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우대혜택

보증료 감면

지식재산 패스트 보증 
지원한도 우대

기술거래 보호   
관련 사항 우대

무료 자문서비스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이 보증지원 신청 시 최초 신규(증액)보증 1건에 대해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단, 고정보증료율인 경우 추가감면 불가)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연장(기보증회수보증 제외) 및 보증료 

분할수납 취급 시에도 감면 허용(중복감면액이 연간불입액의 50% 초과 시 0.1%p 감면, 100% 초과 시 

중복감면 불가) 

*  연간불입액에 따른 감면제한은 기한연장 및 분할수납 시에만 적용

■ 지식재산(IP) 가치기반 보증지원 중 지식재산 패스트 보증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 기술신탁수수료(마케팅 대행수수료) 50% 할인(연간 15만원)

■ 자문분야 : 지식재산권 분쟁, 사업화, 계약, 출원, 기타 세무, 회계 등

■ 자문전문인력 : (기존)변리사 (추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21.1월경 서비스 시행예정) 

■ 총 가입기간 내 총 납입액 구간에 따라 자문신청 한도 차등

총 납입액 구간 신청한도 총 납입액 구간 신청한도

~60백만원 이하 2회 300백만원 초과 ~ 500백만원 이하 6회

60백만원 초과 ~ 100백만원 이하 3회 500백만원 초과 ~ 1,000백만원 이하 7회

100백만원 초과 ~ 150백만원 이하 4회 1,000백만원 초과 ~ 1,500백만원 이하 8회

150백만원 초과 ~ 300백만원 이하 5회

■ 적용대상 : 공제가입 이후 우선심사결정을 통지받은 기업 

■ 납입기간 내 우선심사 신청 건수 제한없이 지원금액 한도 소진시까지 지원

■ 총 가입기간 내 총 납입액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 한도 차등

총 납입액 구간 우선심사신청료 지원한도

~30백만원 이하 20만원

30백만원 초과 ~ 60백만원 이하 40만원

60백만원 초과 ~ 100백만원 이하 60만원

100백만원 초과 ~ 150백만원 이하 80만원

150백만원 초과 ~ 200백만원 이하 100만원

200백만원 초과 ~ 300백만원 이하 120만원

300백만원 초과 ~ 500백만원 이하 140만원

500백만원 초과 ~ 1,000백만원 이하 160만원

1,000백만원 초과 ~ 1,500백만원 이하 200만원



※ 상기 우대 혜택은 '20.12월 기준으로, 우대서비스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이용수수료 할인  
바우처 제공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신용평가서  
이용수수료   

40% 할인

특허청 사업 
가점 부여

■ 적용대상 : 지식재산공제 기존고객 중 스마트빌 신규이용고객 

지식재산공제 부금월액 바우처 제공금액 지식재산공제 부금월액 바우처 제공금액

30만원 4만원 200만원 20만원

50만원 7만원 300만원 20만원

80만원 12만원 500만원 20만원

100만원 15만원 1,000만원 20만원

■ 공제 가입자에 대해 해당서비스 수수료 40% 할인 적용

(부가세 별도, 단위 : 원)

구 분 기업구분 정상가(‘20.10월 기준) 할인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개인기업 250,000원 150,000원

법 인
(총자산 100억 미만)

350,000원 210,000원

법 인
(총자산 100억 이상)

500,000원 300,000원

분 야 사업명 지원 대상 우대 지원 내용 비 고

IP
창출

IP 나래
프로그램

기술기반 창업기업
*창업후 7년이내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글로벌 IP
스타기업육성

수출(예정)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연구조직 보유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IP
활용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연구조직 보유 
중소·중견기업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IP
보호

지식재산
활용전략지원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지식재산공제 
자문서비스

이용기업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