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특허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허청 아이디어로 '대학(원)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 홍보 요청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허청에서는 국민의 아이디어가 손쉽고 안전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인 「아이디어
로 (www . i dea r o .k r , 붙임 1 참조) 」을 지난 3월부터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또한, 플랫폼 개통과 함께 청년층의 활발한 아이디어 제안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 대학(원)생 아이디어 경진대회(총 상금 3천만원) ' 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경진대회 참여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11월 30일까지 플랫폼 내 누계 활동실적을 집계
하여 우수 대학에게는 장학금(1천만원)과 우수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 (자
세한 사항은 붙임 2 참조)

4. 이에, 귀교의 교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이번 경진대회 참여를 홍보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발명/디자인/창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대학의 경
우, 수업의 과제로서 수강생들이 플랫폼에 발제된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해보도록 할 수 있으므로, 관련 교과목의 담당교수님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교수진에게도 플랫폼 및 경진대회 내용을 안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현재 기업 및 공공기관의 70여개 과제가 발제되어 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있으며, 9월부터는 100여개
의 공공기관 과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 · 중소기업 과제가 추가적으로 발제될 예정임

5. 경진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아이디어로 홈페이지(www. i dea r o.k r ) 내
플랫폼소개>이벤트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과목 활용방법 및 플랫폼과 경진대
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실 이남수 사무관
(042-481-5724)이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김현승 팀장(02-3459-2728) , 김
진한 주임(02-3459-2809)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아이디어 플랫폼 ' 아이디어로 ' 개요 1부.
2. 특허청 아이디어로 대학(원)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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