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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특허 인식도 조사 

 

문서 편집일 : 2009년 12월 11일 

문서 작성자 : SciON / 분석 및 보고서 작성자 : 박지민 

설문기획 :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박지민, 이강수 

총분량 :   35 페이지  

 

 

<설문환경> 

□ 설문기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설문시행 : BRIC/SciON 

□ 경품후원 : 특허법인 태웅 

□ 설문기간 : 2009년 11월 18일 ∼ 2009년 11월 27일 (10일 동안) 

□ 조사 상자 : 국내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 

□ 실시방법 : SciON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sci-on.net/) 

□ 총참여자 : 총 968명 

□ 결과(웹화면) : http://www.sci-on.net/survey/result.php?SEARCH=&STA=1&PAGENUM=1&PID=194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한다. 

- 결과값 중 %값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주) SciON 설문조사는 사실적인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분석자료로만 활용됨을 밝힙니다. 

(자료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SciON, http://www.sci-on.net/  전화: 054-279-8198  팩스: 054-279-5540  E-mail: scion@sc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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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체 결과 ( 총 968 명 ) 

 

 1.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1) 대학생 42 명  (4%)  

2) 대학원생 364 명  (38%)  

3) 연구원(원급, 선임급) 287 명  (30%)  

4) 박사 후 연구원 (포스닥) 82 명  (8%)  

5) 교수/책임급 연구원 125 명  (13%)  

6) 기타 68 명  (7%)  

 

 2. 귀하의 소속기관은 무엇입니까? 

 

1) 대학 526 명  (54%)  

2) 정부기관/출연연 138 명  (14%)  

3) 기업 208 명  (21%)  

4) 대학병원/병원 76 명  (8%)  

5) 기타 20 명  (2%)  

 

 3. 귀하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높습니까? 

 

1) 매우 높다 228 명  (24%)  

2) 높은 편이다 476 명  (49%)  

3) 낮은 편이다 231 명  (24%)  

4) 매우 낮다 33 명  (3%)  

 

 4. 귀하는 특허의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31 명  (3%)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53 명  (36%)  

3) 모르는 부분이 많다 485 명  (50%)  

4) 전혀 모르고 있다 99 명  (10%)  

 

 5. 귀하는 연구 수행 시 특허출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50 명  (5%)  

2)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244 명  (25%)  

3) 큰 부담이 없다 589 명  (61%)  

4) 전혀 부담이 없다 85 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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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_1_1. 부담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00 자 내외) 

 294 분 응답 

 

 6. 귀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 해당분야 특허 동향을 염두 해 두고 조사하는 편입니까? 

 

1) 항상 조사한다 166 명  (17%)  

2) 연구주제에 따라 조사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 520 명  (54%)  

3) 조사하지 않는 편이다 282 명  (29%)  

 

 7. 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분야 특허 동향을 염두 해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편입니까? 

 

1) 항상 모니터링한다 131 명  (14%)  

2) 연구주제에 따라 모니터링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 513 명  (53%)  

3) 모니터링 하지 않는 편이다 324 명  (33%)  

 

 8. 귀하는 연구개발과 특허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연구자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로써 특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8 명  (32%)  

2) 연구자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특허를 원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577 명  (60%)  

3) 연구개발과 특허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58 명  (6%)  

4) 잘 모르겠다 25 명  (3%)  

 

 9. 귀하는 국내에서 특허(국내특허, 국제특허, 해외특허 모두 포함)를 출원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321 명  (33%)  

2) 없다 647 명  (67%)  

 

 9_1_1. 특허 명세서는 주로 누가 작성을 하였습니까? 

 

1) 특허출원 참여자 157 명  (49%)  

2) 변리사 또는 특허사무소 129 명  (40%)  

3) 소속기관 담당부서 (예. 산학협력단) 29 명  (9%)  

4) 기타 6 명  (2%)  

 

 9_1_2. 등록 특허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부분 모두 선택) 등록 특허가 없을 경우, 1)번 

보기항목을 선택 바랍니다. 

1) 등록된 특허가 없다 40 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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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적 수익이 발생한 특허가 있다 34 명  (11%)  

3)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특허가 있다 44 명  (14%)  

4) 성과 보고/홍보로 활용된 특허가 있다 179 명  (56%)  

5) 활용된 적이 없다 65 명  (20%)  

6) 기타 12 명  (4%)  

 

 9_1_3. 귀하는 단순히 연구과제 평가 또는 기관(기업) 평가만을 위하여 특허를 출원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161 명  (50%)  

2) 없다 160 명  (50%)  

 

 9_1_4. 특허 출원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입 바랍니다. 

 321 분 응답 

 

 10. 귀하는 특허와 관련된 교육(강의, 세미나, 워크샵 등)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457 명  (47%)  

2) 없다 511 명  (53%)  

 

 10_1_1. 특허 교육을 받아 보셨다면, 특허에 대한 이해나 특허 출원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1) 그렇다 341 명  (75%)  

2) 아니다 116 명  (25%)  

 

 11.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관련된 특허 교육을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854 명  (88%)  

2) 없다 114 명  (12%)  

 

 12. 특허와 관련된 문의나 의문점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복수선택) 

 

1) 경험 있는 동료 연구자에게 문의한다 402 명  (42%)  

2) 특허 전문가(변리사, 특허법인)에게 문의한다 423 명  (44%)  

3) 소속기관 특허 담당부서를 통해 해결한다 234 명  (24%)  

4) 특허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해결한다 86 명  (9%)  

5) 특허 관련 문헌 자료 162 명  (17%)  

6) 인터넷을 통해 해결한다 288 명  (30%)  

7) 기타 14 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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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허 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1) 매우 만족 15 명  (2%)  

2) 만족 450 명  (46%)  

3) 불만족 83 명  (9%)  

4) 매우 불만족  7 명  (1%)  

5) 사용 경험이 없다 413 명  (43%) 

 

 13_3_1.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00 자 내외) 

 90 분 응답 

 

 14. BRIC 에서 특허와 관련된 정보(특허 DB 에 등록된 정보 제외)를 제공한다면, 어떤 자료를 제공받길 

원하십니까? (복수 선택) 

 

1) 특허출원을 위하여 연구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697 명  (72%)  

2) 전문분야별 특허 동향 분석 자료 646 명  (67%)  

3) 특허의 출원과 분쟁에 관련된 사례 모음 340 명  (35%)  

4) 커뮤니티를 통한 질의응답 또는 상담 324 명  (33%)  

5) 기타 10 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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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차분석 결과 

 

Q3. 귀하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높습니까?  

1) 매우 높다 228명   (24%)   

2) 높은 편이다 476명   (49%)   

3) 낮은 편이다 231명   (24%)   

4) 매우 낮다 33명   (3%) 

 

 

단위 : 명, %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낮은 편이다 4) 매우 낮다 전체(A) 

전 체 228 24% 476 49% 231 24% 33 3%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11 26% 22 52% 5 12% 4 10% 42 4% 

대학원생 67 18% 173 48% 109 30% 15 4% 364 38% 

연구원(원급, 69 24% 137 48% 73 25% 8 3% 287 30% 

박사후연구원(포 10 12% 52 63% 17 21% 3 4% 82 8% 

교수/책임급연구 52 42% 58 46% 13 10% 2 2% 125 13% 

기타 19 28% 34 50% 14 21% 1 1%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113 21% 257 49% 131 25% 25 5% 526 54% 

정부기관/출연연 28 20% 71 51% 36 26% 3 2% 138 14% 

기업 71 34% 102 49% 34 16% 1 0% 208 21% 

대학병원/병원 11 14% 35 46% 27 36% 3 4% 76 8% 

기타 5 25% 11 55% 3 15% 1 5%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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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귀하는 특허의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31명   (3%)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53명   (36%)   

3) 모르는 부분이 많다 485명   (50%)   

4) 전혀 모르고 있다 99명   (10%) 

 

단위 : 명, %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3) 모르는 부분이 4) 전혀 모르고 있다 전체(A) 

전 체 31 3% 353 36% 485 50% 99 10%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0 0% 4 10% 29 69% 9 21% 42 4% 

대학원생 3 1% 102 28% 209 57% 50 14% 364 38% 

연구원(원급, 10 3% 120 42% 133 46% 24 8% 287 30% 

박사후연구원(포 0 0% 35 43% 39 48% 8 10% 82 8% 

교수/책임급연구 15 12% 63 50% 41 33% 6 5% 125 13% 

기타 3 4% 29 43% 34 50% 2 3%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9 2% 171 33% 276 52% 70 13% 526 54% 

정부기관/출연연 6 4% 52 38% 70 51% 10 7% 138 14% 

기업 16 8% 106 51% 80 38% 6 3% 208 21% 

대학병원/병원 0 0% 16 21% 47 62% 13 17% 76 8% 

기타 0 0% 8 40% 12 60% 0 0%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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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귀하는 연구 수행 시 특허출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50명   (5%)   

2)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244명   (25%)   

3) 큰 부담이 없다 589명   (61%)   

4) 전혀 부담이 없다 85명   (9%) 

단위 : 명, % 

 1) 많은 부담을 가지고 2) 부담을 어느 정도 3) 큰 부담이 없다 4) 전혀 부담이 없다 전체(A) 

전 체 50 5% 244 25% 589 61% 85 9%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2 5% 4 10% 29 69% 7 17% 42 4% 

대학원생 15 4% 66 18% 247 68% 36 10% 364 38% 

연구원(원급, 13 5% 86 30% 160 56% 28 10% 287 30% 

박사후연구원(포 2 2% 21 26% 50 61% 9 11% 82 8% 

교수/책임급연구 12 10% 51 41% 59 47% 3 2% 125 13% 

기타 6 9% 16 24% 44 65% 2 3%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21 4% 106 20% 345 66% 54 10% 526 54% 

정부기관/출연연 5 4% 34 25% 87 63% 12 9% 138 14% 

기업 18 9% 85 41% 100 48% 5 2% 208 21% 

대학병원/병원 4 5% 13 17% 46 61% 13 17% 76 8% 

기타 2 10% 6 30% 11 55% 1 5%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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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1_1. 부담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00자 내외)  

 294분 응답 

 

답변요약 (2가지 이상 답변한 참여자 있음)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부족 (57건) 

정부 또는 기업의 실적평가 및 성과달성, 인사고과 등에 대한 부담 (53건) 

특허의 출원/등록/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7건) 

기존 특허와의 차별성과 중복성 조사, 선행연구 조사 등의 어려움 (38건) 

복잡한 특허출원절차 (21건) 

특허로써의 가치 판단 또는 청구 범위 설정의 어려움 (21건) 

출원 후 기술유출 또는 보안성, 사후 권리보호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 (10건) 

기타 (91건) (기업의 사업화 전략으로 활용, 특허 지분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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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귀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 해당분야 특허 동향을 염두 해 두고 조사하는 편입니까?  

1) 항상 조사한다 166명   (17%)   

2) 연구주제에 따라 조사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 520명   (54%)   

3) 조사하지 않는 편이다 282명   (29%) 

 

단위 : 명, % 

 1) 항상 조사한다 2) 연구주제에 따라 3) 조사하지 않는 편이다 전체(A) 

전 체 166 17% 520 54% 282 29%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5 12% 24 57% 13 31% 42 4% 

대학원생 30 8% 188 52% 146 40% 364 38% 

연구원(원급, 선임 65 23% 166 58% 56 20% 287 30% 

박사후연구원(포스닥) 15 18% 41 50% 26 32% 82 8% 

교수/책임급연구원 35 28% 61 49% 29 23% 125 13% 

기타 16 24% 40 59% 12 18%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59 11% 274 52% 193 37% 526 54% 

정부기관/출연연 27 20% 74 54% 37 27% 138 14% 

기업 74 36% 123 59% 11 5% 208 21% 

대학병원/병원 3 4% 36 47% 37 49% 76 8% 

기타 3 15% 13 65% 4 20%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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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분야 특허 동향을 염두 해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편

입니까?  

1) 항상 모니터링한다 131명   (14%)   

2) 연구주제에 따라 모니터링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 513명   (53%)   

3) 모니터링 하지 않는 편이다 324명   (33%) 

 

단위 : 명, % 

 1) 항상 모니터링한다 2) 연구주제에 따라 3) 모니터링 하지 않는 전체(A) 

전 체 131 14% 513 53% 324 33%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5 12% 19 45% 18 43% 42 4% 

대학원생 27 7% 170 47% 167 46% 364 38% 

연구원(원급, 선임 47 16% 181 63% 59 21% 287 30% 

박사후연구원(포스닥) 12 15% 37 45% 33 40% 82 8% 

교수/책임급연구원 28 22% 61 49% 36 29% 125 13% 

기타 12 18% 45 66% 11 16%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48 9% 257 49% 221 42% 526 54% 

정부기관/출연연 24 17% 74 54% 40 29% 138 14% 

기업 50 24% 142 68% 16 8% 208 21% 

대학병원/병원 5 7% 30 39% 41 54% 76 8% 

기타 4 20% 10 50% 6 30%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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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귀하는 연구개발과 특허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연구자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로써 특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8명   (32%)   

2) 연구자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특허를 원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577명   (60%)   

3) 연구개발과 특허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58명   (6%)   

4) 잘 모르겠다 25명   (3%) 

 

단위 : 명, % 

 1) 연구자는 2) 연구자는 3) 연구개발과 특허 4) 잘 모르겠다 전체(A) 

전 체 308 32% 577 60% 58 6% 25 3%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12 29% 21 50% 8 19% 1 2% 42 4% 

대학원생 106 29% 225 62% 15 4% 18 5% 364 38% 

연구원(원급, 103 36% 166 58% 15 5% 3 1% 287 30% 

박사후연구원(포 16 20% 60 73% 5 6% 1 1% 82 8% 

교수/책임급연구 47 38% 73 58% 5 4% 0 0% 125 13% 

기타 24 35% 32 47% 10 15% 2 3%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147 28% 328 62% 30 6% 21 4% 526 54% 

정부기관/출연연 37 27% 88 64% 12 9% 1 1% 138 14% 

기업 94 45% 99 48% 14 7% 1 0% 208 21% 

대학병원/병원 22 29% 52 68% 1 1% 1 1% 76 8% 

기타 8 40% 10 50% 1 5% 1 5%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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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귀하는 국내에서 특허(국내특허, 국제특허, 해외특허 모두 포함)를 출원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321명   (33%)   

2) 없다 647명   (67%) 

 

단위 : 명, % 

 1) 있다 2) 없다 전체(A) 

전 체 321 33% 647 67%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1 2% 41 98% 42 4% 

대학원생 86 24% 278 76% 364 38% 

연구원(원급, 선임급 포 111 39% 176 61% 287 30% 

박사후연구원(포스닥) 35 43% 47 57% 82 8% 

교수/책임급연구원 66 53% 59 47% 125 13% 

기타 22 32% 46 68%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154 29% 372 71% 526 54% 

정부기관/출연연 50 36% 88 64% 138 14% 

기업 100 48% 108 52% 208 21% 

대학병원/병원 10 13% 66 87% 76 8% 

기타 7 35% 13 65%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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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1_1. 특허 명세서는 주로 누가 작성을 하였습니까?  

1) 특허출원 참여자 157명   (49%)   

2) 변리사 또는 특허사무소 129명   (40%)   

3) 소속기관 담당부서 (예. 산학협력단) 29명   (9%)   

4) 기타 6명   (2%) 

 

단위 : 명, % 

 1) 특허출원 참여자 2) 변리사 또는 3) 소속기관 담당부 4) 기타 전체(A) 

전 체 157 49% 129 40% 29 9% 6 2% 321 100%

직 책 별           

대학생 0 0% 1 100% 0 0% 0 0% 1 0% 

대학원생 37 43% 36 42% 11 13% 2 2% 86 27% 

연구원(원급, 55 50% 44 40% 11 10% 1 1% 111 35% 

박사후연구원(포 19 54% 13 37% 3 9% 0 0% 35 11% 

교수/책임급연구 35 53% 28 42% 2 3% 1 2% 66 21% 

기타 11 50% 7 32% 2 9% 2 9% 22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61 40% 70 45% 18 12% 5 3% 154 48% 

정부기관/출연연 29 58% 20 40% 1 2% 0 0% 50 16% 

기업 64 64% 28 28% 8 8% 0 0% 100 31% 

대학병원/병원 0 0% 8 80% 2 20% 0 0% 10 3% 

기타 3 43% 3 43% 0 0% 1 14% 7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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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1_2. 등록 특허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부분 모두 선택) 등록 특허가 없을 경

우, 1)번 보기항목을 선택 바랍니다.  

1) 등록된 특허가 없다 40명   (12%)   

2) 금전적 수익이 발생한 특허가 있다 34명   (11%)   

3)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특허가 있다 44명   (14%)   

4) 성과 보고/홍보로 활용된 특허가 있다 179명   (56%)   

5) 활용된 적이 없다 65명   (20%)   

6) 기타 12명   (4%) 

 

단위 : 명, % 

 1) 등록된 2) 금전적 수익이 3) 기술이전이 4) 성과 보고/ 5) 활용된 적이 6) 기타 전체(A) 

전 체 40 12% 34 11% 44 14% 179 56% 65 20% 12 4% 321 100%

직 책 별               

대학생 0 0% 0 0% 0 0% 1 100% 0 0% 0 0% 1 0%

대학원생 14 16% 4 5% 9 10% 47 55% 19 22% 5 6% 86 27%

연구원(원 16 14% 17 15% 13 12% 61 55% 20 18% 2 2% 111 35%

박사후연구 1 3% 1 3% 6 17% 21 60% 7 20% 1 3% 35 11%

교수/책임급 5 8% 8 12% 11 17% 40 61% 14 21% 1 2% 66 21%

기타 4 18% 4 18% 5 23% 9 41% 5 23% 3 14% 22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21 14% 9 6% 18 12% 81 53% 37 24% 5 3% 154 48%

정부기관/출연 6 12% 3 6% 12 24% 25 50% 10 20% 1 2% 50 16%

기업 11 11% 22 22% 13 13% 62 62% 15 15% 6 6% 100 31%

대학병원/병원 0 0% 0 0% 0 0% 7 70% 3 30% 0 0% 10 3%

기타 2 29% 0 0% 1 14% 4 57% 0 0% 0 0% 7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복수응답 문항으로 row pct 의 합계가 100%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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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1_3. 귀하는 단순히 연구과제 평가 또는 기관(기업) 평가만을 위하여 특허를 출원해 본 경험이 있

습니까?  

1) 있다 161명   (50%)   

2) 없다 160명   (50%) 

 

단위 : 명, % 

 1) 있다 2) 없다 전체(A) 

전 체 161 50% 160 50% 321 100% 

직 책 별   

대학생 0 0% 1 100% 1 0% 

대학원생 39 45% 47 55% 86 27% 

연구원(원급, 선임급 포 60 54% 51 46% 111 35% 

박사후연구원(포스닥) 21 60% 14 40% 35 11% 

교수/책임급연구원 33 50% 33 50% 66 21% 

기타 8 36% 14 64% 22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70 45% 84 55% 154 48% 

정부기관/출연연 31 62% 19 38% 50 16% 

기업 51 51% 49 49% 100 31% 

대학병원/병원 5 50% 5 50% 10 3% 

기타 4 57% 3 43% 7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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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1_4. 특허 출원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입 바랍니다.  

  

 321분 응답 

 

답변 요약 (2가지 이상 답변한 참여자 있음) 

명세서/청구항 작성의 어려움 (49건) 

기존 특허 검색 또는 특허 동향 조사의 어려움 (34건) 

특허의 출원/등록/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0건) 

신규성과 독창성, 실용성 등 특허로써의 가치 판단의 어려움 (25건) 

특어용어/법률용어의 어려움 (20건) (예. 영문명의 한글 표기, 생소한 법률용어 등) 

복잡한 특허출원절차 (16건)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부족 (14건) 

진행상 많은 시간이 소요됨 (6건) 

특허출원자, 변리사, 심사관 과의 의사소통 (5건) 

기타 (23건) (해당전문분야의 변리사 또는 심사관이 없음, 특허 평가자에 따라 다른 심사기준, 지원부

서가 따로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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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귀하는 특허와 관련된 교육(강의, 세미나, 워크샵 등)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457명   (47%)   

2) 없다 511명   (53%) 

 

단위 : 명, % 

 1) 있다 2) 없다 전체(A) 

전 체 457 47% 511 53%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15 36% 27 64% 42 4% 

대학원생 160 44% 204 56% 364 38% 

연구원(원급, 선임급 포 140 49% 147 51% 287 30% 

박사후연구원(포스닥) 40 49% 42 51% 82 8% 

교수/책임급연구원 69 55% 56 45% 125 13% 

기타 33 49% 35 51%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225 43% 301 57% 526 54% 

정부기관/출연연 78 57% 60 43% 138 14% 

기업 121 58% 87 42% 208 21% 

대학병원/병원 21 28% 55 72% 76 8% 

기타 12 60% 8 40%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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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1_1. 특허 교육을 받아 보셨다면, 특허에 대한 이해나 특허 출원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1) 그렇다 341명   (75%)   

2) 아니다 116명   (25%) 

 

 

단위 : 명, % 

 1) 그렇다 2) 아니다 전체(A) 

전 체 341 75% 166 25% 457 100% 

직 책 별   

대학생 11 73% 4 27% 15 3% 

대학원생 105 66% 55 34% 160 35% 

연구원(원급, 선임급 포 109 78% 31 22% 140 31% 

박사후연구원(포스닥) 32 80% 8 20% 40 9% 

교수/책임급연구원 59 86% 10 14% 69 15% 

기타 25 76% 8 24% 33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161 72% 64 28% 225 49% 

정부기관/출연연 61 78% 17 22% 78 17% 

기업 97 80% 24 20% 121 26% 

대학병원/병원 12 57% 9 43% 21 5% 

기타 10 83% 2 17% 12 3%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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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관련된 특허 교육을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854명   (88%)   

2) 없다 114명   (12%) 

 

 

단위 : 명, % 

 1) 있다 2) 없다 전체(A) 

전 체 854 88% 114 12%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39 93% 3 7% 42 4% 

대학원생 326 90% 38 10% 364 38% 

연구원(원급, 선임급 포 259 90% 28 10% 287 30% 

박사후연구원(포스닥) 72 88% 10 12% 82 8% 

교수/책임급연구원 105 84% 20 16% 125 13% 

기타 53 78% 15 22%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476 90% 50 10% 526 54% 

정부기관/출연연 118 86% 20 14% 138 14% 

기업 180 87% 28 13% 208 21% 

대학병원/병원 63 83% 13 17% 76 8% 

기타 17 85% 3 15%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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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특허와 관련된 문의나 의문점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복수선택)  

1) 경험 있는 동료 연구자에게 문의한다 402명   (42%)   

2) 특허 전문가(변리사, 특허법인)에게 문의한다 423명   (44%)   

3) 소속기관 특허 담당부서를 통해 해결한다 234명   (24%)   

4) 특허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해결한다 86명   (9%)   

5) 특허 관련 문헌 자료 162명   (17%)   

6) 인터넷을 통해 해결한다 288명   (30%)   

7) 기타 14명   (1%) 

 

 

단위 : 명, % 

 1) 경험 있는 2) 특허 3) 소속기관 4) 특허 관련 5) 특허 관련 6) 인터넷을 7) 기타 전체 

전 체 402 42% 423 44% 234 24% 86 9% 162 17% 288 30% 14 1%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22 52% 13 31% 7 17% 4 10% 13 31% 22 52% 0 0% 42 4%

대학원생 156 43% 141 39% 81 22% 29 8% 46 13% 128 35% 6 2% 364 38%

연구원 123 43% 122 43% 83 29% 29 10% 60 21% 77 27% 6 2% 287 30%

박사후연 35 43% 43 52% 16 20% 7 9% 18 22% 20 24% 0 0% 82 8%

교수/책임 47 38% 80 64% 31 25% 6 5% 12 10% 15 12% 0 0% 125 13%

기타 19 28% 24 35% 16 24% 11 16% 13 19% 26 38% 2 3%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223 42% 216 41% 128 24% 42 8% 78 15% 172 33% 7 1% 526 54%

정부기관/출 63 46% 62 45% 33 24% 14 10% 20 14% 26 19% 2 1% 138 14%

기업 73 35% 113 54% 52 25% 23 11% 44 21% 52 25% 4 2% 208 21%

대학병원/병 35 46% 24 32% 20 26% 6 8% 13 17% 29 38% 1 1% 76 8%

기타 8 40% 8 40% 1 5% 1 5% 7 35% 9 45% 0 0%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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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허 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1) 매우 만족 15명   (2%)   

2) 만족 450명   (46%)   

3) 불만족 83명   (9%)   

4) 매우 불만족  7명   (1%)   

5) 사용 경험이 없다 413명   (43%) 

 

단위 : 명, % 

 1) 매우 만족 2) 만족 3)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5) 사용 경험이 전체(A) 

전 체 15 2% 450 46% 83 9% 7 1% 413 43%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0 0% 11 26% 3 7% 1 2% 27 64% 42 4% 

대학원생 2 1% 128 35% 26 7% 5 1% 203 56% 364 38%

연구원(원급, 3 1% 171 60% 27 9% 0 0% 86 30% 287 30%

박사후연구원 0 0% 38 46% 10 12% 0 0% 34 41% 82 8% 

교수/책임급연 6 5% 65 52% 10 8% 1 1% 43 34% 125 13%

기타 4 6% 37 54% 7 10% 0 0% 20 29%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4 1% 195 37% 39 7% 7 1% 281 53% 526 54%

정부기관/출연연 5 4% 67 49% 16 12% 0 0% 50 36% 138 14%

기업 5 2% 155 75% 18 9% 0 0% 30 14% 208 21%

대학병원/병원 1 1% 23 30% 6 8% 0 0% 46 61% 76 8% 

기타 0 0% 10 50% 4 20% 0 0% 6 30%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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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3_1.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00자 내외)  

  

 90분 응답 

 

답변 요약 (2가지 이상 답변한 참여자 있음) 

특허 정보의 검색의 불편함 (33건) 

제공되는 특허 정보가 부실하거나 충분하지 않음 (27건) 

연구자 입장에서 접근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음. (14건) 

연구자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음. (10건) 

상담서비스 미흡 (3건) 

기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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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BRIC에서 특허와 관련된 정보(특허DB에 등록된 정보 제외)를 제공한다면, 어떤 자료를 제공받길 

원하십니까? (복수 선택)  

1) 특허출원을 위하여 연구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697명   (72%)   

2) 전문분야별 특허 동향 분석 자료 646명   (67%)   

3) 특허의 출원과 분쟁에 관련된 사례 모음 340명   (35%)   

4) 커뮤니티를 통한 질의응답 또는 상담 324명   (33%)   

5) 기타 10명   (1%)   

 

단위 : 명, % 

 1) 특허출원을 2) 전문분야별 3) 특허의 출원과 4) 커뮤니티를 통 5) 기타 전체(A) 

전 체 697 72% 646 67% 340 35% 324 33% 10 1% 968 100%

직 책 별             

대학생 31 74% 29 69% 21 50% 21 50% 0 0% 42 4% 

대학원생 284 78% 225 62% 118 32% 136 37% 1 0% 364 38%

연구원(원급, 199 69% 202 70% 102 36% 88 31% 2 1% 287 30%

박사후연구원 63 77% 58 71% 29 35% 27 33% 2 2% 82 8% 

교수/책임급연 80 64% 89 71% 43 34% 33 26% 2 2% 125 13%

기타 40 59% 43 63% 27 40% 19 28% 3 4% 68 7% 

소 속 기 관 별             

대학 409 78% 329 63% 182 35% 198 38% 2 0% 526 54%

정부기관/출연연 87 63% 97 70% 39 28% 36 26% 4 3% 138 14%

기업 130 63% 158 76% 78 38% 60 29% 3 1% 208 21%

대학병원/병원 57 75% 45 59% 32 42% 23 30% 0 0% 76 8% 

기타 14 70% 17 85% 9 45% 7 35% 1 5% 20 2%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복수응답 문항으로 row pct 의 합계가 100% 초과함. 

 

기타응답 
특허출원을 위해 준비해야 할것, 특허출원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정보 

특허출원에 대한 조건 등 

특허의 인용된 정도에 따른 같은 연구분야의 랭킹 

특허 동향 분석 tool 제공 

최신 연구성과의 분석 및 이슈화 

위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자료 

외국특허 

선행, 유사 특허 검색서비스 

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특허맵과 효과적인 특허 검색시스템 

분야별 특허 동향 및 특허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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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용자 의견 댓글 

 

민주식 (2009.11.26) 

절차의 어려움 보다 처음 할 때 두려움과 관리의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 (2009.11.24) 

특허검색 기능이 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우 (2009.11.23) 

기초과학자들도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해야 해외에 국내연구 성과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관섭 (2009.11.23) 

특허검색을 하다보면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보다 쉽고 광 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을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늘 

변리사보다 못한 정보(특허검색에 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재천 (2009.11.23) 

특허검색은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으나 절차 및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듯 싶습니다.   

 

최수영 (2009.11.20) 

연구를 통한 특허출원은 가장 합리적인 IFR(이상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장희 (2009.11.20)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조심스럽게 동의합니다.  

  

정갑택 (2009.11.19)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PIAS 검색서비스를 너무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태 (2009.11.19) 

특허출원 행사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허를 등록받기란 어렵습니다. 그래도 출원한 특허가 이익으로 

연결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성과를 위해서 출원/등록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김성철 (2009.11.19) 

절차도 복잡하고, 관리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추후관리도 골치아픕니다.  

  

성병준 (2009.11.19) 

등록 과정의 복잡성과 등록 후 관리비용등의 부담이 큽니다.  

  

한진우 (2009.11.19) 

특허를 통해 많은 바이오인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그날이 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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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국 (2009.11.19) 

특허를 통하여 자신의 성과물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허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기초 지식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홍성운 (2009.11.19) 

특허분야가 은근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원희 (2009.11.19) 

특허... 연구와 병행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동떨어져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죠..  

  

이은희 (2009.11.19) 

특허 출원은 몇번 해보았는데, 부분 특허사무소를 통한 것이라 기초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특허 

출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네요...   

  

정성진 (2009.11.19) 

평소 무관심했던 부분에 해 경각심 차원에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정 (2009.11.19) 

특허관련 교육을 들어도 실제 특허를 낸어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허관련된 자료나 교육이 더 

많아져서 연구에 지장없이 쉽게 특허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주 (2009.11.18) 

특허정보 접근에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보다 일반화의 방식으로도 접근할수 잇엇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즉, 

관련단어를 입력하여도 목표로 하는 것에 한 정보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경우가 많아서 몇번 방법이거나 단어를 

바꾸어가면서 하여도 접근하기 어려울때 좌절내지 지치는 경향도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김중섭 (2009.11.18) 

특허에 관련된 법규와 제반 정보에 하여 국가차원에서 일원화된 전문창구와 완벽한 서비스가 가능한 조직과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연구인은 오로지 연구에만 몰입이 가능하도록!  

  

홍준기 (2009.11.18) 

국내외 특허 정보의 데이타베이스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보강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함인혜 (2009.11.18)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특허 중요성에 해 알게되서 참 좋습니다.  

  

송호현 (2009.11.18)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적으로 응용가능한 기술이나 결과들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  

  

김중학 (2009.11.18) 

일반 연구원들에게 특허/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한 인식을 고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특허정보서비스도 잘되어 있는 편이지만 좀더 출원인들이 선행조사를 하기 쉽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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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했으면 합니다.  

  

민호필 (2009.11.18) 

정보에 한접근법을 잘몰라 당황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유재호 (2009.11.18) 

특허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일반연구원들과 정보공유를 할수있도록 쉽게 접근할수있는 제도/장소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양영수 (2009.11.18) 

특허에 한 관심은 있으나 정보를 찾기가 힘들고, 등록시 추후 연구기관과 개인간에 특허권 소송이 걱정..  

  

강추옥 (2009.11.18) 

연구과정에 특허를 념두에 두고 연구과정을 일일이 꼼꼼히 기록하고 국내외 특허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습관화 하면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중환 (2009.11.18) 

정말, 연구자들이 알아보기(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비용 등등, 물론 일일이 개인적으로 알아보아야 하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네요(실험실에만 

박혀있다보니요...)  

  

이자형 (2009.11.18) 

연구 개발자가 특허까지 생각하면서 연구하기에는 여러면에서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국가든 사설기관이든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현재보다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승관 (2009.11.18) 

국가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특허에 해 개발자의 권한 역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윤정로 (2009.11.18) 

특허에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국내특허는 보호가 넘 힘들다. 등록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한상욱 (2009.11.18) 

쉽게 참여할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접근하기 쉬운 사례적용을 통해 가까이서 접할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하고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창준 (2009.11.18) 

최근에 특허를 몇개 내서... 관심을가지고 보긴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우상규 (2009.11.18) 

특허를 위한 특허보다는 연구의 성과물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허를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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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합니다.  

  

길리종 (2009.11.18) 

특허에 관련한 지식에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 강좌가 있는것도 아니고 당장 모른다고 해서 손해가는 것도 

아니기에 관심으로만 끝나곤 했습니다. 좋은 워크샵이나 강좌가 있다면 듣고 싶네요..  

  

최문희 (2009.11.18) 

학원수업에 강의로 있어야 할 만큼 특허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원이나 학원생들을 위해 찾아가서 

교육을 해 주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보승 (2009.11.18)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특허 동향에 한 지식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향후 특허 부분에서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촣겠습니다.  

  

신지 (2009.11.18) 

특허관련된 교육과 자료가 좀더 다양하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들어도 특허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딱히 맘에 와닿지는 않더라구요.  

  

한승렬 (2009.11.18) 

특허관련된 강의나 안내 책자 같은 것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네요~ 현실적으로 보통의 학원생들이나 

연구원들은 특허에 해 거의 모르기때문이지요~  

  

심구식 (2009.11.18) 

특허에 한 지식 및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교류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강현희 (2009.11.18) 

여러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특허에 한 지식 및 정보/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교류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면 더 나은 특허 관련 결과가 나올것이라 생각합니다.  

  

희성 (2009.11.18) 

순수연구를 통한 특허인지, 실적을 통한 특허인지, 최근 연구와 관련된 특허는 기술이전이라는 명목하에 

당연시되고 있지만...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가 제 로 된 특허일지....안타깝네요.  

  

이성호 (2009.11.18) 

연구에 한 관심만 있었지 딱히 실험 하는거에 한 특허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네요^^;  

  

음음 (2009.11.18) 

음.. 특허를 내면 특허권자는 누가 되나염 ?  

  

한강록 (2009.11.18) 

특허에 관심이 별로 없고, 과학이라기보다는 상품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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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2009.11.18) 

국내특허는 보호가 넘 힘들다. 등록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림   

  

임윤묵 (2009.11.18) 

연구의 결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여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희 (2009.11.18) 

특허권진행이 너무오래걸리고 지적자산의 국내는 보호가 힘들어요~  

  

안창호 (2009.11.18) 

연구를 하면서 특허에 해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하지만 특허에 관한 정보와 

교육이 보편화 된다면 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광 (2009.11.18) 

특허에 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에 한 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참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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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설문지 

 

연구와 특허 인식도 조사 

 

연구개발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실제 수익성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자들에게는 특허에 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허에 한 연구자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특허 출원 및 등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

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설문 상 : 국내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 

□ 설문주체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설문기획 : BRIC 박지민 , BRIC 이강수 

□ 설문기간 : 2009년 11월 18일(수) ~ 27일(금), 10일간 

□ 설문구성 : Part1.참여자정보(2문항), Part2.특허관심도(2문항), Part3.특허와연구(4~5문항),  

Part4.특허출원경험(1~5문항), Part5.특허와교육(3~4문항), Part6.특허정보활용(2~3문항) 

□ 경품후원 : 특허법인 태웅 

 

* 본 설문의 경품은 특허법인 태웅 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USB 마우스패드 50개 (설문참여자 50분께 드립니다.) 

 

Q1.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1) 대학생  

   2) 대학원생  

   3) 연구원 (원급, 선임급 포함)  

   4) 박사후 연구원 (포스닥)  

   5) 교수/책임급 연구원  

   6) 기타  

  

 Q2. 귀하의 소속기관은 무엇입니까? 

   1) 대학  

   2) 정부기관/출연연  

   3) 기업  

   4) 대학병원/병원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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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귀하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높습니까?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낮은 편이다  

   4) 매우 낮다 

  

 Q4. 귀하는 특허의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모르는 부분이 많다  

   4) 전혀 모르고 있다 

 

  Q5. 귀하는 연구 수행 시 특허출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  Q5_1.) 

    2)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  Q5_1.) 

    3) 큰 부담이 없다 

    4) 전혀 부담이 없다 

 

  Q5_1. 부담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00자 내외) 

    (                                        ) 

 

Q6. 귀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 해당분야 특허 동향을 염두 해 두고 조사하는 편입니까?  

    1) 항상 조사한다  

    2) 연구주제에 따라 조사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  

    3) 조사하지 않는 편이다 

 

  Q7. 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분야 특허 동향을 염두 해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편입니까?  

    1) 항상 모니터링한다  

    2) 연구주제에 따라 모니터링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  

    3) 모니터링 하지 않는 편이다 

 

  Q8. 귀하는 연구개발과 특허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연구자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로써 특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연구자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특허를 원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3) 연구개발과 특허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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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잘 모르겠다 

  

   Q9. 관리가 귀하는 국내에서 특허(국내특허, 국제특허, 해외특허 모두 포함)를 출원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Q9_1_1.~Q9_1_4.) 

    2) 없다  

 

   Q9_1_1. 특허 명세서는 주로 누가 작성을 하였습니까?  

    1) 특허출원 참여자  

    2) 변리사 또는 특허사무소  

    3) 소속기관 담당부서 (예. 산학협력단)  

    4) 기타 

 

   Q9_1_2. 등록 특허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부분 모두 선택) 등록 특허가 없을 경우, 1)번 

보기항목을 선택 바랍니다.  

    1) 등록된 특허가 없다   

    2) 금전적 수익이 발생한 특허가 있다   

    3)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특허가 있다   

    4) 성과 보고/홍보로 활용된 특허가 있다   

    5) 활용된 적이 없다 

 

   Q9_1_3. 귀하는 단순히 연구과제 평가 또는 기관(기업) 평가만을 위하여 특허를 출원해 본 경험이 있습니

까?  

    1) 있다  

    2) 없다 

 

   Q9_1_4. 특허 출원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입 바랍니다. 

    (                              ) 

 

  Q10. 귀하는 특허와 관련된 교육(강의, 세미나, 워크샵 등)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Q10_1_1.) 

   2) 없다 

 

   Q10_1_1. 특허 교육을 받아 보셨다면, 특허에 대한 이해나 특허 출원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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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관련된 특허 교육을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Q12. 특허와 관련된 문의나 의문점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복수선택)  

   1) 경험 있는 동료 연구자에게 문의한다   

   2) 특허 전문가(변리사, 특허법인)에게 문의한다   

   3) 소속기관 특허 담당부서를 통해 해결한다   

   4) 특허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해결한다   

   5) 특허 관련 문헌 자료   

   6) 인터넷을 통해 해결한다   

   7) 기타 

 

Q13.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허 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불만족 (  Q13_1.) 

   4) 매우 불만족 (  Q13_1.) 

   5) 사용 경험이 없다 

 

Q13_1.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300자 내외) 

   (                                ) 

 

Q14. BRIC에서 특허와 관련된 정보(특허DB에 등록된 정보 제외)를 제공한다면, 어떤 자료를 제공받길 원하

십니까? (복수 선택) 

   1) 특허출원을 위하여 연구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2) 전문분야별 특허 동향 분석 자료   

   3) 특허의 출원과 분쟁에 관련된 사례 모음   

   4) 커뮤니티를 통한 질의응답 또는 상담   

   5) 기타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