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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실무교육과정

■ 동국대학교 지식재산실무교육과정

동국대학교 지식재산실무교육과정은 지식재산 실무자들에게 지식재산에 관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지식재산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동국대학교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참여교수진들이 설계한 최고의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오랜기간 지식재산 실무에 근무한 전문가가 통하여 최고수준의 지식재산 강의를         
    제공합니다.

◇ 교통과 접근성이 높은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해외연수 참가 기회 및 강의교안 제공

■ 강좌안내

◇ 교육기간은 총 15주(3월 6일 ~ 6월 12일)이며 매주 금요일 2시간씩(19:00 ~ 21:00) 진행됩니다.

◇ 수료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지원방법

◇ 접수기간 및 등록기간 : 2020년 1월 6일(월) ~ 2020년 3월 5일(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홈페이지(mip.dongguk.edu) 공지 참고

◇ 교육비: 대기업 재직자 200만원, 중소기업, 공공기관, TLO 등 재직자 150만원

동국 MIP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문의처

◇ 이메일 : dgu_mip@dongguk.edu

◇ 전화번호 : 02-2290-1460~1

◇ 홈페이지 : mip.dongguk.edu

■ 찾아오시는 길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지선 7011 대한극장 (퇴계로 4가)

간선 104, 421, 463, 507, 604 
대한극장 (퇴계로 4가)

지선 7212 장충동 (동국대 입구)
간선 144, 301, 420 장충동 (동국대 입구)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방지법 등 개요 및 중요성 

·특허취득 및 포트폴리오 구축

·디자인, 저작권 경영전략

·통합적 지식재산 경영전략

·키워드와 특허분류

·특허정보조사방법

·특허정보조사와 D/B 

·특허정보 분석 유형

·특허정보 분석 심화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

·분쟁 예방 및 대비전략

·재판의 분쟁 해결(ADR)

·권리매각 및 라이센싱 전략

·특허권 행사 및 침해 주장의 대응

·NPE의 위협 및 대응전략 

·지식재산 가치평가방법

·기술사업화와 기술가치평가

·특허현물출자, 담보, 기술투자.기술거래 평가사례

·지식재산 금융관련 법률

·기술융자(대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기술투자 및 벤처캐피털의 지식재산 활용

·기술평가 및 기술보증

·지식재산금융지원제도

·기술이전 및 기술보호제도

·미국 특허제도 설명 및 분쟁 대응방안

·중국 특허제도 설명 및 분쟁 대응방안

·기술마케팅 

·라이센스 계약서 작성 

·라이센스 계약의 법적성격

·라이센싱 조건의 협상, 계약체결

·로얄티의 결정

·Sub-license

·세금문제

·교육과정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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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프로그램 구성

㈜테스
박병욱 IP 팀장

특허정보진흥센터
신종욱 수석

특허법인 천지 
대표변리사 박형달

K2G 파트너스
대표 김정중

이진수 변리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특허거래전문관 고기영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조경선

한국투자파트너스
투자이사(변리사) 정순욱

기술보증기금
심기준 수석

이진수 변리사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유성원 변리사

주 차 제 목 교육 내용 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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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약력

◇ 조경선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부회장

◇ 박형달
- 특허법인 천지 대표변리사

-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소송수행관

◇ 고기영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특허거래전문관

- 한국특허정보원 선임연구원 특허, 기술, 시장 분석 및 R&BD 기획

- 한국발명진흥회 2018 지식재산 거래업무 매뉴얼 발간

◇ 신종욱
- 특허정보진흥센터 수석

-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노하우 온라인 교재 개발

- 한국발명진흥회 선행기술조사교육교재 품질관리 위원

◇ 김정중 
- K2G 파트너스 대표

- LG 전자 특허센터 상무

- LG 이노텍 특허담당 상무

◇ 유성원
-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제일특허법인 전자부 변리사

-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법인 해외부 변리사

◇ 박병욱
- ㈜테스 IP팀장

- 한국지식재산협회 기획조정위원

- 한국발명진흥회 IP Campus 겸임교수

◇ 정순욱
- 한국투자파트너스 투자이사(변리사)

- IBK 기업은행 IB그룹 기술기반 투·융자 전문위원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IP MBA 강의

◇ 이진수
- ㈜휴룸 지식재산본부장

- 서울반도체 법무총괄임원

- 삼성전자㈜ 지적재산팀 변리사

◇ 심기준
- 기술보증기금 수석부지점장

- 기술보증기금 조사연구팀장, 평가모형팀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데이콤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