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기술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기술·경영 정보는 보호받고
신뢰는 높아지는

연간 약 1만여건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등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6만4천여건의 임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임치계약 1만여건, 누계 63,805건

임치기술 활용지원
사업 안내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 목록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자료,
유출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중소기업 기술보호 핵심제도,
기술자료 임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최근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는 꾸준히 발생
('16년) 3.5% → ('17년) 3.8% → ('18년) 1.9%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스마트공장 기술임치
안내자료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건당 13억 이상

기술임치
우수사례집

('16년) 18.9억 → ('17년)13.1억 → ('18년)16.7억

기술자료 임치제도 효과

기술유출 피해
피해 금액

기술의 보호

3.8%
3.5%
1.9%

기술개발 사실 및 보유 시점 입증

기술자료 임치센터
기술탈취 방지, 자료 유실 대응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02-368-8484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www.kescrow.or.kr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경영 정보를

기술자료임치센터

기술자료 요구 사전예방

18.9억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보호와 거래안정성,

16.7억
13.1억

2016년

2017년

2018년

기업간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임치를 활용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술거래 시 신뢰성 확보

임치계약기간 동안 개발사실에 대하여 법적추정력이 부여되며
기술유출 분쟁 시 임치물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치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술상 정보

기술자료를 어떻게
임치하나요?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감면방법이 있나요?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방법
기술자료 임치
연간 수수료

온라인 임치

▶ 생산·제조방법
▶ 시설·제품설계도 및 메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임치제도를 이용한 기업에
지원혜택을 주는 사업이 있나요?
기술임치 활용지원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약 200만원)

1.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2. 계약신청서
제출

3. 수수료 납부 및
임치물 제출

5. 전자 서명 및
계약완료

6. 임치증 출력

보증수수료 감면 (0.3~0.5%), 금리 우대(0.5~1%) 등

신규계약 : 30만원
갱신계약 : 15만원

▶ 연구개발 보고서

신청·접수 및 문의

▶ SW 소스코드
4. 임치물 입고 및
계약서 발행

경영상 정보

기술임치 계약 완료후 www.kescrow.or.kr에서 ‘활용지원’ 신청
수수료의
1/3 감면

오프라인 임치

창업ㆍ벤처기업,
기술ㆍ경영혁신형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재무, 회계,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한

1. 사전상담
(02-368-8484)

2. 신청접수(이메일)
escrow@win-win.or.kr

신규계약 : 20만원

3. 수수료 납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자금 중

갱신계약 : 10만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능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4. 방문 및 계약

5. 임치증 교부

계약

(임치물 입고)

스마트공장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안내

장기임치(5년 이상)
계약 체결 시

기술임치센터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2년 이상

사용인
(도입기업)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

개발 기술의 보호

계약유형 : 삼자간 계약

교부조건 발생시 임치물 교부받아
스마트공장 유지보수에 활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을 온라인 신청

15만원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에서 확인 가능

자료 보관 및 교부
(공급기업)

 국 어디서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

기술보호 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15만원

개발인

신청·접수 및 문의
수수료의
1/2 감면

15만원

15만원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이메일 escrowbiz@win-win.or.kr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우대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기밀 서류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762

30만원

50% 감면
7만5천원
7만5천원
7만5천원
7만5천원
15만원

감면 전

감면 적용시

(90만원)

(4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