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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주요국 지재권 동향 보고
〈’21.6.1(화), 국제협력과〉

국가

주요내용
∎ 특허청, 전기차 관련 핫스탬핑 기술에 대한 IP5 특허출원 동향 발표
∎ 특허청, 대웅제약의 특허명세서 조작행위에 엄중 대응

한국

∎ 특허청, 미세먼지 측정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분석
∎ 특허청,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진단방법의 특허출원 동향 분석
∎ 특허청,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세계 1위 달성 발표
∎ 특허청,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성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4월 수출액 중 1위 달성
∎ 미국 바이든 대통령, 2021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기념 선언문 발표

미국

∎ 미국 특허상표청, 2021년 국가기술혁신상 후보자 추천 공고
∎ 미국 무역대표부, ‘2021 스페셜 301조(Special 301)’ 보고서 발표
∎ 미국 특허상표청, 수백 명의 신규 특허심사관 채용 예정
∎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특허 1,100만 건 돌파 발표
∎ 미국 포드社, 도로변 광고간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 내부 화면에 나타내는 특허 출원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0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 발표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0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0년 특허무효심판 10대 사건 발표
∎ 중국 공안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단속 결과 및 대표 사례 소개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최초의 국제상표정보 공식 조회시스템 온라인화

중국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1년 1분기 지리적 표시 전용표지 사용 동향 분석
∎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 지식재산권 감정기관 및 감정인 명부 최초 공개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1년 ‘지식재산권 서비스 만리행’ 활동 실시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대중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실천 캠페인 실시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중국 브랜드의 날’ 행사 개최
∎ 중국 지식산권망, 고가치특허 육성대회 소개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0년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발전 보고서 발표

국가

주요내용
∎ 일본 특허청, 신사업 창조를 위한 지식재산전략 사례집 정리
∎ 일본 경제동우회,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안보 의식 경영 제언
∎ 일본 특허청, 지식재산 제도와 경제의 관계에 관한 조사 보고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 일·중 지식재산권 워킹그룹 개최
∎ 일본 특허청, 스마트 농업 등 최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 정리
∎ 일본 손해보험재팬, 지식재산권 배상책임보험 판매 개시
∎ 일본 특허청,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 보고서 발표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가치디자인경영’ 보급을 위한 기본 지침 발표
∎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출원 비용 및 침해 대책 지원 모집

∎ 영국 지식재산청, 영업비밀의 경제·혁신적 영향 보고서 발표
∎ 유럽 지식재산청, 상표·디자인 검색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연계 실시
∎ 영국 지식재산청, ‘ONE IPO 변환 프로그램’ 론칭

유럽

∎ 유럽 특허청, ‘특허와 에너지 전환’ 보고서 발표
∎ 유럽 지식재산청, 소셜 미디어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유럽 특허청, 원격 구술심리에 ‘줌(Zoom)’을 사용하기로 결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유럽 지식재산청, 비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의견 모집 실시
∎ 유럽 특허청, 제15차 연례회의 개최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싱가포르 지식재산 전략 2030’ 발표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제21회 ‘세계지식재산의 날’ 기념 연설

기타국가 및
국제기구

∎ 호주 지식재산청,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발표
∎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과 경쟁 정책에 관한 웨비나 개최
∎ 러시아 특허청, 신규 정보 서비스 오픈 예정
∎ 호주 CICTAR, 지식재산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 우버(Uber) 사례 소개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상표협회와 전통지식 관련 IP 법률 서비스 제공 양해각서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