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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특허청, WIPO와 함께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키운다.

년 한-WIPO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최 -

- 2017

특허청 청장 성윤모 은 년 한 세계지식재산기구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
을 월 일 화 부터 일 금 까지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
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

‘2017

-

(WIPO)

(AICC;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

11

7

(

)

10

(

)

.

특허청은
와 공동으로 온라인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인
파노라마 를 개발하고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세계 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의 전 세계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어서 특허청은 파노라마를 활용한 글로벌
교육 과정인 한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 을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WIPO

‘IP

’

,

,

,

,

24

.

‘

,

IP

-WIPO

KAIST,

’

WIPO,

.

년부터 운영해온
과정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외 기업들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 올해는
개국에서 명이 동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였고 이 중 성적
우수자 명을 선발하여 서울에서 심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2010

AICC

·

.

2

824

25

8

,

.

이번
과정에서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클린턴 프란시스
교수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술거래 및 라이센싱 전문가 타나 피스토리우스
교수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
아카데미 캐롤라인
스토란
등이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 환경에서 지식
재산의 활용 전략 등을 강의한다
AICC

(Clinton Francis)

,

(Tana Pistorius)

KAIST

,

,

WIPO

(Caroline Storan)

.

특허청 임현석 다자기구팀장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과 교육 분야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국내 외 우수한 인력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 지식
재산 교육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

”

한편 동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ipdiscovery.net)

.

(http: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주무관 공영관(☎ 042-481-8604)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한-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AICC)

□ AICC A
(

o

dvanced

I 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

개요

특허청-WIPO-KAIST-한국발명진흥회 공동으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IP 파노라마」를 활용한 국제 지재권 교과정 운영 년
WIPO

*

-

「

(특허청, WIPO)

주최/기획,

(KAIST)

커리큘럼 설계,

(’10

(발명진흥회)

~)

과정 운영

매년 수백명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교육과정으로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

,

< AICC 과정 운영 절차 >
구 분

대 상

[3단계]

에세이 우수

오프라인 교육

작성자

개 요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한 온라인 기초 과정
[1단계]
WIPO ▪
▪
파노라마 학습 및 평가
온라인 교육 회원국 ▪ IPWIPO
Academy DL 450 학습 및 평가
▼
[2단계]
온라인과정 ▪ 오프라인 과정 초청 참가자 선발 과정
관련 영문 에세이 작성 및 평가
IP 에세이
수료생 ▪ 지재권
▼
▪
▪
국제 지재권 활용전략 심화 과정
오프라인 심화 세미나 (4일간)

□ ’17년 심화 교육(오프라인) 계획
o
o

기간/장소)
화
금 한국지식재산센터 층
(교육 내용) 지식재산 경영 활용전략 사례 연구 및 토론
(

'17. 11. 7.(

)～10.(

) /

18

,

일시
’17. 11. 7.(화)

’17. 11. 8.(수)
’17. 11. 9.(목)
’17. 11. 10.(금)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3개 강의
·「3M, Marvel Enterprises 등의 상품개발」 사례 연구
·「기술이전 전략과 사례」등 3개 강의
·「지식재산 가치사슬 경영」사례연구
·「IP라이센싱과 기술거래」 사례연구 및 그룹 토론
·「기술평가의 기본」등 2개 강의
·「전략적 IP 경영에 관한 팀 시뮬레이션」 그룹 토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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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심화 교육 세부 프로그램

11월 7일(1일차)

09:00∼09:30
09:30∼09:50
10:00∼11:00
11:00∼12:00
12:00∼13:30
13:30∼14:30
14:30∼15:30
15:30∼15:45
15:45∼17:00

강의 1
강의 1
사례연구 1
강의 2

등록
개회식 (환영사 및 사진촬영)
오리엔테이션
지식자본경영 1
Lunch Break
지식자본경영 1
3M ESPE, AstraZeneca, Marvel
Enterprises의 상품 개발
Coffee Break
지식재산 경영과 경제 발전

11월 8일(2일차)

10:00∼12:00
12:00∼13:30
13:30∼14:30
14:30∼14:45
14:45∼15:45
15:45∼16:00
16:00∼17:00

사례연구 2 Geneology과 Nucleon의 가치사슬 경영
Lunch Break
경제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경영의
강의 3
위험요소와 기회
Coffee Break
위해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강의 4 경제개발을 개방형
혁신 모델
Coffee Break
강의 5
기술이전 전략과 사례

11월 9일(3일차)

10:00∼12:00 강의 6 기술이전 개론(라이센스 및 금융 용어)
12:00∼13:30
Lunch Break
13:00∼14:30 그룹토론 1 IP 라이센싱을 위한 미니 협상 게임
14:30∼14:40
Coffee Break
14:40∼16:00 그룹토론 1 IP 라이센싱을 위한 미니 협상 게임
11월 10일(4일차)

10:00∼12:00
12:00∼13:00
13:30∼14:30
14:30∼15:30
15:30∼15:45
15:45∼17:00
17:00∼17:15

강의 7
기술평가의 기본
Lunch Break
강의 8
영업 비밀
그룹토론 2 전략적 IP 경영에 관한 팀 시뮬레이션
Coffee Break
그룹토론 2 전략적 IP 경영에 관한 팀 시뮬레이션
폐회식 (설문조사 및 수료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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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ton
Francis 교수
Clinton
Francis 교수
Clinton
Francis 교수
Clinton
Francis 교수
Clinton
Francis 교수
Christopher
Clugston 교수
Christopher
Clugston 교수
송상엽 소장
Tana Pistorius
교수
Tana Pistorius
교수
Tana Pistorius
교수
김광준 교수
김광준 교수
박성필 교수
박성필 교수

o

심화 교육 강사
Hamad bin Khalifa Law School 학장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수(1978~현재)
강의, 수상경력, 출판이력 다수
University of Virginia Law School SJD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New Zealand LLM&LLB
Clinton W. Francis

Tana Pistorius

Univ. of South Africa School of Law, Society and Technology 연구의장(~현재)
Univ. of South Africa Shcol of Mercantile Law 교수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Fellow
Cybersecurity Advisory Council member
Juridicial Science 편집장
계명대학교 조교수(~현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강사 및 튜터(~현재)
충남대학교 초빙교수
Clugston & Associates 대표
Dorsey & Whitney, LLP 소송변호사
Gibson, Dunn & Crutcher, LLP 라이센싱변호사
Christopher J. Clugston

KAIST
미래 대학원 초빙 중재인;
교수 미국 변호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
라이센싱
협회 회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 공학
KAIST
재료공학
석사
University
University ofof Pennsyl
SouthernvaniCalia f전자
ornia 공학
컴퓨터석사공학 박사
김광준

박성필

KAIST MIP 전담교수(~현재)
미국 변호사(Member of Michigan Ba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통상협상 전공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SJD 수료
송상엽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 소장(∼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KDI 국제대학원 MBA 졸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관(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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