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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보호지원과

2019년 2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2월 6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19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시행
- IP-DESK 확대 운영,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망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홍콩에 추가 설치하고,
해외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쟁 양상을 감안한 지재권 보호망을

“

구축하는 등 2019년 해외지재권보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IP-DESK

운영 및 초동대응 지원’,

‘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제공’,

‘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보호’ 등

6

‘K-

브랜드

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IP-DESK 운영사업’은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현지에서
지재권 확보 및 분쟁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은 올해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 8개 국가
에서 총 15개소의 IP-DESK 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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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예정 포함)

⋅중견기업에게 해외 경쟁사의 위험특허 분석을 통한 분쟁 예방

중소

전략 또는 경고장·소송 등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사에 맞는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사업’은 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및 콘텐츠 상품화를 위한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은 동일한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개 협의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25

 ‘K-브랜드 보호사업’은 한류 인기지역에서의 우리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 및 피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K-브랜드 무단선점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기존 중국지역을 넘어 베트남까지 확대 운영하고,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차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년에 전체

2018

개의

14

법률상담을 지원하였고, 분쟁컨설팅으로
구성으로

에서

IP-DESK

건의 지재권

7,590

개 기업, 9개 공동대응협의체

547

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82

게시물(URL)

개를 삭제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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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길 바란다”며,

“

외교부, 산업부,

KOTRA,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등 국내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 지재권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tra.co.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ipcare.or.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박종필(☎ 042-481
-3573)사무관 김호영(5992), 사무관 조형수(59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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