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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참여기관



2022년 CPU 상금

최대 348,000,000원



01. 추진배경 및 목적



02.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흐름도

해당 기술 OPEN 을 통한 문제 제시

답안 제시

아이디어 및 분석결과 제공

답안심사 상금후원 취업연계혜택



03. 운영체계

주 최

주 관

후원기관

후원참여기관



04. 역대대회규모

72개대학
1,747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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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상자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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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진부문

e-특허나라 사이트
http://biz.kista.re.kr/patentmap/

특허분석 보고서 자료 참조



06. 경진부문

아이디어 사업화 제품 제시 아이디어 사업화 방향 제시

제시된 후원기업 기술분석 세부 정리

기술접목을 통한 사업화(제품화) 아이디어 제시

사업화 전략(마케팅,경쟁사분석, 시장분석 등) 제시
보다는 사업성 전략 제시



특허전략수립부문 발명사업화부문

2022년 CPU 후원 참여기관 총 30개 기관
(41문제 출제)

07. 부문별 문제출제 후원 참여기관

29개 기관 34문제 후원참여 출제 7개 기관 7문제 후원참여 출제



08. 출제문제(특허전략수립부문(34문제))

관련된 특허들을 모두 찾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구축된 특허목록을 제출하시오.

제시한 상위 특허 중에서 해외 또는 국내 중계기 제품에 채용된
특허가 있는지 조사/분석하시오

000에 대한 특허맵을 작성하시오000에 대한 특허맵을 작성하시오
1) US, EP, JP, KR 특허를 대상으로 할 것
2) 정량분석을 실시할 것
3) 정성분석을 실시할 것
4) 특허맵을 기초로 기술 발전 추세를 요약할 것

1) 기술의 국내외 시장동향을 조사하여 해당 기술의
주요 기업(기관) 및 연구자(발명자) 조사

2) 1번에서 조사된 기업(기관) 및 연구자(발명가)의 보유 특허를
대상으로 정량적, 정성적 특허를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동향 분석

3) 청구항 분석맵(Claim chart)을 통한 공백기술 도출 및 핵심
기술 확보 전략

4 ) 관련기술의 R&D 전략 제시
EX) 관련한 기술의 매입 전략, 실제 기술 사업화 전력 제시 등



09. 출제문제(발명사업화부문(7문제))

후원참여기업의 해당 특허기술 설명 및 공개를 통한,
관련된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 및 사업화 아이디어 제시

제시된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세부 분석

관련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조사(국/내외) 

제품 및 기술관련 경쟁사 사업성 분석

해당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등에 대한 권리화 및 사업화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시허락 등이 있어야 함

제품 및 기술관련 경쟁사 사업성 분석



10. 참가자격

OR 발명사업화부문

*  국내대학, 국내국적의 대학(원)생



11. 심사절차

기초, 서면, 발표, (부문) 최종심사, (통합) 최종심사 5단계 심사

후원 참여기업의 R&D 인력, 특허실무자 등 지식재산 및 기술 사업화 전문가가 합류하여 심사진행심사위원

전문가+ 대국민

신규



12. 시상내역 (’22년 기준)

구 분 발명사업화 부문 특허전략 부문

대통령상 1팀 (1,500만원)

국무총리상 1팀 (1,2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팀 (1,000만원) 1팀 (1,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팀 (1,000만원) 1팀 (1,000만원)

특허청장상 1팀 (1,000만원) 1팀 (1,000만원)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1팀 (1,000만원) 1팀 (1,000만원)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1팀 (1,000만원) 1팀 (1,000만원)

한국발명진흥회장상 1팀 (1,000만원) 1팀 (1,000만원)

후원기관장/CEO상
(우수) 문제당 1팀 (각 300만원) (우수) 문제당 1팀 (각 300만원)

(장려) 문제당 2팀 (각 100만원) (장려) 문제당 2팀 (각 100만원)

지도교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명, 특허청장상 2명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2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2명
한국발명진흥회장상 4명 (각 100만원)

최다수상대학상
1개 대학(200만원)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상)

최다응모대학상
1개 대학(200만원) 

(한국발명진흥회장상)

※ 후원기관장/CEO상의 수상팀 수 등은 후원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13. 대회 주요일정

구 분 세부 내용 일 자

사전교육 4. 19(화) ~ 6. 9(목)

답안작성 교육 7. 12(화) ~ 8. 5(금)

[ 온라인 접수 ] 4월 19일(화) ~ 6월 9일(목) 18:00
- 참가신청서(재적증명서(참여인원별), 지도교수확인서) 필수 제출

[ 답안 접수 ] 4월 19일(화) ~ 8월 11일(목) 18:00
- 문제에서 요구한 형태의 자료 파일과 답안작성내용 제출(한글,워드 등 파일)
- (필수 사항)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 접속이 불안할 수 있으니, 하루 전 미리 접수 바랍니다.

공통 일정 답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 4. 19(화) ~ 8. 11(목) (18시까지)

기초심사 8. 16(화) ~ 8. 18(목)

서면심사 8. 22(월) ~ 9. 1(목)

발명사업화
부문

발표심사 9. 27(화) ~ 10. 7(금)

최종심사 10. 19(수)

특허전략
부문

발표심사 9. 27(화) ~ 10. 7(금)

최종심사 10. 19(수)

통합 최종심사 10. 28(금)

결과 및 수상자 발표 11. 1(화)

시상식 11. 24(목)

* 해당 일정 변경 가능, 대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4. 대회 주요일정- 교육

• [답안작성교육]  7월12일(화) ~ 8월5일(금)

 대회 신청 접수한 참여자 개인이 직접 신청 접수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 cpu@kipa.org) 

• [사전교육]  4월19일(화) ~ 6월 9일(목)

 대학, 전공학과 및 관련 단체에서 사전교육 신청 접수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 cpu@kipa.org) 

• [지식재산교육포털 수강신청 후 수강] • [CPU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 [지식재산교육포털 수강신청 후 수강] 

수강방법 : http://cpu.ipacademy.net   
(회원가입 단체인증코드 : 11111) 
*  1차 교육 : 4월 19일(화) ~ 6월 7일(화)

*  2차 교육 : 6월 8일(화) ~ 8월 11일(목)

• [CPU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회원가입 후 수강가능 (4월 19일(화) ~ 8월 11일(목))

수강방법 : www.kipa.org/cpu
(대회홈페이지 >  온라인교육(메뉴)  >  CPU 사전교육 온라인 강좌)

*  답안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동영상

• [수도권/충청권/경상권/호남권 멘토링]  

(멘티구성) 변리사, YIPL 회원 (대회 수상자) 등
 (기간) 7월 ~ 8월 집중 멘토링 운영
 (내용)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대회 신청팀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집중 컨설팅 진행
 (신청방법) 대회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 (홈페이지 추후 안내 예정) 



15. 참가시 유의사항

동일 대학으로 접수 권고
(지도교수님은 팀장 소속 대학 ) 

부문에 상관없이 복수 참여 가능

원칙적으로 정교수, 부교수 (타 과 교수 가능) 

그 밖에 해당 대학에서 교수로 인정 및 소속된 자
(고등교육법 제 14조의 2항에 해당하는 강사 제외)

국내 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원)생

신청 접수기간 이후 절대 신청 불가 !
*  접수기간 내 팀원들 각자 개인인증을 통한

등록절차 필수 진행

http://www.kipa.org/cpu

참가신청&답안제출 메뉴 활용

회원가입 후 참가신청 및 답안제출 가능



16. 수상특전-취업우대기관



17. 수상특전-특허기술 사용허가 및 매입 등



18. 수상특전-취업우대프로세스(1)



19. 수상특전-특허기술 권리관계 프로세스(2)



20. 수상특전-상금



21. 수상특전-YIPL

참여대상 yipl.or.kr



감사합니다 ♡
CPU사무국

cpu@kipa.org
02.3459.2813 / 2807 



대회 온라인 신청방법대회 온라인 신청방법



2022년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접수신청 방법



2022년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접수 방법 안내

신청 전 확인 사항

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

신청완료



신청 전 확인 사항신청 전 확인 사항



사용 가능 브라우저 안내

1. 신청 전 확인 사항

1. Whale,  Chrome, Explorer 11 이상 버전에서 안정적으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가급적이면 Chrome, Whale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plorer WhaleChrome



1. 신청 전 확인 사항

사용 가능 브라우저 안내

1. 팝업 차단 해제

메뉴의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설정]에서

Explorer

메뉴의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설정]에서
“허용할 웹사이트 주소” 에 *.kipa.org/cpu 추가

2. 하위호환성 추가

메뉴의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변경]에서
“이 웹사이트 추가”에 *.kipa.org/cpu 추가



1. 신청 전 확인 사항

Chrome

사용 가능 브라우저 안내

Chrome 최초 사용 시, 팝업 차단 문구를 확인하여
팝업차단 해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ale
Whale 사용시 팝업 창이 뜨지 않는다면, 주소창에
“whale://settings/content/popups”를 입력하여 허용 사이트에
“www.kipa.org” 주소를 추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전 확인 사항

본 대회는 한국발명진흥회의 IP/PW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한국발명진흥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https://www.kipa.org



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



2. 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

상단 메뉴의 ①[참가신청&답안제출]의 ②[참가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

①

②

①

①hwp, doc양식의 지도교수 참여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버튼을 누르시면 참가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로그인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www.kipa.org에서 가입하셨던 ID/PW를 입력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

①



2. 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

*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 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

*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 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

* STEP1의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 버튼을

눌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

* STEP2에 지도교수의 정보를 입력 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 버튼을 눌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개인 및 팀장 접수 신청

* STEP3에 “지도교수확인서” 및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를 업

로드 합니다. 팀으로 제출하는 경우 팀원 모두 재학증명서(재적

증명서)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신청완료신청완료



3. 신청완료

•www.kipa.org - MY KIPA 의 사업신청내역 목록에서 신청하신 신청서를•www.kipa.org - MY KIPA 의 사업신청내역 목록에서 신청하신 신청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신청 기간 동안은 신청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완료

* CPU 홈페이지 온라인교육에서 CPU 사전교육 온라인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