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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의 중요성

지식재산(IP)금융, 
특허가 곧 돈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IP금융은 무형의 지식재산을 평가하여
혁신 기업에게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이 자본시장을 견인하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1
IP Finance  &  Valuation 지식재산평가지원IP사업화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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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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심의를 통하여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10~11쪽

협약기관의 IP보증대출 
한도 산정

협약보증기관의 각 지점에 방문하여
IP보증 상담

예비평가 선정된 경우 지원 신청

12~13쪽

투자심의과정에 신뢰도 높은 
특허기술사업 분석내용 활용

투자기관과의 투자 논의 및 
발명의 평가기관과의 평가 상담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원 신청

14~15쪽

협약기관의 IP담보대출 
한도 산정

협약은행의 각 지점에 방문하여 
IP담보대출 상담  

예비평가 선정된 경우 지원 신청

중소기업, 개인(내국인)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IP) 담보대출 지식재산(IP) 투자지식재산(IP) 보증대출

발명의 평가기관과의 충분한 평가 상담 후
평가비용 견적서를 받고 공고상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

10~11쪽 14~15쪽12~13쪽

기술거래, 기술인증, 현물출자, 사업타당성 검토,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금조달을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IP Finance  &  Valuation 지식재산평가지원

지식재산평가비용의 일부 지원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상이/  동일권리는 IP사업화·IP금융(담보대출·보증대출·투자)별로 각 1회 지원 가능(단, 최대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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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사업 타당성 검토,

 중소기업*, 개인(내국인)

* 평가비용 : 특허청장이 지정, 고시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 상의 금액

* 자기부담금 : 평가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우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사업별 국고지원율의 최대 10%p까지 추가 우대 
(* 예산 범위내로 한하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조건 우대지원율
2030 청년(만 17∼39세 이하 자) 또는 2030 청년기업(모든 대표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업)

10%p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5%p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신청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개인)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개인)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개인)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

우수 IP를 보유한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기업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안내2
IP Finance  &  Valuation 지식재산평가지원IP사업화

지원사업별 세부 안내

*  상기 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kipa.org)에서도 당해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 자기부담금과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또는 자기부담 미완납 또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정 취소 및 동 사업 및 특허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2년 이내로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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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출

대출

IP Finance  &  Valuation 지식재산평가지원IP보증대출

2  지원사업별 세부 안내대출

3. 보증상담 및 가치평가

2. 대출신청

협약기관별 IP평가보증 상품 안내

* 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보증료는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기금의 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

구분

상품명 지식재산가치평가보증 지식재산(IP) 평가보증

대상기업 지식재산을 보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보유) 

우대사항

-  보증한도 : Min[당해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식자산 평가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신청 접수일 익월부터 향후 1년간 
추정 매출액의 1/2](기업당 최대 10억 한도)

-  보증비율 : 90~100% 
(기존 대비 5~10% 우대) 

- 보증료 : 0.2%p 차감 운용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 기술가치 
평가금액 이내(기업당 최대 10억 한도) 

-  보증비율 : 90~95% 
(기존 대비 5~10% 우대)

- 보증료 : 0.3~0.5%p 차감운용

대출기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은행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광주은행

문의처
 신용보증기금(1588-6565) 

www.kodit.co.kr 보증상담신청은
인터넷, 영업점 방문으로 가능

기술보증기금(1544-1120 ) 
www.kibo.or.kr 보증상담신청은

인터넷, 영업점 방문으로 가능

대출

대출

*  상기 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kipa.org)에서도 당해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보증기금(은행)이 지원

우수한 지식재산(등록 특허)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해 협약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평가 보증상품을 일반 보증상품보다 보증 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받아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금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경우,

보증기금이 지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 진행 시
요청한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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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Finance  &  Valuation 지식재산평가지원IP투자

3  지원사업별 세부 안내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메일(ipv_too@kipa.org)로 신청하며, 투자결정은 투자기관의 투자심의 결과에 따름

아래 제시된 기관들을 통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에 국내 벤처캐피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직접 벤처캐피탈 
목록을 보고 연락하시거나, 협회에서 제공하는 벤처투자마트 또는 온라인 투자 매칭 플랫폼 
(VENTURE IR시스템)을 통해 IR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평가비용 국고지원액 지원한도 비고

가치형 1,5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1,200만원
평가비용은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등급형 750만원

(VAT 별도) 600만원

우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사업별 국고지원율의 최대 10%p까지 추가 우대 
(* 예산 범위내로 한하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조건 우대지원율
2030 청년기업(모든 대표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업)

10%p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5%p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신청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

우수 IP를 보유한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기업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

*  상기 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kipa.org)에서도 당해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지식재산(등록 특허)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기술사업에 대한 신뢰도 높은 실사, 분석 및 평가 내용을 투자 유치에 활용 가능합니다.

투자 기관 찾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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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소개

IP Finance  &  Valuation 지식재산평가지원우수사례 소개

▶ 기업개요
- AI연산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및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

▶ 지원내용
-  '21년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한 가치평가형 평가보고서를

활용(1200만원 지원)하여 B투자기관 등에서 140억원(Series A) 투자유지 

▶ 후속성과
- '21년 800억원 규모 Series B 투자 유치
-  '22년 C대기업과 '컴퓨터비전-메타버스-하이퍼스케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기업개요
- 전기차용 전해액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2012년 설립)

▶ 지원내용
-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던 중,

('21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 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특허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7억 원을 대출 받아 운영자금 확보

▶ 후속 성과
- '21년 코스닥 상장 성공

A사(IP투자) A사(IP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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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FAQ

Q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과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의 경우, (1)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최초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이며 (2)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현재 출원 중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출원 중인 특허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현재는 특허·실용신안만 지원대상입니다. (단, 실용신안은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만 가능)

Q 지원대상인 초기 중견기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추가 증빙자료가 있나요?

A위의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특례 대상중견기업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고, 2개 사항이 모두 해당함을 확인한 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업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발급 신청시 특례 대상 여부에 ‘예’라고 체크
하여 발급하고, 이미 당해 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상 접수가 되지 않으니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2985)로 문의해야 합니다.

Q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IP사업화연계 및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단, 통상실시권자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Q 사업화, 보증, 투자 등 여러 가지 지식재산평가에 대하여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동일 권리에 대한 평가는 동일 사업연도에 사업화, 금융(보증·투자·담보) 각 1회씩 모두 가능하나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 투자기관, 은행 등은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매칭받을 수 있나요?

A금융기관과 매칭하는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이 직접 투자운용사,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의한 뒤, 논의가 이루어진 후 평가지원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특허의 권리자가 복수(예: 개인과 법인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신청자는 공동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에 관한 위임장(사업공고 내 양식 참조)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가치 평가 결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나요? 

A지식재산평가의 경우, 평가 시 설정한 활용 목적에 따라 가치 추정에 사용되는 요소 및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Q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시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개별 평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평가 자체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개 1~2개월입니다. 
(기술인증 평가의 경우 2~6개월 소요)

Q 국고지원금은 신청 기업에게 지급되나요?

A국고지원금은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에 대한 수령 권리를 
평가기관에 양도하여 발명의 평가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Q 제출서류 중 특허등록원부는 무엇인가요?

A등록원부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권리관계를 표시한 서류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최종 권리권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Q 발명의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지정하나요?

AIP사업화연계·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에 참여시 신청자가 직접 선택
(평가상담을 통해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첨부),
IP보증·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의 경우 보증기관 및 은행이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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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소개3
IP Finance  &  Valuation 지식재산평가지원

서비스 개요 활용 방법 활용 방법

5 5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등록 특허이며,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의 평가 점수와 평가 등급(AAA~C, 9등급)이 부여됩니다.

SMART5 홈페이지(smart.kipa.org)에서 회원가입, 이용 신청 
및 결제(건별·연간 신청)한 뒤 특허번호 입력을 통해 즉시 평가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SMART5 이용 및 시스템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805/2876

5

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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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22)4

(’21. 6)

(’21. 6)

(’21. 6)

(’21. 6)

(’21. 6)

(’21. 6)

(’21. 6)

(’21. 6)

(’21. 6)

(’21. 6)(’21. 6)

kbstar.com

(’21. 6)

nonghyup.com wooribank.com

(’21. 6)

(’21. 6)

koat.or.kr

(’21. 6)

kr.youme.com joowonpat.com

지속 가능한 지식재산금융을 위해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가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ko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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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센터 
IP Business & Finance Cente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TEL 1544.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