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으로 지키는

나의 권리

내가 만든 브랜드, 등록하지 않으면 내것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연중 수시접수(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신청자격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대상) 지역지식재산센터별 세부 사업공고 참고

지원내용

지식재산 기초교육, IP전문가 상담 및 권리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
지원내용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상표출원 지원
IP창출 종합 패키지

문 의 처

지원금
무료
600천원 이내
15,000천원 이내

분담금
현금 및 현물 20%
현금 및 현물 20%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33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홈페이지 www2.ripc.org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3층

02) 2222-3860

인천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6층

032) 810-2881

경기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지원편의동 132호

031) 877-6936

강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5층

033) 749-3328

강원남부센터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태백상공회의소 3층

033) 552-5555

충북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청주상공회의소 1층

043) 229-2734

충남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소 2층

041) 559-5749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211호

042) 930-4471

경남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창원상공회의소 1층

055) 210-3081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5층

053) 222-3142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A동 3층 305호

051) 714-6955

울산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2층

052) 228-3086

전남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진흥원 4층

061) 242-8587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10층 1003호

064) 75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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