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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적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외부 위험으로부

터 기업을 지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적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ies),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Biz-SMB)

I. 서 론

급변하는 기업의 경영 환경하에서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적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즉, 얼마나 많은 

주요 기술적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소유하

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여 외부 위협으로부

터 기업을 지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새로운 지적 재산권을 개발하고 출원하는 것은 차치하고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소

유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적 문제로 구축을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저렴한 지적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본 론

제안하는 시스템은 회사 내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내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지적재산권관리, 특허비용관리, 특허관련포상 및 국

내외 특허 등록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표 1은 제안하

는 시스템의 구현 및 실행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서버는 Sun사의 

Solaris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는 MS사의 Windows7을 기본 OS
로 하였다.

표 1. 시스템 환경

Table 1. System Environment 

구  분 환  경

OS Solaris / Windows7

DBMS ORACLE 10G

Language JAVA, JSP

Net Env. Web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중소기업형 지적 재산산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표 2와 같다. 시스템은 크게 4개의 주요 기능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우선 특허관리 사용자 업무 메뉴가 있어 지재권 관리, 
비용관리, 각종 보상금, 지재권 현황 특허관련정보 등의 중간 메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사용자 공통 기본 메뉴는 각종 정보확인 및 권한

관리, 공통모듈 관리 및 각종 게시판 및 자료실의 관리가 가능하다. 
세 번째 주요 기능인 특허 시스템 운영관리는 사용자 관리, 권한 

관리, 각종 코드관리, 협력업체 관리 등이 가능하며, 마지막 기능으

로 대리인 관리시스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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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기능

Table 2. Primary Functions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메인 화면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메인화면 예

Fig. 1. Main Page Examples 

그림 2. 서브 시스템 구현 예

Fig. 2. Sub System Examples

메인화면은 로긴 프레임과 각종 공고, 게시판 및 지적 재산권 

관리 관련 각종 웹 사이트 및 기관 직접가기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세부 구성 메뉴 및 화면

들을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주요 기능들을 기본으로 각종 

지적 재산권에 관련한 정보 및 파일들을 검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를 기술하고 관련 파일들을 업로드가 가능하다. 더블어 결재 및 보상

에 관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중소기업형 사내 발명자가 직접 지적재

산권 IPS에 등록하고 관련업무 진행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

을 구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등록 

진행 및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된 특허사무소와의 비용 등 특허지출

비용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상금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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