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회  대 전 국 제 IP 페 스 티 벌 

 행사개요

 ❍ (행 사 명) 제1회 대전국제IP페스티벌
 ❍ (일시/장소) 2019.7.15.(월)~16.(화) / 이응노미술관, 대전컨벤션센터
 ❍ (참석대상) 지식재산 창출ž활용ž보호 관련 산ž학ž연ž관 단체 500여명
 ❍ (주 제) Innovation Growth with Global IP Networking
 ❍ (주최․주관) 대전광역시ž특허청 / 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육성실) 
   - 주요참석인사 :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의장, 특허청장, 특허법원장 

 ❍ (후 원) 특허법원, KAIST,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등 12개기관
 ❍ (행사 구성) 환영만찬 / 기조연설, 특강, 산학연관 포럼 및 교류ž상담회* 개최
  * (파워네트워킹) 참석자간 사전신청을 통한 1:1 비즈니스 미팅

 주요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환영만찬
(7/15)

18:00~18:30(30‘) 참가자 등록 

18:30~18:35(5‘) 개회선언, 주요내빈소개 사회자

18:35~18:45(10‘) 환영사 : 행정부시장, 특허청 차장 주최기관장

18:45~19:10(25‘) 미술관 소개 및 전시품 관람 관장

19:10~21:00(110‘) 상호 네트워킹 및 만찬 / 축하공연 전체

본
행
사

(7/16)

개
막
식

09:30~10:00(30‘) 참가자 등록 / 티타임(주요내빈)

10:00~10:05(5‘) 개막식 행사 퍼포먼스

10:05~10:10(5‘) 개회선언, 내빈소개 사회자

10:10~10:35(25‘) 환영사, 축사 : 시장, 시의회 의장, 특허청장, 특허법원장 대전시장 등

10:35~10:40(05‘) 사진 촬영 주요내빈

기조
연설ž
특강

10:40~11:30(50‘) 기조연설 : Christophe Mazenc, WIPO Director WIPO

11:30~12:20(50‘) 특강(오전) : 심상희, J&J IP Consulting 중국 변리사

12:20~13:20(60‘) 네트워킹 오찬 및 상호교류, 전시부스 관람 참석자 전원

13:20~13:40(20‘) 특허법원 소개 및 현안 공유 : 김광남 기획판사 특허법원

13:40~14:30(50‘) 특강(오후) : Harold de Walque, Managing Director Darts-IP

개별
포럼

14:40~18:30(230‘)

트랙 1 트랙 2

참여단체별 (6개 내외)
프로그램 운영

전시부스 관람 및
파워네트워킹

강연자 
개별초청

18:30~ 비즈니스 만찬 및 상호교류 참석자 전원



붙 임 1 행사장 이용 계획

이응노미술관 : 환영만찬(카페테리아, 야외정원)

 

대전컨벤션센터 : 본행사(그랜드볼룸, 중회의실, 전시홀)



붙 임 2 주요참여단체별 프로그램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 중간발표

 ◦ (주최/주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개발연구원(KDI)
 ◦ (내 용) 기조강연 및 세션별 주제발표, 토론 등

시간 발표 내용

[기조강연]
15:00~15:40 (40분)

특허청
박호형 국장

지식재산중심의 혁신생태계 전략

KDI
서중해 박사

한국의 Open Innovation 진단

[세션1]
15:40~16:40 (60분)

KAIST
박성필 교수

테슬라 전기자동차 공개특허의 전략적 가치와 정책적 
함의

STEPI
김선우 박사

Do well-connected networks affect firm performance?

[세션2]
16:55~17:55 (60분)

LG화학
이성만 상무

LG화학의 Open Innovation 사례

한남대
차성민 교수

오픈이노베이션과 법제도

 2019 IP 스타기업 워크숍 

 ◦ (주최/주관) 한국발명진흥회 / 지역지식재산센터
 ◦ (내 용) 특강 청취 및 그룹 세미나, 기업홍보, 국내외 변리업체 및 기술사

업화 기업들과 상담회 참여 등

시간 발표 내용

[강연1]
15:00~15:40 (40분)

특허청
목성호 국장

혁신성장과 지식재산보호

질의응답

[강연2]
15:50~16:30 (40분)

두산중공업
강동희 상무

기업 경쟁력 지속을 위한 IP경영전략

질의응답

[강연3]
16:40~17:10 (40분)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100년 생존을 위한 
바이오니아의 특허경영 전략

질의응답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로빙 세미나

 ◦ (주최/주관) WIPO / 대한변리사회
 ◦ (내 용) IP 창출, 활용이 활발한 국가의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WIPO의 시행제도 및 사업을 소개 
시간 발표 내용

14:45~15:15 (30분) WIPO 김태근 PCT 설명회

15:15~15:25 (10분) 질의응답

15:25~15:50 (25분)
Peksung IP Ltd,
Jiang Jiancheng

기업이 알아야 할 중국 특허의 취득 방법, 활용 
전략 및 관련 분쟁 사례

15:50~16:10 (25분)
IPX Patent Partners,
Kohei Okumura

일본의 소프트웨어 특허 현황

16:15~16:40 (25분)
Nath,Goldberg&Meyer
Gregory Kang

미국에서 특허심사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절차

16:40-17:00 (20분) 질의응답

17:00-17:20 (20분) 휴식

17:20~17:40 (20분) WIPO 국제출원 시스템 – 마드리드 및 헤이그 출원

17:40~18:00 (20분) WIPO 윤영우
지식경제를 위한 지식재산 플랫폼 및 도구 관련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18:00~18:20 (20분) WIPO 민은주 WIPO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

 글로벌 기술사업화 워크숍 

 ◦ (주최/주관) KAIST 글로벌사업화센터(GCC)
 ◦ (내 용) 연구기관, 파트너 비즈니스 매칭, 해외시장 분석, IP 및 해외 기술

이전 관련 사례 공유

시간 발표 내용

15:00~15:10 (10분) KAIST GCC  개회사 및 프로그램 소개

15:10~15:30 (20분)
승진바이오
김경중 대표

 (발표1) 친환경 수자원 이용 및 관리
 – 산업체 솔루션: 친환경 녹조 제거제

15:30-15:50 (20분)
이플랜트
박철순 부사장

 (발표2)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 산업체 솔루션

15:50-16:10 (20분)
오투엔비
반승현 대표

 (발표3) 스마트 관개 솔루션
 - 산업체 솔루션 

16:10~16:20 (10분)  Break Time

16:20~16:45 (25분)
Managing Director & Founder,
Kinetic Myanmar Technology Co. Ltd, 
미얀마 / Mr. Mya Moe Aung

(발표4) “Myanmar Digital Economy and 
Agri Sector Digital Transformation”

16:45-17:10 (25분)
Innovation Development Director,
Alen Industries, 멕시코 / Mr. Jose Botin 

(발표5) “Alen Industries and 
Collaboration Opportunities” 

17:10-17:35 (25분) 
Innovation Advisor,
Catalonia Trade and Investment Agency 
스페인 / Mr. Jose Serrano

(발표6)“Catalonia, a Key Innovation 
Hub in Europe: Our Initiatives to Boos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출연연구기관 사업화 세미나 

 ◦ (주최/주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ž기술보증기금
 ◦ (내 용)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이슈 공유, 공공기관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및 성과 발표

 IP정보서비스 페어

 ◦ (주최/주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내 용) IP정보서비스 관련 기업 발표, 참여기업의 최신 상품 및 서비스 

전시ž시연

시간 발표 내용

14:05~14:35 (30분)
특허청 
김주섭 심판장

(KeyNote 발표) 특허정보를 활용한 IP기술 사업화∙라
이센싱 성공 전략

14:35~15:00 (25분)
㈜워트인텔리전스
윤정호 대표

키워트만의 특허평가모델 "KeyValue"와 전세계 특허
소송검색을 활용한 특허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전략

15:00~15:25 (25분)
㈜애니파이브
차건호 과장

솔루션-플랫폼-전문가 연계 IP 통합 아웃소싱 서비스
를 통한 기업 IP 비즈니스 활성화

15:25~15:50 (25분)
키티스산학연정보
㈜
홍성현 과장

특허로 살펴본 기업의 발전과 미래

15:50~16:20 (30분) Coffee Break & 전시․시연 부스 투어

16:20~16:45 (25분)
㈜마크프로
이세림 본부장

빅데이터·AI에 기반한 특허 분석 및 R&D 전략 수립

16:45~17:10 (25분)
㈜윕스
정미경 전문위원

진화하는 IP검색/분석의 전략적 활용

17:10~17:35 (25분)
㈜위즈도메인
전형석 팀장

특허 분석을 통한 라이선스 및 M&A 대상 찾기 

17:35~18:15 (40분) Atsushi Nozaki
(특강) Strategic use of patent information for business 
strate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