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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지식재산이 함께해요!
- 26일, 창원 문성대학교에서 ‘경남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경상남도와 함께
창원시)에서

「

2019

26일

창원 문성대학교(경남

」

경남 지식재산(IP) 페스티벌 을 개최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경남 지식재산 페스티벌은 우수 발명품

·

전시 체험행사 뿐만 아니라

IP채용박람회

등 다채로운 특화행사가

펼쳐져 지역민들이 발명과 과학을 친근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지역 최대의 지식재산 축제의

場이다

.

주요 행사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전략 강연, 지식재산 경영 우수
사례 전파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남지역의
우수

IP

및

R&D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등 총

20개사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려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할 예정이다.

·

채용행사 현장에서는 바로 면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이력서 면접
컨설팅 서비스를 비롯하여 구직자들의 직업 적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업 타로카드로 풀어보는 흥미로운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드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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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경남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에 공헌한
지식재산 유공자를 표창하고, ‘제10회 경남 지식재산 전략대회’에서
뛰어난 발명아이디어로 입상한 수상자를 격려하는 시상식도 마련된다.
페스티벌 후에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에 위치한 소재 부품
관련업체인

㈜코텍은

㈜코텍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

항공, 방산, 원자력 발전, 반도체 등과 관련된 부품의

도금, 코팅 등을 주로 하는 표면처리 전문업체이다.

·

이번 방문은 우리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표면처리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루어졌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이번 행사가 미래 산업의 예측과 기술자립의
중심에 있는 지식재산을 지역민이 직접 체험하는 현장의
바란다.”면서,

“특허청은

場이 되길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2019 경남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계획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윤종오사무관(☎042-481-84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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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계획

붙임

□ 개요

ㅇ

(목적) 경남 지역의 IP 기반 우수기업 성공모델을 공유하고 확산을
통해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지역 IP 기업 채용박람회와
연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일시 및 장소)
목 창원 문성대학교
ㅇ (주최 주관) 특허청 경상남도 한국발명진흥회 경남지식재산센터
ㅇ (참석자) 특허청 차장,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창원시 제 1부시장,
2019. 9. 26(

·

,

),

/

,

문성대학교 총장, 경남지역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장, 도내 기업인
및 관계자, 학생 등 500명

□ 행사 일정
시간(소요)

구분

13:35~14:00

25’

14:00~14:15

15’

14:15～14:25

10’

14:30~14:45

15’

15:00～16:00

60’

행사 내용

비고

식전행사 ▪ 식전공연(혼성 팝페라팀-에보체)
개막식

▪ 개회선언, 내빈소개, 개회사, 인사말씀, 환영사,
축사

시상식

▪ 2019 경남 지식재산 전략대회 시상식
(특허청장상 1점, 경상남도지사상 1점 등)
▪ 경상남도 지식재산 유공자 표창
(경상남도지사상 3점)

문성대
체육관 앞
야외무대

부스관람 ▪ 전시·체험·상담부스, 채용박람회 관람
강연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소셜아이피허브 이병돈 대표)
▪ IP 경영 우수사례 발표 3개社(기업당 10분)
㈜대건테크, ㈜엣눅하다, 부에노컴퍼니

16:10～16:40

30’

발표

13:00～17:00

240’

채용
박람회

13:00～17:00

240’

전시

▪ 센터 사업 참여기업 홍보관 운영 : 22부스

13:00～17:00

240’

상담

▪ 유관기관 상담부스 : 10부스
(기술, 수출애로, 창업, FTA, 기업지원 등)

13:00～17:00

240’

체험

▪ AI(인공지능) 면접 시스템 : 10부스

문성대
컨벤션홀

▪ 지역 IP 기업 채용박람회 : 40부스
(직접채용 20개社, 간접채용 20개社)
문성대
체육관,
특별부스
(82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