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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관리 Report작업관리사건관리고객관리

Smart Working을 위한

Must-Have Item !

XPAT은 관리 팀 뿐 아니라,  특허 팀까지 전 사원이 사용하는 특허사무소용 지재권 관리프로그램입니다.  

XPAT은 ‘고객 / 사건, 문서, 마감일 / 실적, 작업 / 비용’ 에 대한 온라인 관리와 실시간 현황 파악(Report)을 가능하게 하여

특허사무소의 Paperless System 구축을 돕습니다.
About X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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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특허사무소용 특허관리솔루션의 진화, XPAT

IP관리프로세스 전체를 담다.

소통을 디자인하다.

사람을 관리하다.

미출원부터 등록까지 기일관리 및 비용처리 등, 특허사무소에서 IP관리에 필요한
모든 업무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소통을 연구하여, XPAT솔루션에서 이를 기능
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특허청/출원인/특허사무소 간의 업무연락 및 사내 업무 연락
등을 보다 쉽게 기록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XPAT은 특허사무소의 고객 CRM관리, 특허팀 실적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고객은 물론 사내 인력까지 XPAT으로 소중한 '사람'을 관리하세요.

사무소 현황을 분석하다.
사무소 운영을 위해 무슨 자료를 봐야 할지, 어떻게 자료를 정리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XPAT이 제공하는 REPORT로 손 쉽게 사무소 현황을 분석 할 수 있으며, 
우리 사무소에 꼭 필요한 REPORT도 XPAT으로 보다 쉽게 생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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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XPAT을 도입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 4가지!!!

-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검증된 기본모듈 -

• 사용자경험 반영 및 진정한 Paperless 
system을 추구한 UI 및 기본설계개념

• CRM개념을 도입한 고객관리모듈

• 안전하고 편리한 기일 관리를 가능하
게 하는 사건관리모듈

• 개인 To-Do 스케줄은 물론 팀장의 팀
관리를 도와주는 작업관리모듈

• 특허사무소의 비용업무 흐름에 맞춘
비용관리모듈

• 다양한 리포트 및 분석메뉴를 갖춘 검
색&리포트 모듈

- 특허팀/관리팀/사무소운영진을 위한

차별화된 Smart 기능&서비스 –

• Paperless System을 지원하는 온라인
결재모듈과 디테일한 기능들

• 사무소 기본서식의 공유 및 작성/다운로
드가 자유로운 서식 자동작성 기능

• 초보자에게는 IP관리업무를 가르쳐주고, 
경력자에게는 문서전체흐름 및 실적에
대한 파악이 쉽도록 도와주는 서신/작업
코드관리기능

• 출원인/고객 별로 내부마감을 지정할 수
있는 사용자지정마감일 관리기능

- 고객만족을 위한 XPAT의 방침 –

•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비용 (기본: 초기도입비 + 월사용료
로 구성된 임대방식의 비용구조)

• 고객센터 운영
• 신규 입사자를 위한 XPAT 도입 이

후에도 지속되는 무료교육 서비스

•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는 끝까지 책
임지는 A/S (도입 이후에도 관리팀
업무 지원가능)

-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지속적인 변화 –

• 기술표준에 따른 개발로 IT환경 변
화 속도에 맞춰 업그레이드 가능

• 신기술 수용에 적극적인 개발문화
로 언제나 새롭고 편리한 UI경험

• 지재권 업무환경 변화 시, XPAT
차원에서의 빠른 대처로 고객의 업
무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 무
료 업그레이드 시행

• Paperless System의 고도화를 위
한 더 좋은 알고리즘 지속 반영

우수한 기본모듈

(고객관리/사건관리/
작업관리/비용관리/리포트)

우수한 기본모듈

(고객관리/사건관리/
작업관리/비용관리/리포트)

지속적인
무료 업그레이드

(기술표준에 따른 개발) 

지속적인
무료 업그레이드

(기술표준에 따른 개발) 

Smart 부가기능
+

킬러 서비스

Smart 부가기능
+

킬러 서비스

합리적인 비용
+

고객만족 서비스

합리적인 비용
+

고객만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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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AT 활용 가능 업무 상세

고객별 마감일 지정기능
- 고객별 / 국가별 / 권리별 / 사건분류(인커밍/개국/PCT/EP사건) 별로

개별적 내부마감일을 설정 관리

기타사건까지 관리 기능
- 주요 권리별 국내사건, 인커밍 사건, 해외 아웃고잉 사건관리

- 심판소송사건, 서치사건, 기타사건 등 다양한 문서/사건관리

주요고객 및 잠재고객 관리를 위한 CRM관리
- 고객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메모 / 작업 / 일정 등을 설정 및 기록 관리

비용업무 프로세스에 맞춘 청구서 관리
- 미청구/미수금/입금완료/해외 미송금/송금완료 등의 비용업무 관리

- 비용담당자 및 경영진의 비용현황파악 가능

담당자별 업무관리 및 실적관리

- 특허팀의 업무관리 / 예정일 관리를 지원하는 작업관리 메뉴

- 객관적인 실적관리 시스템 제공

- 개인별 업무관리, 팀장의 팀원관리

통계기능
- Drag & Drop 방식으로 관리팀, 경영진이 원하는 통계 가능

(사건통계, 비용통계, 담당자/부서별 실적통계 등 권한별 접근방식임)

서식 자동작성 기능
-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을 서식으로 등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

워 서식 문서화

온라인 결재 기능
- 사내 문서 결재

서신코드/ 작업코드 및 다양한 태그설정

- 서신코드 및 작업코드로 업무를 체계적 관리

- 고객사 프로세스에 맞춤화 된 코드관리가 가능

- 다양한 태그 설정 기능이 고객사만의 맞춤화된 통계 업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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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별 마감일지정

사건규칙/서신규칙/사용자지정마감일을 통하여 특정 고객에 대한

마감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별, 국가별, 권리별, 사건분류

(인커밍/개국/PCT/EP사건) 별로 개별적 내부마감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건 관리

주요 권리별 국내사건 뿐 아니라, 인커밍 사건, 해외 아웃고잉 사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완벽하며, 심판소송사건, 서치사건, 기타사건

등을 통해 사무소 내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다양한 문서/사건관리가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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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룩과 연동

아웃룩과 XPAT을 연동하여 아웃룩 수신함에서 직접 서신등록이

가능 합니다.

자동 서식 작성

자주 사용하는 보고서 서식을 XPAT에 등록하여, 사건정보 또는

서신 정보를 이용하여 서식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아웃룩 이메일에서도 메일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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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CRM관리

주요 고객 및 잠재고객 관리를 위한 CRM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메모 / 작업 / 일정 등을 설정 및 기록 하는

고객 메모 기능으로 특허사무소의 CRM관리 가능해집니다.

청구서 관리

비용업무 프로세스에 맞춘 청구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 / 미수금 / 입금완료/ 해외 미송금/ 송금완료 등의 비용업무

프로세스에 맞춘 청구서 메뉴가 비용담당자 및 경영진의 비용현황파악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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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실적 관리

담당자별 업무관리 및 실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팀의 업무관리 / 예정일 관리를 지원하는 작업관리 메뉴 및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실적관리가 가능한 실적시스템 제공으로, 

개인별 업무 관리뿐 아니라, 팀장의 팀원관리가 더욱 편리 해집니다.

통계 관리

원하는 현황 값을 선택하여 끌어다 놓는 Drag & Drop 방식만으로

관리팀 혹은 경영진이 원하는 통계 값을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통계, 비용통계, 담당자/부서별 실적통계 등– 한별 접근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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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재

온라인 결재 메뉴를 통해 업무 및 사내 문서 결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재 메뉴로 검수를 진행하면, 수정 내역을

기록 /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신/작업 코드 및 태그 설정

미리 정리된 서신코드 및 작업코드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응용하여 고객사 프로세스에 맞춤화 된 코드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태그 설정 기능이 고객사만의 맞춤화된

통계 업무에 활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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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AT 적용사례를 통해 보는 효과

- 별도의 폴더나 웹하드 이용없이 XPAT에 모든 관련서류를 저장합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고객관리용 문서도 저장 및 활용 가능)

- 고객별로 다른 업무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어, 고객대응이 뛰어납니다.

- 안정된 백업절차를 통해 파일분실의 위험을 제거 합니다.

- 각 부서간/사용자의 업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사건의 현황이 실시간 업데이트 됩니다.

- 관리팀의 작업부담이 덜어져,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업무 Process가 명확해지고 Paperless System구축이 가능해지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변화하여 업무 처리시간이 단축 됩니다.

- 사무소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이 실시간으로/시각적으로 가능(통계표 활용)해지므로 사무소 경영이 쉬워집니다

업무의 표준화
(현업Process정비)
업무의 표준화

(현업Process정비)
업무처리시간

단축
업무처리시간

단축
IP업무환경개선IP업무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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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AT 도입 사례

리스비특허법률사무소 피플앤파트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세인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그루

특허사무소다임
포레스타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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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AT 프로그램 도입 비용 안내

 XPAT 설치비 및 사용료
: XPAT 기본패키지를 임대 사용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사용자의 ID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요금제

초기 도입비 월사용료 비고

300만원 5 ID당 10만원
1) 비활성ID (=퇴사자)제외
2) VAT별도
3) 초기도입비는 최초 1회만 청구됨

- 서버(SW/HW)는 기존 서버 활동 또는 직접 구매 가능.(서버 구매시 비용은 별도임)
- 서버구매가 아닌, KT유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저렴하게 서버이용 가능

 계약 기간
1) 1년 단위 계약, 매년 자동갱신
2) 계약 해지 : 수시 해지 가능하며, 계약 해지시 해지신청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요금은 일할 계산됨
3) 요금 납부 방식 : ‘기본료 및 추가 사용료’는 매월 납부
4) KT 유클라우드와같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시, 별도의 전산관리가필요하지않음.
5) 국내/해외 법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업데이트 무상제공
6) XPAT 정기 업그레이드 버전 무상제공 (정기 업그레이드 범위 및 일정은 당사 통보)
7) XPAT을 이용한 국내/해외 지재권 관리에 대한 무료 상담 (고객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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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이전비용

건수 금액 비고

2만건 이하 기본료 200만원 - 2만건 초과는 당사와 별도 협의
- 첨부파일 포함

Note> - DB구조, 항목 불일치 등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x : 비용, 실적 등..)

- 사건과 연결 확인 가능한 정보(*엑셀리스트)가 있거나, 사건과 연결확인 가능한 **폴더명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의 비용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용량이 커질수록 파일정리, 다운로드, 업로드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오류확률도 늘어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 엑셀리스트를 제외한 그 외 방식(DB TO DB방식포함)일 경우, DB구조 파악으로 기간 및 비용협의 필요합니다.

*엑셀리스트는 당사 템플릿 기준.
**관리번호별 폴더정리가 된 경우.

XPAT 프로그램 도입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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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사양

CPU : 2Core 이상
Memory : 4GByte 이상
OS : Windows Server 2008 R2 Standard 64bit 이상
DB : i-IPS 는 MSSQL 2008 Express (무료버전) 을 기본 사용합니다. 

* SQL Server할당메모리 1G, 최대용량 4G 까지 지원
* 참고 : 총 3만건의 사건데이터를 보유한 모 사무소의 경우 DB사용 용량은 2G 정도입니다.

단,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SQL DB Server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Process 단위 라이선스 추가 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SSQL Server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 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kr/sqlserver/default.aspx

디스크구성

Disk1 : 운영체제 / i-IPS 및 DB 설치용 (100G 이상 추천)
Disk2 : File 저장용 (보유데이터(첨부파일)에 맞게 용량 선택)
Disk3 : DB, FILE 백업공간 ( Disk2 용량의 2배 또는, 증가분 고려하여 선택)

별도의 백업된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외부 저장장치(USB 저장장치)나 네트워크 저장장치를 추천합니다.

XPAT 프로그램 도입 상세안내



17

XPAT 프로그램 도입 상세안내

개인PC 시스템 권장사항

운영체제 : Window 7이상

컴퓨터 사양 : Intel® Core i3 이상, 4G 메모리 이상(쾌적한 사이트를 원하시면 8G가 권장입니다), 모니터 size 21” 이상
인터넷 환경 : IE 8,9 이상

개인PC 시스템 최저사항 (권장하지 않음)

운영체제 : Window XP 이상

컴퓨터 사양 : Pentium 4이상, 2G 메모리이상, 모니터 size 17”이상
인터넷 환경 : IE 7이상

필수 실행사항

① 저희 사이트는 Silverlight 설치가 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므로, 설치여부를 묻는 팝업 창이 뜨면 반드시 Yes를 눌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Explorer의 경우, [F10–도구–호환성보기설정]에 들어가서 사이트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Silverlight란 ?

Adobe사가 Adobe Flash 포맷을 사용하듯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웹의 Content를 지원할 수 있는 포맷/플랫폼을 만들어 배포하는

무료설치프로그램으로 용량은 3~4MB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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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ation 및 유지보수

1) 적응유지보수(Customization) - 유상 서비스
가) 고객 별도 요청사항
나) 하드웨어/OS/네트워크 등 환경변화에 의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 수정 / DB 변경 등
다) 1일 1명 기준 50만원 / 기간 및 투입 인원 포함하여 비용 별도협의

2) 완전유지보수 - 무상 서비스
가) 보다 좋은 알고리즘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기 업그레이드
나) 정기 업그레이드 대상 내용 및 배포는 아이피티즌이 정한 기준에 의함

3) 수리유지보수 - 무상 서비스
가) 소프트웨어 결함 수정 등

XPAT 프로그램 도입 상세안내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Intellectual Property 와 시민을 뜻하는 시티

즌(citizen)의 합성어로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모인 사람들을 의미

합니다.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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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Plus 해드립니다.

www.iptizen.com

iptizen@iptizen.com



XPAT
(특허사무소용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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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용 SW)

IP 
Management 
Consulting

IP 
Management 
Consulting

i-IPR
(특허분석 SW)

i-IPR
(특허분석 SW)

i-IPS 
Academy
(출원인용 SW

- 대학/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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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PS 
Enterprise

(출원인용 SW
- 중소기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2002년,

회사설립
및

IP 컨설팅
시작

2006년, 

특허사무소용
관리 프로그램

(xpatTM)
v1.0 개발 및

서비스

2011년,

출원인용
IP 관리 프로그램

(i-IPSTM) 
유료 서비스

2012년,

특허사무소용
관리프로그램

XPAT v2.5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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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학용
i-IPS Academy 

출시

기업용
i-IPS Enterprise

v2.0출시

특허사무소용
관리프로그램

XPAT v3.0 출시

2015년,

i-IPS v2.5
업데이트

2016년,

i-IPS v 3.0
업데이트

2018년,

XPAT v 3.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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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IP Data & IP People

Our Vision 

Connect
특허대리인

대학/

연구소
기업

IP 문헌

(특허청, 유/무료DB)

IP 분석/평가정보

(보유 IP 기반 분석)

IP 부가정보

(News, Transfer, HR)

i-IPS 
Academy

i-IPS 
Enterprise

XP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