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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개요
지적재산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목록관리]

지적재산권의 내역을 관리합니다.

[분류설정]

지적재산권의 해당 분류를 등록합니다.

분류 설정
1. [분류 설정]을 클릭합니다. 최상위 분류인 [지적재산권]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목

설명

[+]

하위 분류를 추가합니다.

[-]

해당 분류를 삭제합니다.

[수정]

[+]버튼 옆의 수정버튼은 해당 분류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2. [+]버튼을 통해 하위 분류를 추가하여 등록합니다.

항목

설명

[분류코드]

분류코드를 등록합니다. 6자리로 등록되며 중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예)1을 입력하는 경우 000001로 등록

[분류명]

해당 분류의 이름을 말합니다

[설명]

해당 분류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3. 상하위 분류를 배치하여 분류를 완료합니다.

4. 상위 분류를 클릭하면 하위 분류를 화면에서 숨길수 있고, 커서를 대고 있으
면 해당 분류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관리
1. 우측 하단의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항목

설명

[출원날짜]

지적재산권의 출원 날짜를 입력합니다(필수입력)

[출원번호]

해당 지적재산권의 출원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날짜]

해당 지적재산권의 기업 내 등록 날짜를 입력합니다.

[등록번호]

해당 지적재산권의 기업 내 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분류]

앞서 설정한 분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선택합니다

[발명자]

발명자를 선택합니다.

[제목]

지적 재산권 명을 입력합니다.(필수입력)

[내용]

구체적 내용을 입력합니다.

[첨부파일]

지적재산권 관련 첨부파일을 선택합니다.

3. 지적 재산권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분류별로 정렬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