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소식지
2009. 7.

‘09 광고 공모전 대상 수상작

협회 7월 소식
‘09. 7. 3(금) 제2회 지식재산보호 광고 및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이번 공모전에서는 ‘감쪽같지’의 남서울대학교 이학일군과
‘가짜로는 당당해질 수 없습니다’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송지훈군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특허청 어용호
서울사무소장은 격려사에서 공모전이 대학생들의 지재권
보호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장소: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
- 시상: 대상·최우수상·네티즌 심사위원상 등 총 32개상
* 공모전 문의: IP보호지원팀(XXXXXXXXXXXX )

‘09. 7. 4(토) 제2회 지식재산보호 광고 및 슬로건 공모전 전시
대학생광고공모전의 수상작들에 대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 수상작을 비롯해 작년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내에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대중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 일정: 7. 4(토) ~ 6(월)
- 장소: 서울메트로 지하철 강남역내(유동인구-약11만명)
- 전시작: 약 20여점(2008·2009 수상작)
* 공모전 문의: IP보호지원팀(XXXXXXXXXXXX )

‘09. 7. 10(금) 대만 특허분쟁 대응 전략 세미나
대만 특허분쟁에 대해 관심이 있는 기업 및 특허사무소
등의 분쟁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특허분쟁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만 현지의 전
문가인 변호사 및 변리사가 특허소송와 무효소송 제도에
대한 소개 및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
- 내용: 대만 특허소송 제도, 대만 무효소송제도
* 세미나 문의: IP분쟁지원팀(XXXXXXXXXXX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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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7. 13(월) 서울시 논현동 일대 위조상품 현장 단속
특허청 수도권 지역사무소와 합동으로 서울시 논현동
일대의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액세서리 및 의류
소매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의 실태를 조사하고,
판매자에게 압류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단속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 장소: 서울특별시 논현동
- 단속결과: 약 42점 압류조치
* 단속 문의: IP보호지원팀(XXXXXXXXXXXX ~5)

‘09. 7. 16(목)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팀과 연계한 워크숍 참가
위조상품 단속 담당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특허청에서
주관한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실시된
단속 관련 전문교육을 통해 단속업무를 위한 전문소양을
강화하였습니다
- 일정: 7. 16(목) ~ 17(금)
- 장소: 충남 보령시
- 내용: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 단속 문의: IP보호지원팀(XXXXXXXXXXXX ~5)

‘09. 7. 21(화) 범 IP 보호 협의체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
지재권보호 관련기관 및 관련업종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국민의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의
범 IP 보호 협의체 구성을 위한 포괄적 운영 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
- 참여기관: 무역협회, 의류협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 6개
- 추후일정: 범 IP 보호 협의체 간담회 정례화 추진
(제2차 간담회 9월 예정)
* 간담회 문의: IP보호지원팀(XX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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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7. 22(수)‘최빈국을 위한 공학설계 경진대회’특허출원 지원
특허청에서는 지난 6. 18에 최빈국에 대한 생존형 최적
기술 및 물품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적 공학설계 경진대회’를 한밭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상담센터에서는 수상작품들이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회명:「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적 공학설계 경진대회」
- 수상작: 총3개(대상 1, 금상 2)
- 지원내용: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작성
XXXXXXXX )
* 상담 문의: 공익상담센터(XXXXXXXXXXX

‘09. 7. 23(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무실 이전 안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사무실을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에서‘16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상담 및 문의는 기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6층
- 대표: XXXXXXXXXX
- 팩스: XXXXXXXXXX

협회장 권 순 도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6층
KIPS 16F, 647-9, Yeoksam-dong, Gangnam-gu, Seoul, 135-980, Republic of Korea
대표. +82-2-2183-5800 팩스. +82-2-2183-5899 http://www.kip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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