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R CONFERENCE
2021

 

Anti-Counterfeiting

OCTOBER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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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시려면 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개최일           2021년 10월 18일 (월)

시간           15:00 – 17:45 (서울시간) 

장소               온라인 Zoom 컨퍼런스

참가비                                       무료

(대기실은 14:45에 열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진행된 지식재산권 컨퍼런스를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초청장
2021 
지식재산권
컨퍼런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
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권 등을 포함합니다. 이 중 상표권은 해당 권리의 소유자
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갖는 권리
로, 소비자의 신용을 얻고 상품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
는 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
은 위조품들이 생산 및 유통되며, 오랜 시간 상표권자와
브랜드가 쌓아온 노력과 명성에 무임 승차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위조품은 브랜드 가치를 크게 훼
손할 뿐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진품으로 착각하게
하여 그들을 기만합니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위조품의 무역
량은 4,140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무역량의
2.5%를 차지합니다. 위조품의 유통은 경제발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품질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소비
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중과 소비자
들에게 해당 상품 및 상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조품 유통업자
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SNS, 상표이름과 비슷한 인터
넷 도메인 등을 통해 위조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많은 상
표권자들과 플랫폼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지식재산권 컨퍼런스에서는 ‘위조품 방
지’라는 주제에 맞게 한국과 유럽의 여러 지식재산권 전
문가를 초대하여 위조품 유통의 현 상황과 새로운 트렌
드,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활동들을 소
개하고, 향후 위조품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컨퍼런스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특허청
(KIPO)이 공동주최하며 특허법인 남앤남(NAM & NAM)
과 호프만 아이틀레(Hoffmann Eitle)가 지원합니다.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w9iTWcM_RgKvB79-UyxWGQ
https://www.flickr.com/photos/ecckecck/albums/72157716066502048


주최

14:45~15:00                                    

15:05~15:15                               
                    Ms. H.E. Maria CASTILLO-FERNANDEZ

15:00~15:05                             

15:15~15:30        

16:15~16:30         

15:35~15:50             

                    Mr. Benoit LORY

16:35~16:50            
                    Mr. Sven-Erik BATENBURG

16:50~17:05    

                    이도경

17:05~17:20                        

17:40~17:45                 
                          Mr. Christoph HEIDER

15:55~16:10             

                    Ms. Chiara ACCORNERO

공동주최

              등록             
           환영사            

           개회사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국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최근 위조상품
         유통 경향 및 단속 사례            

                   박원성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대전사무소장

                    불법 온라인 콘텐츠와
중개자의 역할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무역 및 경제부 장관 참사

소셜 미디어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디지털 지식재산 전문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유럽 옵저버토리

지식재산권 및 기술 분쟁에
대한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지식재산권 분쟁 부문 법무관

쿠팡의 위조상품 대처 방안

 쿠팡, 지식재산권 – 브랜드 보호 카운슬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조품 방지의 현대화

마크비전, 부대표 및 사업총괄

      전기전자 가품(다이슨)의
수입현황 및 소비자 피해사례

           폐회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세부일정
2021 
지식재산권
컨퍼런스
모든 세션에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파트너

               주중 유럽연합 대표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지식재산 담당관

                   허승연
 다이슨, 가품 애널리스트

                    Mr. Antoine AUBERT

                    Mr. Benoît MISONNE

                    Mr. Dirk LUKAT

17:20~17:40         

Ms. Ersilia CALÓ
이탈리아 및 유럽연합 상표 및 디자인 전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앱과
피트니스 클럽의 상관관계

 
위조 방지 분야에 대한 EU의
실용적인 법적 장치의 현황

Mr. Luis José Soriano ALBERT
변호사, 지식재산 법학석사

호프만 아이틀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