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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북방지역 특허행정한류 진출 시동

- 키르기스스탄 특허청과 고위급회담 및 초청연수 실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정보화 분야를 중심으로 신북방지역 국가
들과 특허행정 협력을 시작한다.

ㅇ 특허청은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대회의실

에서 박원주 특허청장과 디나라 몰도쉐바(Dinara Moldosheva) 키
르기스스탄 특허청장간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지재권 협력 전반
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진행중인 정보화 협력을 비롯하여 지재권
전문가 연수 및 심사 협력 등 지재권 전반에 관한 의제들이 폭넓게
논의된다.

ㅇ 현재 자체적인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없이 서면을 통한 출원・심사 등
특허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의 정보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은 정보화 컨설팅을 통해 키르기
스스탄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개선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회담에서
는 진행중인 정보화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키르기스스탄 특허행정정
보시스템 구축에 한국 특허청의 참여방안 논의와 함께,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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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

회담 후에는 IP 정보시스템 개선 및 역량강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여 양 기관간 특허행정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진행중인 정보화 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간 지재권 심사・제도개선 협력, 국가

IP전략

수립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신북방지역으로 특허행정한류를
전파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특허청은 이번 고위급 회담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특허청 주요 임

,

직원을 초청하여 특별 연수를 실시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
력하여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온라인 전

자출원 시스템을 비롯한 특허문서전자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등 한국의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ㅇ 또한

,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특허정보의 보급・활용체계 및

지재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지원정책들을 이해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국내 최대의 특허정보서비스 기업인 윕스와 기술
사업화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를 방문하여 관련된 강의와
서비스를 체험한다. 그리고 실제 기업현장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스타트업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LG-CNS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UAE・사우디에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우수한 특허행정 노하우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키르기스스탄

특허청과의 협력을 기

반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등 신북방지역 국가들로 지재권 협
력을 확대하여, 이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획득 및 보
호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강성헌 사무관(☎ 042-481-51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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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키르기스스탄 특허청 대상 초청연수 계획

□ 추진 개요
ㅇ (목적)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의 IP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의 IP 제도・정보시스템 벤치마킹

ㅇ (기간/장소)
월 ∼
목
ㅇ (대상자)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장 외 명
‘19. 6. 17(

성명

)

Mrs. Dinara MOLDOSHEVA
Mr. Almaz YKTYBAEV
Mr. Aleksandr KHEGAI
Mrs. Zharkynai KURMUSHUEVA
Mr. Zhoodarbek ZHUMABAEV
Mr. Mirbek MONOLOV

□ 주요 프로그램
일시

6.17

6.18

6.19

6.20

(월)
(화)
(수)
(목)

11:00～12:00
14:00～15:00
15:00～16:00
10:00∼12:00
14:00～15:00
15:00～16:30
16:30～17:30
10:00～12:00
14:00～17:00
10:00～12:00
14:00～15:00
15:00～16:00

6. 20(

) /

서울 및 경기

5

직책

Chairperson
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
Head of IT Section
IT Expert of IT Section
Director ofLibrary
State Deputy
Patent Technical
Head of Financial and Economic Section

주요 일정

KIPO와 한국의 지재권 법 제도 소개
온라인 출원 서비스 소개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소개
한-키르기스스탄間 양자회의 및 MOU
한국의 지재권 등록행정 절차
IP교육 및 사업화 지원정책
특허정보 보급 활용체계 소개
한국의 최첨단 IT 기술과 혁신 현황(LG CNS)
기술혁신과 스타트업 지원 정책(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정보 검색 분석 서비스 소개(윕스)
IP지원 서비스(IP-Market) 소개(발명진흥회)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소개

비고
서울
서울
판교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