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분석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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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드는 특허를
돈 되는 특허로
SMART5로 SMART하게 관리하자

돈 드는 특허를
돈 되는 특허로
SMART5로 SMART하게 관리하자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특허를 단 1분 만에 평가 

smart.kipa.org



5개국 특허를 
1분 안에 

쉽고, 빠르게 
평가하자!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허의 상대적인 우수성을 평가하는 온라인 서비스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평가가능 국가

란?5



SMART5 

이용방법
(응용편)

SMART5 

이용방법
(기본편)

102017012xxxx 102017012xxxx

10-2017-012xxxxx

102017012xxxx 102017012xxxx 102017012xxxx

smart.kipa.org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이용요금 결제

검색창에 등록번호/출원번호 입력

평가버튼 클릭

평가보고서 조회

4

(주)xxx (주)xxx

10-234xxxx-0000 20xx.1.1 10-20xx-012xxxx 20xx.1.1

xxx에 대한 방법

2

3

1

1

5

2

3

4

[양식다운로드] 로 엑셀 파일 다운로드 후 특허목록 정리

[엑셀업로드] 로 최대 500건까지 한번에 검색 가능! 

12

1

2

엑셀에서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끝!

꿀팁 1 엑셀 양식 활용하기

꿀팁 2 엑셀에서 복사/붙여넣기로 여러 건 검색  

102017012xxxx

102017012xxxx

102017012xxxx

102017012xxxx

102017012xxxx

TIP.
특허 등록 후 2~3개월
뒤에 평가 가능해요!



독점배타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권리성(35)

기술동향과 

부합하는 정도

기술성(35)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정도 및 활용 가능성 

활용성(30)

SMART5 

평가지표

SMART5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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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포도
스테나인 척도로 

AAA~C등급까지 분포

기술분야 내에서 

내 특허의 위치를 표시

종합등급

WIPO 4대 기술분류

전기·전자 ·IT 

기계 

기구

화학



SMART5 

활용사례
1. 보유특허 관리 

2. IP금융

  연차료 절감을 위해 보유특허 포기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한 번에 최대 500건까지 평가가능하므로 시간&비용 절감 

예시)

하위 3개 등급을 

포기 후보군으로 설정

SMART5 B등급 이상 SMART5 CCC등급 이상

IP보증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서 발급
(SMART5 연계 상품)

IP 담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담보대출

IP 투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투자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금융센터 1544-1056

IP금융이란? 

지식재산권(IP)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활동 

지식재산우대보증 : SMART5 등급과 연계한 보증상품 



SMART5 

활용사례
3. 기술이전

  SMART5의 유사특허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잠재수요기업 발굴 

5. 공공기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한국발명진흥회 – 지식재산경영인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유망중소기업인증 

  신용보증기금 - 혁신아이콘

예시)

유사특허가 많은 

잠재수요 기업 발굴 

 우수특허 선별

SMART5를 활용해 우수특허 선별

유사특허 분석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유사한 특허 분석

유사특허 보유기업 현황

01

02

03

4. 국가R&D 성과평가 

국가R&D 성과평가의 표준성과지표 : 기술적 성과中 특허질적지표

○○○○ □□□□ △△△△



기업별 특허분석

대표 이용기관 

우리기업의 
특허등급분포를 한눈에! 

우리 지역의 
특허현황을 한눈에!

지역별 특허분석

특허분석서비스
(연간계약 시 제공) 

국가R&D 기관

금융기관

대학

00



TEL. 02-3459-2805   E-mail. smart@kipa.org

특허, 이제는 

등록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시대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특허등급 평가 

smart.ki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