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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안내

특허평가분석시스템(SMART3) 소개





지식재산평가비용의 일부 지원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상이 동일권리는 IP사업화연계 IP금융연계별로 연 1회 지원)

기술거래 기술인증 사업 타당성 검토 
마케팅  홍보 등을 위한 자료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인 
개인 중소기업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예산 소진 시 마감)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비용 견적서를 받고 
공고상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하여 선정

8~9쪽 10~11쪽 12~13쪽 14~15쪽

협약기관의 IP보증 
한도 산정

투자심의과정에 신뢰도 높은 
특허기술사업 분석내용 활용

협약기관의 IP담보대출 
한도 산정

방식심의를 통하여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협약보증기관의 각 지점에 방문하여
IP보증 상담 

예비평가 선정된 경우 지원 신청

투자기관과의 투자 논의 및 
발명의 평가기관과의 평가 상담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원 신청

협약은행의 각 지점에 방문하여 
IP담보대출 상담 

예비평가 선정된 경우 지원 신청



국내외 기술인증 사업 타당성 검토 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자기부담금 미납·중도 포기 등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제반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은행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광주은행



한국벤처투자(www.kvic.or.kr)의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기술사업화 펀드는 특허를 중심으로 투자



가치평가 진행시 구비서류를 IP금융관리
시스템(smart.kipa.org/ipfis)으로 

신청, 접수

신규 협약은행(광주 제주 전북)은 출시 준비 중

NH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우리 CUBE론-IP

BNK Active 
IP담보대출

DGB IP모아모아 
담보대출1566-5050

1588-2588

1588-5000

1661-3000

1599-1111

1588-1500

1577-8008

1800-9500

1600-85851544-6200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IP사업화연계 및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만 가능)

현재는 특허·실용신안만 지원대상입니다.(단 실용신안은

IP사업화연계·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에 참여시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며

(평가상담을 통해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첨부)  IP보증·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의 경우 보증기관 및 은행이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합니다.



건별 신청의 경우 1건당 5만원이며 개인 중소기업 대학 등 감면 대상인 

경우 50% 감면됩니다.

연간 요금제의 경우 평가대상 범위 및 건수에 따라 한국특허 330만원 

(5백건) ~ 4,950만원(3만건) 통합(한국 미국 유럽특허) 660만원 

(5백건) ~ 9,900만원(3만건)이며 개인 중소기업 대학 등 감면 대상인 

경우 50% 감면됩니다.

SMART3 B등급 이상

(신용등급에 따라 CCC~C등급도 해당) 

또는 기술력평가점수 70점 이상

10억원(지식재산가치평가보증과

중복지원한도 15억원 범위 내)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1억원(신보 또는 기보 이용 중인 기업도  

추가 보증 가능, 중복지원한도 8억원 범위 내)

기준보증료율 적용(1%)

SMART3 CCC등급 이상 

또는 기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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