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2국

문 의

장 고태욱

042-481-5588

사무관 강태현

042-481-8406

과

약품화학심사과

2019년 3월 20일(수) 배포(09:00)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제약협회 간담회 개최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관련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20일(수)

오전

10시

및 오후

3시에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및 한국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지식재산 업무 관계자들과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의 개선 및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찾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연장등록대상의 요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오리지널 신약업계와 제네릭 제약업계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제약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황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특허행정의 운용방안을 모색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
하고, 이어서

KPBMA가

요청한 하나의 허가제품에 복수의 특허권 연장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는 안건과

KRPIA가

요청한 마약류 관련

의약품을 연장대상으로 허용하는 안건 등을 의제로 삼아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 1 -

특허청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양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제약업계의

경

쟁력, 국제적 조화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및 실무 운용방안을 마련하
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특허청-제약협회 간담회 개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2국
약품화학심사과 강태현 사무관(☎ 042-481-84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

붙임

특 허 청 -제 약 협 회 간 담 회 개 요

□ 행사개요
o

일시

: 2019. 3. 20.(수) 10:00 - 12:00, 15:00 - 17:00 (2회)

o

장소

:

o

참석대상

특허청 서울사무소
:

특허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고태욱 과장, 강태현 사무관 외 3명 등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PBMA)

의약품정책실 이은솔 대리

한미약품 김윤호 특허팀장, 동아ST 김인겸 특허팀장
보 령제약 이경준 특허팀장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RPIA)

김은화 상무

한국애브비 두민호 이사, 한국BMS제약 이영조 본부장
한국노바티스 황미정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김태민 변리사
o (의제)

양 협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중 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국제적
조화, 형평성 및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의제 선정

- (KPBMA)
- (KRPIA)

복수 특허권연장하는 현행제도에 대한 재검토

마약류 의약품 연장대상 허용 여부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00-10:05

인사 및 모두말씀

특허청

10:05-10:15

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관련 주제발표

특허청

10:15-12:00

의견교환 및 건의사항 논의

KPBMA 참석자

15:00-15:05

인사 및 모두말씀

특허청

15:05-15:15

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관련 주제발표

특허청

15:15-17:00

의견교환 및 건의사항 논의

KRPIA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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