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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2020
지식재산권
컨퍼런스

작년에 진행된 지식재산권 컨퍼런스를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개최일                                       2020년 9월 23일 (수)

최근 몇 년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유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이 이루어진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각각 한국판 뉴딜과 유럽
그린 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유럽 그린 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체계를 통해 기술에 대한 홍
보와 지원, 그리고 보호가 이루어져야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한 기본 틀로서 지식재산권(IPR)은 인간의 정신적
인 창조물 즉, 지식재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간
입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잘 알려진 권리로는 상품과 서비
스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표권과 제품의
장식 또는 제품의 일부의 시각적 외관을 보호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 디자인권, 그리고 기술 혁신을 보상하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본질적인 가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
산권 시스템이 함께할 때 성장을 이끄는 독창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혁신적인 지식
재산권 생태계와 녹색기술솔루션, 기술협력 파트너십에
대해 다루며,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의 잠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 컨퍼런스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유럽 특허청
(EPO),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그리고 특허청
(KIPO)이 공동 주최합니다.

시간                                                           16:00 – 18:30
           (  웨이팅룸은 서울시간 15:45 에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                                                 온라인 Zoom 미팅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링크 클릭 후 등록

https://www.flickr.com/photos/ecckecck/albums/72157711051360876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Qc4v1r2ifWOVD11eHNJl678fmM5d4NhuVaBuoYfJQvpQQCQ/viewform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for all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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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16:00~16:05                                                      환영사

16:05~16:25                                                      개회사
             

16:40~17:00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미래 녹색성장 

17:00~17:15                                   유럽연합 그린 딜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내 지식재산권의 역할

17:35~17:45                                                          휴식

               Dr. Frank RIJSBERMAN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16:25~16:40                                           지식재산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Mr. Benoit LORY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무역 및 경제부 장관 참사

17:15~17:35           한국 그린 딜과 지식재산권적 함의
               조아라

                                특허청 국제협력과
전산사무관

17:45~18:00                                                     혁신적
                                                         녹색기술 솔루션

18:00~18:20                     배터리 기술의 혁신 트렌드
                                                               :글로벌 분석

                                             Mr. Ilja RUDYK
                                              유럽 특허청
                                           선임 경제학자

18:20~18:35                  테크놀로지 파트너십과 혁신               
                                                                  박재현

                                                      솔베이
                                           IP 계약담당자

18:35~18:40                                                     폐회사
                                    Mr. Sven-Erik BATENBURG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법무 및 국제협력 이사

세부일정
2020
지식재산권
컨퍼런스
모든 세션에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Ms. Marion (Amy) DIETTERICH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글로벌 챌린지 부서 이사

                                    Mr. Andreas FISCHER
                                                   베스타스
                                                               기술 위원

15:45~16:00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