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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특허청, 서로 손잡고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맞춤형 교육을
현지에서 제공한다!
- 중국의 현직 특허 및 상표 심판관, 법관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6월

19일(수 )부터

21일 (금)까지

중국과학원

상해과기조사자문센터(중국 상해)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우리 기업의 상표 최다출원국이자, 특허 출원

2위

국가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우리기업 등이 중국에
출원한 상표·특허건수는
약

55%나

2013년 18,900여건에서 2017년 29,300여건으로

증가 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1)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부당경쟁법(2018.

1. 1.

시행),

특허법 및 상표법(2019 하반기 시행) 등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어 우리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적 환경변화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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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허청 소속 연수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특허청(國家知识产
权局) 소속 연수기관인 중국지식산권배훈중심(中國知识产权培训中心)과
공동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본 교육과정은 작년 7월 북경에서 처음으로 개설되어 교육과정 참석자
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바 있으며, 올해에는 북경 이외의 대도시
소재 한국기업들을 위해 상해에서 개최된다.
이번 중국 지재권 교육과정에서는 중국의 심판관, 법관, 시장감독관리관

△특허심판과 무효선고
△반부당경쟁법 개정사항 소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사례 해설 △
상표심판 실무 및 심리 표준 규칙 △중국의 특허 검색 및 가치평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행정집행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증거 입증
등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규칙 등

7개

주제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강사들이 구체적인 제도 설명과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에는 전기․전자, 화학, 화장품, 의류․잡화,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 지식재산권을 많이 출원하거나 중국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여 동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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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현성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중국

특허청 소속 연수기관인

중국지식산권배훈중심과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 평소에는 섭외하기
어려운 현직 법관, 심판관, 시장감독관리관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본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식

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중국 지재권 전문 교육 과정 프로그램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 사무관 박인표(☎ 042-601-43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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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중국 지재권 전문 교육 과정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6월19일(수)
08:30~09:00

등록

09:00~09:15

개회식

09:15~10:30

특별강연

10:35~11:55

주제1

개회사
상해시 지식산권국장 RUI WENBIAO
한국 국제지식재산권연수원장 현성훈
중국 지식산권배훈중심 원장 SUN WEI
WIPO 글로벌 서비스 체계 및 지식재산권 국제보호
강사: WIPO 중국사무소 고급고문 LV GUOQIANG
특허복심(심판)과 무효선고
강사: 국가지식산권국 복심과 무효심리부 부처장 ZHANGXI

11:55~12:10

Q&A

12:10~14:00

참가자(기업인) 오찬 간담회

14:00~16:50

주제2

반부당경쟁법 개정 내용 소개
강사: 상해시 시장감독관리국 LI YINGMIN

16:50~17:00

Q&A

6월20일(목)
09:00~11:50

주제3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사례 해설
강사: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법관 TANG ZHEN

11:50~12:00
12:00~14:00
14:00~16:50

Q&A
오찬
주제4

상표평심(심판) 실무 및 심리 표준 규칙
강사: 국가지식산권국 상표평심위원회 SUN MINGJUAN

16:50~17:00

Q&A

6월21일(금)
09:00~11:50

주제5

중국의 특허 검색 및 가치평가
강사: 중국과학원 상해과기자문센터 부주임 CHEN DAMING

11:50~12:00
12:00~14:00
14:00~15:20

Q&A
오찬
주제6

특허권 침해에 대한 행정 집행
강사: 북경시 지식산권국 보호처 CHEN JIAN

15:20~15:30
15:30~16:50

Q&A
주제7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증거 입증 규칙
강사: 상해푸단대학 사법연구센터 연구원 LIU HUAJUN

16:50~17:00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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