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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한국발명진흥회가 

국민과 함께 만듭니다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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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no.1 Partner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시대,

발명과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활성화하는 핵심입니다.

지식재산 NO. 1 파트너로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일깨워

글로벌 지식재산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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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MISSIon HIStory

책임

자발적 사명감으로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

도전

미래지향적 사고로

창조적인 업무를 수행

소통

상호존중과 배려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전문성

끊임없는 역량개발로 

최고수준의 업무를 수행

01 03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개소식

IPAT 인증서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개소

02 04

공공 혁신경영 실천

지식재산 기반 기업육성

지식재산 전략적 활용

지식재산 핵심인재 양성

core ValueS

                                               core Strategy                                                          
         

       
 core Strategy

한국발명진흥회 출범 현판식

IP 회수지원기구 출범식

2020

2018

IP회수지원기구 출범(전담기관)

국내 최초 지식재산 능력시험(IPAT) 

국가공인 인증 획득

2014

2007

2006

1997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개소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혁신형 중소기업 

원격교육연수원 지정(교육부)

지적재산연구센터 개소

(2005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분리)

2003

2001
2002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개관

(지상20층, 지하8층)

기술평가 전문기관 지정(산업자원부)

기술거래 전문기관 지정(산업자원부)

2015 종합교육연수원 지정(교육부)

2010
2012

1994
1973

1995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개시,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개소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설립

한국발명진흥회 설립(발명진흥법 제52조)

(사)한국특허협회 설립

특허기술정보센터 개소

(2001년 한국특허정보원으로 분리)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1973년 

설립 이래 40여 년간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MISSIon

지식재산 NO. 1 
파트너 KIPA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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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BuSIneSS

01

01

01

02

02

02

03

03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

지식재산 전문교육 지원

지식재산 실무인력 육성

국내외 지식재산 문화 조성

글로벌 지식재산 한류 확산

KIPa

IP 인재양성

 IP 비즈니스

(창출, 활용)

    
   

   
   
   

   
   

   
   

   
   

   
   

   
   

   
   

   
   

   
   

  I
P
 실

무
인

력
 공

급
    

    
    

     
     

      
         

                                                        IP 문
화

기
반

 확
대

                                       IP 인식 제고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 지원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지원

MaIn BuSIneSS

대학 IP 창업교육

IP 평가·금융연계

청소년 발명대회 개최

IP 창출

직무발명 활성화 IP 거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

초·중·고 발명교육

발명문화 조성

IPAT 지식재산능력시험

 IP 전문교육

일반(공통)청소년 / 학생

기업

IP 문화육성

K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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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기업의 미래를 
그립니다

IP 비지니스Intellectual 
ProPerty 
no.1 Partner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지식재산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업에서 창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올바른 평가를 통해 중요자산으로 인정받고,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어야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 선순환 사이클을 통한 

건강한 IP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으로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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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평가 지원

등록된 특허권을 활용한 보증/담보대출/투자 

등 금융연계 목적의 가치평가와 성능분석, 사업   

타당성 등 사업화연계 목적의 가치평가에 소요

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해 IP금융, 기술거래, 현물

출자, 기술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조달 및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합니다.

지식재산 
금융

담보IP 매입·활용

정부와 금융기관의 공동출연으로 구성한 회수

지원기구를 통해, IP 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회수지원기구가 부실 담보IP를 매입하고, 

매입한 IP의 수익화를 추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경감시켜 IP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촉진

합니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

SmArT는 객관적·정량적인 특허정보에 기초해 

구축된 평가모형을 통해 한국, 미국, 유럽의 등록

특허에 대한 특허분석 및 평가결과를 온라인에서 

저비용·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에 SmArT는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에 활용

되고 있으며, 국가 r&D의 성과측정, 기업 특허

관리 도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smart.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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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발명진흥법 

제28조 등에 따른 정부 공인 기술평가기관입니다.

지식재산평가센터 소개

평가비용 지원
사업화 자금조달

특허기술 활용

회수지원기구

은행 중소벤처기업

• 특허기술평가실 설치

• 기술평가 기관지정

     (산업통상자원부)

• 발명의 평가기관(특허청)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정(국세청)

• 벤처기업 확인평가기관

     (중소기업청)

• 히든챔피언 육성지원기관(수출입은행)

• 히든스타 육성지원기관(국민은행)

• 월드클래스 300 육성지원기관(지식경제부)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주관사업자

     (지식경제부, 특허청)

• IP담보대출 평가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 IP보증 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 IP투자 평가기관(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 기술금융 사모투자전문회사(기업은행)

• IP담보대출 평가기관(국민은행)

• IP투자평가기관(한국투자파트너스, 

     네오플럭스 등 투자회사)

•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전라북도경제

     통상진흥원 업무협약체결

•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 창조경제

     혁신센터, 부산지역대한연합기술지주(주),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서울창업허브 

     업무협약체결

• IP담보대출 평가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사)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업무협약체결

2001

2003

2005

2006

2007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IP
SMart 특허기술평가

담보IP

매입·활용 담
보

 IP
 매

입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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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활용되지 않는 지식재산

(IP)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지식재산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돕고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

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허거래전문관

공학·이학박사, 기술사, 변리사 등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식재산 거래에 필요한 상담, 기술 매칭, 중개 

협상 및 계약 체결 등 지식재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지원

국유특허 거래 지원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특허기술

(이하 “국유특허”)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

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별 

국유 특허 기술매칭 및 IP거래 컨설팅 지원

기술평가

지식재산평가센터는 국내 최고수준의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학박사, 변리사, 

회계사로 구성된 내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학, 연구소, 산업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400명 이상의 외부전문가 

그룹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부 

전문가들이 법인·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현물출자, 기술거래(이전), 투자유치, 특허권 

02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www.ipmarket.or.kr

지식재산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 대학 

등 민간·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지식

재산 거래 플랫폼으로 거래대상 기술(공급/수요) 

DB 제공 및 온라인 상담 기능 제공

지식재산 
거래

침해, 손해배상액 등 다양한 용도의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평가센터는 의약바이오, 농수산,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다수의 지식재산가치

평가 모델 개발 및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기술투자 등을 위해 

기술의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산정하는 평가

기술의 사업추진 타당성을 위한 심층평가

또는 기술이 적용될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

기술의 사용주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대상으로 평가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대출지원)

기술가치 평가

기술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기술력 평가

KIPa

특허거래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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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활용 전략지원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기업의 성공적인 제품 

개발 및 출시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기능이 개선된 제품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IP 제품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지원

한국발명진흥회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과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IP 강소기업을 육성합니다.

지식재산 
창출

특허제품혁신 과제

타 분야 특허의 문제해결 원리를 활용하여 제품

(장치, 공정 포함)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 

또는 고객의 핵심가치를 발굴을 통한 제품 기획 

솔루션 지원

디자인제품혁신 과제

타 분야 특허검색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벤치마킹 특허 도출 및 

도출된 특허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과 워킹목업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거점으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컨설

턴트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원스톱 지식재산 종합서비스 제공

03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선정기업에는 해외 지식재산 출원, 중간사건·

등록 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맞춤형 특허맵 및 

디자인맵,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 & 디자인 

융합, 글로벌 IP경영진단 등을 3년간 종합 지원

IP 기반

글로벌기업

IP 기술

중소기업 KIPa

인천지식재산센터

서울지식재산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

전남지식재산센터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대전지식재산센터

세종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제주지식재산센터

부산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경남지식재산센터

울산지식재산센터

대구지식재산센터

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강원지식재산센터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충북지식재산센터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경북지식재산센터

컨설팅비용 지원 특허기술평가

기술 중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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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no.1 Partner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세계를 이끕니다

IP 인재양성
미래 성장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원동력은 사람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최고의 지식재산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식재산 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른 지식재산 전문교육과

발명 꿈나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사업가로 성장할 차세대 영재기업인과 

현장 실무형 지식재산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발명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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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발명교육센터 운영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기반으로 200여개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발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혜택을 제공하고, 

전국에 균형 잡힌 발명교육을 확산하고 있습

니다.

창의발명인재 양성

청소년 대상의 지식재산 창출 프로그램과 

발명가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발명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발명·특허 특성화고 운영

미래산업과학고(서울), 삼일공업고(수원), 광양

하이템고(전남), 광주자연과학고(광주), 대광   

발명과학고(부산), 서귀포산업과학고(제주) 등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

빌게이츠(MS),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구글) 처럼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사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을 

발굴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장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 KAIST·POSTECH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초중고 
발명교육

청소년 
발명대회

IP 마이스터 프로그램(IP Meister Program)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이

디어 선발 및 지식재산 창출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YIP, Young Inventors Program)

국내외 창의·발명대회 수상이력, 출원 또는 등록 

발명 보유이력, 발명교육센터 중·고급과정 수료,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과정 수료 등 우수한 발명 

역량을 보유하거나 발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명·특허 심화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갖춘 핵심 발명가로 양성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우수 학생들의 발명품을 발굴·시상·전시하여 

학생들의 발명의식을 높이고, 창의력을 계발하여 

발명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한 대회로 대통령상 

등을 시상, 우수학생에게는 특전 등 제공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발명인재를 발굴

하는 창의력경진대회로 청소년들이 팀을 이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전정신, 

창의력 등을 함양

02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발명축제의 장

청소년 발명페스티벌은 대한민국학생발명

전시회,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청소년 발명가프로그램을 동시 개최하여 

청소년의 발명인식을 제고하고 발명교육의 

대중화를 이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발명축제의 장입니다.

01

발명·특허 

특성화고

청소년 

발명페스티벌

IP Meister 

Program

Young Inventors 
Program

K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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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T IP CampusIP edu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실무형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 대학 및 기업에 우수인력을 공급하여 

지식재산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 운영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지식

재산 실무역량 검증시험.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지식재산 

전 분야의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능력 평가 가능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

net)은 전 국민에게 발명 및 지식재산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온라인상으로 지식재산 

평생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와 온라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오프라인 교육
(IP Campus)

국내기업과 연구소의 특허담당자, 기술개발자, 

연구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걸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으로는 발명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 | 대학의 자율적 

지식재산 교육 체제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전문

인재 양성

대학 및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 운영 |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확산을 위한 전문강사와 표준 

커리큘럼 및 교재 지원

캠퍼스특허 유니버시아드대회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는 산학협력 프로

그램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cb.academy.net

원격기반 지식재산학 학위 취득과정 제공으로 

지식재산학 전공과정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평생교육 저변 확대

대상 | 일반인 및 대학생(학점교류 업무협약 대학)

과정 | 지식재산개론, 특허법 등 전공 17개 과목

교육과정 대상 주요내용

일반교육

(B2C)
일반인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재권 제도 전반 및 

관리실무, 정보검색, 침해소송, 외국 특허법 등 

체계화 및 전문화된 실무 교육

위탁교육

(B2B)

기업·기관

단체

국내 기업 및 기관(대학 등) 고객의 교육요구 분석, 

기획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

발명교육

(B2C)
청소년

초등학생(3~6학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과학적 사고력 증진 및 

발명 인식제고를 위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교육

(기초→심화→고급)

03 04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한 지식재산 교육

대상 |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을 희망하는 자면 누구나(일반인, 대학생, 직장인 등)

과정 | 내손으로 지키는 지식재산(IP), 선행기술검색 노하우, 직무발명 이것만은 알고하자! 등

기업·연구기관 임직원 및 대학(원)생을 위한 지식재산 온라인 단체교육 제공

대상 | 단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 연구기관, 단체, 협회, 공공기관, 대학 등

과정 | TrIZ를 활용한 기술혁신 등 단체 B2B 교육, 기업대상 IP 플립러닝(온오프라인) 과정 

발명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교원을 위한 원격교육연수 운영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교육공무원 

과정 | 15시간(1학점), 30시간(2학점) 교원 원격 직무연수 제공 

차세대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발명 이러닝 단체교육 제공

대상 |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을 희망하는 전국의 초·중·고 및 발명교육센터

과정 | 세상을 바꾸는 발명, 창의가 반짝, 과학이 톡톡 등 발명 온라인과정

일반인

기업·대학

교원

청소년

IP
credIt 
BanK
SySteM

www.ipacademy.net

www.kipa.org/ip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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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no.1 Partner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발명의 
가치와 문화로 
글로벌 시장을 
엽니다

IP 문화육성
한국발명진흥회는 

국민의 발명과 창작을 유인, 장려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저변확대 및 가치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지식재산 대중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서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과 나눔을 통해

해외 수출기반 강화와 국제시장 활성화로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글로벌 발명문화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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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식재산문화 조성

전시와 행사 등을 통해 우수 발명품의 홍보와 

사업화에 도움을 주고 발명인의 사기진작 및 

발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날 기념식 | 매년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이해 우수한 발명인 및 발명유공자에게 산업

훈·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시상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디자인·상표 등 국내외 우수 지식

재산 관련 제품 전시

국내외 
발명문화 조성

직무발명활성화

한국발명진흥회는 전문가 컨설팅 및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자발적인 

보상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및 소유하게 하여 새로운 기술축적 

및 이윤창출이 가능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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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기업

(이익증대)

종업원

(우수발명)

직무발명제도

합리적 이익조정

서울국제발명전시회

Seoul International Invention Fair

러시아(모스크바) 중국

대만(타이베이)

한국(서울)

태국(방콕)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국제발명전시회 참가

국내 기업인 및 개인 발명가가 개발한 발명 

및 신기술 제품이 그 우수성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해외시장 홍보를 통해 판로개척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발명품 전시회 

출품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주관)

스위스(제네바)

독일(뉘른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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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글로벌 지식재산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고, 

최빈·개도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식재산 
한류 확산

지식재산 한류 문화

IP 파노라마로 대표되는 글로벌 지재권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지식

재산권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지식재산 한류 문화 확산

02

가나 

2014 볼타 : 벌통, 채밀기

2014 볼타 : 볼타 양봉협회

브랜드

차드 

2010 은자메나 : 사탕수수 및 

제조기, 건망고 제작기술

2010 은자메나 : 건망고 제작기술
미얀마 

2015 핀론 : 배수 처리장치

2014 만달레이 : 망고

몽골 

2015 울란바토르 : 천연염료 추출·염색기

2018 날라이크 : 겨울온실 및 스마트 시스템

2015 울란바토르 : 몽골 양모협회 브랜드

필리핀 

2013 아나오 : 일랑일랑 오일추출기

2013 딸락 : 딸락 지역 인증 브랜드

인도네시아

2016 아체 : 허브 발효장치, 

파촐리 오일 추출기

2015 바자와 : 바자와 커피

2016 아체 : 아체 지역 인증 브랜드, 

아체 파촐리 포럼 브랜드, 

파촐리 오일 상품 브랜드

베트남 

2014 붕따우 : 분산하수처리시스템

2016 붕따우 : 하수기름분리기

2018 마차우 : 실크방직기

2018 마차우 : 마차우 실크마을 단체표장, 

꽝남 지역 실크 인증마크네팔 

2010 꺼이날리 : 흙건축 기술

2012 떠라이 : 대나무 주택

과테말라 

2012 안티구아 : 조리용 스토브

칠레

2011 엘키 밸리 : 과일 칵테일

볼리비아

2013 엘 알토 : 퀴노아

도미니카 공화국 

2019 산토도밍고·산티아고 : 

카사바 분쇄기

2019 산토도밍고·산티아고 : 

카사바 분쇄기 브랜드, 몬시온 

카사베 협동조합 단체표장

중국

2011 안지 : 대나무 섬유

스리랑카 

2017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

코테·쿨리아피티아 : 

코코넛 오일 추출기

2019 아누라다푸라 : 

정수 시스템 

2017 쿨리아피티아 : 

코코넛 오일 추출기, 

코코넛 개발청 인증마크

우간다                        

2017 캬바노르 : 태양광

건조기 및 스마트 제어기

글로벌 지재권 콘텐츠

IP 파노라마 / IP 이그나이트 / IP 익스피다잇 / 

IP 인사이트 / G-러닝(발명탐정 진, 인벤션시티, 

닥터폴) / 발명왕 뽀로로 애니메이션 등

캄보디아

2011 꼰뜨레이 : 정수기

2012 스베이리엔 : 적미

2012 파일린 : 열대과일 롱안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사업

 브랜드(One Village One Brand) 사업

파푸아뉴기니

2013 피누 : 관개용 펌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

보급 사업으로, 최빈·개도국의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지재권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 l o B a l  I P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보급 사업

IP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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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no.1 Partner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KIPA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 가치 증진, 

지식재산 핵심인재 양성, 지식재산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지식재산 NO. 1 파트너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