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 지형도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개설 및
2기 과정 모집
21세기 지식재산강국의 맞춤형 경영인을 위한 교류의 장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전략 실현으

특히 이 과정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이

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적으로, 중소기업청, 특허법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등록금 60%

원, KAIST 3개 기관이 함께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Advanced

를 감면하여 중소 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본 과정을 이수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을 지난 3월 개설하였다.

한 수료생에게는 KAIST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KAIST 동문

현재 법률/법조인,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총 52명이 1기

자격과 각종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 특전도 부여한다.

로 선발되어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2기 과정을 모집

입학 신청은 오는 7월 25일(월) ~ 8월 24일(수) 까지 인터넷 또는 우

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 CEO·임직원, 지식재산 전문가,

편으로 응시접수가 가능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공식 홈

변호/변리 관계자, 공무원, 언론인 등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강의는

페이지(http://futures.kaist.ac.kr/AIP1) 또는 전화(044-865-4250)로

KAIST 세종강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진행된다.

하면 된다.

제2기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강의일정
일정
9월21일
9월28일
10월7~8일
10월12일
10월19일
10월26일
11월2일
*특허법원견학

11월9일
11월16일
11월23일
11월30일
12월7일
12월14일
2월8일
2월15일
3월15일

강의 주제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지식재산시대 중소기업의 미래
인공지능의 이해와 미래
3차원 미래예측 기법
국내 Workshop (1박2일)
•사물인터넷(loT) 미래전략
•특강(인문학 or 문화예술)
•3차원 미래예측 실습·발표
지식재산 개론 및 핵심 요소
지식재산 보호 및 육성 전략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전략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지식재산경쟁력
특허소송의 현재와 미래
지식재산 형사보호 전략
특허소송제도의 이해 I
특허소송제도의 이해 I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소송
상표·디자인 심결취소 및 침해소송
지식재산허브법원 추진전략
지식재산허브검찰 추진전략
기업의 지식재산 금융전략
지식재산 라이센싱 전략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전략
정보기술(IT)의 미래
바이오기술(BT)의 미래
환경에너지기술(ET)의 미래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제도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동향
대한민국 세계IP허브국가 전략
그룹발표
대한민국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수료식

강사
중소기업청장, 특허법원장, KAIST총장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KAIST 교수진 또는 외부 강사진
박성필 KAIST MIP책임교수
박성준 특허청 보호협력국장
중소기업청 국장
박문서 퀄컴 지식재산부 고문
고정식 KAIST 총동문회장(前특허청장)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前중기청장)
이대경 특허법원 법원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특허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강영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前특허법원장)
법무부 부장검사
이형승 기술보증기금 부지점장
김광준 한국라이센싱협회장(ID대표)
강흠정 특허청 제도심사과장
이용훈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유욱준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임만성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은경 태평양 대표 변리사/미국변호사
김호원 부산대 석좌교수(前특허청장)
박진하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운영위원
분임조 지도교수진
홍남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 단장
과정생 및 교수진

AIP 문의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담당자 : 조민지 (044-865-4250) | 홈페이지 : http://futures.kaist.ac.kr/AIP2 | 이메일 : alsw8510@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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