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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미엄 리포트 신청



IP 기반의 R&D 전략 수립용 프리미엄 리포트 신청

KOITA 특허분석(IP-R&D) 서비스에서는 기존의 ‘리포트‘ 외에 프리미엄 리포트를 추가 서비스 제공합니다. 
KOITA 특허분석(IP-R&D) 서비스 초기 화면의 주황색 ‘ ’를 클릭하여 원하시는 분석 대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리포트는 유료 서비스이며, 기업 중심, 기술 중심, 자유 선택의 다양성과 담당 변리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는 2021년 10월 1일 정식 오픈하였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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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 신청 및 발급 절차

기업
중심

기술
중심

자유
선택

신청 KOITA 상담

신청내역
전화상담

(기술범위, 
해당 기업,
해당 국가

등)

리포트 생성

신청대상
리포트
생성

(KOITA &
특허법인)

리포트 완료 특허법인 상담

리포트
다운로드

(KOITA 
IP R&D 
시스템)

완료
리포트에

대한
전화상담

(특허법인)

프리미엄 리포트 신청 후 산기협 담당자와 신청내역에 대해 상담후, 리포트 생성 작업을 진행합니다.
근무일 기준 21일 이내에 프리미엄 리포트는 IP R&D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다운로드 후 종합의견을 작성한 특허법인의 담당 변리사와 전화 상담을 가능합니다.

최장 근무일 기준 21일 소요



프리미엄 리포트 신청 구성

프리미엄 리포트 신청은 ① 기업 중심, ② 기술 중심, ③ 자유 선택 중 하나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화면에서 각 분야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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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미엄 리포트 신청 방법- ① 기업 중심



리포트 신청 방법- ① 기업 중심

선도 기업, 경쟁 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하시고자 하는 4개 기업, 또는 4개 기업의 관련기술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1. 원하시는 4개의 기업을 선택하여 분석합니다.



리포트 신청 방법- ① 기업 중심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을 검색 및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입력된 기업의 명칭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사업자등록번호(KR
한정)과 해당 국가의 보유 특허수와 함께 표기 됩니다.

예시: 한국에서의 “현대에너지” 검색시, 현대에너지솔루션㈜ (사업자 번호 118-81-22037, 보유특허 70건)의표기

1. 분석 기업의 특허 출원 국가 선택창
2. 검색어 “현대에너지” 입력

3.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사업자번호 및 보유 특허수 표기

4. “현대에너지솔루션㈜” 선택 후, 
“+” 버튼의 클릭시, 선택항목(최대 4개 기업)으로
해당기업이 등록됨



리포트 신청 방법- ① 기업 중심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력이 완료된 후, 우측 하단의 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예시: 4개기업= 한국에서의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케이디파워”,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회원사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 및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약관 동의

①

② ③

클릭하여 결제창으로 이동
(슬라이드 “리포트 신청 방법- ④ 결제 진행”)

프리미엄 보고서는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1일 이내에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를 제외한 전화번호 11자리



리포트 신청 방법- ① 기업 중심 (기업-관련기술 보고서)

선도 기업, 경쟁 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하시고자 하는 4개 기업의 관련기술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1. 원하시는 4개의 기업-기술 페어를 선택하여 분석합니다.



리포트 신청 방법- ① 기업 중심 (기업-관련기술 보고서)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을 검색 및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입력된 기업의 명칭에 대응하는 기업이 해당 국가의 보유
특허수와 함께 표기 됩니다.

예시: 미국에서의 “Samsung elec” 검색시, Samsung Electronics (보유 특허 133,401건)의표기

1. 분석 기업의 특허 출원 국가 선택창
2. 검색어 “Samsung elec” 입력

3. “Samsung Electronics”의
US 보유 특허수 표기

4. “Samsung Electronics” 선택 후, 
“+” 버튼의 클리시, 해당 기업의 기술 분야 선택 창으로 진행



리포트 신청 방법- ① 기업 중심 (기업-관련기술 보고서)

“기술 검색” 창에서는 선택된 기업의 기술분야들을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수의 내림차순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검색을 통해서 세부 기술 분야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술 분야는 관련 CPC 코드 및 기업의 보유 특허수를
표기합니다.

예시: “Samsung electronics”의 미국보유특허수 내림차순 기준의 기술분야 목록.

①

②

보유 특허수 내림차순 기준으로 나열된
Samsung Electronics의 기술분야 리스트

1. “Samsung Electronics”가 미
국에서 “Semiconductor” 
기술분야에서 27,87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냄.

2. 검색창에 “semic” 입력시 나
오는 관련 기술분야 리스트

3. 세부 기술분야에 대한 관련
CPC 코드 및 보유 특허수 표기



리포트 신청 방법- ① 기업 중심 (기업-관련기술 보고서)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기술분야 페어들의 입력이 완료된 후, 우측 하단의 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예시: 4개기업-기술분야 페어 = “Samsung Electronics & Semiconductor”, “SK Hynix & Semiconductor”, “Samsung Electronics & IoT”, “Sony & IoT”

①

② ③ ④

회원사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 및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약관 동의

클릭하여 결제창으로 이동
(“리포트 신청 방법- ④ 결제 진행”)

분석을 원하는 기업의 기술분야를 검색 후, 
버튼의 클릭시, 선택항목

(최대 4개 기업-기술분야 페어)이 등록됨

‘-’를 제외한 전화번호 11자리



2. 프리미엄 리포트 신청 방법- ② 기술 중심



리포트 신청 방법- ② 기술 중심

관심 기술 분야, 기술 분야별 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하시고자 하는 4개 기술분야, 또는 4개 기술분야의
기업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1. 원하시는 4개 기술분야를 선택하여 분석합니다.

분석 기술의 특허
출원 국가 선택창



리포트 신청 방법- ② 기술 중심

“기술 검색” 창에서는 검색된 기술분야에 대한 해당 국가의 특허수 및 관련 CPC 코드를 표기합니다.
예시: “secondary cell (2차전지)”의 기술분야에 대한세부기술분야 및해당분야의 한국 특허수

4. “+” 버튼 클릭시, 선택항목(최대 4개 기술분야)으로 등록됨

1. 분석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 국가 선택창

2. 검색어 “secondary cell” 입력

3. “응용 화학” → “2차전지(cell); 그의 제조
[H01M10/00_main]” 기술분야의 산하 기술분야인
“Additional details related to secondary cells 
[H01M2010_all]” 기술분야의 한국 1462특허 분석



리포트 신청 방법- ② 기술 중심

또한, 세부 기술분야의 선정은 “기술 검색”에서 기술의 계층 분류 구조를 이용한 탐색을 통한 선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2차전지(cell); 그의제조 [H01M10/00_main]” 기술분야의 탐색

해당 기술분야의
하위 기술 분야로의 이동

관심 기술 선택

기술찾기 버튼을 누르면
기술 계층 분류창으로 확장됨



리포트 신청 방법- ② 기술 중심

분석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들(최대 4개 분야)의 입력이 완료된 후, 우측 하단의 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회원사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 및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약관 동의

‘-’를 제외한 전화번호 11자리

클릭하여 결제창으로 이동
(“리포트 신청 방법- ④ 결제 진행”)



리포트 신청 방법- ② 기술 중심 (기술-관련기업 보고서)

관심 기술 분야, 기술 분야별 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하시고자 하는 4개 기술분야, 또는 4개 기술분야의
기업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1. 원하시는 4개 기술분야-관련기업 페어를 선택하여 분석합니다.



리포트 신청 방법- ② 기술 중심 (기술-관련기업 보고서)

분석하고자 하는 기술을 검색 및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입력된 명칭에 대응하는 기술이 해당 국가의 특허수와 함께
표기 됩니다.
“기업 검색” 창에서는 선택된 기술분야의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수의 내림차순으로 보여줍니다.

예시: 미국에서의 “Semiconductor” 분야의, Samsung Electronics (보유 특허 27,875건)의표기

보유 특허수
기준으로 나열된
반도체 기술분야
기업 리스트

“Semiconductor” 기술분야에서
미국에서 “Samsung Electronics”
가 27,875건의 특허를 보유함.

분석을 원하는 기술분야의 기업을 검색 후, 
버튼의 클릭시, 선택항목

(최대 4개 기술분야-기업 페어)이 등록됨



리포트 신청 방법- ② 기술 중심 (기술-관련기업 보고서)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기술분야 페어들의 입력이 완료된 후, 우측 하단의 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예시: 4개기업-기술페어 = “Samsung Electronics & Semiconductor”, “SK Hynix & Semiconductor”, “Samsung Electronics & IoT”, “Sony & IoT”

분석을 원하는 기술분야의 기업을 검색 후, 
버튼의 클릭시, 선택항목

(최대 4개 기술분야-기업 페어)이 등록됨

①

③ ④

회원사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 및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약관 동의

②

클릭하여 결제창으로 이동
(“리포트 신청 방법- ④ 결제 진행”)



2. 프리미엄 리포트 신청 방법- ③ 자유선택



리포트 신청 방법- ③ 자유선택

자유 선택 양식에서는 분석하시고자 하는 4개 기업, 기술분야, 또는 기업-기술분야 페어중 원하는 항목을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기업/기술분야/기업-기술분야의 검색 및 선택 방식은 상기의 검색 및 선택 방식과 동일합니다.

예시: 1) 한국에서의 “펩티드 함유 의약품제재” 기술분야및 2) 해당분야에서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석
3) 미국에서의 “펩티드 의약품” 기술 분야및 4) 해당 분야에서의 University of California 분석



2. 프리미엄 리포트 신청 방법- ④ 결제 진행 및 신청 내역 관리



리포트 신청 방법- ④ 결제 진행 및 신청 내역 관리

버튼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제창으로 이동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
예시: 신한카드를 이용한 결제



리포트 신청 방법- ④ 결제 진행 및 신청 내역 관리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의 ①과 같이 결제 완료창이 뜨며, 입력된 번호와 이메일을 통해 결제 내역 및 알림톡을
송신합니다.

① ②



리포트 신청 방법- ④ 결제 진행 및 신청 내역 관리

해당 리포트의 신청 및 결제 이후 을 통하여, 서비스의 구매 내역 및 상태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담당자에게 관련 전화 상담이 진행되며, 전화 상담 완료 후에는 신청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및 서비스의 세부 조율이 완료되면, 해당 유료 리포트가 “작업중“으로 변경됩니다.



리포트 신청 방법- ④ 결제 진행 및 신청 내역 관리

유료 리포트의 생성이 완료에 맞추어 담당자에게 알림톡이 발송되며, 신청 내역 관리에서 해당 유료 리포트의
상태가 “완료”로 바뀌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리포트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 리포트는 PDF 형태로, 각 기업/기술분야/기업-기술분야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담당 변리사의 종합 의견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문서 내 링크를 통해 해당 자료에 대한 IP-R&D 웹 분석 콘텐츠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인 페이지 상단의 FAQ 메뉴를 확인해보세요.
FAQ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의 사항은 1:1문의를 이용해주세요.

기타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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