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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9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8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설계하다
- 특허청,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개최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은
(목)
“4차

11월 9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지하1층 하모니볼룸)에서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미래”를 주제로

」을 개최한다

국제 심포지엄

「

2017

지식재산

.

이날 국제 심포지엄에는 성윤모 특허청장, 홍익표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으로 인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정완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및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300여

이번 심포지엄은

4차

명이 참여한다.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및 지식재산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기조연설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루이스 아커블럼(Louise

Å

kerblom)

부의장은 스마트 세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룩셈부

르크 사례를 소개하고, 유럽의 가장 큰 이슈였던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 과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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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중국 인민대학 장광량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제조

2025’에

나타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국의 제조업 전략과 지식재산 정책을 설명한다.
이민화 교수(KAIST)가 진행한 세션

1에서는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동향과 지식재산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미국

UCLA

유진 청(Eugene

K. CHONG)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미국 특허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일본 동경대학의 카즈유키 모토하시 교수는 ‘산업경제에서
과학경제로의 세계 경제체제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대만 국립윈린과학기술대학 메이신 왕 교수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동향 및 미래 핵심기술별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선도

기업의 전략방향’을 설명한다.
이어진 세션

2는

심영택 교수(한국 뉴욕주립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설민수 부장판사는 미래 지식재산 설계에 있어서 지식
재산권의 창출과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
하고, 한국특허투자 민승욱 대표이사는
IP

4차

산업혁명 관련

IP

금융과

서비스의 역할과 가치를 소개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는

4차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면

산업혁명 시대 특허 법

서, 인공지능이 발명과 지식재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
해 학술적 해석과 향후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으
로 발표를 마무리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

국의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및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논의한
뜻깊은 자리가 될것이다”며,

“지난

주에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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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심포지엄의 발표자료와 영상자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
페이지(www.kiip.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7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주병욱 사무관(☎ 042-481-8498)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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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7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 개요

□ 주제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미래
ㅇ 주요국의 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과 지식재산 전략 공유 및
:

4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 모색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목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
ㅇ (주최/주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17. 11. 9(

) 10:00~17:00,

,

,

시 간
10:00-10:30

10:30-10:50

10:50-11:30
11:30-13:00

13:00-14:50

14:50-15:10

15:10-17:00

17:00

내 용
등 록
개 회 식
개회사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환영사 ▪성윤모 특허청장
축 사 ▪홍익표 국회의원(산자위 간사, 서울 중구성동구갑)
축 사 ▪정완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기 조 연 설
▪루이스 아커블럼(Louise Åkerblom) 유럽통합특허법원 부의장
기조연설
▪장광량(Guangliang ZHANG) 중국 인민대학 교수
점 심 식 사
Session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동향과 지식재산 전략
▸좌 장 : 이민화 KAIST 교수
▪주제1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
유진 청(Eugene K. CHONG) UCLA 교수
주제
▪주제2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정책 논의 현황
발표
카즈유키 모토하시(Kazuyuki MOTOHASHI) 동경대학 교수
▪주제3 :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메이신 왕(Mei-Hsin WANG) 국립윈린과기대학 교수
토론
▪좌장, 연사 3인
Break Time
Session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
▸좌 장 :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주제1 :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설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제
▪주제2 : 4차 산업혁명 관련 IP 금융과 IP서비스 활성화
발표
민승욱 한국특허투자 대표이사
▪주제3 :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법∙제도의 변화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토론
▪좌장, 연사 3인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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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조연설 및 주요 발표자 현황

구분
축 사

성명/직함
홍익표
국회의원
정완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단장

사진

주요 약력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제19대, 20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더불어민주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한양대 정치학 박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대 공법학과, 미국 피츠버그대 행정학 박사

기조연설
루이스 아커블럼
유럽통합특허법원 부의장
장광량
중국 인민대학 교수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준비위원회 부의장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
▪룩셈부르크 대사관(미국, 스페인)
▪벨기에 EU 유럽대학교 경제학 석사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미국 존마샬 로스쿨 겸임교수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판사 겸 연구위원장
▪베이징대학 지식재산권 법학박사

Session 1
좌장
발표
및
토론
발표
및
토론

이민화
KAIST 교수
유진 청
미국 UCLA 교수
카즈유키 모토하시
일본 동경대 교수

메이신 왕
발표
및 대만 국립윈린과기대
토론
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사)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 석사
▪UCLA 로스쿨 지식재산권법 겸임교수
▪Chong IP 로펌 창립멤버
▪UCLA 지식재산권사무소 기술이전 담당
▪UCLA School of Law 법학박사(J.D.)
▪동경대학 대학원 기술경영 전략학 교수
▪동경대학 첨단과학기술 연구센터 교수
▪경제산업성 조사통계부 총괄 그룹장
▪게이오대 박사(상학)
▪대만
▪영국
▪대만
▪영국

국립윈린과학기술대학 교수
Royal Society of Chemistry UK, Fellow
JC IP Group 특허분석가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

Session 2
좌장
발표
및
토론
발표
및
토론
발표
및
토론

심영택
한국 뉴욕주립대 교수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판사
민승욱
한국특허투자 대표
계승균
부산대 교수

▪한국 뉴욕주립대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문교수
▪듀크대학교 공과대학 연구교수
▪듀크대학교 공학박사 / 법학석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제35회 사법시험
▪서울대 경제학 학사
▪한국특허투자 대표이사
▪아이피 큐브 파트너스 대표이사
▪인텔렉추얼벤처스 코리아 이사
▪카네기멜론대 재료공학 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뮌헨 막스프랑크 지적재산연구소 객원연구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위원
▪부산대학교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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