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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우리보다 한발 앞서 제도를 연구·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지식재산 인재양성 방안 정립
∙대학에서의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
-지식재산 전공 학부·
MI
P등 대학원 과정으로는 융합적 지식재산 소양
배양에 한계가 있으므로,공대생에 법·
경영 교육을 통해 I
P경영 소양을
갖추도록 교과 재편 필요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사제도 정비
-변리사 역량 제고를 위해 변리사 직역확대,지식재산서비스 전문변리사
제도 도입,변리사 보수교육 강화 및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필요

연구 주요내용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개선
-일부 지재권 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나,변호사 시험
부담으로 수강을 기피함에 따라 실무과목에 지재권법 분야 도입확대
및 지재권과 연계된 J
D/MI
P및 SJ
D/MI
P프로그램 도입 요구
∙기업의 융합적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방안
-실무인력 교육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개발되지 않고,단발성 교육에
그쳐 고급 전문교육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므로,교육수요의 정확한
파악과 교육대상별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안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민간주도 방식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력 육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지식
재산서비스 전문변리사 명칭허용 등 관리

활 용 목 적

∙일본의 정책사례를 진단하여 대학·
기업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발굴
및 변리사 연수강화·
시험제도 개편방안을 도출하고,로스쿨 I
P 클리닉
등 지재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강구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이 필요하므로,대학·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자격사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활 용 결 과

∙ 정책 활용 결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교과과정 개편,기업의 교육대상별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2015
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변리사 및 지재권 변호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리사 의무연수 관리
강화,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및 로스쿨 지재권 교육프로그램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