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교육
지역별 무료 순회 교육 안내

1. 교육 개요

ㅇ (교육대상) 지식재산권 교육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주최/주관) 특허청 주최, 한국특허정보원 주관

ㅇ (교육비용) 전액 무료

ㅇ (교육강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전담강사

ㅇ (교육장소) 지역 거점기관인 충남대, 부산대 포함 9개*기관 협조

* 충남대, 부산대, 강원대(춘천), 경희대(국제), 충북대, 포항공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도서관)

2. 교육 일정 및 장소

구분 교육 일시 시간 교육 과목 장소 지역
1 16. 9. 28

(수)
14:00∼15:30 90분 정보검색(특허/실용)

충남대 대전
2 15:30∼17:00 90분 전자출원(특허/실용)
3 16. 10. 6

(목)
14:00∼15:30 90분 정보검색(특허/실용)

부산대 부산
4 15:30∼17:00 90분 정보검색(상표)
5 16. 10. 11

(화)
14:00∼15:30 90분 정보검색(특허/실용)

강원대 춘천
6 15:30∼17:00 90분 전자출원(특허/실용)
7 16. 10. 13

(목)
14:00∼15:30 90분 정보검색(특허/실용)

경희대 용인
8 15:30∼17:00 90분 전자출원(특허/실용)

9
16. 10. 18
(화)

14:00∼15:00 60분 연구노트 작성·활용 및
특허성과관리

충북대 청주10 15:00∼16:00 60분 정보검색(특허/실용)
11 16:00∼17:00 60분 전자출원(특허/실용)

12
16. 11. 1
(화)

14:00∼15:00 60분 연구노트 작성·활용 및
특허성과관리

포항공대 포항13 15:00∼16:00 60분 정보검색(특허/실용)
14 16:00∼17:00 60분 전자출원(특허/실용)

15
16. 11. 9
(수)

14:00∼15:00 60분 저작권 개론 및
창업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사례

전남대 광주16 15:00∼16:00 60분 정보검색(디자인)
17 16:00∼17:00 60분 정보검색(상표)
18 16. 11. 16

(수)
14:00∼15:30 90분 정보검색(특허/실용)

전북대 전주
19 15:30∼17:00 90분 전자출원(특허/실용)
20 16. 11. 23

(수)
14:00∼15:30 90분 정보검색(특허/실용)

경북대 대구
21 15:30∼17:00 90분 전자출원(특허/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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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16. 9. 13 ~ 11. 22 (각 기관 일정별 선착순 마감)

ㅇ (모집인원) 각 과정당 30명 이내

ㅇ 신청 방법

-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홈페이지 참조

- 한국특허정보원 교육블로그(http://blog.daum.net/kpdsedu) 참조

- 홈페이지 內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 전자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전자메일 : ohmybell@kipi.or.kr / Fax : 02) 6915-1350)
※ (교육 신청 결과 확정) 전화 및 E-mail 개별 통보

ㅇ (교육문의)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 담당자 (02) 569-2865



【지역별 교육 장소】

대전 지역(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충남대학교 정보통신원(N2-1) 1306호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 http://cic.cnu.ac.kr/subPage.do?sel=15000

교육장 위치 오시는길

(지하철)

유성온천역(7번출구) ->

택시 약 7분

(버 스)

48번, 108번

부산 지역(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건물번호 510), 구관 1층 이용교육실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 http://www.pusan.ac.kr/uPNU_homepage/kr/sub/sub.asp?menu_no=10010109

교육장 위치 오시는길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1번, 3번출구) →

금정7번 마을버스 탑승

(버 스)

*해운대, 송정, 기장 →

100, 100-1, 144, 183

*서창, 범어사, 구서동 →

29, 49, 51, 80, 131, 301, 1002

*김해, 구포, 덕천동 →

121, 130

*서면(롯데호텔) → 77



춘천 지역(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 강원대 중앙도서관 4층 이용자교육실(춘천시 강원대학 1길, 강원대)

☞ http://home.kangwon.ac.kr/main/html/introduction/location_01.jsp

교육장 위치 오시는길

(지하철)

경춘선 남춘천역 → 택시 10분

(버 스)

8번, 9번, 20번

용인 지역(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국제캠퍼스)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정보교육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도서관)

☞ http://www.khu.ac.kr/university/campus/globalcam_location.do

교육장 위치 오시는길

(셔틀버스) 영통역3번 출구

08:30, 10:00, 11:30,

13:00, 14:30, 16:00

(버스)

M5107, 5100, 1550-1, 1112, 7000,

5500-1, 7, 7-2, 9, 900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



청주 지역(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이용자교육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cbnul.chungbuk.ac.kr

교육장 위치 오시는길

(열차)

청주역 앞에서 청주행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가 10~15분 간격으로

출발 → 택시 10분

(고속버스, 시외버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4Km

포항 지역(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50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77 (지곡동) , 포항공과대학교)

☞http://library.postech.ac.kr/

교육장 위치 오시는길

(열차)

KTX포항역 (→택시 20분)

(시외버스)

포항시외버스터미널(→105번 버스)

(고속버스)

포항고속버스터미널(→택시 20분)

(버스)

105번 (생명공학연구소 하차)



전남 지역(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시청각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http://lib.jnu.ac.kr/local/html/useInfo0107

교육장 위치 오시는길

(열차)
광주역(→ 택시 5분)

(고속버스)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 택시 5분)
→버스 풍암26, 첨단30, 상무64, 518

(시내버스)
전남대 : 26, 30, 57, 64, 81, 180, 518
전남대사거리 : 01, 07, 18, 26, 27, 47, 64
전남대후문 : 07, 18, 19, 28, 38, 39,
56, 80, 83, 180, 184, 187

전주 지역(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1층 학술정보교육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http://www.jbnu.ac.kr/contents/1about/1about08/1about0801/1about0801.php?pageKey=71

교육장 위치 오시는길

(열차)

전주역 → 택시 10분

(고속버스)

전주고속버스 터미널(도보 15분)

(버스)

3-1, 4-1, 4-2, 5-1, 5-2, 9, 69,

70, 86, 119, 162, 291, 313, 323,

337, 350, 354, 355, 373, 383, 423,

428, 429, 474, 472, 487, 944



대구 지역(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독서평가실(종합정보자료실 內)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http://kudos.knu.ac.kr/kor/index.htm

교육장 위치 오시는길

(열차)

동대구역 → 택시 15분

(고속버스)

동대구고속버스 터미널

[정문]동구2. [북문]791

(버스)

300, 305, 323, 323-1, 410, 706,

719, 303, 305, 403, 410, 623, 동구1,

순환2-1,

※ 모든 지역 주차료 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이용자 초청 교육 신청서

(접수처) 한국특허정보원, Tel: 02-569-2865, FAX: 02-6915-1350, 전자메일: ohmybell@kipi.or.kr

성 명 핸드폰 번호

구분 지역 교육일자 교육과목 신청란

1 대전
9월 28일
(수)

1. 정보검색(특허/실용)
2. 전자출원(특허/실용)

2 부산
10월 6일
(목)

1. 정보검색(특허/실용)
2. 정보검색(상표)

3 춘천
10월 11일
(화)

1. 정보검색(특허/실용)
2. 전자출원(특허/실용)

4 용인
10월 13일
(목)

1. 정보검색(특허/실용)
2. 전자출원(특허/실용)

5 청주
10월 18일
(화)

1. 연구노트 작성·활용 및 특허성과관리
2. 정보검색(특허/실용)
3. 전자출원(특허/실용)

6 포항
11월 1일
(화)

1. 연구노트 작성·활용 및 특허성과관리
2. 정보검색(특허/실용)
3. 전자출원(특허/실용)

7
광주
(전남)

11월 9일
(수)

1. 저작권개론 및 창업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 사례
2. 정보검색(특허/실용)
3. 전자출원(특허/실용)

8 전주
11월 16일
(수)

1. 정보검색(특허/실용)
2. 전자출원(특허/실용)

9 대구
11월 23일
(수)

1. 정보검색(특허/실용)
2. 전자출원(특허/실용)

본인은 2016년『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이용자 초청 교육 참가를 희망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한국특허정보원장 귀하

한국특허정보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한개인정보는다음목적외의용도로는사용되지않으며, 이용목적이변경될시에는사전동의를구할예정입니다.

<수집 목적>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안내를 위함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 항목> 성명,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처리 및 보유 기간> 교육 일정 완료 후 즉시 삭제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 거부시 교육 서비스
추가 안내가 불가능하고, 선택 항목의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6년 월 일
이 름 : (인)

한국특허정보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