로 동원되는 인력을 확충하자니 인건비 대비하여 떨어지는 품질 등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컨텐츠기획팀 황윤정 팀장은 “KIPRISPlus는 표준데이터(XML) 형태로 제공 받기에 

도입 후 데이터 수집하고 변환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아 만족한다”며 “향후 

KIPRISPlus를 적극 활용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사업의 성장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3,000여 개 기업, 10만인의 선택, 시장점유율 1위

이 본부장은 윕스는 국내외 3,000여 개의 기업, 기관, 대학교와 국내, 일본, 중국 등 

10만여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윕스는 이미 2005년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특허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정보 산업을 

이끄는 세계 1등 기업이 되겠습니다.”

WIPS ON만의 편리한 기능

WIPS ON은 세분화된 검색 필드와 다양한 편의 기능을 통해 다량 특허에 대한 출원인, 

발명자, 분류코드, 청구항, 우선권 등 사용자가 필요한 문헌정보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 또한 검색된 결과에서 통계정보, 항목별 분류 기능, 주요 정보 표시 항목, 출원인 

행정상태 파악 등의 부가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특허와 영문특허의 전문(Full Text)을 한국어로 번역 제공해 발명의 상세한 

기술 내용에 대해 편리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 IP 서비스 |

 전국은행연합회
설립연도 | 1984. 5.

회      장 | 하영구

주요사업 | 금융업무 지원

종업원수 | 128명

대표번호 | 02-3705-5273

홈페이지 | http://www.kfb.or.kr

IP 금융

➊ 문헌 종류 별 검색 결과 통계 정보 제공

    (통계정보 선택시 해당 결과정보로 Link)

➋ 검색 결과에 대해 항목별로 분류 가능(최대 1만건)

➌  보다 많은 주요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표시항목 

설정 기능 및 사용자 별 결과리스트 출력 수 설정 기능 제공

➍ 출원의 행정 정보 파악 가능(한국특허 대상)

검색 결과 리스트

윕스 기획본부

이송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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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례

평가기관 등 회원사에 검색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 기술정보 DB는 기술신용평가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의 대출 심사에 적극 사용될 예정이다. 

협약기관의 DB는 최대한 원문을 그대로 제공한다. 또한 협약기관 사이트에 링크로 

연계된 경우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기술정보 DB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KIPRISPlus Open API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

기술정보 DB의 자체생산 보고서와 다수의 민관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술

정보 및 시장정보는 약 100만 건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Plus로

부터 특허, 디자인, 상표 정보 등 약 860만 건의 정보가 추가로 수집되어 2014년 

총 1000만건 이상의 방대한 정보가 구축되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KIPRISPlus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통하여 특허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특허청이 보유하는 모든 년도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게다가 연도별로 구매하는 Bulk Data에 비해 초기 

구축비용이 1억 원 정도 저렴한 장점이 있다. 또 비영리기관 할인 50%까지 받으면 

비용은 더욱 절감 된다.

KIPRISPlus로 신속한 금융지원 기대

“이번 기술정보 DB 시스템 구축으로 여신심사 및 기술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료 검색과 사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기술정보부 윤점열 부장은 KIPRISPlus의 장점으로 뛰어난 정보 

접근성을 꼽았다. 윤 부장은 “기업 기술력 검색서비스를 구축하여 앞으로는 기술

평가에 필요한 특허정보, 기술력인증정보, 기술신용평가(TCB)정보 등의 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권 수요에 맞는 맞춤형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큰 도움이 된 KIPRISPlus를 제공해준 특허청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중복 투자 막기 위해 통합 기술정보 DB 서비스 개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금융은 미래에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에는 2013년 공급규모 기준으로 26조원에 달하는 기술금융 자금이 유통되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러한 기술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평소 다양한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술 및 시장정보를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집해야 할 대상 기관이 많은 

데다 필요한 기술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업무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어 고민이

었다.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절실

하게 느낀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별로 별도 기술정보 DB를 구축 해야 하는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마침내 2014년 4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내에 ‘TDB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통합 기술정보 DB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전국 은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사용하는 서비스

기술정보 DB는 기술신용평가에 필요한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관을 비롯해 기술신용

| IP 금융 |

우수 기술력 가진 기업은
금융기관 대출 심사 빨라져

기술 시장

생산

TDB

기술 기술 정보 시장 정보

통계 정보 특허 / 논문 정보

평가 정보 부가 정보

검색

•통합 •키워드 •제공기관
•정보분류 •분류코드 •작성자

통계 분석 인증

메뉴 관리 화면 관리

권한 관리 사용자 관리

자료 관리 시스템 관리

적재

시장

특허

추출DB

추출

평가

수집

수집DB

관리자 화면

’14년 총 32개 기관 1,000여만건

포탈 홈페이지

TDB 시스템DB 수집 기관 사용자 그룹

통합DB

금융회사

TCB
(기술신용평가기관)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콘텐츠진흥원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에너지경제
연구원 Fo Guide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한국전기산업
연구원 지식재산전략원

자동차부품
연구원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
공학센터

미통부 
/ 환경부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

한국전자회로
산업협회

한국광산업
진흥회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특허정보원

대한무역투자
공사 이노비즈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국가기술
표준원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기술정보 DB로 기업들의 

대출심사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약 860만 건의 특허, 디자인, 상표 정보

KIPRISPlus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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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기술정보부

윤점열 부장

우수 기술 보유 기업들, 대출심사 빨라진다

윤 부장은 기술정보 DB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대출심사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라고 한다. 또 “추가적으로 기술신용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정보 

DB 고도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홈페이지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수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권 수요에 맞는 맞춤형 DB의 일환으로, 업종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분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상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털 홈페이지에서 특허정보 검색하기

기술정보 D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식재산권 구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공개번호, 지식재산권명, 출원인명을 입력항목으로 하여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 결과에서 상세정보를 보고자 하면 팝업창을 통해 서지사항과 전문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검색 수가 많은 인기 특허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 IP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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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연도 | 2004. 1.

단      장 | 고인영

주요사업 | 대학 TLO 역량 강화 지원

종업원수 | 375명

대표번호 | 033-250-6094

홈페이지 | http://ktlo.kangwon.ac.kr

Click

IP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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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이전 앱 KTLO, 미공개 특허도 검색 가능

KTLO(KNU Technology Licensing Office)는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우수

특허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검색해 다운로드 하거나 강원대 기술이전 홈페이지

(https://ktlo.kangwon.ac.kr) 내의 QR코드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현재 강원대가 보유한 특허 중 기술이전이 가능한 

약 1천 건의 특허와 전문기관에서 유망기술로 선정한 ‘우수특허’의 기술소개 자료는 

물론 특허 출원 후 아직 공개되지 않은 300여건의 미공개 특허까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Open API로 KIPRISPlus - KTLO - 사용자 실시간 연계

강원대의 KTLO앱은 KIPRISPlus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Open API로 

연계하여 사용자의 정보검색을 실시간 처리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장점을 지녔다. 

즉, 필요한 특허정보를 API로 불러와 개개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다.

앱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 기술을 KTLO앱에서 검색하면 특허 리스트가 결과로 

나오면서 상세정보, 전문보기, 등록사항, 통합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하기 어렵다고만 생각되던 특허를 손 안에서 간편히 만날 수 있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다양한 기술마케팅 활동 수행의 밑바탕

“강원대학교 기술이전 팀은 ‘Be the Global Standard TLO’라는 슬로건 아래 IP 

기반 구축, IP 역량 강화, IP 활용의 극대화를 3대 전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영역에서 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이전 수입 

실적 향상과 꾸준한 특허출원성장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도까지 

누적 기술이전 250여 건(기술료 수입 67억원), 누적 기술자문 180여 건(자문료 

수입 45억원)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바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기술이전팀 한인성 팀장은 강원대는 그동안 다양한 IP 역량 강화에 

많은 힘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한다. 한 팀장은 “향후 기술이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기술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KIPRISPlus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된 시스템이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대, 대학 최초로 기술이전 앱 개발

강원대는 2006년부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으로 기술이전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이전팀은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커넥트

코리아사업, 대학선도TLO지원사업, 대학TLO역량강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기술이전팀은 대학 내 우수한 연구성과물을 산업체에 이전하거나 사업화를 지원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유치와 학교의 수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 팀장은 TLO를 

통해 단순한 대학의 수익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가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강원대 기술이전팀은 기술 마케팅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 최초로 특허기술이전을 

위한 앱(KTLO)을 오픈해 주변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특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 IP 거래 |

강원대 TLO는 국내 대학 최초로 특허기술 이전 앱을 개발했다.

관심 특허·기술 검색

희망 특허·기술 등록

상담 요청

사 용 자
(기업, 연구소 / 기술매입담당)

특허정보 DB
제공 : 서지정보, 전문, 도면

정보 : 특허·실용신안, 등록사항

대학보유 특허리스트

등록·공개, 우수, 미공개 특허

특허
조회·검색

API

실시간
상담

실시간

DB연계

내 손 안의 특허검색, 
KTLO 앱으로 해결
KIPRISPlus와 연계해 스마트폰으로

특허정보 실시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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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우수 기술 홍보의 중요한 수단

강원대 기술이전팀은 향후 플랫폼 개방을 통해 강원 지역의 우수 특허 및 기술을 

국내·외 기업에 소개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KTLO 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 팀장은 KTLO 앱을 지역-산업계-학계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대 기술이전팀은 기술이전업체를 대상으로 해외기술이전 마케팅 등 다양한 

기술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 기술이전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앱 기능 자세히 들여다보기

KTLO 앱은 등록특허, 우수특허, 미공개특허, 소액특허 등 잘 정돈된 대학보유 특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앱의 특징인 바로상담 코너를 통해서는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보제공 출처는 한국

특허정보원임을 알 수 있게 앱 화면 상단에 표기되어 있다.

강원대학교 기술이전팀

한인성 팀장

| IP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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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설립연도 | 2009. 6.

이 사 장 | 정민근

주요사업 | 연구관리

종업원수 | 295명

대표번호 | 042-869-6114

홈페이지 | http://www.nrf.re.kr

IP 관리

강원대, 대학 최초로 

특허기술 이전 앱 개발

고인영 산학협력단장은 “앞으로 기능 

개선과 플랫폼 개방을 통해 지역의 우수 

기술을 많은 기업에 소개하고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앱 다운로드가 
가능한 QR코드

   앱 메인 화면 특허 검색 화면 상세정보 보기 전문보기 기술이전 상담 신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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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리로 인력과 시간 대폭 줄이고 과제 선정의 공정성 확보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는 한국연구재단과 대학, 연구소가 연구업적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창구역할을 하여 중복 등록 문제들도 해결하고 있다. KRI는 연구자들의 

업적 및 이력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대폭 줄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 팀장은 “한국연구재단은 국내외 학술지, 논문, 지식재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

하는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며 “KRI는 학술연구지원 사업 과제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KIPRISPlus 로 DB구축 없이 지식재산권 검증

KRI는 세 가지 검증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KIPRISPlus를 통한 지식재산권 검증,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한 저·역서 검증, 한국연구재단이 자체 보유한 KCI, 글로벌 

정보서비스 기업 THOMSON의 SCI, 네델란드 논문 출판전문 기업 ELSEVIER의 

SCOPUS를 통한 논문 검증이 그것이다. 

지식재산권 검증시스템은 KIPRISPlus의 지식재산 정보와 한국연구재단 내부 시스템

과의 연계를 통해 탄생하였다. KIPRISPlus의 지식재산 정보는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KIPRISPlus 도입으로 입력 오류율 0%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서 지식재산권정보는 논문 다음으로 사용 비중이 높은 

항목입니다. 기존 연구자들이 자신의 논문정보를 직접 입력하면서 발생됐던 많은 

오류를 KIPRISPlus를 통해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정보 사용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연구재단 지식관리팀의 이덕우 팀장은 KIPRISPlus 이용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팀장은 “공공기관 할인율이 적용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KIPRISPlus의 큰 장점”이라고 치켜 올렸다. 

국가대표 연구지원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

하여 출범한 국가대표 연구지원 전문기관이다. 연구자로부터 받은 연구계획서를 

평가한 후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사업인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 연구비로 

무려 3조 1,6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8.7%에 이르는 

것으로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하는 금액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에 연구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공정

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논문, 학술지, 지식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연구자가 직접 기입하는 절차로 인해 단순 오기나, 누락 

등으로 자료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위협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KIPRISPlus를 

활용한 후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완벽히 해소되었다.

| IP 관리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연구자 30만명 이용

KRI는 KIPRISPlus 활용 후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

지식재산권 검증에 KIPRISPlus 활용 후 신뢰도 높아져

검증시스템

연계시스템

KRIMS
(대학자체시스템)

연구업적
DB

KRI 포탈

표준
연구업적

전임교원

정보입력

대학담당자 승인

재단 품질활동
일반연구자

•R&D 지원사업
•각종 통계작성
•유관기관 정보제공
•대국민서비스

활용

업적 검색

실시간 암호화 
전송

ELSEVIERTHOMSON

한국연구재단
특허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KCI

SCI

지식
재산권

저역서

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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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올 수 있는 Open API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은 시스템 내부에 

방대한 양의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고도 원하는 기능을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다.

30만명의 거대한 연구자 인력풀

KRI는 연세대, 서강대, 울산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등 26개 대학교와 11개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상호 협정식을 맺고 KRI 시스템을 공유하여 대략 30만 명(2014. 9 

기준, 307,281명)의 연구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팀장은 “KIPRISPlus의 신규 상품인 법적상태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자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다”며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포부를 밝혔다.

“KRI 시스템을 통해 교수연구업적에 대한 통계 및 분석결과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

졌다는 평가들을 합니다. KIPRISPlus를 활용이 불러온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효과라 

믿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널리 쓰이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ONE Click, 지식재산권 자동검증시스템 따라 하기

연구자는 우선 지식재산권 구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취득국가(한국, 미국, 

유럽 등), 출원·등록·공개번호, 지식재산권명, 출원인명을 입력 항목으로 하여 

검색한다. 검색 결과를 보고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상세보기 

화면으로 넘어간다. 이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동일한 경우 검증 버튼을 누르면 자동

기입이 완료된다.

| IP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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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명진흥회
설립연도 | 1973. 10.

회      장 | 김광림

주요사업 | 지식재산산업 보호 및 육성

종업원수 | 180명

대표번호 | 02-3459-2800

홈페이지 | http://www.kipa.org
한국연구재단 지식관리팀

이덕우 팀장

Click

지식재산권 검증

연구기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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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활용되는 SMART3.1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3.1은 대학, 공공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권리의 

유지 및 포기 결정은 물론, 민간에서의 기술거래 또는 기술컨설팅 사업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또 지식재산과 기술가치 평가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등 기술금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급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의 기술 담보대출 심사에도 적극 이용되어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MART3.1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대량의 특허 정보가 필요

SMART3.1의 핵심은 특허정보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등록 특허를 5개의 기술 모델로 나누어 평가하고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질의 특허정보를 대량으로 얻기 위해 KIPRISPlus의 

Bulk Data를 이용하고 있다.

“2010년 처음 서비스가 개시되었을 당시에는 국내 특허 중심이었던 분석평가

시스템을 개선했고, 이에 더해 미국 등록특허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출원인 

명칭 표준화 작업을 거쳤기에 더욱 신뢰성 높은 특허분석평가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배경은 KIPRISPlus의 신규 데이터 제공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조경선 소장은 밝힌다.

UBIC와 협약으로 일본 시장 진출

“지식재산이 가치를 인정받는 창조경제 시대가 열리면서 가치 평가를 쉽게 해주는 

특허분석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SMART3.1이 전문가의 분석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분석 정보 

제공이 이용 기관의 특허 관리, 특허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의 조경선 소장은 KIPRISPlus의 Bulk Data를 

이용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 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2014년 5월, 아시아권에서 특허관리 컨설팅으로 인지도가 높은 UBIC와 

협약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며 “미국에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의 활발한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 기술 → 특허 → 사업화 지원의 출발점은 기술 평가

한국발명진흥회는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발명진흥사업과 함께 국내 

지식재산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 특허를 보유한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 → 특허 →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과 

기술 거래를 지원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우수 특허의 선별이다. 이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는 우수 특허 선별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구축했고, 

등록번호의 입력만으로도 기술의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SMART3.1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SMART3.1을 통해 종전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한국과 미국의 특허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첫 서비스가 제공되어 2014년 9월까지 

138개 기관에서 약 20만 건의 특허분석평가서비스를 이용했다.

| IP 평가 |

SMART3.1 기술등급 평가, 
IP금융... 활용 범위 다양해

SMART3.1은 현재 미국특허 분석평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KIPRISPlus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대량으로 획득

2010 2011,12 2013 2014

SMART 개시

개시

평가대상:
국내등록특허

평가대상 추가:
미국등록특허

평가항목 추가:
공개특허

한국/미국
등록특허

미국특허,등록사항 제공 공개ㆍ등록 실용신안 제공

개선·고도화 SMART 3 SMART 3.1

아시아시장진출
일본(6월)

특허분석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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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금융계, 학계 124개 기관의 선택

SMART3.1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업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3년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의 평가 정보를 활용해 약 260개회사에 508억원의 지식

재산 우대보증을 실시했다. 특허등급평가가 B등급 이상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특허 

1건에 1억원의 보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SMART3.1은 공공기관의 R&D 

지원사업, 대학의 기술 이전 등 124개 기관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활용 중에 있다.

특허 평가는 특허 활용의 핵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곽정애 전문위원도 “특허 평가는 특허 거래와 

사업화 등 모든 특허 활용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밝혔다. 

“향후 SMART3.1은 수요 기업의 니즈에 맞게 더욱 개선될 겁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기술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특허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밑바탕이 되준 

KIPRISPlus에 큰 만족을 느낍니다.” 

특허 평가와 분석의 밸런스도 Smart

SMART3.1은 대량의 특허를 실시간으로 정성 평가 할 수 있으며, 대상 특허의 평가 

점수와 등급 뿐만 아니라 개별 특허 및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우수 지식재산의 선별, 관리, 활용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 IP 평가 |

신규 API 정보를 소개합니다

특허청은 민간에서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특허기술거래정보, 전통지식

정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정보 등 Open API 28종을 개방합니다. 

행정자치부의 ‘2014년 공공데이터 개방·공유·활용체계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의 SOAP 방식 

뿐만 아니라 최신 데이터 전송 방법인 REST 방식으로도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란 송수신자 상호간에 합의된 표준전송방식(XM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 웹서비스 표준 기술, REST(Representational Stateless Transfer)란 표준전송방식

(XML)이 아닌 TEXT로 송수신이 가능하여  SOAP에 비해 자원소모율이 적은 것이 장점이며 웹 고유의 전송

방식(HTTP)을 통해 간편하게 웹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짐

신규 API를 이용해 보고자 하신다면, 특허정보활용 포털 사이트인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 

http://plus.kipris.or.kr)나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에 접속, 인증키를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특허의 권리자 정보, 출원된 특허의 

판매를 희망하는 기술 공개 정보, 정부 

소유 또는 특정 기관의 특허 정보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고려한 특허기술거래 정보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는 전통지식을 

한의학, 고전 문헌, 전통지식 관련 한국

논문 및 특허 문헌까지 포함하여 집대

성한 정보

특허청이 SOAP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 중에서 민간의 이용이 

활발한 상품을 REST 방식으로 추가 개발

하여 제공하는 정보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정부 R&D 특허

성과를 범부처 차원에서 수집·검증·

가공 및 정제하여 제공하는 유의미하고 

다양한 특허성과 정보

특허기술거래 일반판매기술정보

특허기술거래 국유판매기술정보

특허기술거래 출원시 이전 희망기술정보

특허기술거래 기관보유기술 정보

한국전통 논문정보

한국전통 약재정보

한국전통 처방

한국전통 병증정보

한국전통 용어사전정보

한국전통 식품정보

한국전통 공예정보

한국전통 화합물정보

정부 R&D 특허성과 과제정보

특허/실용신안 공보(REST) 

상표 정보(REST) 

디자인 공개/등록 공보(REST) 

심판사항(REST) 

특허패밀리(REST) 

산업재산권 법적진행상태

한국특허영문초록 - REST 일반 검색

한국특허영문초록 - REST 항목별 검색

한국특허영문초록 - REST 도면

한국특허영문초록 - REST 서지

해외특허 공보 - REST 일반 검색

해외특허 공보 - REST 항목별 검색

해외특허 공보 - REST 서지

해외특허 공보 - REST 도면/전문

해외특허 공보  - REST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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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조경선 소장

SAMPLE 



02-6915-1423Tel
rawdata@kipi.or.krE-mail

특허정보활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 한국특허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