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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전자출원’, 특허청이 도와드립니다!
-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 ‘지식재산권 초청교육’ 신청 접수 -

□ 특허청 청장 김용래 은 전자출원 및 지식재산권 교육이 필요한 개인
(

)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전자출원
지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교육’에 참여할 신청자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 신청 기간 : ‘21.2.2(화) ～ 2.28(일)
* ‘지식재산권 초청교육(1분기)’ 신청 기간 : ‘21.2.2(화) ～ 3.19(금)

□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은 전문 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습 중심의 신청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다.

ㅇ

그동안 방문교육으로만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등 방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청자가 ‘현장 방문’
또는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교육과정은 지식재산권 입문, 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기초과정부터
특화과정까지 총 9개 과정이 있으며, 국내 또는 해외 출원 준비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청자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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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 횟수는 신청 지역

,

연간 약

□

대상,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을 고려하여

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100

또한, 올해부터는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을 신설하여 개인과

1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 전자출원 및 정보검색에 대한 기초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ㅇ 교육내용은 특허․실용신안

,

상표, 디자인 순으로 연간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전자출원과 정보검색의 기초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ㅇ

교육방식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분기별

1회씩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내로 선착순으로

50명

교육시간에

접수할 예정이다.

□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강사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여 누구나 쉽게
전자출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 및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기간에 교육 신청서를 전자메일(pygmalio100@kipi.or.kr)
또는 팩스(02-3453-2999)로 제출하면 된다.

ㅇ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www.kipo.go.kr),

키프리스(www.kipris.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실
(02-6915-1551)로

문의하면 된다.

※ 붙임 찾아가는 전자출원 지원 교육 자료 등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시스템과
차건숙 사무관(☎ 042-481-51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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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찾아가는 전자출원 지원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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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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