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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기업 고객 간담회 개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 서울시

3월 27(수)~28일(목)

이틀간 특허청 서울사무소

강남구 )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 오정훈 )와 공동으로

대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과의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특허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특허고객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동향과
올해 특허청이 추진하는 정책 등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특허청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을 공유하는 한편

스마트 특허넷 구축 5개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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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전자출원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 필요 사항 등 특허넷
이용 고객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특허행정에 AI 기술 도입) AI 기반의 기계번역 서비스, AI 기반의 도형상표 검
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심사의 효율성·정확성 향상
*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 웹기반의 전자출원 서비스로 전환 및 모바일 전자출원
서비스 구축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증대
그동안 특허청은 특허 고객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

중소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 등록료의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

*

․

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 등이 특허 획득과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 (기존)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감면, 4～9년차 연차등록료 30%감면
→ (현행)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감면, 4～20년차 연차등록료 50%감면

․

특허증 및 상표(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증을 종이문서 대신 전자파일로도

․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등록증의 휴대와 활용을 쉽게
하는 등 특허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오고 있다.

* (전자파일 특허증․등록증 발급) 종이로 발급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권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향상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기업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박성철 사무관(☎ 042-481-57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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