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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식재산대상 수상자
 포상 분야  수상자

지식재산대상(개인) 김명신 _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식재산대상 특별공로상(개인) 이규홍 _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상식 식순
 구분  내용  비고

개회선언 및  개회사 및 수상자, 주최기관장,  
박성필 _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내빈소개 심사위원 소개

경과보고   지식재산대상 연혁   심사위원장

시상   시상식(상패 및 부상 수여)   참석 기관장

    김명신 _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수상자 특강   수상자 특강 및 오찬

 이규홍 _ 특허법원 부장판사

포토세션   각 시상자별·전체  시상자와 수상자

폐회   사회자의 폐회사   박성필 _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지식재산대상(개인)
김명신 _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제8회 지식재산대상 수상자 소개

대한민국 변리 업계의 산 증인
김명신 수상자는 1972년 명신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이래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유수의 전자, 기계, 화학 등 기술 분
야별 선두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내 
최고 수준의 특허법률사무소이다. 처리한 업무의 규모와 품
질, 소속 변리사의 경험과 전문성, 업무의 신뢰성 및 신속성
에 있어서 국내외 고객들의 깊은 신뢰를 받아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미국 대사관 및 영국의 법률사무소 평가기관
인 Legal 500 또한 명신특허법률사무소를 높이 평가하여 추
천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반 조성을 위한 헌신
김명신 수상자는 변리사들의 권익향상, 국내 변리업계의 글로
벌 위상 강화,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대한변리사회장, 아시아변리사회장, 사단법인 지식재산
포럼 회장,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겸 지식재
산보호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
쳤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아래와 같다.

•1996년: 변리사시험제도개혁을 위한 변리사법개정
•1996년: 실용신안무심사채택 실용신법개정운동 성공
•1997년: 대법원장허락 사법연수원교수의 변리사 민사소송
  실무연수제도의 정착
•1997년: 대법원장승인 지식재산 민·형사사건 판례집 
  국내 최초로 발행
•1997년: 모금운동으로 서초동에 대한변리사회관 구입
•1997년: 대한변리사회창립 50주년 행사를 세계 각국 
  변리사회장, 내빈 초청하여 개최
•1997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변리사 무료특허상담실 설치

주요 상훈
•내무부장관 표창
•특허청장 표창
•대통령 동탑·은탑 산업훈장
•국제거래신용대상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상
•사회공헌대상

주요 저서
•미국통상관련법해설(한국무역협회 발행)
•한국상표심사기준(일본어판)

•한국의 개정공업소유권법과 그 실무(일본어판)
•한국지적재산관련법규해설(일본어판)
•지식재산혁명. 아라이 히사미츠 저, 김명신 편역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매일경제신문사(한글판 및 일본어판)
•일류로 가는 길. 자음과 모음
•Standards for Trademark Examination in Korea(영문판)
•Recent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 Field in 
 Korea(영문판)
•Recent Major Precedents of Patent Disputes(영문판)
 <회갑기념논문집>

강연활동
•강원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사법연수원, 서강대학교,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강의

참여 협회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국제상표협회(INTA)
•아시아변리사회(APAA)
•대한변리사회(KPAA)
•한국지식재산권학회
•국제변리사연맹(FICPI)
•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

주요약력
현 소속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주요 경력
•대한변리사회 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아시아변리사회 회장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원 전문심리위원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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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식재산대상 수상자

제2회 지식재산대상 수상자

지식재산대상(개인) | 김광준 _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대표

삼성전자 특허전략팀, IP법무팀, 특허분석팀을 이끌면서 삼성전자의 미국 특허등록 순위를 2006년 2위까지 끌

어올리고 경쟁업체 및 비실시기업들과 소송 및 협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는데, 특히 대만 PC 업체들과의 

수년간 특허소송에 승소하여 로열티를 확보하고, 분쟁위험이 컸던 인텔렉추얼벤처스와 전략적 제휴를 성사시켜 

특허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지식재산대상 기반부문상(개인) | 김영선 _ 제15~18대 국회의원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지식재산이 R&D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개발, 관리되어야 하므로 입법, 사법, 행정의 역량

이 집중되어야 하는 국가적 아젠다임을 역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

는 정책총괄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지식재산대상(개인) | 김정중 _ (주)ROVI 아시아태평양 본부장

2008년 이후 LG전자의 DTV 특허분쟁에 대응한 프로젝트(T-PJT)를 통해 Vizio, Westinghouse, Polaroid, 

Proview 등을 Texas 동부 연방법원에, 또한 Vizio, Amtran, Funai 등을 미국 ITC(무역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성

공적인 라이센싱 계약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기존의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공격적인 지식재산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지식재산대상 기반부문상(개인) | 이종혁 _ 제18대 국회의원

18대 국회에서 지식재산 전쟁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

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지식재산정책의 체계화, 효율화 및 이를 통

한 국가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정책 수립과 추진의 구심점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주창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지식재산대상(개인) | 이형칠 _ (주)윕스 대표

국내 최초로 책자형 특허공보를 CD에 담은 ‘팻트롬ʼ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특허검색서비스 WIPS를 개발하

여 국내 2천 개 이상의 기업이 사용하는 독보적인 특허DB서비스가 되었으며, WIPS Global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2010년 WIPO의 ASPI 프로그램에 아시아 유일의 멤버로 참여하고, 다양해지는 IP 업무에 대응한 전문

가용 온라인서비스 WINTELIPS를 개발했다.

지식재산대상 창출부문상(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_ 김흥남 원장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통해 발명등급제도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양질의 특허를 창출할 뿐아니라, ITU, ISO, 

IEEE 등 국제 표준화 단체와 연계하여 표준특허를 창출하는 등 적극적인 지식재산 경영을 펼친 결과, 미국 

Patent Board에서 시행한 2011년도 특허종합평가에서도 전 세계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등 237개 기관 중 종

합 1위를 달성하였다. 

지식재산대상 활용부문상(개인) | 김부경 _ 주식회사 부즈 대표

‘뿌까’ 캐릭터의 개발과 적극적인 라이센싱 전략으로 북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글로벌 캐릭터 시장에 도전하

여 3,000개 이상의 국내 토종 캐릭터 상품으로 150여 개 국에 진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 5,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는데, 이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7%에 이르며, Warner Brothers, Disney 등 글로벌 미

디어 기업에도 캐릭터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역대 수상자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운영위원 
및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에 공헌
수상자는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중심국가로 만들자는 목표로 
2014년 9월 출범한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의 
입법과 정책제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특히 지식
재산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사법부가 국회와 민
간 전문가들이 제안한 지식재산 허브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
하고 실무적으로 협력하는 데 수상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지식재산 허브국가를 위한 사법부 차원의 구체적 비전과 과제
를 도출하기 위해 2015년 6월 국회, 행정부, 법원, 학계, 산업
계, IP 소송전문가가 참여하는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수상자는 위원회 활동의 기획과 추진을 주도하며, 특
히 국내 법체계 및 해외 법원 사례의 분석에 기초하여 사법부
의 이러한 노력이 실현 가능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
도록 지원하였다.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법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글로벌 기준의 소송절차 확립, 권리자에 대한 적정
한 보호(손해배상),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의 설립 및 운영, 국
제재판부의 도입 등 IP 허브코트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다.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이후 특허소송 관할집중, 국
제재판부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 일련의 제도
와 입법 개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식재산 국제재판부 활동에 공헌
우리나라의 국제재판은 대법원 규칙인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통역 없이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하고,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문 번역문 제출의무를 면제하
는 소송절차이다. 국제재판부는 국외 당사자들이 언어장벽으
로 인해 국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우
리나라 법원, 특히 특허법원이 그 전문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국제특허소송에서 당사자들 간에 선호되는 법정지가 되게 한
다는 취지로 설치되었다. 수상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재판
부(특허법원 특허 제3부) 주심을 맡아 2018년부터 외국어 변
론이 허용되는 본격적인 국제재판을 지휘하고 있다. 외국인이
나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특허소송이 전체 사건의 30%에 달하
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재판부는 세계 지식재산 허브 도약
의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재판부는 외국어 
변론을 허용하지만 국내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 당사
자에 대해 외국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도 국
어로 소송지휘를 하고 판결서 역시 국문으로 작성하되 외국인 

당사자를 위해 국문 판결서의 번역문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
한 당사자간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
제와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변론과정에서 동시통
역을 제공한다. 국제재판부는 언어 측면에서 외국인과 외국 
법인을 배려하되, 국내 당사자에게도 외국어 사용을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법정에서 언어장벽을 무너뜨리고 양 당사자가 사
안에 집중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

저술 및 강연활동
저서
•KOREAN BUSINESS LAW. 2009 (Book Chapter) 
•저작권과 침해. 2016 (공저)

논문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 
 지적재산권조항의 재정립에 관하여, 법조, 20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0
•영업방법발명의 헌법적 이해 (대법원 영문 저널) 등 다수.

강의
•사법연수원, KAIST MIP 등 다수.

주요약력
현 소속
•특허법원 부장판사

주요 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전담부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한국특허법학회 회장
•한국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Franklin Pierce Law Center Visiting Scholar
•대한민국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운영위원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사·법학사, KAIST 공학석사(MIP),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지식재산대상 특별공로상(개인)
이규홍 _ 특허법원 부장판사 

제8회 지식재산대상 수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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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수상자

지식재산대상(개인) | 원혜영 _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은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서 특허권자의 권리 강화에 노력하고 특허법 개정

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에 의해 특허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

허 침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을 강제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지식재산대상 활용부문상(기관) 
| KDB 산업은행 창조기술금융부문 기술금융실 _ 조경칠 기술금융실장 

산업은행은 국내 최초로 ’12년 9월 IP금융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전문부서인 기술금융실을 신설하여 국내 IP 

금융 저변을 넓히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산업은행이 구축·활용한 IP 금융상품 및 지원인프라는 

국내 기술 IP평가 및 기술 IP금융 전반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IP 금융의 시장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지식재산대상 창출부문상(기관) | 아모레퍼시픽 지식재산 Division _ 권수정 상무  

선제적 권리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55년 3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ABC’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하

였으며, 현재 국내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지식재산권 다출원 기업 5위 및 화

장품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1,500건 이상의 상표, 500건 이상의 디자인 및 200건 이상의 특허를 출

원하여 지식재산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6회 지식재산대상 수상자

지식재산대상(개인) | 이상민 _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은 20여 개의 국책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는 대전 유성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특히 과학

기술 진흥과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특별위원장, 법사위

원장,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 교육과학기술위원, 더불어 민주당 과학기술 특별위원장 등 수행한 직책들이 

과학기술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2014년 9월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하여 당시 정갑윤 국회부의장 대표 발의 개정안과 절충, 2015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신속성을 강화시켰다.

지식재산대상(개인) | 강영호 _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호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특허법원장 부임 후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문가 및 발명

자 증인의 활용 확대, 감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충실한 사실심리를 가능하게 하고, 법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였다. 2015년 10월에는 IP 5대 강국인 법관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의 

행사인 “국제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특허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였다. 2015년 6월부터 ‘IP Hub 

Court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법원 입장의 혁신과 조율과정을 통해 2015년 11월 민사특허소송의 관

할집중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

지식재산대상 특별상(기관) | IP 노믹스 _ 주상돈 대표이사

2013년 출범한 IP 노믹스(IPnomics)는 ‘특허로 보는 새로운 경제미디어’를 표방하며 특허와 기술 범주를 뛰어넘

어, IP를 통해 바라본 미래기술, 신시장, 경제·금융 등 IP 경제 분야 예측 및 분석에 주력해 왔다.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1차 재료로 삼고, 여기에 문헌조사 및 취재 정보를 추가해 IP가 담고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독창적인 IP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IP 콘텐츠 생산을 통

해 지식재산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핵심 인사이트를 한눈에 제시하는 인포그래픽,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포

맷을 활용하고, 콘텐츠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며, 영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역대 수상자

제3회 지식재산대상 수상자

지식재산대상 기반부문상(개인) | 이상희 _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회장

전세계 20여 개 국 지식재산권 정상 모임인 Global IP Summit을 서울에 유치하였으며,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한

인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네트워킹 조직인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창립에 기여하고 초대 회장에 선

출되는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회위원 재직시 다수의 과학기술 

분야 입법을 발의하고 제정에 기여하였으며, 변리사회장 재직시에는 지식재산 관련 지식의 체계화 및 대중화를 

위해 지식재산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지식재산대상 보호부문상(기관) | SK 하이닉스 특허그룹 _ 민경현 상무

기업의 지적 재산을 창출, 보호하고 전략 특허 개발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특허 Portfolio를 구축, 반도

체 업계에 상존하는 수많은 특허 분쟁을 해결하며 안정정인 경영 활동에 기여하였다. 최근, 특허 업계에서 빈도 

수가 높아지고 있는 NPE(Non Practicing Entity)와의 특허 분쟁에서, 외국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내부적인 기

술적, 사업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창출하였다.

제4회 지식재산대상 수상자

특별공로상(개인) | 임태희 _ 전 대통령 실장

3선 의원으로서 2010년부터 대통령실장을 역임하면서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을 주도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국가

지식재산 5개년 계획 수립 및 발표와 지식재산강국 원년 선포 등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필요한 기반조성 작업을 대통령의 참모로서 적극 지원하였다.

지식재산대상(기관) | LG 디스플레이 IP 담당 _ 오정훈 상무

자체 특허관리시스템(LAMS), 사내 발명평가위원회, 국내 최초 In-House Drafting 실시 등 혁신적 지식재산경영

으로 고품질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 이후 미국 특허등록 50위 이내의 순위를 유지하고, 미국 

IEEE의 기업 경쟁력 순위에서 2010년 전자분야 11위, Ocean Tomo 300 특허지수에서 국내 디스플레이기업 중 

유일하게 최상위 “Valuable” 등급을 받았다.

지식재산대상 보호부문상(기관) | 보령제약 특허팀 _ 김광범 이사 

2008년 항암제 엘록사틴 소송(대법원), 2009년  초기유방암 치료제 아리미덱스 특허심판, 2011년 항암제 도세

탁셀 삼수물 소송(특허법원), 2014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소송(대법원) 등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

허소송에서 승률 100%를 달성하여 국내 제약사들이 저렴한 약가로 제품을 시장에 조기 발매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5회 지식재산대상 수상자

지식재산대상(개인) | 정갑윤 _ 국회부의장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원혜영 의원,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법을 세계

수준으로 격상시킬 비전을 품고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64명의 여야 의원이 정치적 이해관

계를 초월해 동참하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민사소송법 몇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하

도록 노력을 기울여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을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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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대상 개요

포상목적

•21세기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

•지식재산의 성공적인 기반조성, 창출, 관리,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단체 및 

개인들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치하한다.

•순수 민간차원의 포상제도로서, 참여기관의 지식재산 분야의 리더십과 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고취한다.

•포상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통해 참여기관간의 창조적 협력사업을 모색한다.

추진절차

포상운영요령 공고 및 접수
•공고: KAIST MIP 홈페이지(http://ip.kaist.ac.kr)

•신청서: 지식재산대상 홈페이지(http://ipawards.kaist.ac.kr)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신청서,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포상운영요령 공고 및 접수
•구성원: 포상 참여기관 대표(혹은 대표가 선정한 포상 담당 임원), 특허청 등 

 정부기관 관계자

•협의사항: 포상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의견공유, 포상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포상 일정 협의 등

심사 (1차 심사: 서류 / 2차 심사: 최종)

•지식재산대상 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서류심사에 합격한 후보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심사

•합격 업체에 한해 심사보고서 작성 ⇨ 운영위원회 제출

•심사위원회 구성: 각 참여기관이 1인씩 선정 &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중에서 

 2인 위촉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와 동시진행 가능)

•심사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심의

•공적심사

•포상 추천 대상자와 훈격 결정

•포상자 후보를 주관 기관에 추천

지식재산대상 시상식
•수상자 특강 및 시상식

01

02

03

04

05

역대 수상자

제7회 지식재산대상 수상자

지식재산대상(기관) | 두산중공업 (IP팀)

두산중공업의 활발한 특허출원 및 관리활동을 통해 그 동안 IT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R&D를 통한 IP전략

을 중공업 회사에서 정착시킨 모범적인 사례임. 특히 두산중공업 전체의 IP 발굴과 권리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특허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룹 내 IP 통합운영체제 확립함으로써 지식경영의 기본 플랫폼을 형성하

였으며, R&D 팀에 IP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현장에서 연구성과의 권리화를 지원하고 연구자와 IP 관리자의 효

율적 소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IP팀을 통해 두산중공업의 전직원 IP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IP 창출이 획

기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식재산대상(개인) | 서  민 _ 전 충남대 로스쿨 학장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법개정연구위원회 초대 회장으로서 2016년 특허법 개정안 연구를 주도

하였으며, 특히 특허법과 민법의 체계조화 유지를 강조하여 전체 법체계상 충돌과 혼란을 방지하면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적 입법을 추진하는 데 기여함. 또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1기~3

기)으로서, 제정 이후 반세기가 지난 민법의 보완작업을 주도하여 일반 민사, 상사, 지식재산업계의 기본 법률을 

정비하는 데 크게 기여함. 서민 교수는 충남대 법대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을 역임하

여 후학 양성과 법학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적이 크다.

지식재산대상 특별공로상(개인) | 양형욱 _ 파이낸셜뉴스 부장

양형욱 부장은 2011년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컨퍼런스'를 국내 최초 기획하여 연재하였으며, 2013년에

는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창립총회’를 단독 보도하고, 2014년 지식재산면 신설 후 매주 1면 지식

재산 기사를 보도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큼. 2017년 세계IP허브국가 추진

위 개최 '지식재산 정책 발표회’와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창립식을 집중 보도한 바 있음. 양형욱 부장은 언

론인으로서 매우 드물게 “산업기술유출피해금액산정에 관한 연구”를 저술하는 등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 장관상(산업보안 유공)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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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대상 창출 및 활용부문상(기관) | 한미약품 특허팀 _ 김윤호 특허팀장

1973년 설립된 한미약품은 제약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특허팀을 운용하면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IP 경영을 

해 왔다. Pfizer사 상대 소송에서 ‘팔팔정’ 상표가 ‘비아그라정’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팔팔정’의 판매 행위가 부

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Lilly사를 상대로는 Olanzapine의 약가 인하와 관

련된 소송에서, 제네릭 발매로 인한 약가 인하 책임이 한미약품에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Roche사의 타미플루 관

련 특허를 분석한 후 선발매 특허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타 제약사보다 약 1년 6개월 먼저 타미플루 후속 약물을 

단독 출시하는 등 국내 제약사로서 IP 경영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



MEMO MEMO

10 • KAIST-MIP 2019 지식재산대상 • 11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행정실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대학2호관(N5) 2234호실

Tel 042-350-4222~3  Fax 042-350-4228

http://ip.kaist.ac.kr  http://ipawards.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