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0-43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특허청 고시 제2020-3호, 2020. 1. 20.)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전문
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특허청장

공지디자인 심사자료를 산업분야 및 단위 물품별로 수집 가공하여
전자화된 상태로 DB를 구축하는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디자인 심사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
o 헤이그 협정가입(‘14. 7.)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정관청으로 진입하여
심사처리가 요망되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의 번역 및 물품분류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함으로써 특허청 업무부담 완화 디자인 심사
처리기간 단축 및 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o 旣 등록된 국내 디자인을 기준으로 동일 유사하거나 형태적 관련도가
높은 참증자료들을 서로 그룹화 하여 디자인 검색의 효율성 증대,
심사 정확도 향상에 기여

Ⅰ. 사업개요

□ 사업수행 기간 : 2020. 1. 1. ~ 2020.12.31.

o

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사업계획 공고

2020

□ 사업명
o 2020년도 「디자인 조사 분석 사업」
o 2020년도 「디자인 물품분류 사업」
o 2020년도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 」
o 2020년도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
o 2020년도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
□ 사업목적
o 디자인 조사 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 디자인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디자인 적정 심사처리기간 유지, 심사관
업무부담 경감 및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
o 디자인 심사의 일부분인 디자인 물품분류를 디자인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분류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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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o 2020년도 디자인 조사 분석 사업 : 2,753,318,750원
o 2020년도 디자인 물품분류 사업 : 405,015,494원
o 2020년도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 : 913,600,000원
o 2020년도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 : 42,789,500원
o 2020년도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 : 170,010,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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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물량배정 기준

3

□ 디자인 조사 분석 사업
o 전년도 조사기관 조사원의 종합품질평가 순위에 따른 배분비율에
따라 사업물량을 배분하되,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
효율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배분을 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 디자인 물품분류,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
o 전년도 비율에 조사기관간 품질평가 점수 차이에 의한 가감비율을
적용하여 사업물량을 배분하되,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 효율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배분을 조정할 수 있음
(

구분
진흥센터
윕스
합계
건수(점)
142,240점
365,760점
508,000점
간행물구입비
14,000,000원
36,000,000원
50,000,000원
금액
255,808,000원
657,792,000원
913,600,000원
※ 1점(Point) : 일반 구축공정에 의해 수집된 1건을 의미(1건=1점)
※ 가산점(Point) : 추가 구축공정에 의해 수집된 건을 의미(다뷰이미지 0.2점, 현장수집
3점, 외국공보 1.5점)

□ 2020년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
4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번역 분류 기관별 배정물량(안)
구분
건수
금액

고시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Ⅲ. 2020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배정물량(안)
□ 2020년 디자인 조사 분석 사업 기관별 배정물량(안)
1

구분
건수
금액

□ 2020년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 기관별 배정물량(안)

진흥센터
윕스
나라아이넷 케이티지
합계
4,197건
13,637건
8,498건
3,043건
29,375건
393,384,810원 1,278,196,010원 796,517,540원 285,220,390원 2,753,318,750원

진흥센터
1,948건
28,2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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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

36,040건
217,897,840원

2,951건
42,789,500원

5

구분
건수
금액

진흥센터
3,540건
91,813,440원

윕스

3,015건
78,197,040원

2

진흥센터
30,949건
187,117,654원

1,003건
14,543,500원

합계

□ 2020년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 기관별 배정물량(안)

□ 2020년 디자인 물품분류 사업 기관별 배정물량(안)
구분
건수
금액

윕스

합계

66,989건
405,015,4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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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555건
170,010,480원

Ⅳ.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안내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자격
o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규정 및 특허청 고시(제2020-3호)
제4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지정받은 디자인 조사 분석 전문기관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기한 : 2020. 3. 5.(목) 18:00까지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별첨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제출서류
o 사업수행 계획서 3부

Ⅴ. 기타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기관이 부담
□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20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요령 1부.
2. 2020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계약특수조건 1부. 끝.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시 사업수행 계획서가 수록된 CD 2매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1부
o 임원 및 전문조사 인력의 서약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또는 온라인(이메일) 제출
□ 접수처 및 문의
o 접수처
- (방문 또는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 35208)
- 온라인 (이메일 ) : (김현범) kkhb825@korea.kr
(서나리) sehr@korea.kr
o 문의 : 디자인심사정책과 김현범 사무관 ☎ (042) 481-8203
디자인심사정책과 서나리 주무관 ☎ (042) 481-831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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