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월 소식

‘09. 5. 1(금) 농림수산업 지재권 컨설팅 실시
진주지식재산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농수산물 등의 시장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
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의 발굴과 보호를 위한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1차 컨설팅 일정 및 장소
·5. 1(금)~2(토), 경남 하동군 야생차 축제 현장
- 2차 컨설팅 일정 및 장소
·5. 21(목)~22(금), 경남 남해군 보물섬 마늘축제 현장

‘09. 5. 8(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의 MOU 체결식
중소기업의 해외지식재산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한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하고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협약대상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 시간 및 장소 : 15:00,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
* MOU 문의 : XXXXXXXXXXXX (국내), XXXXXXXXXXXX ~7(해외)

‘09. 5. 20(수) 발명교실 지재권 설명회
발명 꿈나무 양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서울시 산하 20개 발명교실에 대해 발명기법, 권리화 절차,
권리보호방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 대상 : 총 20여개(서울시 산하 발명교실)
- 장소 : 남부센터
- 연령층 :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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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 21(목) ´09 국제특허분쟁대응전문가 풀(POOL) 워크숍
해외기업과 특허 분쟁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지난
4월 분쟁대응전문가 풀을 구성하였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특허청
및 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참석자 : 총 70여명 (분쟁대응전문가, 특허청 담당관 등)
- 시간 및 장소 : 10:00~14:00, 르네상스 서울 호텔
- 지원내용 : 특허·라이센싱 협상, 대응특허발굴, 특허소송
예비절차 대응 및 분쟁 기술분석 등
* 전문가 풀 문의: XXXXXXXXXXXX
* 국제특허분쟁지원 사업문의 : XXXXXXXXXXXX ~7

‘09. 5. 22(금) 제2회 지식재산보호 광고 공모전 개최
위조상품의 불법성 홍보, 창의적인 아이디어 확보, 기관
이미지 홍보 등 국내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

대상 :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모집분야 : 인쇄광고 부문, 슬로건 부문
홍보기간 : 5. 22(금)~6. 16(화)
접수 및 안내 : www.kipraad.net

* 공모전 문의: XXXXXXXXXXXX

‘09. 5. 27(수) ´09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참가
위조상품 폐해의 심각성과 지식재산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관세청에서 주관한 위조상품 비교전시회에 참가하여
소비자들에게 위조상품의 불법성을 알리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전시회를 마쳤다.
- 주관 : 관세청
- 일시 및 장소 : 5. 27(수)~29(금), 10:00~19:00, COEX 태평양홀 4실
- 전시품 : 단속품 사진, 광고 공모전 기수상작, 교육 및
캠페인 자료, 방송 및 홍보 영상물 등
- 이벤트 실시 : 매일 2회, 13:30 / 16:00 (사은품 증정)
* 전시회 문의: 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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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 28(목) ´09 제1회 해외지식재산보호세미나 개최
회원사를 포함해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지원사업의 수혜기업
및 중소기업의 특허담당자 등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전문가들이 기업 보유 특허의 활용방안 및 특허분쟁
대응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09 제2회 세미나는 대만의 특허법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
에 대하여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 참석자 : 총 60여명
- 시간 및 장소 : 10:00~14:00, 르네상스 서울 호텔
- 내용 : 기업의 특허 활용 방안, 미국 특허 분쟁 경향 및
주요 이슈, 외국기업의 특허공세 대응 방안 등
* 전문가 풀 문의: XXXXXXXXXXXX
* 국제특허분쟁지원 사업문의 : XXXXXXXXXXXX ~7

‘09. 5. 30(토) 크리에이티브 특강 개최
지식재산보호 광고 공모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광고 실무자의
광고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 수강대상 : 선착순 50명 (총 신청자 80명)
- 시간 및 장소 : 19:00~21:00, 신촌 토즈(아트레온점)
- 강사 : 더화이팅콕스컴/TFCC 선경수 이사
* 공모전 문의: XXXXXXXXXXXX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지식재산센터 9층
협회장 권 순 도 (대표번호 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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