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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지식재산과 혁신경제’포럼
출범식 개최

- 일 시: 3월 5일(화) 11:00~12:00
- 장 소: 대전 롯데시티호텔 크리스탈볼룸
- 주 관: KDI
- 주 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후 원: 특허청, 대전광역시

□

KDI

는 3월 5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

출범식을 개최함.

○ 포럼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에 있어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혁신성장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
-

한국개발연구원(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지식재산
연구원(KIIP),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참여

□ 향후 본 포럼은

협업을 통한 정책연구’,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 제시’,

‘

연구 성과에 대한 민간 확산’, ‘국제협력

1)

‘

’,

특허청 등 정책당국과

‘

소통 강화’ 등 5대 운영 방침하에 매달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

○ 특히 무역

,

산업, 벤처, 지역경제 등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공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국내외 동향 및 연구 성과를 대
외적으로 확산할 예정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식재산 수준에 대한 엄밀한

평가에 기반하여 혁신경제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
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포럼이 지식재산제도의 정책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활성화와 우리경제 혁신성장을 주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길 바란다”고 강조함.

□ 한편

혁신성장에서 지식재산은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지식재산이 개인에게는 창업의

씨앗으로 기업에게는

R&D

투자를 통한 혁신 유인으로 작용하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발명, 특허 등 지식재산의 성과가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유인 구조와 제도를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첨부 1. 세부 일정

1) OECD, World Bank,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IP5(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5개국 특허청 간 협의체) 등을
통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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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세부 일정
일 자

프로그램
개회식

11:00~11:20

개 회 사 최정표 KDI 원장
환 영 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박원주 특허청장

11:20~11:50

혁신성장에서 지식재산은 왜 중요한가?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11:50~12:00

포럼 운영계획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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