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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지식재산보호 콘서트
탐구와 실천 교사를 위한 지식재산보호교육 길라잡이

머리말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추진전략을 세워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은 유형의 자산에 비해 무형의 자산가치가 더 크고, 

무형의 재산 가운데 지식재산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가고 

있다. 2014년 현재 세계의 지식재산 시장의 규모가 약 10조달러 

이상이며, 라이센싱 비용이 260조원에 이른다는 특허청의 보고를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의 출원과 심사의 과정을 선진국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과 

특허괴물에 대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국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래 지식재산의 

보호는 지식재산의 창출과정에서 권리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타인의 지식재산을 인정하는 윤리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의 

‘짝퉁’으로 불리는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 상황을 보면 지식재산권의 

보호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교육은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교교육을 통해 가장 잘 전파될 수 있다는 의견에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은 대표적으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발명’ 단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식재산의 창출교육에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개발된 교재는 학교교육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보호교육을 위한 최초의 교사용 

교재로서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의미있는 학습을 촉진 시키기 위한 탐구와 실천 길라잡이이다. 

개발 교재는 탐구편, 실천편으로 구성되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이론적 탐색뿐만 아니라 실천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사를 위한 교재이지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용 활동지를 추가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학교별 상황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끝으로 이 지식재산보호 콘서트가 지식재산 보호교육의 기반으로서 학교에서 널리 활용되어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와 가치인식으로 이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이바지하길 기원한다. 

2014. 9.

연구·집필 책임자

충남대학교 교수 최 유 현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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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탐구편과 실천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탐구편은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이론적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고, 실천편은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탐구편은 체계적인 지식재산보호교육이 되도록 교육공학적 접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관련교과에서 활용하는 방법과 교과외 활용방법을 

제시하여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학습활동의 방향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각 장의 내용구성과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인드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탐구마당 그것이 알고 싶다, 지식재산보호14

1. 관련 교과의 활용 가이드 

● (기술·가정) 기술과 발명 단원에서 기술과 사회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 창의적 아이

디어의 창출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 (일반 사회) 국민 경제와 경제성장, 국제 경제와 세계화 단원에서 창조경제시대에 대한 

이야기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 사례를 탐구할 수 있다.  

● (지리) 글로별 경제와 지역 변화,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단원에서 문화 콘텐츠를 기반

으로 한 창의적 지식재산기업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다. 

2. 교과 외 활용 가이드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하여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다.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지식재산 기업의 탐구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동아리 운영교재) 발명동아리 및 독서토론 동아리, 경제 동아리 등과 연합하여 관련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

● (영재교육 교재) 발명영재가 갖추어야할 기업가 정신과 윤리성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Guide for Applications

학습 활용 가이드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 01. 창조경제시대, 지식이 경쟁력이다.15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유형의 재산 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 가치를 중요시 하고 있다. 그 중 

창조적 지식재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창조경제를 위한 선진국의 가치창출의 

방향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물질적 도둑과 정신적 

도둑에 대한 상황극을 마련하여 실제 지식재산의 가치와 보호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주제 학습의 동기와 배경

창조경제시대의 지식재산 창출 사례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주제 소개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을 사례와 역할극(모의재판)을 

통해 느끼도록 한다.  

학습 방법 

사례탐구와 토의토론 

학습 성취 결과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및 실천 의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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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알아보기

학습활동 평가하기 지식재산의 창출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 인식

지식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진국의 사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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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을 요약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업개요, 수업과정안을 제시하여 교사의 교수학습기획과 활용이 가능

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학습활동에 대한 워크시트와 모범사례를 제공하여 해당 활동을 지도

하는데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교사의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전문소양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하

는 [지식더하기]. 제시된 내용에서 심화하여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식곱하기]. 지식재산보호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식나누기]의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각 장에서 필요로 하는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제공하며, QR코드로 

접근이 쉽도록 하였습니다. 

각 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재미있게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탐구마당 그것이 알고 싶다, 지식재산보호16

Essence of Essenc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창조경제시대의 지식재산의 가치

1)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높음

(미국 43%, 독일 42% 우리나라 39% 정도 ) 

2) 선진국의 무형자산이 증가하고 있음

3)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변화 

● 창조적 혁신과 노력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변화시킴

(삼성 : 증가 / 소니, 노키아 하강)

창조적 회사 사례 

● 퀄키는 공장위주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개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전환

● 핀트리스트는 일반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차별화

● 아마존은 소비자 요구 파악에 초점을 두고 접근

● NC 소프트는 연구개발의 투자비용이 높음

지식재산의 보호의 필요성 

● 지식재산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 누가 최초의 것( 오리지날 )인지가 중요하다.

● 기존의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개발되는 것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탐구마당 그것이 알고 싶다, 지식재산보호18

Teaching-Learning Strategy

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안

수업 주제 창조적 지식의 가치 시간 90분

수업 목표
창조경제시대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창조적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해 역할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모형 강의식 수업, 토론 학습 자료 관련 동영상, PPT, 학습활동지

주제 관련
실천 마당

실천마당 01번, 지식재산보호 포스터 만들기
실천마당 03번, 지식재산보호 UCC 만들기 
실천마당 05번, 지식재산보호 뉴스레터 만들기

● 동기유발
- 흥미로운 지식재산관련 동영상 시청

● 학습문제 확인하기
● 활동 안내

●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 변화 <학습지 1,2,3 >
- 선진국의 지식재산 중심 산업 비중
- 브랜드 가치로 보는 기업의 혁신노력 

● 지식재산기반 기업 사례 조사하기 <학습지 4>  

●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학습지 5>
- 빈칸 채우기 활동
-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말하기
- 어떤 부분이 문제이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토론하기 

● 상황제시
- 지식재산에 관한 두가지 상황   

●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을 실시함. 

● 지식재산의 보호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생각 정리 및 발표 

● 과제 제시하기
-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1

2

3

4

5

6

수업분위기 조성

STEP 1 :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창출기업 엿보기

STEP 2 : 우리의 지식재산보호 현주소 

STEP 3 : 솔로몬의 선택

수업 마무리

생각 넓히기

▒ 수업의 개요  

▒ 수업 진행 개요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 01. 창조경제시대, 지식이 경쟁력이다.21

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1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 변화

□  다음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자. 

#그래프 1. 

<출처> http://pmoblog.tistory.com/731 국무총리실 블로그 자료 재가공

그래프 1을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선진국들은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높다. 

그래프 2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85년에는 유형자산이 무형자산보다 높았지만, 2010년

도에는 무형자산이 80%, 유형자산이 20%로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무형자산 중 지식재

산의 비중이 1985년 10%에서 2010년 40%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무형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DP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GDP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37

38

39

40

41

42

43

44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그래프 2. 

<출처> http://pmoblog.tistory.com/731 국무총리실 블로그 

<미국 S&P 500기업의 시장가치 :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미국 S&P 500기업의 시장가치
무형자산 비중 급증 : 32% (1985) ⇀ 80% (2010) 지식재산 비중 급증 : 10% (1985) ⇀ 40% (2010)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 비중

무형자산

유형자산

1985 1995 2010 1985 1995 2010

68%

32% 20%
45% 35% 30%

15%
20%

25%

30%
25%

5%

10% 20%
40%

32%

68%
80%

지식자산 ⇀

조직역량 ⇀

인적자원 ⇀

고객관계 ⇀

GDP란?

(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위키백과)

S&P 500이란?

S&P 500은 500개 

대형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이다. 500개의 기업 중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S&P 500은 지수 자체를 

일컬을 뿐 아니라 지수에 

포함된 해당 500개 기업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위키백과)

탐구마당 그것이 알고 싶다, 지식재산보호28

Knowledge Bank

교사를 위한
지식 뱅크

▒ 창조경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지식 더하기

1. 창조사회

창조활동의 가치와 역할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회로 창조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고 문화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등장(노무라 종합연구소, 1990) 

2. 창조경제

창의성을 경제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그리고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경제를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루질 수 

있다(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2013). 

3. 창조계층

개인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경제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역을 말함(Richard 

Florida, 2002). 창조계층은 과학, 기술, 건축, 디자인, 교육, 예술, 음악,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 종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콘텐츠를 창출하는 경제기능을 담당함. 

창조계층을 슈퍼 창조 핵심Super Creative Core과 창조적 전문가Creative Professionals로 구분

4. 창조기업

자신만의 창조성, 기술 및 재능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생성과 이용으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생성이 가능한 기업(WIPO, 2013). 창조기업의 특징은 제품의 차원이 아무도 모를 

정도로 다양하고 격동적이며, 경험적 도전이 강한 특징이 있음

탐구마당 그것이 알고 싶다, 지식재산보호38

Knowledge Bank

영상 자료 뱅크

창조경제 기회의 나무 : 문화체육관광부(1:04)

창조경제에서 추구하는 바를 나타낸 홍보한 영상으로 최신의 국가 정책 동향에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성공했다 : 특허청(1:28)

발명이나 특허가 있는 일반 국민을 지원하고 있는 특허청의 사례를 홍보하는 영상이다.

지식재산권의 불법 도용사례에 관한 뉴스(54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을 불법 도용한 사례를 소개한 뉴스 영상이다.

http://www.youtube.
com/watch?v=
Zp7UPzMOZqk 

http://www.youtube.
com/watch?v=
qPJxDjdX-oU

http://www.youtube.
com/watch?v=
Hls_Nsvbc5k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 01. 창조경제시대, 지식이 경쟁력이다.39

※ 다음 글이 옳은 내용이면 O, 틀린 내용이면 X를 적어보자.

퀴즈로 푸는 내용정리

Quiz 

번호 문          항 0, X

1 우리나라의 GDP대비 지식재산산업의 비중은 50%이다. X

2 미국 S&P500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X

3
기업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추구하면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다. 

0

4 퀄키는 개인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화하도록 하는 기업이다. 0

5
아마존은 공급자의 요구에 맞추어 최적의 방법을 즉각 실행하는 
기업이다.

X

6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세계 1위이다. X

7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은 세계 1위이다. 0

8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세계 40위이다. 0

9 지식재산권은 출원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X

10 창조경제시대의 성공여부는 지식재산의 확보에 있다. 0

[제한시간 2분]

미리보는 학습

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안

학습활동과 모범사례

교사를 위한 지식뱅크

영상자료뱅크

퀴즈로 푸는 내용정리

지식더하기, 지식곱하기, 지식나누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을 평가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각 장에서 학습한 내용과 관련하여 심화된 내용이나 의미있는 내용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장에서 활용된 문헌과 인터넷 정보를 제공하여 추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단원에서 활동한 내용을 상기시키고, 다음 학습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였

습니다. 

스스로 학습진단하기

Zoom in

참고문헌 및 사이트

차시 학습 미리보기

탐구마당 그것이 알고 싶다, 지식재산보호40

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창조경제시대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기반의 기업의 창조성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태도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글을 읽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한다.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 01. 창조경제시대, 지식이 경쟁력이다.41

클릭! 지식재산 돋보기  

Zoom in

<출처> 특허청 인포그래픽 http://www.kipo.go.kr

실용신안특허 상표 디자인

147,667

204,589

63,135

132,517

12,422

188,305

8.3%
증가

11.4%
증가

66,940

10,968

11.7%
감소

6.0%
증가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 PCT 국제특허 출원 현황 (2012)

18,855

세계
5위

세계
4위

11,869

※ PCT 출원건수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체

[단위:천건] [단위:건]

산업재산권 PCT

51,207
18,627

43,660

195 3,699

877

397

502

GDP 및 R&D 투자대비 내국인 출원 특허심사처리기간PCT국제조사 점유율

[단위:건][R&D 100만$당 출원건]

1 1 1 1한국(105.8) 한국(4.1) EPO(74,799) 한국(14.8)

2 2 2 2일본(71.6) 중국(3.2) 일본(41,852) 일본(20.1)

3 3 3 3중국(49.8) 일본(2.9) 한국(27,109) EPO(21.9)

4 4 4 4독일(26.0) 폴란드(2.8) 중국(20,757) 미국(24.7)

[GDP 10억$당 출원건]

5 5 5스위스(25.8) 우크라이나(2.0) 미국(16,815)

[단위:개월]

※ EPO : 유럽 통합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2012~2013)

한국의 주요 순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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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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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
미리 보기

UNDP(2010). UNCTAD 창조경제보고서.

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30621102122539.pdf 

네이버 블로그 파이이야기, blog.naver.com/piedream/

네이버 지식재산보호 카페, blog.naver.com/kipracafe/

다음블로그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blog.daum.net/kipoworld/

류한석(2014).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제품 개발과 시사점. 디지에코 보고서.

http://www.buzzit.co.kr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특허청, (2014.02.24.). 2014년도 특허청 업무보고

한국경제연구원(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09). 문화콘텐츠 수출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 창조경제의 원동력(Creativity, Contents, Convergence). http://www.ni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캐릭터사업 백서. 제5부 캐럭터 성공사례. http://www.kocca.kr

1차시에는 창조경제시대의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해 학습하였다. 2차시에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의미를 살펴보자. 

 [2차시: 손에 잡히는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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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에는 창조경제시대의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해 학습하였다. 2차시에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의미를 살펴보자. 

 [2차시: 손에 잡히는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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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경제시대의 지식재산 가치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 실태를 설명할 수 있다. 

3.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 

Objectives

학습 목표 

(출처) http://homejobscorner.com/2012/12/13/
how-to-make-money-from-ideas/ 

From Ideas to Money. 

창조경제시대,
지식이 경쟁력이다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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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과의 활용 가이드 

● (기술·가정) 기술과 발명 단원에서 기술과 사회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 창의적 아이

디어 창출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 (일반 사회) 국민 경제와 경제성장, 국제 경제와 세계화 단원에서 창조경제시대에 대한 

이야기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 사례를 탐구할 수 있다.  

● (지리) 글로별 경제와 지역 변화,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단원에서 문화 콘텐츠를 기반

으로 한 창의적 지식재산 기업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다. 

2. 교과 외 활용 가이드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하여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다.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지식재산 기업의 탐구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동아리 운영교재) 발명 동아리 및 독서토론 동아리, 경제 동아리 등과 연합하여 관련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

● (영재교육 교재) 발명영재가 갖추어야할 기업가 정신과 윤리성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Guide for Applications

학습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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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에서는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 가치를 중요시 하고 있다. 그 중 

창조적 지식재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창조경제를 위한 선진국의 가치창출의 

방향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물질적 도둑과 정신적 

도둑에 대한 상황극을 마련하여 실제 지식재산의 가치와 보호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주제 학습의 동기와 배경

창조경제시대의 지식재산 창출 사례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주제 소개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을 사례와 역할극(모의재판)을 

통해 느끼도록 한다.  

학습 방법 

사례탐구와 토의토론 

학습 성취 결과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및 실천 의지 확립 

Introduction to the theme

Contents Map

학습 주제와의 만남

학습 내용 맵 동기유발

학습 활동 1

학습 활동 2

학습 활동 3

정리 및 평가

생각 넓히기

창조경제라는 용어에 대한 자유발언

선진국의 산업 구조 변화

창조적 기업의 성광 및 혁신 사례

솔로몬의 선택 : A씨는 도둑인가? 토의토론

수업정리 지식재산 창출기업을 통한 지식재산의 가치 이해

창조경제시대의 지향

지식재산기업 사례 찾아보기

창조경제 관련 동영상 시청

전자회사의 브랜드 순위 변화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알아보기

학습활동 평가하기 지식재산의 창출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 인식

지식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진국의 사례 찾기

창조경제시대,
지식이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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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ce of Essenc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창조경제시대의 지식재산의 가치

1)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높음

(미국 43%, 독일 42%, 우리나라 39% 정도 ) 

2) 선진국의 무형자산이 증가하고 있음

3)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변화 

● 창조적 혁신과 노력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변화시킴

(삼성 : 브랜드 가치 상승, 소니·노키아 : 브랜드 가치 하강)

창조적 회사 사례 

● 퀄키는 공장위주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개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전환

● 핀트리스트는 일반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차별화

● 아마존은 소비자 요구 파악에 초점을 두고 접근

● NC 소프트는 연구개발의 투자비용이 높음

지식재산의 보호의 필요성 

● 지식재산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 누가 최초의 것( 오리지날 )인지가 중요하다.

● 기존의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개발되는 것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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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Introduction to the them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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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Strategy

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안

수업 주제 창조적 지식의 가치 시간 90분

수업 목표
창조경제시대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창조적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해 역할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모형 강의식 수업, 토론 학습 자료 관련 동영상, PPT, 학습활동지

주제 관련
실천 마당

실천마당 01번, 지식재산보호 포스터 만들기
실천마당 03번, 지식재산보호 UCC 만들기 
실천마당 05번, 지식재산보호 뉴스레터 만들기

● 동기유발
- 흥미로운 지식재산관련 동영상 시청

● 학습문제 확인하기
● 활동 안내

●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 변화 <학습지 1,2,3 >
- 선진국의 지식재산 중심 산업 비중
- 브랜드 가치로 보는 기업의 혁신노력 

● 지식재산기반 기업 사례 조사하기 <학습지 4>  

●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학습지 5>
- 빈칸 채우기 활동
-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말하기
- 어떤 부분이 문제이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토론하기 

● 상황제시
- 지식재산에 관한 두 가지 상황   

●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을 실시함. 

● 지식재산의 보호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생각 정리 및 발표 

● 과제 제시하기
-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1

2

3

4

5

6

수업분위기 조성

STEP 1 :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창출기업 엿보기

STEP 2 : 우리의 지식재산보호 현주소 

STEP 3 : 솔로몬의 선택

수업 마무리

생각 넓히기

▒ 수업의 개요  

▒ 수업 진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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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Strategy

▒ 수업 과정안 

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수업 열기

(10분)

◐ 생각 열기 : 창조경제시대란 무엇일까? 

▶ 창조경제시대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자.

◐ 동영상 시청 : 관련 영상을 시청한다.  

▶ [창조경제 기회의 나무] 

· 무엇과 무엇이 만나 창조경제가 이루어지나요? 

◐ 학습 문제 확인

▹ 동영상 1번

http://www.
youtube.com/
watch?v=
Zp7UPzMOZqk 

▹ 홍보를 통해 구축

하고자 하는 사회 

시스템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학습 활동

1

(20분)

◐ 탐구활동 :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 변화에 대한 그

래프 해석하기 

▶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요지를 파악한다. 

▶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 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 조사활동 : 노키아, 삼성, 소니의 브랜드 순위 변화

의 이유 찾기 

▶ 3사의 브랜드의 순위 변화표를 참고하여 해당 기업의 

발전과 퇴보에 대한 이유를 찾아 본다. 

▶ 성공의 이유와 실패의 이유를 바탕으로 기업의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PPT

 

▹ 학습활동지( 1, 2 )

창조경제시대가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는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그리고 지식재산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상황을 

통해 지식재산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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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학습 활동

2

(15분)

◐ 팀별조사활동 : 창조적 기업의 성공 및 혁신 사례 

찾기

▶ 팀을 구성하여 창조적 기업을 하나 선정하고 그 기업의 

성공 및 혁신 사례를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한다. 

▶ 다른 팀의 의견을 잘 요약하고, 전체 기업의 성공 및 

혁신의 이유를 정리해본다.  

◐ 탐구활동 :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알아보기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과 관련한 순위를 인터

넷을 통해 찾아 그 시사점을 이야기 해본다. 

▹ 학습활동지( 3, 4 )

학습 활동

3

(35분)

◐ 솔로몬의 선택 : A씨는 도둑인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읽고, 토론해보자

▶ 제시된 문제상황을 읽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한다. 

- 문제있다 팀 vs 문제없다 팀 

▶ 10분 동안 팀의 의견을 정리한다. 

▶ 10분 동안 팀간의 토론을 진행하고, 설득한다. 

▶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투표한다. 

▶ 결과를 발표한다. 

▶ 토론을 통해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정리해본다. 

▹ 학습활동지 ( 5 )

수업 정리

및 평가

(15분)

◐ 수업정리

▶ 창조경제시대의 지향

▶ 지식재산 창출기업을 통한 지식재산의 가치 

▶ 지식재산의 창출의 의미와 보호의 필요성 인식 

◐ 평가하기 : 평가 루브릭에 의해 평가하기 

▶ 지식재산의 가치 이야기하기 

▶ 지식재산의 창출자의 입장에서 보호 필요성 작성하기 

▹ PPT

생각 넓히기

◐ 창조경제시대의 지식재산 기업의 사례를 더 찾아보자. 

◐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보자.

▹ PPT

Teaching-Learn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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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1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 변화

□  다음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자. 

#그래프 1. 

<출처> http://pmoblog.tistory.com/731 국무총리실 블로그 자료 재가공

그래프 1을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선진국들은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높다. 

그래프 2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85년에는 유형자산이 무형자산보다 높았지만, 2010년

도에는 무형자산이 80%, 유형자산이 20%로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무형자산 중 지식재

산의 비중이 1985년 10%에서 2010년 40%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무형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DP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2006)

GDP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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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출처> http://pmoblog.tistory.com/731 국무총리실 블로그 

<미국 S&P 500기업의 시장가치 :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미국 S&P 500기업의 시장가치
무형자산 비중 급증 : 32% (1985) ⇀ 80% (2010) 지식재산 비중 급증 : 10% (1985) ⇀ 40% (2010)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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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란?

(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위키백과)

S&P 500이란?

S&P 500은 500개 

대형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이다. 500개의 기업 중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S&P 500은 지수 자체를 

일컬을 뿐 아니라 지수에 

포함된 해당 500개 기업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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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2 세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변화 

□  다음의 그래프를 보고, 브랜드 가치 순위가 그래프와 같이 변화한 이유를 정보검색을 통해 

찾아 발표해보자. 

<출처> interbrand.com의 2009-2013년도 자료

1. 노키아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을 출시하였으나, 연구개발과정에서 전략적 판단을 잘 못

하여 혁신 기술 제품화에 실패하였다. 

2. 소니는 지나치게 자사의 기술력을 맹신하고, 폐쇄적인 연구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술융합의 

기회를 놓쳐 도태되었다. 

3. 삼성의 경우 외환 위기 이후 과감한 구조조정과 장기적 비전, 과감한 투자, 신속한 의사

결정과 실행으로 빠르게 시장을 추격하였다. 

※ 브랜드 가치란 특정 브랜드의 화폐 가치로서, 순 현재가치 또는 미래에 브랜드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 관련검색어 : 노키아의 몰락, 삼성의 약진, 소니의 추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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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 삼성전자 소니

브랜드 가치 순위 변화

노키아

과거 휴대 전화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적 

있던 세계 최대의 휴대 전화 

제조 회사였다.

소니

일본에 본사를 둔 

다국적 회사이다. 주요 

사업은 전자기기, 게임,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이며, 음향/영상 기기, 

방송기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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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3 창조적인 회사 사례 엿보기 

□  각 팀별로 다음의 회사를 하나씩 선정하여, 각 회사의 창조적 전략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순서 분야 회사명 창조적 전략(아이디어) 

1 제조업 퀄키

기존의 제조업은 회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하는 반면, 퀄키는 아이디어를 일반 개인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실제 제품화하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

에서 발생한 수익은 개인과 기업이 분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이 가능하고, 

회사 역시 자신이 가지는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 핀트리스트

기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다르게 특정 주제 

사진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온라인 웹서핑을 

하다가 ‘Pin it’을 누르면 미디어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형태이다. 

3 전자상거래 아마존

아마존은 소비자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고 

즉각 실행하는데 성공 비결이 있다. 

4 게임 NC소프트

NC소프트는 게임기업 중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높음 회사다. 2008년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중 37%였다. 특히 기술혁신 로드맵을 3-4년 기준

으로 갖고 있다.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권을 보호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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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모범사례

활동 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위 (’12년)

□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내국인 출원 세계          위 (’12년)

4

1

지식재산권과 분류 

지식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i)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또는 

공업소유권, (ii)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iii)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은 지식 재산권 중 
널리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인 인간의 지적 창조물과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별표지를, 전통적인 
유형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무형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 
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고 
확대일로에 있는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등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파리 조약 제1조 제2항 참조.) 

특허 출원이란?

특허  출원은 특허기구에 특허가 
담은 발명에 대한 내용 담은 
서류를 작성하여 비용과 함께 
제출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특허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을 얻는다. 단, 대한민국의 
경우 같은 날 출원한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의 우선권이 없어 두 
출원인이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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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  특허심사처리기간 세계          위 (’12년)

□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세계          위 (’13년)

□  무엇이 문제인가?

1

40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13)

※ 출원인이 심사 청구한 시점부터 심사관이 최초 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한 시점까지 걸린 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R&D 투자 대비 내국인 출원, 특허심사처리기간 등 지식재산경쟁력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지식재산보호 수준은 세계 40위 수준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지식재산보호 의식과 수준을 향상시켜 진정 지식재산경쟁력의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EPO

European Patent Office 

(유럽특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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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솔로몬의 선택 : A씨는 도둑인가? 

□  다음의 학습활동을 해 보자.

A씨는 몇 년 전 해외에 출장을 갔다가 그곳 음식점에서 만드는 특별한 파스타를 

먹게 되었다.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남아 A씨는 다시 그곳을 찾아가 특별한 

파스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2년동안 열심히 일을 도우면서 실력을 

쌓은 A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파스타 가게를 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

인이 당신이 만드는 파스타 제조 비법을 특허 신청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A씨는 “이것은 내가 외국에 가서 배운 방법인데 그것이 특허가 됩니까?”라고 물었

다. 지인은 ‘만약 그 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먼저 특허를 신청하

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해주었다. 

안그래도 최근 A씨는 자신의 파스타와 유사한 음식이 근처에 많이 생겨나게 되어 

음식점의 수익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욕심이 생긴 A씨는 자료를 조사해보니 

자신이 배운 파스타의 제조에 대한 특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특허를 출원하였다. 

2년이 지난 뒤 A씨가 신청한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 A씨는 특허증을 자랑스럽게 

음식점에 내 걸고 영업을 하였으며,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국내외의 많은 언론매체에 

소개가 되었다. 

B씨는 부모님으로부터 파스타 제조 방법을 배워서 대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외국인 손님이 찾아와 파스타 제조 방법을 배우고 싶고, 나중에 

음식점을 열고 싶다고 하였다.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B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주었다. 외국에서 음식점을 오픈한다기에 걱정하지 않았다. 

몇 년 후 매스컴을 통해 한 외국의 파스타 음식점이 ‘파스타 제조’에 관한 특허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여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B씨는 우리 가게도 파

스타 제조에 대한 특허를 이제라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준비하였다. 그

러던 중 자신의 파스타 제조방법이 이미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것도 자신의 집에서 배워간 외국인이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황 1] 

[상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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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가지 상황을 읽고 난 다음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여 자리를 이동하도록 한다. 

2. 각 팀은 10분 동안 상대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 

3. 10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실시하며, 10분 후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하여 투표로 판결을 

실시하도록 한다. 

4.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구분 의견 작성

상대팀을 

설득할 내용

예시) 

A씨가 파스타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특허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내용

예시)

사실상 지식재산의 원천이 A씨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특허를 주장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문제없다 팀

A씨의 행위가 정당하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있다 팀 

A씨는 B씨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였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B에게 지식재산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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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지식 뱅크

▒ 창조경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지식 더하기

1. 창조사회

창조활동의 가치와 역할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회로 창조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고 문화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등장(노무라 종합연구소, 1990). 

2. 창조경제

창의성을 경제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그리고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경제를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루질 수 

있다(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2013). 

3. 창조계층

개인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경제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역을 말함(Richard 

Florida, 2002). 창조계층은 과학, 기술, 건축, 디자인, 교육, 예술, 음악,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 종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콘텐츠를 창출하는 경제기능을 담당함. 

창조계층을 슈퍼 창조 핵심Super Creative Core과 창조적 전문가Creative Professionals로 구분.

4. 창조기업

자신만의 창조성, 기술 및 재능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생성과 이용으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생성이 가능한 기업(WIPO, 2013). 창조기업의 특징은 제품의 차원이 아무도 모를 

정도로 다양하고 격동적이며, 경험적 도전이 강한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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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Apple의 창조적 가치 

1. 기술과 인문의 융합

“애플이 아이패드와 같은 상품을 창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 2010)

2. 생태계 디자인 

애플은 운영체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유통시장까지 함께 이른바 

생태계eco-system를 갖추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시장을 마련하였다.  

ex1) 아이팟 + 아이튠즈 + 소니/EMI와 결합 = 디지털 컨텐츠 유통체계의 결합 

ex2) 클라우드시스템 

<출처> from Dachi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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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Facebook의 창조적 가치 

1.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것 

●  'I mostly built stuff that I liked' (나는 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었다)- 

Facebook 개발자 주커버그

●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에 그만큼의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이 

주커버그를 최연소 억만장자로 만들었다. 

2.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반란  : “소셜네트워크” 

소셜네트워크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위키피디아). 

3. 가입자수를 바탕으로한 유통의 핵

2014년 2월 기준, 12억 3000만 명으로 2013년도에 78억 달러(한화 8조 2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10억 명이 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세계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사 중국 차이나모바일 가입자(7억 6000만 명)보다 5억 명이 더 

많은 규모다.(출처 : 비즈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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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SNS 성공기업 카카오톡KaKaoTalk의 창조적 가치 

<출처> 한국경제

1.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이 사용자의 모바일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 이석우 공동대표(모바일 아시아엑스포 2014) 

2. 연결 = 가치 

“‘무엇을 팔아 어떻게 이익을 낼까?’ 대신 ‘누구를 어떻게 연결할까’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했다. 그 이후부터는 연결과 소통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스마트 

커넥터Smart Connector가 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3. 단순한 발상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은 4명이 4년만에 성공한 비결을 묻자 “사용자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기 서비스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14. 6.12, 스포츠서울 기사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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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의 제왕이 뉴질랜드 경제에 미친 영향

일명 프로도 경제 : 영화 ‘반지의 제왕’이 뉴질랜드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지칭하는 말.

영화 [반지의 제왕]

순제작비 약 2억 8,000만 달러, 마케팅비용 약 1억 4500만 달러를 제외한 순이익이 약 

24억 4,000만 달러로 추정. 제 76회 아카데미 시상식 11개 부문을 석권(역대 최다기록 

‘타이타닉’과 ‘벤허’와 타이)한 ‘반지의 제왕’은 뉴질랜드에 큰 파급효과를 낳음.

●  국가이미지 제고로 인한 4,800만 달러의 뉴질랜드 광고 효과

●  뉴질랜드 영상산업 164% 성장, 헐리웃 촬영지로 급부상

●  제작비의 ¾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달러를 뉴질랜드에서 소비

●  촬영지 관광 수입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 수 56% 증가

●  뉴질랜드 현지 영화인력 약 2만 명 직접 고용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9, 문화콘텐츠 수출현황과 활성화 방안,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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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의 가치 얼마? 

브랜드 가치 8천억 원, 경제효과 5조 7천억 원. 

1. 캐릭터 개발부터 틈새시장 = 펭귄(유명한 캐릭터 아님)

2. 내용의 차별화 = 아이들의 공감내용(어른주도 방식 탈피)

3. 연구를 바탕으로 5분 이내 영상 : 유아집중시간 7분 기반

4.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출처> 비즈니스포스트 2014.5.2.자 재구성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

(단위 : 원)

브랜드 총매출 브랜드 총이익

둘리 2486억 497억

딸기 3090억 618억
마시마로 4868억 974억

뽀로로 8519억 1704억

뿌까 4976억 955억
키티 9010억 1802억

푸우 8029억 1606억

<뽀롱뽀롱 뽀로로> 수출국가

가이아나, 과테말라, 노르웨이, 니카라과, 타이완, 덴마
크,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루마니아, 리비아, 마우리타
니아, 마카오,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몬테카를로, 몰타, 바레인, 바티칸, 베네수엘라, 벨리즈, 
보스니아, 볼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소말리아,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르, 알바니아, 알제리아, 에콰도르, 엘
살바도르, 영국, 예멘,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루과이, 이라크, 이란, 이지부티, 이집트, 이탈리
아,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투니시아, 파나마,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
랑스, 핀란드, 홍콩(이상 81개국·가나다순)

<뽀롱뽀롱 뽀로로> 방송국가

노르웨이, 타이완, 덴마크, 멕시코,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이란,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 
프랑스, 핀란드, 홍콩(이상 17개국·가나다순)

<출처> http://cfile30.uf.tistory.com/original/176D8C514D7B76991BE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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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기반 제조업 : 퀄키Quirky

1. 23살의 벤 코프먼이 설립한 회사

2. 일반인의 아이디어에서 출발 

철학 : Inven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3. 퀄키는 소셜 제품 개발 플랫폼이다. 

제품개발(아이디어개발-평가-개선 등) 담당 : eond

제작 및 판매 담당 : 퀄키 

4. 퀄키 프로세스 : 개인(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개인(수익)으로 

5. 퀄키의 기여도 : 아이디어가 40% 

제품과 제품 개선에 대한 대중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후 그 수익을 

공유하는 회사 

<출처> http://www.quirky.com/invent/submit, FAQ
http://www.quirky.com/blog/post/2013/07/the-new-face-of-qui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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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우리가 가진 우수한 특허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에 특허가 넘어감으로써 

로열티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식재산보호의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한다. 

Knowledge Bank

지식 더하기

▒ 특허를 통한 성공과 실패 

1. 우수한 특허를 가지고도 생존하지 못한 사례 MP3

테이프나 CD와 같은 물리적 형태가 아닌 파일형태의 음원의 대표적인 예가 MP3이다. 

MP3를 듣기 위해서는 CD플레이어와 같이 MP3용 플레이어가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이 세계최초로 MP3플레이어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국내기업들끼리의 분쟁으로 최종 타 회사에 인수합병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내특허를 

소멸되고 국외 특허는 미국 특허전문회사에 인수되어 현재 MP3플레이어와 관련하여 

로열티를 외국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하여 2012년 지식재산권위원회는 “2005∼2010년 MP3 기술 적용기기의 세계 

주요국 판매량이 최소 13억대 이상이었으며 대당 기술료율 2달러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약 

27억달러(한화 약 3조1500억원)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출처> 1997년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MP3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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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2. 특허로 돈을 버는 외국기업 퀄컴 

퀄컴이라는 외국기업은 지난해 1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만 5조원이 넘는 기술료를 

획득하였다. 이 회사는 휴대폰 단말기나 기지국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으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특허취득으로 2009년 1월 기준으로 휴대폰 주요 부품관련 하여 지식재산 

주요국가에  CDMA, TDMA 등 통신 관련 특허 7천여건, 모뎀칩 관련 17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퀄컴은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CDMA칩 제조와 특허 

라이센싱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으며, 단말기의 제조와 판매는 삼성이나 노키아, 

LG등의 휴대전화 제조 기업등이 수행하고 있다. 

시사점

꾸준한 특허획득과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 아닌 

특허로 우리나라로부터 

매우 큰 수익을 얻어내는 

외국기업의 사례를 보면서, 

지식재산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국내기업의 퀄컴 로열티 지급액

금액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01 ’02 ’03 ’04 ’05 ’06 ’07 ’08

년도 01 02 03 04 05 06 07 08 계

금액 2,328 4,134 5,158 5,267 4,786 3,761 7,000 9,000 41,434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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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종합정보는 IP-아카데미http://www.ipacademy.net에서 

▒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학습가이드 제공 

국가지식재산교육 포털 사이트  지식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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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영상 자료 뱅크

창조경제 기회의 나무 : 문화체육관광부(1:04)

창조경제에서 추구하는 바를 나타낸 홍보한 영상으로 최신의 국가 정책 동향에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성공했다 : 특허청(1:28)

발명이나 특허가 있는 일반 국민을 지원하고 있는 특허청의 사례를 홍보하는 영상이다.

지식재산권의 불법 도용사례에 관한 뉴스(54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을 불법 도용한 사례를 소개한 뉴스 영상이다.

http://www.youtube.
com/watch?v=
Zp7UPzMOZqk 

http://www.youtube.
com/watch?v=
qPJxDjdX-oU

http://www.youtube.
com/watch?v=
Hls_Nsvbc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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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이 옳은 내용이면 O, 틀린 내용이면 X를 적어보자.

퀴즈로 푸는 내용정리

Quiz 

번호 문          항 0, X

1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지식재산산업의 비중은 
50%이다. 

X

2 미국 S&P500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X

3
기업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추구하면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다. 

0

4 퀄키는 개인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화하도록 하는 기업이다. 0

5
아마존은 공급자의 요구에 맞추어 최적의 방법을 즉각 실행하는 
기업이다.

X

6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세계 1위이다. X

7 우리나라 특허 심사는 가장 빠르다. 0

8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세계 40위이다. 0

9 지식재산권은 출원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X

10 창조경제시대의 성공여부는 지식재산의 확보에 있다. 0

[제한시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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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창조경제시대의 핵심가치가 무엇 
인지 설명할 수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알지만 
설명이 어렵다.

창조경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가치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기반의 기업의 창조성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기반 
기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기반 
기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기반 
기업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기반 
기업의 창조
성을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기반 
기업의 창조적 
가치를 구체적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식 
재산보호현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

우리나라 지식 
재산보호현황을 

이해한다.

우리나라 지식 
재산보호현황을

간략히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식 
재산보호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식 
재산보호현황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태도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글을 읽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식재산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 
한다. 

나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을 
전혀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한다.

나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나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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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지식재산 돋보기  

Zoom in

<출처> 특허청 인포그래픽 http://www.kipo.go.kr

실용신안특허 상표 디자인

147,667

204,589

63,135

132,517

12,422

188,305

8.3%
증가

11.4%
증가

66,940

10,968

11.7%
감소

6.0%
증가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 PCT 국제특허 출원 현황 (2012)

18,855

세계
5위

세계
4위

11,869

※ PCT 출원건수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체

[단위:천건] [단위:건]

산업재산권 PCT

51,207
18,627

43,660

195 3,699

877

397

502

GDP 및 R&D 투자대비 내국인 출원 특허심사처리기간PCT국제조사 점유율

[단위:건][R&D 100만$당 출원건]

1 1 1 1한국(105.8) 한국(4.1) EPO(74,799) 한국(14.8)

2 2 2 2일본(71.6) 중국(3.2) 일본(41,852) 일본(20.1)

3 3 3 3중국(49.8) 일본(2.9) 한국(27,109) EPO(21.9)

4 4 4 4독일(26.0) 폴란드(2.8) 중국(20,757) 미국(24.7)

[GDP 10억$당 출원건]

5 5 5스위스(25.8) 우크라이나(2.0) 미국(16,815)

[단위:개월]

※ EPO : 유럽 통합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2012~2013)

한국의 주요 순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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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Preview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차시 학습
미리 보기

UNDP(2010). UNCTAD 창조경제보고서.

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30621102122539.pdf 

네이버 블로그 파이이야기, http://blog.naver.com/piedream/

네이버 지식재산보호 카페, http://blog.naver.com/kipracafe/

다음블로그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http://blog.daum.net/kipoworld/

류한석(2014).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제품 개발과 시사점. 디지에코 보고서.

http://www.buzzit.co.kr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특허청, (2014.02.24.). 2014년도 특허청 업무보고

한국경제연구원(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09). 문화콘텐츠 수출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 창조경제의 원동력(Creativity, Contents, Convergence). http://www.ni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캐릭터사업 백서. 제5부 캐럭터 성공사례. http://www.kocca.kr

1차시에는 창조경제시대의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해 학습하였다. 2차시에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의미를 살펴보자. 

 [2차시: 손에 잡히는 지식재산권] 



02 손에 잡히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이해

1. 발명, 특허, 지식재산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Objectives

학습 목표 

(출처) http://www.jwinpartners.com/board/?document_srl=425



탐구마당 그것이 알고 싶다, 지식재산보호44

1. 관련 교과의 활용 가이드 

● (기술·가정) 기술·가정 교과의 ‘기술과 발명’ 단원에서 제시된 산업 재산권(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심화·보충의 성격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은 

기술·가정 교과의 ‘정보통신 기술’ 단원과 연계하여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탑재

하고 공유하는 것 등에 연관지어 학습할 수 있다.

● (일반 사회) 일반 사회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지식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중 저작권 교육은 이들과 관련된다.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는 문제들과 정책, 

법 등을 연관시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교과 외 활용 가이드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주제를 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관련 직업을 

탐구할 수 있다.

● (동아리 운영교재) 동아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 재산권으로 등록할 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다.

● (영재교육 교재) 발명영재 교육을 실시하는 발명영재학급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 재산권으로 등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중학교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각 사례를 스스로 학습해 보는 과정이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소 모형을 통한 협동학습으로 

지식재산권의 각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주제 학습의 동기와 배경

산업 재산권은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 생활에서 산업 재산권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Guide for Applications

Guide for Applications

학습 활용 가이드

학습 주제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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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소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한 직소 모형 협동 학습 및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에 대한 심화 보충학습을 진행한다.

학습 방법 

직소 협동학습 모형

학습 성취 결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개념의 이해 및 실생활에서의 

적용

Introduction to the theme

Contents Map

학습 내용 맵
동기유발

학습 내용

정리 및 평가

학습 활동

학습 문제 확인

실용신안권 사례 찾기

전문가 집단 활동

직소 모형 및 활동에 대한 안내

디자인권 사례 찾기

평가

원래 모둠에서 활동

상표권 사례 찾기

보충 심화 활동

저작권

지식재산권

손에 잡히는
지식재산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사례 찾기

정리

주제 조사하기

실용신안권 전문가 집단 활동

디자인권 전문가 집단 활동

상표권 전문가 집단 활동

특허권 전문가 집단 활동

자동차

개인선택 1

개인선택 2

스마트폰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4대 산업재산권의 사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초 지식

특정 물건에 대한 산업재산권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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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Essence of Essenc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보호 대상 : 발명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상표권

상표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기술적 사상 : 유형의 발명품은 실례로 봄
창작 : 발견 제외
고도 : 실용신안법 상의 고안과 구별

신 규 성 진 보 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존 속 기 간

특허 요건

특허권의 내용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출원발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을 것

특허권 설정 등록

특허 출원전에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쉽게

만들 수 없을 것

산업상 이용 가능할 것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특허권 발생

특 허 권 실 용 신 안 권

보호대상 방법 및 물질의 발명 인정 물건만 인정

권리 존속 기간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반면, 보호의 대상에 

있어서 특허가 ‘유형, 무형의 

물건’과 ‘방법’ 형태의 발명을 

모두 보호하는데 반해, 

실용신안은 ‘유형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 고안만을 

보호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발명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만들거나 

생각해내는 것

● 특허 : 발명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독점권

실용신안권 :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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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상표권

Introduction to the them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상표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 대상 : 디자인

보호 대상 : 상표(상품의 표지)

디자인권

상표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창 작 성 이 란 ?

존 속 기 간

등록 요건

디자인권의 내용

디자인등록출원 전 해당 분야에서 국내외에

● 공지, 실시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이거나 널리 알려진 것 또는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 가능한 것

디자인권 설정 등록
●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

● 유사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 존속기간 만료일과 동일
디자인권 발생

등록 요건

자타상품 식별력
상표법 제7조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존 속 기 간디자인권의 내용

상표권 설정 등록
●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 10년씩 존속 기간 갱신 가능

상표권 발생

디자인보호법상 규정된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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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Strategy

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안

수업 주제 지식재산권 시간 90분

수업 목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각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 전략 직소 모형을 이용한 협동학습 학습 자료 관련 동영상, PPT, 학습활동지

주제 관련
실천 마당

실천마당 05번, 지식재산보호 뉴스레터 만들기

● 동기유발
- 스마트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 학습문제 확인하기
● 활동 안내

● 학습 주제에 대한 소개
-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한 소개
- 지식재산권의 사례 소개 

● 저작권이란?
● 신지식재산권이란?

● 퀴즈로 정리하기
● 학습 내용 확인 및 평가

● 자신의 산업 재산권 구상하기
- 동영상에 제시된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산업 재산권 구상하기

1

2

3

4

5

6

수업 열기

학습 문제 이해

학습 활동 

보충 심화 활동

수업 마무리 및 평가

생각 넓히기

▒ 수업의 개요  

▒ 수업 진행 개요  

● 모둠 편성하기
- 4인 1조 기준 모둠 편성

● 주제 조사하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조사

● 전문가 집단 활동
● 원래 모둠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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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Strategy

▒ 교사용 팁 - 교수학습전략 

▒ 수업 과정안 

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수업 열기

(5분)

◐ 동기 유발 :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본다.

◐ 학습 문제 확인

◐ 활동 안내 

▶ 직소 모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한다.

▹ 직소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팀을 구

성하며, 전문가 집

단이 모일 위치 등

을 안내한다.

학습 문제

이해

(10분)

◐ 지식재산권의 종류 알기 

▶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학습 

활동지에서 전문가 집단 학생이 조사해야 될 내용을 

설명한다.

◐ 지식재산권의 사례 알기

▶ 지식재산권의 사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학습 

활동지에서 전문가 집단 학생이 조사해야 될 내용을 

설명한다.

▹ 학생들이 자신이 

전문가 입장에서 

조사할 주제를 선

정하도록 한다.

1.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생활 속에서 지식재산권의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직소 모형은 협동학습의 한 종류로 학생들이 제시된 학습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주제에 대해 교육적 전문가가 되는 형식을 취하는 학습 방법이다. 즉, 해당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된 학생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학습한 후 전문가 집단에서 토의한 후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와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활동이 진행된다. 산업재산권의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직소 모형을 이용한 협동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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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학습 활동

(45분)

◐ 주제 조사하기

▶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대해 학생들이 각자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조사한다.

▶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재 두 개를 선정하고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조사한다.

◐ 전문가 집단 활동

▶ 전문가 집단에서 자신의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 원래 모둠 활동

▶ 원래 모둠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조사한 내용과 전문가 

집단에서 배운 내용을 모둠원에게 알려준다.

보충 심화

활동

(10분)

◐ 저작권이란?

▶ 저작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 신지식재산권이란?

▶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 이 단계는 보충 심

화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이 활

동을 생략할 수 있

다.

수업 정리

및 평가

(10분)

◐ 퀴즈 정리

▶ 학습한 내용의 퀴즈를 풀어본다. 

◐ 학습 내용 확인 및 평가

▶ 학습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생각 넓히기

(10분)

◐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지식재산권 도전하기

▶ 발명 특허 관련 동영상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으로 

출원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Teaching-Learn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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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1-1 주제 조사하기 

□  4인 1조를 기준으로 모둠을 구성해 보자.

□  구성된 모둠원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학번과 이름을 적어보자.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마트폰에서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자.

특허 : 원천 기술, 핵심기술

디자인 : 물품의 외관

실용신안 : 개량 기술

상표 : 상품의 명칭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것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창작 

작품

특허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실용성 있는 개량 기술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및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을 

포함하는 표지

● 좀 더 빠르게 화면을 조작 할 

수 있는 스마트폰

● 충전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지

● 통신 신호의 처리 방법

● LCD의 구조나 재료 조성에 

관한 기술

● 화면 조작 관련 기술

● 스마트폰 전지에 관한 기술

● 휴대 전화 케이스 

● 휴대 전화 거치대 등의 디자인

● 휴대 전화 명칭 : 애니콜, 

스카이, 싸이언 등

● 휴대 전화 제조사의 명칭 사용 

: 삼성, LG, 노키아, 애플 등

<출처> https://www.flickr.com/
photos/lge/526514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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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1-2 주제 조사하기 

□  4인 1조를 기준으로 모둠을 구성해 보자.

□  구성된 모둠원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학번과 이름을 적어보자.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차에서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자.

특허 : 원천 기술, 핵심기술

디자인 : 물품의 외관

실용신안 : 개량 기술

상표 : 상품의 명칭

● 보다 빠른 속도로 작동되는 

ABS 브레이크

● 기존보다 속도가 빠른 변속기

● 엔진 제어 시스템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지능형 현가 시스템

● 변속기 시스템

● 차체 형상
● 의자 형상
● 전방 전조등 형상
● 리어 스포일러(차량 뒤쪽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와류 현상을 

없애기 위해 자동차의 지붕 

끝이나 트렁크 위에 장착하는 

장식 겸용 장치) 형상

● 자동차 명칭 : 제네시스, 

그랜저, K5, K7, 렉스턴

● 제작사 명칭 : 현대, 기아, 

아우디, SM, GM

<출처> http://ko.fotopedia.com/items/flickr-6785948932/slide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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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2-1 주제 조사하기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자.

특허 : 원천 기술, 핵심기술

디자인 : 물품의 외관

실용신안 : 개량 기술

상표 : 상품의 명칭

● 스푼이 부착된 종이컵

● 윗부분이 경사진 종이컵

● 뚜껑이 달린 종이컵

● 티백이 내장된 종이컵

※ 기존의 종이컵에 위의 기능이 

추가된 경우

● 종이컵 자동포장기의 비닐 

포장대 패킹 장치

● 종이컵 제조장치

● 전자 레인지 대응 종이컵 및 

그 제조 방법

● 종이컵 밑굽 접합 방법

● 종이컵 윗부분이 펼쳐진 꽃

모양의 종이컵

● 겉 표면이 독특한 디자인으로 

디자인된 종이컵

● 끝부분이 톱니모양인 봉투형 

종이컵

● 제작사 명칭 : 제일종이컵, 

서우종이컵, 가가종이컵, 

종이컵 다이어트

주 제  :  종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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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2-2 주제 조사하기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자.

특허 : 원천 기술, 핵심기술

디자인 : 물품의 외관

실용신안 : 개량 기술

상표 : 상품의 명칭

● 지우개 달린 연필

● 자석이 달린 연필

● 칼날이 달린 연필

● 플라스틱 연필

※ 기존의 연필에 위의 기능이 

추가된 경우

● 친환경 재생지 연필의 제조

방법

● 친환경 생분해성 연필

● 길이 조절이 가능한 연필

● 실제 나무 모양의 연필

● 연필 끝부분이 독특한 모양의 

연필

● 검정색과 흰색으로 둘러싸인 

디자인의 연필

● 제작사 명칭 : 몽당연필, 주

식회사문화연필, 빙글빙글 

색연필, 연필자리, 연필꽃, 

종이와 연필, 녹색연필

주 제  :  연필

<출처> https://www.flickr.com/
photos/lge/527588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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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모범사례

활동 3 전문가 집단 활동

□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한 후 각자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집단 내에서 

발표해 보자. 

□  다른 친구들이 조사한 내용과 자신이 조사한 내용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내용을 적어보자.

나는 (                      )권에 대한 전문가이다.

발표자 발 표 내 용

홍길동

전화, 스피커에 대한 디자인권을 발표함

전화의 독특한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을 제시하였음

스피커의 경우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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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모범사례

활동 4 원래 모둠에서 활동

□  전문가 집단에서 발표하고 학습한 내용을 원래 모둠의 학생들에게 설명해 보자(다른 학생

들이 자신이 전문가로 활동하여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한다).

□  각 주제의 전문가 집단 학생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학습지에서 정리해 보자. 

자신이 조사한 주제에 해당하는 칸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줄 내용을 글과 그림을 이용

하여 간단히 적어 보자.

종 류 내           용 내           용

특 허 권

실용실안권

디 자 인 권

상 표 권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계를 누군가가 

최초로 만들었다.

이미 발명된 시계에 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초침을 

넣어 시계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시계의 모양(둥근 타원형), 색상(붉은색), 재질

(거친 재질)을 다르게 만들었다.

다른 회사의 시계와 구분할 수 있는 상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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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모범사례

활동 4 보충 심화 활동

□  다음 빈칸의 내용을 적어보자.

종 류 내           용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 저작권이란?

☼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 신지식재산권이란?

보호 대상 : 저작물

창작물

사상 또는 감정
을 표현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영역

과거산업

별도 법률 제정(신지식재산권)

현재산업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KNOW-HOW)

●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
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모방하지 아니한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감정의 표현이 담긴 것

● 저작물에 특성이 부여되어 기존 타 작품과 구별 가능한 것

●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
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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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교사를 위한
지식 뱅크

▒ 우리나라의 최초 특허 

지식 더하기

대한민국 ‘발명특허 제1호’는 1947년 2월 14일 특허출원 제368호로 출원되어, 1948

년 6월 20일 공고되고, 1948년 11월 20일 특허 받은 “유화염료 제조법”으로, 출원인

은 중앙공업연구소, 발명자는 이범순과 김찬구이다. 이 때 적용된 특허법은 1946년 

특허법으로서 발명특허 및 식물특허의 특허권존속기간은 17년이었으며, 1회에 한하

여 3년 내지 7년간의 존속기간연장을 할 수 있었다.

키프리스에서는 출원번호

(1019470000368)나 

등록번호(1000000010000)를 

입력하거나, 발명자명 이범순 

또는 김찬구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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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 특허 등록 상태 ‘등록, 취하, 거절, 공개, 포기, 소멸’의 의미

(1) 등록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내용이 등록 결정됨

 해당 발명에 대해 독점권(특허권)을 가지게 됨

(2) 취하

 출원인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허 출원의 효과를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3) 거절

 특허 거절 사유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4) 소멸 

 특허권 효력이 상실되거나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예 : 특허권 존속 기간의 만료, 

특허료 불납, 상속인 부존재, 특허권 포기)

(5) 공개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원된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자동으로 공개됨

(6) 포기

 출원인 또는 법률의 규정(국방상 필요한 발명, 특허료 불납)에 의해 특허 출원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

취하, 거절, 소멸, 포기된 특허 중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고 하여 이를 특허 출원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 특허 등록이 되지 않는다. 특허는 새로 개발한 발명의 기술 내용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특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미 공개된 특허는 소멸, 

취하, 거절, 포기 되었다 하더라도 기술 내용이 공개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을 

다시 특허 출원해도 특허 등록이 되지 않는다. 단, 기존의 공개된 특허를 다시 출원하고자 

한다면, 기존 공개 내용보다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을 경우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inventpatent.tistory.co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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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지식 곱하기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정의 :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권 침해 사례

● 영화 파일을 미니 홈피에 올린 경우

● 음악 파일을 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받는 경우

●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p2p 프로그램에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 경우

● CD나 DVD에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복제하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 책에서 스캔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신지식재산권 정의 :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 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의 종류

● 산업 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 기타 : 만화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 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트레이드 

드레스, 프랜차이징 등도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함.

트레이드 드레스 :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복합적인 무형 요소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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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 용기

▒ 착색 자개 조형물 및 그 제조 방법

재미있는 특허지식 나누기

통닭집을 운영하는 남상민씨는 유리컵과 같은 용기에 차가운 음료수를 넣었을 때 대기의 

온도차에 의해 바닥에 물방울이 남는 현상을 보고, 바닥의 문양이 표시되는 컵을 발명했다.

등록번호/일자 : 1008800520000 (2009.01.15) 

이영옥씨는 자개를 만들던 집안에서 자라나고 자개 기술자인 남편을 만나 자개와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자개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차에 자개를 입히는 

기술을 발명했다.

등록번호/일자 : 1010084090000 (2011.01.07) 

출처 : http://likenoone.egloos.com/viewer/1293185

출처 : http://shopping.naver.com/detail/detail.nhn?nv_
mid=6545875954&frm=NVSC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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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영상 자료 뱅크

[허주일의 특허출원 교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른가? (3:28)

특허와 실용실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강사의 설명이 진행된다.

상상을 현실로... 올해 최고의 발명품은? (1:59)

2014년 여성발명품 박람회에 전시된 발명 제품에 대한 소개 영상으로 생활속의 아이디어로 

시제품을 만든 사례를 흥미 있게 제시하였다.

‘엄마 설거지 돕다가’ 1조 원 여성 발명품 탄생 

하나의 잠금장치로 뚜껑을 열 수 있는 슬라이드형 밀폐 용기 등 여성 발명 경진대회에 

입상한 작품에 대한 소개 뉴스로 여성의 섬세한 아이디어가 발명을 이끈다는 내용의 뉴스 

영상이다.

http://youtu.be/
RoIGZaa5Z4o

http://youtu.be/
UCurnkxmzSk

http://youtu.be/
yUUoyKIvD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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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이 옳은 내용이면 O, 틀린 내용이면 X로 표시해 보자.

퀴즈로 푸는 내용정리

Quiz 

번호 문          항 0, X

1
특허권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유용하게 하는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X

2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저작권을 신청할 수 있다. X

3
자동차 회사의 “현대, 기아, 아우디, SM, GM” 등은 상표권과 
관련 있다.

0

4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과 관련 있다. 0

5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제도는 특허제도이다. 

0

6
회사나 기업 등에서 등록한 마크에 부여하는 권리는 신지식 
재산권이다. 

X

7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양이나 구조 등을 개량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은 
실용신안권이다. 

0

8 위조 지폐기는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0

9
기존 시계에 알람 기능이 있는 시계를 만든 사람은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다.

X

10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 설계권은 신지식재산권과 관련 있다. 0

[제한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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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권의 
정의는 알지만 

설명하기 
어렵다.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알지만 

설명하기 
어렵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간략히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구체적 
으로 말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구분할 수 
있다.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전혀 
구분할 수 없다.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알고 
있으나 구분할 수 

없다.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구분할 수 있다.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태도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전혀 창출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의 
창출에 약간 

관심이 있으나 
실제로 창출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가끔 창출하려 

한다.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려 한다.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려 한다.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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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지식재산 돋보기  

Zoom in

사람이 건널목을 건널 때 초록색 부분이 줄어들면서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 상대쪽에서 기다리는 사람과 핑퐁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 상대쪽에서 기다리는 사람과 핑퐁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기발한 독일 신호등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는 ‘기발한 독일 신호등’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셀카 형식으로 독일의 기발한 신호등을 소개하는데, 이 신호등은 

사람이 건널목을 건널 때 초록색 부분이 줄어들면서 남은 시간을 알 수 있고, 기다릴 때에도 

빨간색 부분이 줄어들면서 역시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신호등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상대편에 있는 사람과 핑퐁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호등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듯이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소재의 발명 

아이디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동영상

http://blog.naver.com/
jinta653/50150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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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학습한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를 자신의 특허로 권리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학습한다.

 [3차시: 지식재산 지킴이] 



03 지식재산 지킴이
지식재산의 권리화

1.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지식재산을 권리화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자신의 아이디어를 권리화 할 수 있다.

Objectives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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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과의 활용 가이드 

● (기술·가정) 기술과 발명 단원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출한 아이디어를 권

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탐구할 수 있다. 

● (일반 사회) 아이디어 권리화 및 지식재산에 대한 실제 사례를 탐구할 수 있다.

2. 교과 외 활용 가이드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특허로 등록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창출한 아이디어를 권리화 할 수 있다.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특허로 등록하여 자신이 

창출한 아이디어를 권리화할 수 있다.

● (동아리 운영교재) 발명영재 교육을 실시하는 발명교실이나 발명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발명가 자신이 보장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완성되면 하루 빨리 특허청에 출원

하여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 출원 단계

에서 내가 낸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나의 아이디어의 권리를 찾고 가치를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 단원에서는 아이디어 권리화로 인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읽고 

토론함으로써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제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료 변리를 통해 

출원해보도록 한다.

주제 학습의 동기와 배경

아이디어 권리화로 인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읽고, 토론함으로써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Guide for Applications

Introduction to the theme

학습 활용 가이드

학습 주제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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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소개 

1. 아이디어 권리화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읽고 토론하기

2. 무료 변리를 통해 출원한 사례를 5W 1H 전략에 따라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료 

변리를 통해 출원하기 

학습 방법 

● 사례중심 토의학습
● 실험·실습 교수학습방법

학습 성취 결과 

●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 알기
● 무료 변리를 통한 아이디어 출원 절차 알기
● 자신의 아이디어를 출원하기 

Introduction to the theme

Contents Map

학습 내용 맵 동기유발

학습 활동 1

학습 활동 2

학습 활동 3

정리 및 평가

생각 넓히기

아이디어 지키기 성공사례

아이디어가 발명으로서의 조건 생각해 보기

자신의 아이디어 권리 인정받기

5W 1H 전략에 따라 무료 변리 이해하기

자신의 아이디어 출원하기

수업정리

종래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발명의 명칭

아이디어 출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아이디어 오디션)

아이디어 지키기 실패 사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 이유 생각해 보기

발명명세서 작성하기

발명의 구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설명

아이디어 출원 관련 용어

지식재산
지킴이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

WHAT : 무엇이 필요한가?

WHY : 왜 그것이 필요한가?

WHERE :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가?

WHEN :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HOW :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가?

아이디어 출원 방법 이해하기

아이디어 권리화의 중요성 인식

자신의 아이디어 출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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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ce of Essenc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특허 출원 절차

문제의 인식

출원서 등
각종 서식 작성

출원서 등
특허청에 제출

해결 방안 모색

사전등록절차

수수료 납부

선행기술자료 검색

아이디어의 구체화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특허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 특허 출원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아이디어인 

특허의 권리를 지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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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the them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무료 변리를 통한 특허 출원

5W1H
● Who (대상이 누구인가?)

●  Why (왜 그것이 필요한가?)

● What (무엇이 필요한가?)

● Where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가?)

● When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 How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하는가?)

How
방법은?

신청 - 접수 - 무료 변리 수입 의
뢰- 출원 업무 진행 - 서류 작성 
송부

Who
대상은?

● 만 6세이상~만 19세 미만인 자
●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차상위계층 해당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Why
왜 필요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힘들게 개발한 아이디어
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료 변리 제도가 있음

What 
무엇이 필요한가?

● 서류지원신청서
● 지원 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재학생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외
● 발명 등의 설명서 :

발명설명서 등

When
언제할까?

● 수시 신청 가능
● 1년에 1인당 1건 원칙

Where
어디서 할까?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http://pcc.or.kr)

● 대한변리사회
(http://www.kp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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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Strategy

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안

수업 주제 특명! 나의 IP를 지켜라! 시간 180분

수업 목표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지식재산을 권리화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권리화 할 수 있다.

수업 모형
사례 중심 토의 학습, 실험·
실습 교수학습방법

학습 자료
관련 동영상, 활동 사례, 발명설
명서 서식 등

주제 관련
실천 마당

실천마당 01번, 지식재산보호 포스터 만들기

실천마당 02번, 지식재산보호 웹툰 만들기

● 동기유발
- 지식재산 권리화에 대한 사례 읽기

● 학습문제 및 질문 확인하기
● 활동 안내

● 지식재산권 보호 실패 사례 
- 발명품으로서 가치 인식
- 지식재산권 보호 실패 이유 토의
- 자신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하기

● 5W1H로 무료 변리 따라잡기
- WHO: 대상이 누구인가? - WHY: 왜 그것이 필요한가?
- WHAT: 무엇이 필요한가? - WHERE: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가?
- WHEN: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 HOW: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가?

● 활동제시
- 자신의 아이디어를 출원하기 위한 발명설명서 작성하기

● 모둠별 해결방안 평가
- 각 모둠의 발명 설명서에 대한 의견 나누기   

● 평가를 통해 배운 내용 성찰하기

● 아이디어 오디션
- 자신의 아이디어 권리화 하는 방법들

1

2

3

4

5

6

수업분위기 조성

STEP 1 : 지식재산 권리화에 대한 사례

STEP 2 : 무료 변리를 통한 출원 따라 잡기 

STEP 3 : 자신의 아이디어 출원하기

수업 마무리

생각 넓히기

▒ 수업의 개요  

▒ 수업 진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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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Strategy

▒ 수업 과정안 

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수업 열기

(10분)

◐ 동영상 시청 : 지식재산으로 인한 갈등 사례  

◐ 생각 열기 : 지식재산권 보호 실패 사례 이야기 하기 

▶ 사례에 대해 서로 다양한 느낌을 말한다.

◐ 학습 문제 확인 ▹ 동영상 

학습 활동

1

(35분)

◐ 토의 주제 및 사례 확인

▶ 재주는 발명가가 부리고, 돈은 대기업이 벌고…

◐ 사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적고 토의하기

▶ 아이디어는 발명품으로 어떠한가?

▶ 왜 성공한 발명품이 되지 못했는가?  

▶ 특허 출원한 사람이 만약 당신이라면, 특허 출원할 

당시 어떻게 아이디어를 보호하였겠는가?

▹ PPT

 

▹ 학습활동지

학습 활동

2

(45분)

◐ 무료 변리를 통한 출원 따라 잡기

▶ WHO: 대상이 누구인가?

▶ WHY: 왜 그것이 필요한가?

▶ WHAT: 무엇이 필요한가?

▶ WHERE: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가?

▶ WHEN: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 HOW: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가?

▹ PPT

1.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지식재산을 권리화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자신의 아이디어를 권리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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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학습 활동

3

(70분)

◐ 자신의 아이디어 출원하기

▶ 발명의 명칭

▶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

▶ 종래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 발명의 구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설명

▶ 발명의 효과 

▶ 도면

▹ PPT

 

▹ 학습활동지

수업 정리

및 평가

(20분)

◐ 모둠별 해결방안 평가

▶ 지식재산 권리화 중요성에 대해 의견 나누기

▶ 지식재산 권리화 과정에 대해 의견 나누기 

▶ 자신의 발명 설명서에 대한 의견 나누기

◐ 평가를 통해 배운 내용 성찰하기

▹ 평가지

 

▹ 학습활동지

Teaching-Learn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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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발명가가 부리고, 돈은 대기업이 벌고...

마우스 선의 길이를 자유롭게 늘이고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였

다. 하지만, 특허 출원의 내용 중 출원 범위가 좁아

서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고, 국내의 대기업 중 하나가 유사한 방식

으로 특허 출원 후 비슷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다.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 보호 단계에서 보호범위를 작게 하여 자신의 아

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1 지식재산 권리화에 대한 사례

□  최근 대박이 나는 아이디어를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 사례를 

읽고 질문에 따라 토의해 보자.

□  <사례>의 아이디어는 발명품으로 어떠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산업성·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란 발명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곧 산업성이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더라도 특허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

신회선을 통해 공중(公衆)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요건

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허출원 이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 곧 진보성이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출처> 제니의 아이디어 이야기, http://blog.daum.net/genimis/13757287

<사례 > 대기업에게 제공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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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  <사례>는 왜 성공한 발명품이 되지 못했는가?

□  <사례>에서 마우스 선에 대한 아이디어로 특허 출원한 사람이 만약 당신이라면, 특허 출원

할 당시 어떻게 아이디어를 보호하였겠는가?

특허청구범위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앞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효력의 범위가 좌우된다. 특허소송이 발생하여 특허권침해죄, 

손해배상 등이 청구되었을 때 수사 및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건과 특허권의 청구

범위와 동일유사성이므로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특허청에 무효

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었을 때 특허청심사관이 먼저 검토하는 사항이 바로 

특허청구범위이므로 특허청구범위를 기술적으로 잘 작성해야 한다.

특허 출원 단계에서 특허 정보 조사를 하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 침해를 받지 않도록 

출원서 및 각종 서식 작성 단계에 있어 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할 것이다.

[ 특허 출원 절차 ]

문제의 인식

출원서 등

각종 서식 작성

출원서 등

특허청에 제출

해결 방안 모색

사전등록절차

수수료 납부

선행기술자료 검색 아이디어의 구체화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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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2 무료 변리를 통한 출원 따라잡기

□  자신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출원해 보는 과정을 5W 1H 전략을 통해 탐색해 보자.

1. WHO: 대상이 누구인가?

● 만 6세이상 ~ 만 19세 미만인 자

●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차상위계층 해당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등록 장애인

● 소기업(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단 건설업?제조업은 50인 미만)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 

수행자

2. WHY: 왜 그것이 필요한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혼자의 힘으로 출원을 하기는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힘들게 개발한 아이디어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료 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성공적인 무료 변리를 위한 5W 1H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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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1. WHAT: 무엇이 필요한가?

● 서류지원신청서

● 지원 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재학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외

● 발명 등의 설명서 :  발명설명서 등

- 관련 서류 예시

<출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http://pcc.or.kr/pcc/04/02_forms.php

서류작성 지원 신청서

신청인
(신청기업)

성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자격

전화

주소

대상권리

권리구분 발명/고안/디자인/상표

명칭

발명에 관한 설명

별지 작성

기타 참고사항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운영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경제적약자(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3항 각호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발명설명서

확     인     서

성         명 :

학과 및 학년 :

주민등록번호 :

발명의 명칭 :                                                      

상기와 같이 본 학교 학생이 발명(고안)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 0 0  .     .     .

학교(대학) 총장                      (인)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장 귀하

▨ 서류지원신청서 ▨ 지원 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학교장 확인서)

※ 신청인 자격란은 장애인, 재학생 등 지원대상자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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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 설명서(예시)

1) 발명 명세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충분한 특허정보검색이 선행
되어야 한다.

발 명 설 명 서 1 )  

1. 발명의 명칭 - 발명의 이름을 간략히 기재

발명의 명칭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욕조 배수구

2.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 - 발명이 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제품 또는 방법에 관한 설명

(1) 종래의 장치, 기구, 회로의 구조 등을 도시

(2) 종래의 장치, 기구, 회로의 구조나 동작원리를 도면 등을 참조하여 설명

 

1) 종래기술 1의 설명

종래에 일반적으로 욕조 배수구의 거름망은 욕조 배수구의 깊은 곳에 위치하여 

머리카락을 비롯한 이물질이 배수구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많은 이물질에 의해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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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래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 2. 에서 설명한 종래 기술에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

(1) 종래 기술의 문제점은 본 발명의 목적 및 효과에 대응됨

(2) 종래기술에서 있었던 불편했던 점, 고비용, 저효율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

(3) 단, 이러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은 해결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1) 종래기술 1의 문제점 설명

일반적으로 욕조 배수구의 거름망은 욕조 배수구의 너무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거름망에 이물질이 걸린다 해도 거름망 까지 손가락이 잘 닿지 않아 걸린 이물질들을 

쉽게 제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욕조 배수구 거름망이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물때로 

인해 미끌거려서 이물질들을 제거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렇게 걸린 이물질들이 

많이 막혀 버리면 욕조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욕조 배수구의 거름망 장치에 걸린 머리카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배수구가 막혀 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내려가지 

못하는 물로 인해 욕조 안에는 물때가 생기고 그 물때는 비위생적이고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을뿐더러 욕조 바닥을 미끄럽게 하여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발생시키곤 

했다. 그 물때를 제거하기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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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의 구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설명

- 위에서 설명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하는 구성 및 동작 원리를 기재

(1) 개발된 기구, 장치, 회로의 구성을 반드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 이때 기구 등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상관동작관계가 상세하게 설명. 

(2) 개발된 기구, 장치의 동작원리를 설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작을 설명.

(3) 방법 발명의 경우에 흐름도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설명.

 

발명의 구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욕조의 평면도이고, 도 2는 본 발명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욕조 배수구의 단면도이다. 

본 발명은 일정형태로 제작된 욕조 배수구에 있어서, 배수구 프레임(200)과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름망(300)이 마련된다. 

이때 프레임의 하부에는 스프링(230)이 설치되어 배수구 프레임을 눌렀다가 힘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 위치로 상승할 수 있는 탄성력을 발생시킨다. 

상기 배수구 프레임(200)의 상부에서 거름망의 상승 높이를 제어해 주는 상부 

턱(210)과 중간 부분에서 거름망의 상승을 제어해 주는 하부 턱(220)은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상기 거름망(300)에는 폭을 조절해 주는 스프링(310)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름망의 상승을 제어해 주는 하부 턱(220)이 하강하게 되면, 하부 턱(220) 직경보다 

거름망(300)의 직경이 작게 조절되어 거름망이 위쪽(300b)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이때 거름망(300)의 하부에는 스프링(320)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름망이 중간에 

걸려 있는 상태(300a)에서 욕조면 높이로 상승한 상태(300b)로 상승할 수 있는 

탄성력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욕조 배수구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간단한 조작으로 

거름망을 상승시켜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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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명의 효과 - 위에서 기술한 발명의 구성 및 작동으로 인한 발명의 개선점 및 효과를 설명

(1) 개발한 기구, 장치 등에 의하여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얻어지는 기술적 장점 또는 예상되는 효과

(2) 새로운 성능이나 경제성을 효과나, 데이터, 도표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설명

(3) 가능하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발명의 목적 및 효과

본 발명은 욕조 배수구 거름망의 하부에 스프링을 설치하고 배수구 프레임의 

내부에 거름망의 높이를 제어할 수 있는 턱을 형성하여 거름망에 이물질이 걸렸을 경우 

거름망을 욕조 바닥면 높이로 상승시켜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욕조 배수구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욕조 배수구의 거름망에 이물질이 걸려 있을 때, 거름망을 욕조 바닥면 

높이로 상승하게 하여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종래와 같은 사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본 발명은 욕조 배수구의 프레임을 

가볍게 누르게 되면 거름망이 상승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거름망을 가볍게 

눌러주면 거름망이 배수구의 아래쪽에 걸려 있게 되는 구조로 사용상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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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면 - 종래기술의 구성과 본 발명의 구성 및 작동을 설명하는 도면을 기재

(1) 종래 기술과 그 문제점에 관한 도면을 기재

(2) 본 발명의 구성요소 (부품) 간에 상하 관계나 결합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도면을 작성

(3) 구성요소 (부품) 에 구성요소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면 1

(종래기술의 문제점에 관한 도면) _ 일반적인 욕조의 도면

【부호의 설명】

100: 욕조

110: 배수구

1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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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본 발명에 관한 도면) _ 이물질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욕조 배수구의 단면도

【부호의 설명】

200: 본 발명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욕조 배수구 프레임

210: 거름망의 높이를 제어해 주는 상부 턱

220: 거름망의 상승을 제어해 주는 하부 턱

230: 욕조 배수구를 프레임을 위쪽으로 밀어 올려 주는 스프링

300: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름망

300a: 거름망이 욕조면 높이로 상승한 상태

300b: 거름망이 중간에 걸려 있는 상태

310: 거름망의 폭을 조절해 주는 스프링

320: 거름망을 위쪽으로 밀어 올려 주는 스프링

지식재산보호 교육 길라잡이

- 70 -

200

300

310

230 320

300a

300b

22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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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ERE: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가?

5. WHEN: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무료 변리를 신청하는 시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작성 지원신청서와 지원 

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발명설명서 등이 구비 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단; 1년(동일 

회계연도)에 1인당 1건을 원칙으로 함으로 신중히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출원을 할 경우 특허로http://www.patent.go.kr를 통해 특허출원 절차 

및 서류 작성 등에 대한 가이드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출원 신청하기 전 모의전자 출원을 

통해 가상으로 전자출원 과정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HOW: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http://pcc.or.kr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변리사회의 경우 우편 또는 

방문(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담당자, 우편번호 137-870)을 통해 가능하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http://pcc.or.kr 와 대한변리사회http://www.kpaa.or.kr/ 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특허 출원 및 무료 변리를 진행한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http://pcc.or.kr ▨ 대한변리사회 http://www.kpaa.or.kr/

신    청

접    수

무료 변리 수임 의뢰

출원 업무 진행(무료 변리 진행)

서류작성·송부

●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제출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 방식 심사

● 담당 공익변리사 지정 (전공별 가입일 순서대로 의뢰)

● 수행대리인이 출원에서 등록까지 진행

● 신청인에게 통지       ● 출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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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교사를 위한
지식 뱅크

지식재산 관련 직업 탐색 변리사  

지식 더하기

변리사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소송에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이다.

● 수행 업무

주요 업무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 또는 관리 업무도 담당한다.

● 자격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1,2차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러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 수리 논리력, 자기 성찰 능력, 대인 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 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법학, 공학 등의 지식은 물론 생물, 화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마치고, 전형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로 등록해야 한다.

● 전망

특허 법률 사무소와 구성원이 되거나 고용 변리사로 취업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취업할 수도 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수습 

과정을 마친 후에 특허 법류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그 밖에 기업의 특허 관련 전담 

부서에 채용되기도 한다. 최근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 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에 

대한 변리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변리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커리어넷 http://www.career.go.kr/

직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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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곱하기 칼럼 읽기 

“생활 속 아이디어, 사업으로 연결해드립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료 변리를 통해 출원하는 것은 1년에 1인당 1건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외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들은 사장하고 말 것인가?

일상생활에서 문득 이런 제품이 나오면 편리할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품으로 만들어 주고 사업화를 

실행해 주는 중소기업청의 창업 프로젝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바로 아이디어 

오디션’이다.

집단지성과 오픈협업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실현하고, 판매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으로 일반인의 아이디어를 오디션의 형식으로 선발하여 일반인, 전문가, 협력기업이 

공동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판매수익을 참여자들과 분배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등록 네트즌 평가 전문가 평가

이익배분 통과 마케팅

아이디어 랩

디자인
13일

리서치
2일

제품설계
7-20일

30일 동안
50표 획득

30일 동안
25표 획득

회원 아이디어오디션전문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MD

변리사 등

수정
보완

실패
30일

제도 전

지식재산권
출원IDEA AUD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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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식당에서 다양한 음식을 한 접시에 올려 담으면 맛이 섞이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에 착안해 나온 아이디어가 ‘곰발접시’다. 접시이긴 한데 

세 개의 컵을 끼울 수 있다. 이 덕분에 한 접시에 추가로 세 가지의 음식을 더 담을 수 있고, 

음료 및 양념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제안한 ‘신군(ID)’은 “뷔페에 가서 접시에 양념을 뿌렸는데 

1 단계 : 아이디어 등록

● 아이디어 등록

기업, 주부, 직장인, 학생 남녀 노소 누구나 지원 가능

생활 속 사소한 아이디어부터 첨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 받습니다

● 간단하게 한 줄 설명도 등록 가능
● 메모지에 기록한 작은 그림 한 장도 등록 가능

● 구체화된 디자인도 등록 가능

2 단계 : 네티즌 평가

● 최초 아이디어 등록부터 30일 동안 투표 진행

● 네티즌 평가단으로부터 50표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가 평가]로 지출

3 단계 : 전문가 평가

● 전문가 평가 시작부터 30일 동안 투표 진행
●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25표의 추천을 받으면 [함께 만들기]로 진출

(참고로 전문가 평가단은 동일 아이디어에 대해 1단계 네티즌 평가와 2단계 전문가 평가 추천하기 중복 가능)

● 추천한 전문가는 추천평을 댓글로 올려야 함

4 단계 : 아이디어 랩 (구: 함께 만들기)

● 아이디어 랩 진출 아이디어는 전문가/네티즌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보완, 디자인, 상품화 설계" 등 추진

● 네티즌은 네이밍, 가격, 컬러, 디자인, 컨셉 등에 참여

5 단계 : 마케팅

● 사전 판매 및 아이디어 거래소를 통해서 수요조사 및 소비자평가 진행

●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 창업

6 단계 : 이익배분

● 이익배분은 아이디어 제품의 매출액 대비 1~15% 내에서 결정 (아이디어오디션과 제품 제조업체간에 결정)
● 발명가, 아이디어오디션, 네티즌 평가단, 디자인 전문가, 기구설계자 등이 정해진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음
● 네티즌 평가단 중 이익배분 대상은 전문가 그룹에서 아이디어 구체화에 필요한 의견이 반영된 네티즌을 선정

예) 이익이 매출액의 15%인 경우 : 아이디어 제안자(발명가) 5%, 운영기관 3%, 기구설계자 2%, 네티즌 평가단 3%, 디자인 전문가 2%

예) 이익이 매출액의 10%인 경우 : 아이디어 제안자(발명가) 3.3%, 운영기관 2%, 기구설계자 1.3%, 네티즌 평가단 2%, 디자인 전문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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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전체가 양념 범벅이 돼 음식을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만일 

접시와 컵을 따로 쓰면서 한 번에 들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군은 이어 “더불어 뷔페에서 접시와 국그릇을 따로 들어야 하는 불편함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신군이 이 제품을 제안할 당시에는 접시에 구멍을 뚫어서 컵을 끼우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클립볼’ 아이디어는 제품 금형상 생산이 불가능했다. 이후 ‘X맨’이라는 아이디 

소유자가 해당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한 게 지금의 곰발접시다. 현재 이 제품은 오디션 

최종단계를 거쳐 양산 중에 있다. 이에 따른 수익은 최초 아이디어 제안자인 신군과 

이를 수정보완한 X맨이 2.5%씩 나눠 갖는다. 그 밖에 5인의 네티즌 참여자도 각 0.1%씩 

배분받는다.

<출처> 아이디어 오디션 http://www.ideaaudition.com/Ncv5/Shop/Cart/cart_main.
html?Cpn=showitem&itemID=5&item_subidkey=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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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은 지식재산 권리화에 대한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활발히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특허 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실제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2]는 무료 변리 예시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을 위한 팁   

지식재산보호 관련 동영상   

지식 나누기

영상 자료 뱅크

특허출원절차의 원칙(12:00)

산업재산권의 기초에서 출원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특허출원서와 명세서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방법(11:40)

특허출원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http://www.kasi.org/
dataRoom/movie.asp?
gotopage=1&Ut_
cate=D

http://www.kasi.org/
dataRoom/movie.asp?
gotopage=1&Ut_
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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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물음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1.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경과 후에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을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2.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하는 

것이다.

3.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이다.

퀴즈로 푸는 내용정리

Quiz 
[제한시간 10분]

Knowledge Bank

<출처>  사) 한국학교발명협회 http://www.kasi.org/dataRoom/movie.asp?gotopage=1&Ut_cate=D

㉠ 선출원주의 ㉡ 선발명주의 ㉢ 출원공개제도

<보기>

도면 및 요약서 작성 방법(11:19)

학생들이 생각한 아이디어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과 요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이 제시된다.

http://www.kasi.org/
dataRoom/movie.asp?
gotopage=1&Ut_
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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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이무엇
인지 알지만

설명이 어렵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하는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 권리화 
과정에 대해 

알지만 설명이 
어렵다. 

지식재산 권리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료 변리를 
통해 권리화할 수 있다. 

무료변리에 대해 
전혀 모른다. 

무료 변리에 
대해 알지만 

내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기 

어렵다. 

무료 변리를 
통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무료 변리를 
통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료 
변리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전개할 

수 있다. 

태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기 위해 
실천하고 노력한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나, 
실천 의지가 
미흡하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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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지식재산 돋보기  

Zoom in

1

2

4

5
(ⅰ)

5
(ⅱ)

5
(ⅲ)

6

7

9 8

10

9

3 ① 특허로 접속 www.patent.go.kr

② 출원인코드부여 신청

③ 전자문서 이용 신고

④ 온라인 인증서 발급

⑤ 출원

(ⅰ) WEB-PASS를 이용한 출원

(ⅱ) 전자출원 SW(서식작성기)를 

이용한 출원

(ⅲ) 민원서식을 이용한 출원

⑥ 특허청에 문서 제출

⑦ 출원인 정보변경 신청

(필요한 경우)

⑧ 출원서류 제출결과 조회

⑨ 수수료 납부

⑩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

(오답노트)

온라인 출원절차 알아보기

<출처>  특허청(2011). 출원실전가이드북. p. 22.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인증서 발급/

재발급

WEB-PASS(웹출원) 서식작성기(KEAPS)

민원서식

출원인

정보변경

특허수수료

(제증명 포함)

납부

제출결과

조회

방식

심사

실체

심사

개인
출원인

특허수수료

(제증명 포함)

납부

등록

전자문서

이용 신고

특허청 제출할 서식작성

특허로

보정요구서
반려이유안내서

보정서
소명서

의견서·보정서
보정서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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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지식재산의 심사와 심판에 대해 살펴보고, 모의재판을 통해 지식재산이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4차시: 지식재산, 솔로몬의 모의법정] 



04 지식재산, 솔로몬의 모의법정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

1. 특허 심사관이 하는 일을 파악할 수 있다.

2.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3. 모의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

Objectives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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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과의 활용 가이드 

● (기술·가정) ‘기술과 발명’ 단원은 발명의 기초 및 실습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발명의 기초 과정에서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일반 사회) ‘일상생활과 법’ 단원은 법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 이 

단원과 연계하여 지식재산보호 관련 모의재판을 수행하는 기초 지식을 익히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과 외 활용 가이드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식재산보호 실천 활동을 제공한다.

● (교내 대회) 지식재산보호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하여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전선에는 지식재산을 심사하고 심판하는 전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지식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체험해보고자 한다. 

Guide for Applications

Introduction to the theme

학습 활용 가이드

학습 주제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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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학습의 동기와 배경

지식재산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제 소개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습 방법 

짝 전문가 활동, 모의재판

학습 성취 결과 

짝 전문가 활동 조사지, 모의재판 판결문

Contents Map

학습 내용 맵
동기유발

학습 내용

학습 활동

정리 및 평가

지식재산 심사과정의 주요 내용

지식재산 심사관이 하는 일

지식재산 분쟁, 모의재판하기

정리

지식재산 심판관이 하는 일

지식재산 심판과정의 주요 내용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나의 판결문 작성하기

평가

지식재산,
솔로몬의
모의법정

한 명은 지식재산 심사에 대하여 조사하기

2인 1조 짝 구성

다른 한 명은 지식재산 심판에 대하여 조사하기

각자 조사한 내용을 짝에게 설명하기

스포츠 용품 상표 등록 거절 사례 읽기

제주 올레길의 상표 분쟁 사례 읽기

레플리카(로고 없는 짝퉁) 사례

지식재산 심사 및 심판에 대하여 조사하기

재판 주제 정하기

역할 분담

교실 배치하기

재판 진행하기

판결문 작성하기

사건 개요 정리하기

발표하기

지식재산 심사 과정

지식재산 심판 과정

자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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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심사 및 심판 과정

Essence of Essenc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특법 제42조)

(특법 제64조)

(특법 제59조)

(특법 제62조)

(특법 제66조)

(특법 제87조)

(특법 제133조)

(특법 제162조)

(특법 제186조)

(특법 제62조)

(특법 제176조)

(특법 제132조의3)

5년이내

출원후
1년6개월

(특법 제63조)

※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후
심사흐름도 참조

Yes

Yes

Yes

No

No

No

출원

방식심사

실체심사

특허결정

설정등록/등록공고

무효심판청구

특허법원

대법원

인용심결기각심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거절결정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의견서/보정서

재심사청구

기각심결 취소심결(환송)

출원공개

취하간주심사청구

거절이유유무

거절이유해소

특허출원후 심사 흐름도

<출처>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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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하는 일

Introduction to the them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출처>  http://patent.scourt.go.kr

<출처>  www.kipo.go.kr/ipt

-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따라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이란 ?

-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일반법원

특허심판      산업재산권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

특허침해소송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금지 , 손해배상 소송 등

특 허 소 송

특허법원은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와 과학기술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형 전문법원으로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대한 불복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고등법원급의 법원

특허법원의 목표는 ?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 특허법원

특 허 법 원

특허심판원
(특허심판 )

특 허 법 원
(심결취소소송)

대  법  원
(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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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Strategy

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안

수업 주제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 시간 90분

수업 목표
특허 심사관이 하는 일을 파악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모의재판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논리를 생성할 수 있다.

수업 전략 짝 전문가 활동, 모의재판 학습 자료 짝 전문가 활동 조사지

주제 관련
실천 마당

실천마당 05번. 지식재산보호 뉴스레터 만들기

● 동기유발
-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 사례 신문기사 읽기

● 학습문제 확인하기

● 학습 주제에 대한 소개
- 교사의 강의 

● 활동 안내

● 지식재산 분쟁 모의재판하기
- 역할 분담하기 - 재판 주제 정하기
- 모의재판 시나리오 작성하기 - 배심원 판정하기(모둠토의)
- 판결문 작성하기

● 다양한 지식재산 분쟁 사례 찾아 해결 방안 모색하기 (선택 심화)

1

2

3

4

5

6

수업 열기

학습 문제 이해

학습 활동 

문제해결 활동 

수업 마무리 및 평가

생각 넓히기

▒ 수업의 개요  

▒ 수업 진행 개요  

●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 과정 알아보기
- 2인 1조 짝 구성
- 4한 명은 지식재산 심사 과정, 다른 한 명은  지식재산 심판 과정을 

조사한 후, 각자 조사한 내용 동료교수

● 모의재판 결과 정리 및 평가하기
- 모의재판 결과에 대한 교사의 정리 및 평가

● 나의 판결문 정리하기
●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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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Strategy

▒ 교사용 팁 - 교수학습전략  

▒ 수업 과정안 

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수업 열기

(5분)

◐ 생각 열기 :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 사례 이야기하기

▶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에 대해 자유
롭게 이야기해 본다.

◐ 신문기사 읽기 : 지식재산 분쟁 사례(제주 올레길 

상표 분쟁 가능성 커)

▶ 신문기사를 읽고 내용을 정리한다. 
· 신문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학습 문제 확인

▹ 신문기사(제주 올

레길 상표 분쟁 가

능성 커. 조선일

보, 2013.7.1.)

▹ 지나치게 복잡하

거나 전문적인 분

쟁 사례를 채택하

지 않는다. 

학습 문제

이해

(20분)

◐ 지식재산 심사 및 심판과정 설명하기 

▶ 지식재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성을 
지닌 심사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심판원, 특허
법원 등의 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 

◐ 활동 안내하기

▶ 짝 전문가 활동에 대하여 안내한다.
· 지식재산 심사 및 심판 과정 조사한 후, 친구에게 

서로 가르쳐준다 

▶ 모의재판 활동에 대하여 안내한다. 
· 지식재산 분쟁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모의재판 전개

▹ ppt 자료(지식재산 

심사과정, 심판과

정 설명 자료)

학습 활동

(20분)

◐ 지식재산 심사 및 심판과정 알아보기

▶ 2인 1조로 짝을 구성한다.
▶ 한명은 지식재산 심사과정 및 심사관이 하는 일을 

조사한다.
▶ 다른 한명은 지식재산 심판과정 및 심판관이 하는 일을 

조사한다.
▶ 각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짝을 이룬 친구에게 서로 

가르쳐준다. 

▹ 조사 활동지

심사와 심판과정을 알아보고,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모의재판을 전개할 수 있다. 

모의재판 진행 과정을 소개하는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학급 실정에 맞게 모의재판 과정을 

재구성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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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문제해결

활동

(35분)

◐ 지식재산 분쟁 모의재판하기

▶ 준비 

- 역할 분담 및 교실 배치

- 재판 주제 정하기 

▶ 전개2)

- 재판장에 의한 재판 시작

- 재판장의 인정 심문

- 검사의 기소 요지 진술

- 피고 심문

- 변호인 반대 심문

- 증거 조사와 증인 심문

- 최후 진술과 변론

- 휴정

- 배심원의 토의

- 재판장의 선고, 판결문 작성 및 낭독

- 폐정 

▹ 모의재판 결과

정리 및 평가하기

수업 정리

및 평가

(5분)

◐ 모의재판 진행 참고자료

▶ 교사 정리 및 평가
- 모의재판의 역할 분담은 잘 이루어졌는가?

- 최종 판결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지식재산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강조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 

▶ 학생 정리 및 평가
-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 학습진단양식

생각 넓히기

(5분)

◐ 지식재산 분쟁 사례 찾아 해결 방안 모색하기

▶ 선택 심화 활동
- 다양한 지식재산 분쟁 사례 찾기

- 분쟁 해결 방안 모색하기

- 지식재산 보호 실천 방안 찾기

Teaching-Learning Strategy

2) 실제 특허법원의 재판 진행과 일치하지 않지만, 학급 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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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1 지식재산 심사 및 심판과정 알아보기 

□  2인 1조 짝을 구성한다. 

□  한 명은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다른 한 명은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  각자 정리한 내용을 짝에게 설명한다.  

지식재산 

심사

● 조사자 :  ◯◯◯      

● 심사관이 하는 일 :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청을 심의하여 사정하는 일을 한다.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해당 분야의 최신 기술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 지식재산 심사과정의 주요 내용 : 

-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검토

- 해당 기술 파악

- 선행 기술 조사 및 유사 기술 확인

- 명세서와 선행 기술 조사 자료 비교 분석

- 출원인에 통보할 통지서 작성

지식재산

심판

● 조사자 :  ◯◯◯      

● 심판관이 하는 일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 지식재산 심판과정의 주요 내용 : 

- 특허의 무효 심판

- 특허권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

- 통상실시권 허여(許與) 심판

- 특허 발명의 명세서·도면의 정정심판 

-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

교사 팀

2인 1조로 구성하여 짝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동료교수법을 적용하여 

각자 조사한 내용을 짝에게 

설명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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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모범사례

활동 2 지식재산 분쟁 모의재판하기

역할 분담 

재판장:                 판사1:                 판사2:                 변호인:

검사:                    검사측 증인1:                    검사측 증인2: 

피고인:                 피고인측 증인1:                 피고인측 증인2:    

배심원: 

재판 주제

(택일)

① 올레길 상표 분쟁 사례              ② 스포츠용품 회사의 삼선셔츠 상표등록 사례

③ 레플리카(로고 없는 짝퉁) 사례    ④ 짝퉁 시계 제조 및 유통 사례

⑤ 자유 주제

교실 배치

재판 진행 

예시

- 재판장에 의한 재판 시작

- 재판장의 인정 심문

- 검사의 기소 요지 진술

- 피고 심문

- 변호인 반대 심문

- 증거 조사와 증인 심문

- 최후 진술과 변론

- 휴정

- 배심원의 토의

- 재판장의 선고, 판결문 작성 및 낭독

- 폐정

재판장

방청석 (배심원)

판사1

변호인

석

판사2

검사

석

증인

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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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모범사례

활동 3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나의 판결 

사건 개요와 판결 사례 

1. 사건 개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자 처벌 시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책임여부 판결

● (갑) 중국에서 제작된 짝퉁시계를 수입 판매하는 자

- 중국에서 A사의 짝퉁 시계 1,500개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개당 14,000원에 구입)

- 오픈마켓인 병사이트(병사), 정사이트(정사)에 짝퉁 시계를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1,000개를 

각 110,000원에 판매(정가 140,000원)

● (을) B사 온라인 유통망 운영 대표

- A사 요청을 받고 메인페이지에서 관련 게시물 모두 삭제

- 그러나 이용자가 사이트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을사이트에서 갑이 판매하는 K시계 검색, 

구매가능

● (병) C사 온라인 유통망 운영 대표

- A사의 요청을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 모두 삭제, 판매중단 조치 

- 약관을 통해 위조 상품 판매금지, 위조 상품 신고제도, 블랙리스트 상시감시 등

● (정)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

- 정은 갑으로부터 K시계 500개를 개당 90,000만 원으로 대량구매

- 정은 A사 공식홈페이지에 게재된 시계 이미지를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K시계 

스타일”이라고 광고하여 한 개당 130,000원에 판매

● (A사)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 기업

- A사는 국내에 “A”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시계 업계 1위 브랜드

- 병, 정사이트에서 A시계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병, 정에 내용증명 발송하여 갑이 판매하는 

A시계가 위조 상품임을 알리고, 갑의 A시계 판매 중단 요청 및 A시계 상품 게시,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 

2. 판결 

구분 죄명 및 선고형

갑 사기, 상표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을 상표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벌금)

병 무죄

정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방조)(벌금)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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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모범사례

내용정리  

□  모의재판의 사건 개요를 정리하여 각자 판결을 해 보자.(107쪽을 참고하여 작성)

1. 사건개요

2. 판결

교사 팀

모의재판의 개요를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최종 판결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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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지식 뱅크

지식 더하기

최근 국내에 걷기 열풍을 몰고 온 제주 ‘올레길’이 제주도의 특허관리 결여로 상표 분쟁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제주 올레길을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500여 개의 도보여행 코스를 개발해 

브랜드화했으나, 지자체가 상표 출원한 경우는 115건에 불과하다”며 “제주 올레길과 

관련한 상표도 20건 출원됐으나, 출원자가 모두 제주도가 아니어서 올레길 상표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올레길을 출원한 개인이나 기관이 향후 제주 올레길의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 

제주도는 출원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실제로 경남 남해군이 개발한 도보여행 코스인 ‘바래길’의 상표를 남해군이 아닌 남해군민인 

김모씨가 먼저 출원하면서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허청은 “바래길 소송은 남해군이 

공모로 바래길 이름을 선정하고도 5개월 정도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아 빚어진 사태”라고 

밝혔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김씨가 승소하면 남해군은 바래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김씨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도보여행 코스를 브랜드화하면서 

상표 출원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호진(2013.7.1.) 제주올레길 상표 분쟁 가능성 커. 조선일보. 

TIP
올레길의 상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고,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제주올레길 상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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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곱하기 클릭, 이 판결

유명 스포츠용품 회사인 A사는 지난 2007년 6월 특허청에 삼선三線 셔츠에 대한 상표 

등록을 요청했다. 삼선 셔츠는 셔츠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세 개의 굵은 선을 넣은 

상품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 상표등록실무에서는 위치상표 출원과 등록에 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A사 

소송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았다.

위치상표란 특정한 문양은 아니지만 의류 등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상품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말한다.

관련 제도가 없다 보니 그동안 위치상표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각기 달랐다. 따라서 

A사 소송은 30년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위치상표 법리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소송이었다. 아울러 법원이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 판단할 수 있는 

소송이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법원이 위치상표 등록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표권 소송은 형식 논리에 매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대로 

인정해 준다면 앞으로 진행될 다른 상표권 소송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단 1심 역할을 한 특허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 부분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는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을 국내에서 A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해 

A사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재판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2년 말 A사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상의 옆 부분의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을 지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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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성규(2014.5.19.). 클릭 이 판결, ‘A사 삼선’ 위치상표 소송. 서울경제.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인 위치상표도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상표 출원과 심사 과정에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밝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표장에 표시된 지정상품 형상 부분의 구체적인 의미를 따져보지 

않고 이를 일률적으로 표장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라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다.

당시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들은 위치상표를 인정할 경우 특정 위치를 상표권자로 하여금 

독점하도록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들은 위치상표 등록을 원한다고 모두 등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식별력 유무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위치상표권을 남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위치상표의 경우 표장 자체의 식별력이 충분한 경우 등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해야만 비로소 등록받을 수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30년 넘게 엇갈린 재판부 판단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셈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1983년 A사 신발의 삼선 무늬 등에 대해 위치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후 또 다른 대법원 판결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된다.

2000년초 대법원이 A사 운동복 상의와 하의에 부착된 삼선 무늬에 대해 운동용 유니폼 

등의 일반적인 형상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식 논리가 아닌 소비자들이 A사 상의 셔츠의 삼선을 실제 A사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논리에 따라 A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이후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TIP
판결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각자 느낀 점을 발표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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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지식 나누기 특허법원 견학하기 

다음과 같은 특허법원의 견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식재산보호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를 경함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http://patent.scourt.go.kr

TIP
여건 상 견학이 어렵다면 학생들이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

scourt.go.kr를 방문하여 간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견학안내

우리 법원에서는 법원청사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재판업무를 비롯한 법원의 업무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의 생활화를 통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특히 학생들의 견학요청을 수용하여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체험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견학대상

대상 학생(초·중·고·대학생 및 장애인학교 포함) 및 일반인(제한 없음)
인원 5 ~ 50명 (초·중·고·대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사 인솔을 요함)
(판사와의 대화) 담당판사는 공보판사가 재판일정을 고려하여 지정함

견학문의

Tel. 042)480-1443~6  Fax. 042)480-1550 이메일 lhcjj@scourt.go.kr
주소 302-784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특허법원 총무과 견학 담당자

견학코스

1
코스

대 상 초·중·고등학생

소요시간 약 2시간

코스안내
현관 도착 ⇀ 5층 대강당 또는 중회의실 이동 ⇀ 환영인사 ⇀ 특허법원 홍보동영상 
시정(8분) ⇀ 프리젠테이션 및 설명 ⇀ 법관과의 대화(30분) ⇀ 전자법정(303호) 이동 
⇀ 재판절차 설명 및 법복 착용  ⇀ 청사 현관 이동 ⇀ 기념촬영 및 기념품 전달 ⇀ 환송

2
코스

대 상 대학생 및 유관기관

소요시간 약 2시간

코스안내
현관 도착 ⇀ 5층 대강당 또는 중회의실 이동 ⇀ 환영인사 ⇀ 특허관련사건 소개 ⇀ 
프리젠테이션 및 설명 ⇀ 법관과의 대화(30분) ⇀ 전자법정(303호) 이동 ⇀ 재판절차 
설명 ⇀ 청사 현관 이동 ⇀ 기념촬영 및 기념품 전달 ⇀ 환송

주의사항

● 견학은 오전 또는 오후 중 1회로 하되 5명 이상 50명 이내로(초·중·고등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사 인솔을 
요함)일 경우에만 법원에서 안내합니다.

● 견학 신청 후, 방문 또는 전화로 최소한 1주일 전에 견학담당자에게 견학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학코스는 법원의 사정이나 신청자의 관심사항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견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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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영상 자료 뱅크

[대한민국정부포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어렵지 않아요(2:03) 

지식재산권 문제로 해외시장 진출 및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위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적권 분쟁대응센터에서 컨설팅 및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사업 

운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원교재사]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모의재판(11:45) 

중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재판 과정 동영상으로 예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http://www.youtube.
com/watch?v=
4Li5UYvA_AU

http://www.youtube.
com/watch?v=XR_
lZYQ-m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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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기 

어렵다.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기 

어렵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하여 전개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하기 
어렵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할 

수는 있지만, 
모의재판 전개가  

어렵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하여 
대략적인 

모의재판을 전개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하여 
전개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하여 
모의재판 절차를 
충실하게  전개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의 모의재판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나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논리를 

형성하기 어렵다. 

지식재산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논리력이 
미흡하다.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논리를 

형성하고 주장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형성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태도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실천 
하려고 노력한다.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나, 실천 
의지가 미흡하다.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한다.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 및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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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지식재산 돋보기  

Zoom in

“짝퉁이라도 로고 없으면 괜찮아” 레플리카 소비 급증 

로고 없는 짝퉁 ‘레플리카(복제품)’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정품의 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명품브랜드와 똑같은 디자인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명품 레플리카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쇼핑몰에서는 브랜드의 이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크롬** 팔찌’, ‘톰브  코트’ 등 교묘하게 이름을 가려 제품을 판매하지만, 정품과 

똑같은 디자인 탓에 누구나 쉽게 브랜드 이름을 연상할 수 있다. 

또한 점퍼에 브랜드 로고를 고의적으로 뒤집어 표기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젊은 소비자들은 

이 같은 디자인을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처럼 로고를 중요시하던 과거의 

소비트렌드에서 벗어나, 로고가 없어도 디자인이 똑같으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레플리카 제품을 즐겨 구매하는 20대 김 모 씨는 “명품브랜드의 디자인은 예쁘지만 

가격이 워낙 고가라 정품을 살 수 는 없다”며 “옷에 브랜드 로고나 텍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디자인만 똑같으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디자인이 똑같아도 브랜드 로고를 카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도둑질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로고만 없으면 디자인 카피쯤은 상관없다는 

인식이 짝퉁시장의 몸집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 패션계의 우려이다. 

디자인 카피에 대한 윤리적 의식이 무뎌지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반 브랜드에서 

근무하거나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에서 장인들까지 짝퉁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짝퉁 구두 제작 업자가 20년 이상 

수제화를 만들었던 장인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그는 주문 후 5시간이면 

새 구두를 만들어 판매업자에게 상품을 보냈는데, 경찰 관계자는 “박음질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일반인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디자이너나 장인으로서 자존심보다 돈을 택한 일부 업자들 탓에 짝퉁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법을 피해 다방면으로 디자인을 훔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도용해도 지적재산권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렴하다는 이유로 짝퉁을 찾는 소비습관 역시 누군가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일임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출처>  박시은(2013. 12.17.). “짝퉁이라도 로고 없으면 괜찮아” 레플리카 소비 급증.
매경닷컴 MK패션 http://fashi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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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http://www.kipo.go.kr/ipt 

특허법원. http://patent.scourt.go.kr

국제특허분쟁예방 애니메이션(특허청 국민공감형 콘텐츠 제1편)

http://www.youtube.com/watch?v=7Fag8iMsaTM

소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의재판 http://www.youtube.com/watch?v=XR_lZYQ-m_Y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 과정 및 모의재판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을 탐색해보도록 한다. 

 [5차시: 착한 지식재산 살리기] 



05 착한 지식재산 살리기
지식재산 소송 및 분쟁

1.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  

Objectives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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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Applications

학습 활용 가이드 1. 관련 교과의 활용 가이드 

● (기술·가정) 기술과 발명 단원에서 기술의 발전과 지식재산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재산 침해 사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 (일반 사회) 국민 경제와 경제성장, 국제 경제와 세계화 단원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지식

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국제 기업들의 지식재산 침해 사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 (지리)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단원에서 국가별 산지식재산 

침해 사례의 대응방안 및 판례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다. 

2. 교과 외 활용 가이드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양한 사례를 놓고 지식재산 침해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다.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지식재산 침해 사례를 조사해보고 스토리 북, UCC, 

신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동아리 운영교재) 발명동아리 및 독서토론 동아리 등과 연합하여 지식재산 침해 사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교내 토의·토론 대회) 지식재산 침해 사례 토의·토론 대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및 윤리 의식, 문제해결력 등을 함양할 수 있다.

● (영재교육 교재) 발명영재가 갖추어야할 기업가 정신과 지식재산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 소송 및 분쟁 05. 착한 지식재산 살리기 117

주제 학습의 동기와 배경

A사가 S사를 고소한 이유는 바로 S사가 자신들의 지식재산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한 S사도 A사가 자신들의 지식재산을 침해했다고 맞고소를 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두 업체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싸우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은 무엇일까?

주제 소개 

이 주제에서는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보도록 한다.

학습 방법 

토의·토론 학습 모형

학습 성취 결과 

1.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  

Introduction to the theme

학습 주제와의 만남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에 이메일,

사진앨범, 휴대 단말기

음원재생 관련

삼성 특허 침해

S사 측 특허 침해 주장

20여 개의 삼성제품에서

정면도 디자인,

아이콘 배열 디자인,

밀어서 잠금해제,

아이콘 재구성,

바운스백, 메모 아이콘,

전화 아이콘 휴리스틱스,

하단 중앙에 위치한 조작버튼

페이지 넘김 등 총 10여 가지

디자인 특허 침해

A사 측 특허 침해 주장

<출처> 디지털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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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Map

학습 내용 맵

수업 열기

학습 문제 이해

학습 활동

문제해결 활동

수업 정리 및 평가

생각 넓히기

지식재산 침해 사례 알아보기

지식재산 침해 사례 구분하기

착한 지식재산
살리기

지식재산 침해 알아보기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 알아보기

디자인권 침해 사례

상표권 침해 사례

특허권 침해 사례

학원 강의 녹음 사례

같은 날 같은 디자인 동시 출원 사례

학습 문제 확인

동기 유발

활동 안내

지식재산 침해 예방 방법 알기

저작권 침해 사례 바로 알기

퀴즈 정리

학습 내용 확인 및 평가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의 판단 기준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의 의미

지식재산 침해 여부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

자기 평가

직접 침해

간접 침해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특허 소송 동영상 시청

만화로 그려보기

청소년이 궁금해 하는 저작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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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the them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직접침해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등록된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특정되는 발명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직접침해의 경우  침해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 (침해금지 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침해죄 고소 등) 를 취할 수 있다. 

직접침해의 판단기준

문언적 침해 판단

침해대상품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들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침해대상

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구성요소를 더 가지는 경우도 포함됨) 침해로 인정된다.

보충적 침해 판단 (균등론 , 금반언 )

균등론은 특허 청구범위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침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대응되는 구성

요소가 서로 일치 한다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침해로 인정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보

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이론이다. 또한 금반언 

원칙은 침해소송 시 출원인이 출원절차에서 주장한 

바와 모순되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다.

<원고출처> 연세연구정보 뉴스레터

<이미지출처> lega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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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ce of Essenc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간접침해

간접침해란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등록된 특허의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특정되는 발명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허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침해행위의 전 단계에 있어 

침해의 개연성이 극히 큰 행위를 특허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가 물건의 발명일 경우에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실시(생산·

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하거나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가 간접

침해에 해당된다. 

간접침해의 판단기준

특허발명이 새로운 구조의 만년필이라 할 때, 정당한 권한없는 제 3 자가 특허된 만년필을 

제조·판매하면 당연히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된다. 만약 제3 자가 만년필을 판매하지 않고 

만년필의 클립을 판매하고 또 다른 자가 만년필촉을 판매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그것을 각각 

따로 구입하여 조립하면 특허된 만년필을 구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칙적인 

특허침해 이론에 따르면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만년필과 만년필의 클립 및 만년필촉은 서로 

다른 물건으로 취급되어 특허침해가 되지 않으므로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품의 일부 부품만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허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을 간접침해라고 한다.

<원고출처> 연세연구정보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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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Strategy

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안

수업 주제  착한 지식재산 살리기 시간 90분

수업 목표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수업 모형 토의·토론학습 모형 학습 자료 프레젠테이션, 활동지

주제 관련
실천 마당

실천마당 02번. 지식재산보호 웹툰 만들기
실천마당 03번. 지식재산보호 UCC 만들기
실천마당 05번. 지식재산보호 뉴스레터 만들기
실천마당 06번. 지식재산보호 노래 만들기
실천마당 08번. 지식재산보호 캠페인 활동 프로젝트  

● 동기유발
-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과정 동영상 시청

● 학습문제 확인하기
● 활동 안내

● 지식재산 침해 알아보기
- 지식재산 침해 의미 알기

●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 알아보기
-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의 의미와 기준 알기

● 지식재산 침해 사례 알아보기
- 상표권 침해 사례 알기
- 디자인권 침해 사례 알기
- 특허권 침해 사례 알기

● 지식재산 침해 사례 구분하기
- 토의·토론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 여부 구분하기

● 모둠별 해결방안 평가
- 각 모둠의 해결방안 평가하기  

● 퀴즈로 정리하기

● 지식재산 침해 예방 방법 알아보기
- 지식재산 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 알기

1

2

3

4

5

6

수업 열기

학습 문제 이해

학습 활동 

문제해결 활동

수업 마무리 및 평가

생각 넓히기

▒ 수업의 개요  

▒ 수업 진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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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Strategy

▒ 교사용 팁 - Stahl의 의사결정 토의·토론 모형 절차

▒ 수업 과정안 

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수업 열기

(10분)

◐ 생각 열기 :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 이야기 하기 

▶ 자신이 알고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 동영상 시청 : ‘삼성 VS 애플 특허 소송, 그 동안의 
과정’ 

▶ 특허 소송 동영상을 시청한다.

· 동영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 학습 문제 확인

▹ 동영상

http://www.you

tube.com/watch

?v=wi5DAi0vnhQ

학습 문제

이해

(10분)

◐ 지식재산 침해 알아보기 

▶ 지식재산 침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지식재산 침해가 무엇인가요?

◐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 알아보기 

▶ 지식재산 침해의  유형인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대해알아본다.

· 직접 침해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간접 침해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PPT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을 알아보고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1) 교사는 수업 목표에 따라 교과 내용을 구조화된 열린 상황이야기로 만든다.

2) 개인별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 채택되었을 때의 효과를 점검 해 본다.)

3) 제한시간 동안 만장일치제로 모둠별 의사결정을 한다.

4) 각 모둠별 결과와 그 대안을 선택한 이유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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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Strategy

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학습 활동

(20분)

◐ 지식재산 침해 사례 알아보기

▶ 상표권 침해 사례 알아보기

▶ 디자인권 침해 사례 알아보기

▶ 특허권 침해 사례 알아보기

▶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재산 침해 사례 발표하기

·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재산 침해 사례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PPT

 

▹ 학습활동지

문제해결

활동

(30분)

◐ 지식재산 침해 사례 구분하기

▶ 주어진 문제를 토의·토론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 사례인지 아닌지 구분해 본다.

▶ 모둠별로 해결한 문제를 발표해 본다.

·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 모둠별로 해결방안에 대해 서로 평가해 본다.

▹ 학습활동지

수업 정리

및 평가

(10분)

◐ 퀴즈로 정리하기

▶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의 의미

▶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의 판단기준 

▶ 지식재산 침해 여부 

◐ 학습한 내용 확인 및 평가하기

▶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도를 확인해 본다.

▶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를 실시

한다.

▹ 학습활동지

생각 넓히기

(10분)

◐ 지식재산 침해 예방 방법 알아보기

▶ 지식재산 침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만화로 

해결 방법을 그려 본다.

◐ 저작권 침해 사례 바로 알기

▶ 청소년이 궁금해 하는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 이 밖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PPT

 

▹ 학습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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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사 자동차 상표권 침해 논란

전기차 제조사인 T사 자동차Tesla Motors가 상표권 문제로 곤혹을 치르게 됐다. 중국의 한 

트위터러 진 바오셩Zhan Baosheng이 T사의 상표권 침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를 

실은 미국의 블룸버그는 진 씨가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T사의 로고 디자인과 상호를 만들어 

2006년에 상표권 등록 신청을 했고  2009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10년 간의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 T사 자동차에게 상표권을 인정해 주면서 

소송의 불씨가 만들어졌다. 진 씨는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T사 자동차를 

상대로 자신에게 2,390만 위안(한화 약 39억 원)을 배상하든지, 중국서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하라며 베이징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1 상표권 침해 사례 

□  이 사건이 상표권 침해라고 생각합니까?

□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씨가 사전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다른 회사에 상표권을 인정해준 것은 

정부의 잘못이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상표권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상표권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원고출처> Copyrightⓒ 넥스젠리서치(주) 케이벤치 미디어국. www.kbench.com

<이미지출처> http://cafe.naver.com/01027119555/170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82330

T사 전기차 T사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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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 넥타이는 유죄?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대표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 거스 히딩크 감독은 태극 및 

팔괘 문양의 넥타이를 중요 경기마다 즐겨 착용했다. 일명 '히딩크 넥타이'로 불리는 이 

제품은 한 산업디자인 전문업체인 N사 대표 이모씨가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이던 장모씨가 2002년 6월 

귀빈 선물용으로 해외지사에 보내기 위해 이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모씨에게 이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디자인권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한국관광공사가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2 디자인권 침해 사례 

□  이 사건은 어떤 침해 유형에 해당합니까?

□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등록된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특정되는  발명을 그대로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침해에 해당한다.

디자인을 모방하기 전에 원작자에게 연락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는 히딩크 넥타이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모양의 넥타이 무늬를 만들어야 한다.

<원고출처>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기자)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alphapat01/50136004906(박길님 변리사)

누브티스 제작 한국관광공사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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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와 A사의 스마트폰 전쟁

S사와 A사가 서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배심원들의 평결이 나왔다.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S사와 A사 간 2차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S사가 A사에 1억1960만달러(약 123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A사의 특허 중 ‘슬라이드 잠금 해제’와 ‘데이터 태핑’에 

대해선 각각 일부 침해와 전부 침해 판단을, ‘통합 검색’과 ‘데이터 동기화’는 비非침해 

판단을 각각 내렸다. 배심원단은 이와 함께 A사가 S사에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S사의 ‘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선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는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탐구 활동 모범사례

활동 3 특허권 침해 사례 

□  위 사건의 판결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  내가 만약 S사의 회장이라면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A사가 침해한 S사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기능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비침해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판결이었던 것 같다.  
※ 데이터 태핑 기능 : 텍스트 자동인식 링크 기능

우리 회사의 기술이 다른 회사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
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이미 다른 회사가 산업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출처> 한국경제 (전설리 기자)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crenche/110145803081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71120&ref 

A사-S사 특허소송 쟁점

A사 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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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이는 ○○학원에서 유명한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수업교재는 구입해 

이용하고 있지만,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 어렵고 

가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강의내용을 놓칠 때가 

있어서 MP3로 강의 내용을 녹음한 뒤 복습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

탐구 활동 모범사례

문제해결 활동 1.

□  다음 문제에 대해 토의해 보자. 

수업시간의 강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소설·시·

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것들을 어문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이 인정되는데,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복사·

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복제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연자의 허락 없이 MP3를 

이용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

하는 행위가 된다.

다만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저작

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복습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한다면 강연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저작원위원회(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출처> http://www.onoffmarket.com

사례제시 의도

학생들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사소한 일들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옆의 사례처럼 저작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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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디자인인 

경우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두 사람이 서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우연히 ‘같은 날’ 특허청에 등록출원했다면 

누구에게 디자인 권리를 줘야할까?

탐구 활동 모범사례

문제해결 활동 2.

□  다음 문제에 대해 토의해 보자. 

[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1항]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2항]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

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인 간에 협의에 의해 하나의 디자인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협의가 성립

되지 않으면 어느 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출처> http://www.designmap.or.kr

<출처> 연합뉴스

사례제시 의도

지식재산의 출원과정에서도 

지식재산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도록 한다. 

동시에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 

상호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모든 디자인이 출원을 

할 수 없게되고 이는 곧 지식 

재산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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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모범사례

생각넓히기 1. 1. 지식재산 침해 예방법

<출처> 특허청(2013),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

17

[가상사례] - 라면스타 ‘나최고’군 

라면스타 나최고,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세계를 향해 진출하다

?



탐구마당 그것이 알고 싶다, 지식재산보호130

탐구 활동 모범사례

□  주인공은 어떻게 지식재산을 지킬 수 있었을까? 

만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만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직접 그려보자. 

이미 나최고 학생이 상호와 상품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17

[가상사례] - 라면스타 ‘나최고’군 

라면스타 나최고,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세계를 향해 진출하다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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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팬카페에 업로드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Q.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았다. 비용을 지불하였는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Q. 학교 중간,기말 시험문제를 제공하면 문화상품권을 주는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탐구 활동 모범사례

생각넓히기 2. 저작권 침해 바로 알기

□  청소년이 궁금한 저작권 침해 사례 Q&A

A. 타인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의 저작권자는 본인이므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A. 저작권자와 제휴를 하여 콘텐츠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당한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자와 합법적인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100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지불받는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자와의 적법한 제휴를 체결한 사이트라 보기는 어렵고, 불법 복제 저작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그 대부분의 이윤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도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이를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탐구마당 그것이 알고 싶다, 지식재산보호132

Q. 학교에 제출하는 숙제에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Q. UCC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UCC화면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싶다.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가요 음원을 삽입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Q. 도서관에서 있는 도서나 자료를 복사하여 소장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할까?

탐구 활동 모범사례

A. 숙제를 제출하는 학생과 선생님이 보는 정도의 이용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과제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업로드 하여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인용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데, 인용이란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글에 

보충, 예시의 성격으로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A. 유료로 판매되는 음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장하여 감상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이를 UCC에 삽입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A.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이지만, 개인적인 이용을 위하여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일부 복사를 하거나 제본을 한 것이 개인적인 소장용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될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help.egloos.com/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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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교사를 위한
지식 뱅크

<출처> 스마트폰 경쟁업체간 특허소송 현황 (자료: Forbes)

지식 더하기 스마트폰 특허분쟁

▒ 스마트폰 특허분쟁의 특징

특허 분쟁은 주로 분야별 선발주자가 후발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기되나, 로열티 확보 

또는 특허 상호실시허락Cross-licensing 전략으로도 사용된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후발주자 견제를 위한 제조업체 간 소송(예: 

모토로라-RIM)에서 수익창출 및 시장확대를 위해 운영업체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예: 삼성-애플)형태로 전환되었다.

특히 통신분야의 후발주자인 애플은 디자인 공세를 통해 특허침해에 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전략이며, 그 결과 스마트폰 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애플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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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교사를 위한
지식 뱅크

지식 곱하기 침해 대응 대책

▒ 국경조치를 통한 위조 상품 반입 방지 

기술의 발달로 국내외 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대량 생산되는 위조 상품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세관 당국이 지난해 10억 유로(약 1조50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위조 상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는 피해도 상당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를 통한 유명브랜드 구입이 증가하면서 

해외 위조 상품짝퉁 구매와 관련한 사건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에선 2013년 7월1일부터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국경조치가 시행되었다. 국경조치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의 개정으로 해외 짝퉁 제품의 국내 반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시사점

국경조치와 같은 위조 상품

대응 대책들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다. 하지만 100% 

완벽한 대책은 없으므로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위조 

상품에 대한 근절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하도록 한다.

<출처> newsis (유희연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30_0012627538&cID=10408&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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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 특허 무효 심판으로 분쟁 대응

국내의 C사는 CCTV 카메라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2002년 L사로부터 C사가 

생산·판매하는 CCTV 카메라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C사는 과거에 L사에서 근무했던 연구원 몇 명이 퇴사하면서 독립한 회사로서 이들은 

L사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당 직무 발명을 하여 L사의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C사는 자사 제품이 L사의 특허에 

문제가 된다고 믿었고, 이에 L사와 협상을 하였다. 그러나 C사가 협상을 계속 지연하고 

협상에 진척이 없자 L사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2003년 C사 제품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자 C사는 정밀한 특허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맞섰다.

C사는 2004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얻어낸 데 이어, 2005년 특허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자사 제품 판매권을 지켜냈다.

시사점

특허 침해 Claim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 사실 

판단으로, 그 중에서 특허의 

구체적인 청구항에 대한 

효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주장하는 특허의 청구항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대응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무효 

심판을 통하여 승소하게 되는 

경우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특허청(2008), 사례 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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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지식 나누기 지식재산 침해 피해 통계

▒ 지식재산 유형별 침해 피해 건수

▒ 기업 유형별 지식재산 침해 피해 비율

(2012년)

(2012년)

<출처> 특허청, 무역위원회(2013),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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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영상 자료 뱅크

[한국정보화진흥원] 저작권 침해(2:54)

학생들이 주로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과 올바른 

저작권 사용방법 등을 만화로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채널IT] 삼성 VS 애플 특허 소송, 그 동안의 과정(6:03)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시작된 이유와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안내해 

준다.

http://www.youtube.
com/watch?v=
-D66ov-5GLQ

http://www.youtube.
com/watch?v=
wi5DAi0vn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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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자.

강연자의 허락 없이 
MP3를 이용해 강의 
내 용 을  녹 음 하 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특정되는 
발명을 그대로 포함 
하고 있는 경우를 간접 
침해라고 한다.

지 식 재 산  침 해 의 
유 형 은  크 게  직 접 
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누어 진다.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 2개의 디자인 
등 록 출 원 이  있 는 
때에는 동시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퀴즈로 푸는 내용정리

Quiz 
[제한시간 5분]

위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따라가야 치즈를 먹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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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지식재산 침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에 대해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잘  

구분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전혀 

말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말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태도
지식재산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없다.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려는 

태도가 
소극적이다.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려는 

태도가 
적극적이다.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려는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다.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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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지식재산 돋보기  

Zoom in

15

[분쟁 사례] - ③ 

100억짜리 개이름의 주인은 누구일까?▒ 100억짜리 개 이름의 주인은 누구일까?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때에는 명의자에게 권리가 주어짐을 꼭 알아두세요!

<출처> 특허청(2013),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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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퉁’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조 상품을 이야기 

한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위조 상품과 위조 상품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6차시: 위조 상품, 안돼요!] 



지식재산보호 콘서트
탐구와 실천 교사를 위한 지식재산보호교육 길라잡이

탐
   구

  마당
그것이 알고 싶다,  

지식재산보호



06 위조 상품, 안돼요.
위조 상품 근절하기

1. 위조 상품을 왜 구입하면 안 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2. 정품과 위조 상품(짝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3.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Objectives

학습 목표 

(출처) ’11년 지식재산권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광고 공모전 수상작 금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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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Applications

학습 활용 가이드 1. 관련 교과의 활용 가이드 

● (기술·가정) 기술과 발명 단원의 “수행평가” 과제로 학생들에게 부과하기 좋은 활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수행을 통해 위조 상품 근절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발명만큼이나 발명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식 

보다는 위조 상품 근절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며, 소개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위조 상품 근절 의식 함양이 가능하다.

2. 활용을 위한 가이드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위조 상품 근절과 관련된 캠페인, 단막극 만들기, 

설문조사 해보기 등 활동을 통해 위조 상품 근절 의식을 기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통해 위조 상품 

근절 의식을 기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교내 창의성 대회) 교내 창의력 경진대회의 종목으로 정해 대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축제 등을 통해 전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동아리 운영교재) 학교 내 위조 상품 근절 관련 동아리를 만들고, 이 동아리의 교육 프로

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영재교육 교재) 발명영재 교육을 실시하는 발명교실이나 발명교육센터에서 영재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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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학습의 동기와 배경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조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좁게는 좋지 못한 제품 구입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넓게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까지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안타

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위조 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나라라는 오명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위조 상품 근절과 관련된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베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제 소개 

일방적 정보의 전달에서 탈피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위조 상품 근절의 

필요성과 실천의식을 갖도록 한다.

- 위조 상품 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 위조 상품의 의미를 알고 정품과 위조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 개인의 위조 상품 근절에 대한 의식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위조 상품 근절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학습 방법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위조 상품 근절의 필요성과 함께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스스로 실천의식을 갖도록 한다.

학습 성취 결과 

학생들 스스로 위조 상품 근절 전도사가 되어 위조 상품 근절을 실천하고 주변의 위조 

상품 근절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을 전파하는 지식재산보호 전도사가 

된다.

Introduction to the theme

학습 주제와의 만남

위조 상품의 구입이 단순히 위조품에 대한 피해와 정품을 만드는 회사의 피해, 국가경제의 악

영향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품과 

외관상으로 거의 구분하기 힘든 위조 상품을 구입해, 마치 정품인양 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

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결국 속일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무서운 

연구결과이다.

결국 위조 상품 구입의 최대의 피해자는 구입한 자신이 된다는 말이다.

본 학습에서는 위조 상품 근절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위조 상품 근절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정품 사용의 건전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짝퉁 명품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부정직해지며 남을 불신하는 경향이 생긴다.”

-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연구결과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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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Map

학습 내용 맵

동기유발

학습 내용

학습 활동

정리 및 평가

위조 상품,
안돼요!

공익광고 시청소감 발표하기

지식재산보호 TV공익광고 시청하기

위조 상품 근절의 중요성 이해하기

증가하는 위조 상품 유통실태

위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하기 활동

위조 상품의 위험성

위조 상품에 대한 우리의 인식수준 확인하기 활동

정리

위조 상품의 의미

위조 상품 식별하기 활동

지식재산보호 정보찾기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적극적 참여활동

평가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처

위조 상품에 대한 설문조사 활동

지식재산 침해상품 오인구입 예방 10계명

위조 상품 빈칸 채우기 활동

위조 상품 근절 아이디어 발상하기 활동

정품사용 실천 서약서 작성하기 활동

지식재산보호협회 블로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청 블로그

지식재산보호협회 상담센터

정품과 위조 상품(짝퉁)의 구분방법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의미

상표법상의 의미

위조 상품에 자주 사용되는 브랜드

평가 루브릭에 의한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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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the them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위조 상품의 의미

● (상표법상 개념) 제 3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품 (상표법 제 50 조 , 제 66 조 1호 )

● (부정경쟁방지법상 개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 (부경법 제2 조제1호가목)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위조 상품 유통

● 해마다 위조 상품 단속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의미임

위조 상품의 위험성

● 짝퉁명품 쓰면 거짓말 잘 한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2012.06.08.)

- “짝퉁 명품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부정직해지며 남을 불신하는 경향이 생긴다.”

- “주변에 짝퉁 명품을 지닌 사람이 있으면 그의 정직성을 믿지 말라. 그 또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을 터이다.”

<출처> 중앙일보 (2012.06.12.)

<출처> e-나라지표 (index.go.kr)

<출처> 위조 상품을 추방합시다 (특허청)

위조 상품 단속실적



탐구마당 그것이 알고 싶다, 지식재산보호148

Introduction to the theme

미리 보는 학습
Key Note

지식재산 침해상품 오인구입 예방 10 계명

1. 싼 값에 현혹되어 위조 상품을 구입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2. 의도적인 위조 상품 구입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양심적인 제조업자들의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3. 위조 상품 구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인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수입판매점을 이용할 때 , 병행수입품에 섞여있는 제품의 위조 여부를 꼭 확인합시다.

5.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면 위조 상품인지 확인해 봅시다.

6. 홀로그램이나 바코드와 같은 인증장치를 통해서도 정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품질표시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 정품은 품질 보증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8. 수입 , 제조 , 판매원을 꼭 확인하고 정품 보증서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위조 상품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제품 제조사에 제보하거나, 단속 기관에 신고하세요 .

10. 상표나 모양은 위조할 수 있지만, 품질과 성능은 위조할 수 없습니다. 

위조 상품에 대한 적극적 대처

●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신고센터(1666-6464)

● (검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 (spo.go.kr → 온라인 민원실 → 범죄신고 → 지식재산권 침해 )

● (경찰청) www.police.go.kr → 신고민원포털 → CYBER112 (cyber112.police.go.kr) → 신고 → 일반 범죄신고

<출처> 잠깐! 정품확인하셨나요? (한국IPG사무국)

위조 상품 근절 관련 정보 찾아보기

지식재산보호협회 블로그

blog.naver.com/kipracafe
지식재산보호협회 상담센터

www.pcc.or.kr/pcc/index.php

2006 년 1 월부터 특허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제도란 ?

브랜드제품의 상표 및 디자인을 도용하여 가짜(이미테이션)를 제작 및 유통하거나 , 판매하는자를 제보시 위법여부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0 만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 (옥션 G마켓 등의 오픈마켓 , 독립쇼핑몰 등등 )에는 수많은 가짜상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으며 ,
정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불법 가짜 상품 근절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신고포상제를 알고계십니까 ?위조 상품

상담 및 신고전화 : 042-472-0121 상담 및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상담 및 신고전화 : 157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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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안 수업 주제 위조 상품, 앙~돼요! 시간 90분

수업 목표
1. 위조 상품을 왜 구입하면 안 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2. 정품과 위조 상품(짝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3.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수업 전략 모둠별 선택 체험활동 학습 자료
지식재산보호 공모전 우수작 포스터, 
동영상, 웹툰 등

주제 관련
실천 마당

실천마당 01번, 지식재산보호 포스터 만들기     실천마당 02번, 지식재산보호 웹툰 만들기
실천마당 03번, 지식재산보호 UCC 만들기        실천마당 04번, 지식재산보호 캐치프레이즈 만들기
실천마당 06번, 지식재산보호 노래 만들기        실천마당 07번, 지식재산보호 티셔츠 디자인하기
실천마당 09번, 지식재산보호 선언문 작성하기

● 위조 상품의 현주소와 위험성
- 길동이네 가족이야기를 통해본 위조 상품 현주소 
- 위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고 친구들과 토론해보기 

● 설문조사
- 위조 상품에 대한 학급 내 인식조사 실시하기
- 인식조사 결과 토론하기
- 빈칸 채우기 활동 (우수작품 전시회)

● 평가활동
- 평가활동지로 평가하기           - 평가결과 피드백 

● 정리활동
- 수업내용 정리하기

1

2

3

4

5

6

수업 열기

학습 활동 1

학습 활동 2 

문제해결 활동 1 

문제해결 활동 2

평가 및 정리

▒ 수업의 개요  

▒ 수업 진행 개요  

● 위조 상품 식별하기
- 동영상을 통해 위조 상품 시청하기
- 위조 상품 식별법 알아보기(운동화, T셔츠, 인형 등)
-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적극적 활동 알아보기(위조 상품 신고센터)

● 위조 상품 근절 실천하기
-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하기 
- 정품사용 실천 서약서 작성하기(우수작품 전시회) 

● 동기유발
- 지식재산보호 TV 공익광고 동영상 시청

● 학습문제 확인하기
●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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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과정안 

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수업 열기

(5분)

◐ 생각 열기 : 위조 상품 근절 TV 공익광고 동영상 시청

▶ “지식재산보호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한다.

◐ 시청소감 말하기 : 동영상 시청소감 발표하기

▶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 학생 2-3명의 의견을 

들어보기 

◐ 학습 문제 확인

▹ 동영상

▹ PPT

학습 활동

1

(20분)

◐ 탐구활동 : 위조 상품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 

▶ 길동이네 가족 이야기 만화를 보고 느낀 점 적어보기

▶ 위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 적어보기 

◐ 토론활동

▶ 위조 상품의 현주소와 위험성에 대해 자신이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해 보기

▹ 학습활동지

▹ PPT

학습 활동

2

(20분)

◐ 탐구활동 : 동영상을 통해 위조 상품 식별법 알아보기

▶ 위조 운동화 식별방법 알아보기

▶ 위조 T셔츠 식별방법 알아보기

▶ 위조 인형 식별방법 알아보기

▶ 다른 종류의 위조 상품 알아보기 

◐ 탐구활동: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적극적 참여방법 

▶ 위조 상품 신고센터 정보찾아보기

◐ 토론 활동

▶ 위조 상품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보기 

▹ 학습활동지

▹ PPT

위조 상품 근절이 왜 필요한지,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위조 상품 근절은 무엇이 있을지를 질문하며 자연스럽

게 수업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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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시  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   료 ▹
유의점 ☆

문제해결

활동 1

(20분)

◐ 조사활동 : 위조 상품에 대한 인식조사

▶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에 대한 의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활동

◐ 토론활동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토론하기

▹ 학습활동지

▹ PPT

문제해결

활동 2

(20분)

◐ 체험활동 

▶ 위조 상품 근절 빈칸 채우기 활동

▶ 정품 사용 실천 서약서 작성하기

◐ 감상활동

▶  근절 빈칸 채우기 작품 전시

▶ 정품 사용 실천 서약서 전시하기

▶ 친구들의 작품을 게시하고, 우수작품들을 뽑고 서로 

이야기 해보기

▹ 학습활동지

▹ PPT

수업 정리

및 평가

(5분)

◐ 수업정리

▶ 위조 상품 근절의 필요성

▶ 정품과 위조 상품 구분방법

▶ 위조 상품의 근절을 위해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

◐ 평가하기 : 평가 루브릭에 의한 평가하기

▶ 위조 상품 근절의 필요성 말하기

▶ 정품과 위조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말하기

▶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 3가

지 이상 말해보기

▹ 학습활동지

▹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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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위조 상품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

□  길동씨네 가족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출처> 잠깐! 정품확인하셨나요?(한국 IPG사무국)

인터넷으로 무조건 싼 물건을 구입하는 습관 등 정품을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은 길동이네 가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며 결국 피해는 위조 상품을 구입한 본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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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위조 상품의 위험성

□  아래 기사를 읽고 위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을 적어보자.

위조 상품은 개인, 기업, 국가의 물질적 피해를 넘어 정신을 황폐화시키며, 개인 간의 

불신, 사회의 불신은 결국 국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출처>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A32면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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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위조 상품 식별하기(1/2)

□  다음 동영상을 시청한 후, 다음 물음에 대답 해보자!

이 영상은 N사 운동화와 L사 티셔츠 식별에 한정된 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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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위조 상품 식별하기(2/2)

□  위조 상품이란? 

□  위조 상품의 피해는?

□  현명한 소비자란?

□  위조 운동화 식별방법? 

□  위조 T셔츠 식별방법? 

□  위조 인형 식별방법?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 판매하는 물품을 말함

정품인 줄 알고 구입한 소비자는 저급한 품질에 불만족하여 해당기업과 제품을 불신하게

되고, 위조 상품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한 기업은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매출부진과 기업경영난 등을 겪게 됨

정품과 위조 상품을 잘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위조 운동화의 중창(둥글둥글 기포가 있음),

위조 운동화의 깔창(균일하지 못한 깔창의 펀칭)

위조 T셔츠 단추(두번째 구멍이 세로),

위조 T셔츠 단추 구멍 부분(2개의 원단을 사용)

위조 인형(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짐),

위조 인형 박음질(균형있고 꼼꼼한 박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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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위조 상품 근절 적극적 참여(1/2)

□  불법 위조 상품 확산을 위해서는 적극적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정보를 찾아 적어보자.

□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란?

□  그 목적은?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 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위조 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함이랍니다.

<출처> 정부대표민원전화 블로그(110callcenter.tistory.com/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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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모범사례

활동 4 위조 상품 근절 적극적 참여(2/2)

□  포상금 지급규모는? 

□  포상금 신고대상은?

□  위조 상품 신고기관 3군데를 찾아서 적어보자.

□  위조 상품 인터넷 신고방법을 찾아서 적어보자.

자세한 포상금 액수를 보면 정품가격 기준 1000만 원의 소규모 위조 상품 유통업자를 신
고해도 20만 원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정품 가격 기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제
조/유통 신고하면 최고 4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상품 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정품가 기준 2000만 원 이상의 위조 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에만 해당이 되었
습니다. 최근 금액도 200만 원 이었으며, 이번에 소규모의 위조 상품 업자도 신고하면 포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금액도 최고 액수도 400만 원으로 2배 가량 늘었습
니다.

위조 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상표법 또는 부경겁 위반)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신고센터 (전화 1666-6464)

(검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spo.go.kr) 접속 → 온라인민원실 → 범죄신고
→지식재산권 침해

(경찰청)

경 찰 청  홈 페 이 지 ( h t t p : / / w w w . p o l i c e . g o . k r )  접 속  → 신 고 민 원 포 털 → 
CYBER112(cyber112.police.go.kr) 접속 → 신고 → 일반범죄신고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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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위조 상품에 대한 인식조사

□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를 내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자.

(예시)

1. 위조 상품인 줄 알면서도, 정품이 아닌 위조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2. 나는 진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3. 위조 상품을 왜 살까?

① 진품보다 훨씬 싸니까

② 대리만족이 되니까

③ 진품과 똑같아 남들이 못 알아보니까

④ 쉽게 살 수 있으니까

⑤ 멋있고 예쁘게 보이니까

4. 위조 상품 근절에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은?

① 소비자

② 판매자

③ 제작자

④ 경찰

⑤ 국가

우리나라 위조 상품에 대한 의식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례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만20세 이상 전국의 성인남녀 절반이상(57.8%)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상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

응답자들은 위조 상품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판매자보다 구매자가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렇다, 54.9%, 아니다 14.7%)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발표자료, 2011.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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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위조 상품 빈칸 채우기

□  아래의 빈 칸에 창의적인 단어를 떠올려 채워보자.

위조 상품은                                                                       (이)다.

위조 상품은                                                                       (이)다.

위조 상품은                                                                       (이)다.

위조 상품은                                                                      (이)다.

위조 상품은                                                                       (이)다.

위조 상품은                                                                       (이)다.

내가 위조가 된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

후회

결국 손해

불량 양심

<출처> blog.naver.com/pie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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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7 위조 상품 근절 아이디어 발상하기

□  다음 위조 상품(짝퉁)을 잡아내기 위한 아이디어에 숨겨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분석해 보자.

□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란?

□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자.

※ 반드시 물건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아닌,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능함 

상품 + QR코드

상품 + 무선인식 센서

위조 상품 + QR코드 =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제품에 대한 위조 상품 식별에 대한 

동영상이 나오며, 동영상*을 보면 서 위조 상품인지 아닌지 구별하여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다.

* 동영상은 새로운 위조 상품에 대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제작되어 새로운 위조에도 

민첩하고 저렴하게 대응할 수 있다.

<출처>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A32면 사설/칼럼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A29면 사이언스 2009년 03월 12일 목요일
A2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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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정품 사용 실천 서약서 작성하기 

정품 사용 실천 서약서

나는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나의 정직한 품격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위조 상품 구매 및 사용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품과 디자인이 똑같다고 해서
위조 상품을 절대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나 스스로가 먼저 정품 사용을 실천하며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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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지식 뱅크

지식 더하기

세계 짝퉁 시장 규모 (단위 : 달러)

1. 미국

2. 중국

3. 멕시코

4. 스페인

5. 이탈리아

6. 일본

7. 캐나다

8. 인도

9. 영국

10. 러시아

11. 독일

12. 한국

13. 인도네시아

14. 필리핀

$625.63 Billion

VALUE in U.S. DOLLARS

$261 Billion
$126.08 Billion
$124.06 Billion
$111.05 Billion

$108.3 Billion
$77.83 Billion
$68.59 Billion
$61.96 Billion
$49.04 Billion
$39.67 Billion

$26.2 Billion
$23.05 Billion
$17.27 Billion

<출처>  조호진(2013.7.1.) 하보스코프닷컴 www.havocscope.com

TIP
전 세계 암시장Black Market 전문 조사 사이트인 하브스코프닷컴에는 

세계의 짝퉁 시장 규모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다루고 있다. 2011년 140억 

달러(세계 10위) 정도의 규모가 2014년 현재에는 무려 260억 달러

(세계 12위)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12위로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세계 10위 권의 위조 상품 유통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고, 함께 사이트를 찾아

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는 활동 등은 우리나라의 위조 상품 유통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위조 상품, ‘짝퉁’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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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질서 확립

엄청난 장인정신으로 만든 제품이 하루 아침에 위조 상품으로 변질되어 유통된다면 진품을 
만든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더구나 짝퉁제품의 제조와 판매는 타인의 상품표지 등과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품과 상당한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위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나중에 상품 출처를 혼동하고 
품질을 오인하게 되므로 위조 상품 취급자에 의해 기만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올바른 소비생활 정착!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벌어서 구입한 제품은 항상 뿌듯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짝퉁이 
범람한다면 어떨까? 특히 외국의 유명한 상표(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상품들이 싼값으로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는 모습은 미래의 어른인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산업의 활성화!

위조 상품이 성행하면 기업의 고유상표, 상품의 개발의욕이 위축되어 결국 국내 산업발전에 
타격을 가하게 된다. 또 위조 상품 유통은 제품의 품질경쟁노력을 저하시켜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표권자 보호!

위조 상품이 저가로 시장에 잠입할 경우 진품의 매출시장을 잠식하게 되며 이는 결국 
진품상품의 매출에 피해를 준다. 위조 상품의 품질보증기능 상실로 소비자는 불신하게 되고 
이는 오리지널 상표권자의 신용에 안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된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최근 FTA협상으로 세계와 벽을 허물고 교류를 넓히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핵심가치로 삼아야할 것이 지식재산권이며, 위조 상품은 대외통상마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추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출처>  특허청 블로그 blog.daum.net/kipoworld/2873

TIP
위조 상품 ‘짝퉁’ 막연히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할 때 활용하기 
좋은 자료이다. 총 5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좀 더 구체
적인 이유를 학생들에게 찾아보도록 하거나, 생각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활동을 통해 느낌을 발표하도록 하는 다른 활동과 결합
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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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더하기

<출처>  www.kipo.go.kr

TIP
위의 자료는 특허청 보도자료의 참고자료이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식재산보호 신고포상금제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운영목적
● 위조 상품의 제조 , 유통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위조 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06 년부터 도입 시행

포상금 신고대상
●  위조 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상표법 또는 부경법 위반)

포상금 지급 제한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 검찰청 , 경찰청 ,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산정

※ 신고대상 위법행위

- 상표법 제 93 조 (침해조 ) 규정상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 가목 (상표법 제2 조제1항제 6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 ) 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신고접수기관 특허청 및 경찰 검       찰

지급대상
적발금액 1천만 원 이상 &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건

적발금액 1천만 원 이상 &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건

포상금 신청기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기준
적발된 위조 상품의 정품가액 기준 20만 원 ~ 4백만 원까지 차등지급
※ 신고자 1인당 연간 5건 또는 1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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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보호협회 블로그 blog.naver.com/kipracafe

TIP
연예인 박신혜와 함께하는 위조 상품 구별법을 학습에 

활용하면, 학생들이 훨씬 친숙하게 위조 상품 식별방법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사례로 보는 위조 상품 식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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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지식 곱하기

TIP

신문을 통해본 온라인 구매의 위험성 

2014년 04월 12일 토요일 001면 종합

지나친 편리함만을 추구하

고, 무조건 싸게 구입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위조 상

품은 피해자도 모르는 사

이에 피해자로 만들 수 있

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최근의 신문기

사로 위조 상품 피해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고, 벌써 내가 피

해자였을 수도 있음을 학생

들에게 알려준다. 이는 학

생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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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지식 더하기

TIP
신문기사를 읽고 가짜 제품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가짜 제품으로 인한 사례를 신문 이외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며, 그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 위조 상품(가짜)의 위험에 대해 스스로 깨닫도록 지도한다.

특히 신문은 현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므로,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매체라 할 수 있다.

신문을 통해본 위조 상품의 위험성

2012년 11월 07일 수요일 A30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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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지식 더하기

TIP
위조 상품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으며 누구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활용하기 좋은 신문 기사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

할 때 유의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볼 때에도 활용하기 좋다.

신문을 통해본 위조 상품 유통실태

2012년 11월 07일 수요일 A30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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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지식 나누기

TIP
위조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면, 위조 상품에 주로 도용되는 상표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상표들과 관련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유의해야 하며, 위조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 식별법 등을 알아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위조 상품에 주로 사용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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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품가방을 자랑하는 장면

#3. 새로산 자전거로 출근하는 장면

#5. 위조 명품가방으로 망신을 당하는 장면

Knowledge Bank

영상 자료 뱅크 지식재산보호 관련 동영상 (동기유발 자료 1)

[2011년 지식재산보호 TV 공익광고] 

#2. 새로산 장난감에 뿌듯해 하는 장면

#4. 새로산 물건은 위조 상품임을 암시하는 장면

#6. 가짜 장난감이 망가지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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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조 자전거가 고장난 장면

#9. 위조 상품 근절에 주인공은 소비자라는 응답

#11. 위조 상품 근절에 앞장서자고 호소하는 장면

Knowledge Bank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회

TIP
2011년 지식재산보호 TV 공익광고로 제작된 동영상으로 

짧은 시간에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과 소비자 실천의 중요

성을 잘 전달하므로, 본 차시의 동기유발 자료로 매우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다.

#8. 위조 상품에 대한 설문조사 설명장면

#10. 소비자의 실천이 중요함을 설명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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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영상 자료 뱅크 지식재산보호 관련 동영상 (동기유발 자료 2)

[특허청 홍보대사 박신혜 ‘짝퉁OUT 정품OK' TV 광고] 

#1. 위조 상품을 고르는 장면

#3. 위조 상품의 인한 피해를 설명하는 장면 1

#5. 위조 상품 온라인 쇼핑 장면

#7. 위조 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 설명장면 1

#9. 차량 수리를 위해 부품에 대한 설명듣는 장면

#2. 위조 상품을 구매하는 장면

#4. 위조 상품의 인한 피해를 설명하는 장면 2

#6. 위조 헤드폰을 구매하는 장면

#8. 위조 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 설명장면 2

#10. 위조부품을 선택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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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회

TIP
특허청 지식재산보호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연예인 박신혜

씨가 출연하는 공익광고를 통해 위조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는 

동영상 자료이다.

#11. 위조 상품을 장착후 운전하는 장면

#13. 위조부품으로 인한 피해 설명장면

#15.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변화 필요

#17. 위조 상품 근절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장면

#12. 위조 상품으로 교통사고 발생장면

#14. 위조 상품 구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

#16. 소비문화가 바뀌어야 건강한 대한민국 가능

#18. 위조 상품 근절에 동참을 호소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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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영상 자료 뱅크 지식재산보호 관련 동영상 (동기유발 자료 3)

[지식재산보호 우수 동영상 모음]

홈 페 이 지 제    목

제4회 지식재산보호

광고공모전 UCC부문

금상 수상작

제4회 지식재산보호 

광고공모전 UCC부문 

은상 수상작

제4회 지식재산보호

광고공모전 UCC부문

동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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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홈 페 이 지 제    목

제4회 지식재산보호

광고공모전 UCC부문

수상작

지적재산권보호

공익광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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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nk

도서 자료 뱅크 지식재산보호 관련 동영상(동기유발 자료 2)

특허청에서는 청소년 학습만화 ‘키키포포 

동화나라, 정품원정대’를 발간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품 사용실천 

유도와 건전한 소비습관 함양을 위해 발간 

되었다.(2013.11.20.)

농업분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 

에서 출발하여 지식재산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농업관련 지식재산보호 

지원 제도 등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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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상품을 왜 구입하면 안 되는지 3가지 이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 정품과 위조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이상 말해 보자.

▒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이상 말해 보자.

퀴즈로 푸는 내용정리

Quiz 
[제한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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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위조 상품 근절이 중요한 이유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이 
필요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 

위조 상품 근절이 
필요하지만 

설명이 어렵다. 

위조 상품 근절의 
중요성을 알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의 
이유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의 
이유를 자세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정품과 위조 상품(짝퉁)을 구분 

하는 방법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정품괴 위조 
상품에 대한 

구별법을 전혀 
말하지 못한다. 

정품과 위조 
상품의 구분법을 
1가지 정도 말할 

수 있다. 

정품과 위조 
상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2가지

정도 말할 수 있다. 

정품과 위조 
상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3가지
말할 수 있다. 

정품과 위조 
상품의 구분 

방법을 정확히 
알고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태도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나부터 시작 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실천 활동을 

말할 수 없다.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실천 노력을 
한가지 말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활동 2개를 
말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활동 3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설명할 수 있다.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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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지식재산 돋보기  

Zoom in

[인포그래픽: 2012 상반기 특사경 위조 상품 단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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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지식재산 돋보기  

[인포그래픽: 정보해설]

2012년 상반기 위조 상품 단속결과 특이한 점은 위조대상이 고가의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애용하고 있는 유명 운동화나 모자로 확대되는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 

상품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 부산 소재 주거 밀집지역에 지하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뉴발란스’, ‘폴로’, ‘탐스’ 등 

유명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운동화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켜오다 검거된 사례(부산사무소, 6.25.)

- 서울 시내 모처에 비밀 귀금속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반지 등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전국 귀금속 판매업자에게 공급해오다 검거된 

사례(대전사무소, 3.16.)

-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에 지하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루이비통, 샤넬 등 유명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가방 등을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서울사무소, 6.22.)

- 전북 익산 소재 모 농촌지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를 의사의 처방 없이 

노인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대전사무소, 5.21.) 등이 있다.

<출처>  다음 지식재산보호 블로그, blog.daum.net/kipoworld/3305

판현기 상표권특별사업경찰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조 상품 구매자들 중 상당수가 위조 상품인지 알고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정품을 보다 싸게 사려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 상품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도 특사경의 단속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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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지식재산보호의 가치와 중요성」으로부터 「(5차시) 나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 

보호」까지의 학습을 마무리 하였다.

이제는 그간의 배움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지식재산보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보호 

캠페인, 위조 상품 구입하지 않기 서명운동 등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배움의 실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움을 다양한 형태로 실천하여 학생들이 지식재산보호 전도사로서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이끌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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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식재산보호 포스터 만들기

실천마당
나로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보호

포스터는 한 장의 평면에 표현되지만, 좁은 지면이라는 한계를 넘어 짧은 시간에 압축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포스터 만들기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기존 포스터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포스터에 숨겨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숨겨진 원리를 발견하였으면, 이를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포스터를 만들

어 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작품 전시와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보호 의식을 확산할 수 있다.

컴퓨터 다루기나 그림에 소질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포스터 만들기에 소극적일 수 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 작품을 만들도록 하기보다는 팀 단위(3~5명)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함께 협동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허락된 시간을 

판단해 과정 전부 또는 1~2가지만 선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 포스터에 숨겨진 창의적 아이디어 분석하는 활동

● 창의적인 포스터 만들기 활동

● 창의적인 포스터 전시 및 자랑하기 활동(발표활동)

● 지식재산보호 포스터 우수작품(PPT)

● 컴퓨터(포토샵 등 그래픽 S/W가 설치된)

● 활동지

활동 목적

활동 안내

준비물

관련
탐구마당

1, 3,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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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분석활동 이해하기1Step

□  다음 지식재산보호 포스터를 감상해 보자.

□  위의 포스터에 숨겨진 원리를 분석해 보자.

□  위에서 발견한 원리를 응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자.

구   분 피노키오 포스터 바코드 포스터

분   석 피노키오 이야기+지식재산보호 쇠창살 + 바코드

구   분 피노키오 포스터 바코드 포스터

IDEA1 양치기 소년 + 지식재산보호 명품 옷 위조 상품 + 죄수복

IDEA2

IDEA2

IDEA4

IDEA5



실천마당 나로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보호186

포스터 분석활동 해보기2Step

□  다음 지식재산보호 포스터를 직접 분석해 보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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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만들기3Step

□  다음 지식재산보호 포스터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

□  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식재산보호 포스터를 스케치해 보자.

□  스케치한 아이디어를 컴퓨터를 이용해 제작해 보자.

평가하기 
4Step

□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을 쓰고 이야기해 보자.

□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토론해 보자.

( 예시 ) 

해님과 달님에 나오는 썩은 동아줄 이야기를 활용해 “어떤 동아줄(진짜 or 가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작성한다.

( 아이디어 구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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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식재산보호 웹툰 만들기

실천마당
나로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보호

인터넷 만화, 웹툰은 재밌고, 친숙하고 부담 없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다. 지식

재산보호와 같은 무겁고 거부감부터 느껴지는 내용의 메시지를 함축적이면서도 재밌게 전

달하기에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지식재산보호 웹툰 제작을 통해 다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기존 웹툰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웹툰에 숨겨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숨겨진 원리를 발견하였으면, 이를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웹툰을 만

들어 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작품 전시와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보호 의식을 확산할 수 있다.

개인별 활동보다는 팀단위 활동이 적절하다. 팀단위(3~5명)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함께 협동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허락된 시간을 판단해 과정 전부 또는 1~2가지만 

선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팀단위 과제를 진행할 때에는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웹툰에 숨겨진 창의적 아이디어 분석하는 활동

● 창의적인 웹툰 만들기 활동

● 창의적인 웹툰 전시 및 자랑하기 활동(발표활동)

● 지식재산보호 웹툰 우수작품(PPT)

● 컴퓨터(정보 검색용)

● 활동지

활동 목적

활동 안내

준비물

관련
탐구마당

3, 5,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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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분석활동 이해하기1Step

□  다음 지식재산보호 웹툰을 감상해 보자.

□  위의 웹툰에 숨겨진 원리를 분석해 보자.

□  위에서 발견한 원리를 응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자.

구    분 웹 툰 에  숨 겨 진  원 리  창 작 하 기

예    시 거짓말 하는 다른 사람 + 나는 짝퉁 애호가

IDEA1
IDEA2
IDEA3

국가대표 가슴의 태극기 + 짝퉁 브랜드

(출처) 제5회 지식재산권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광고공모전 웹툰부문(작품명: 국가대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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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분석활동 해보기2Step

□  위 웹툰의 적당한 제목을 지어준다면?

□  웹툰에 숨겨진 아이디어는?

( 예시 )  진품당당 신데렐라

(출처) http://blog.daum.net/kipoworld/2879

□  다음 지식재산보호 웹툰을 직접 분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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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만들기

평가하기 

3

4

Step

Step

□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을 쓰고 이야기해 보자.

□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토론해 보자.

□  다음 지식재산보호 웹툰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

□  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식재산보호 웹툰의 스토리를 구상해 보자.

□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협동하여 웹툰으로 만들어 보자.

( 예시 )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활용. A라는 나무꾼이 진품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정직하게 말해서 큰 보상을 받음. B나무꾼은 짝퉁 도끼를 
들고 가서,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 산신령님께 혼쭐이 난다는 이야기. 제품은 정품을 사용하자.

( 아이디어 구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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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식재산보호 UCC 만들기

실천마당
나로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보호

UCC는 짧은 시간에 현실감 있는 메시지를 압축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매체이다. 지식재산

보호 UCC 만들기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기존 UCC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포스터에 숨겨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숨겨진 원리를 발견하였으면, 이를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포스터를 만

들어 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작품 전시와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보호 의식을 확산할 수 있다.

UCC 창작하기는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므로, 가급적 팀단위 활동이 좋다. 팀 단위

(3~5명)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함께 협동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허락

된 시간을 판단해 과정 전부 또는 1~2가지만 선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팀단위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 UCC에 숨겨진 창의적 아이디어 분석하는 활동

● 창의적인 UCC 만들기 활동

● 창의적인 UCC 전시 및 자랑하기 활동(발표활동)

● 지식재산보호 UCC 우수작품(PPT)

● 컴퓨터(정보 검색용)

● 활동지

활동 목적

활동 안내

준비물

관련
탐구마당

1, 5,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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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분석활동 이해하기1Step

□  다음 지식재산보호 UCC를 감상해 보자.

(출처) 제4회 지식재산보호 UCC공모전.
대상수상작

□  위의 UCC에 숨겨진 원리를 분석해 보자.

□  위에서 발견한 원리를 응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자.

구   분 U C C 에  숨 겨 진  원 리  창 작 하 기

예   시 성형 미인(미남) + 짝퉁

IDEA

가면(쓴 가짜 얼굴) +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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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분석활동 해보기2Step

□  다음 지식재산보호 UCC를 찾아서 시청한 후 직접 분석해 보자.

구분 분석 바로가기

(출처) 제4회 지식재산보호 광고공모전
UCC부문 은상 수상작

(제   목)

(스토리)

(원   리)

www.youtube.com/
watch?v=AY44WvNr-N0

(출처) 제4회 지식재산보호 광고공모전
UCC부문 수상작

(제   목)

(스토리)

(원   리)

www.youtube.com/
watch?v=pJA7yom1y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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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UCC 만들기

평가하기 

3

4

Step

Step

□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을 쓰고 이야기해 보자.

□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토론해 보자.

#1 #2 #3 #4

#5 #6 #7 #8

□  다음 지식재산보호 UCC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

□  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식재산보호 UCC의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  스케치한 아이디어를 컴퓨터를 이용해 UCC로 만들어 보자.

( 예시 ) 

늑대와 소년 이야기를 활용하여, “늑대야(짝퉁을 의미)”라고 외칠 때, 지식재산보호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속지만, 위조 상품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UCC로 제작

( 아이디어 구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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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식재산보호 캐치프레이즈 만들기

실천마당
나로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보호

캐치프레이즈란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내세우는 기발한 문구로 신문 잡지의 기사, 문장 등의 

편집 등에 사용된다. 지식재산보호 캐치프레이즈 만들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자신의 팀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작품 전시와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보호 의식을 확산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팀 단위(3~5명)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함께 협동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팀별로 만든 작품은 전시 및 발표 활동이나 팀별 경쟁을 통해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할 수 있다.

● 창의적인 캐치프레이즈 만들기 활동

● 창의적인 캐치프레이즈 전시 및 발표하기

● 캐치프레이즈 짝팀 경쟁 평가

● 캐치프레이즈 예시 작품

● 4절지, 색연필, 색사인펜, 

● 활동지

활동 목적

활동 안내

준비물

관련
탐구마당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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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프레이즈 분석활동 이해하기1Step

□  다음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이를 감상해 보자.

□  위의 캐치프레이즈에 숨겨진 원리를 분석해 보자.

□  위에서 발견한 원리를 응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자.

구   분 캐치프레이즈 1 캐치프레이즈 2

분   석 강력한 메시지(Just do it) + 로고 + 배경색 사랑에 대한 메시지(loving) + 로고

구   분 캐치프레이즈 1 캐치프레이즈 2

IDEA1

IDEA2

IDEA2

IDEA4

ID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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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프레이즈 분석활동 해보기2Step

□  다음 캐치프레이즈의 의미를 직접 분석해 보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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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프레이즈 만들기 및 짝팀 경쟁 평가 3Step

- 두 팀씩 앞으로 나와 자신의 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 두 팀 중 우수한 팀을 선정한다.
- 다른 팀도 같은 방식으로 두 팀씩 나와 우수한 팀을 선정한다.
- 우승한 팀끼리 다시 앞으로 나온 후, 그 두 팀 중 우수한 팀을 선정한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선정한다.

평가하기 
4Step

□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을 쓰고 이야기해 보자.

□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토론해 보자.

□  다음 지식재산보호 캐치프레이즈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

□  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식재산보호 캐치프레이즈를 작성해 보자.

□  작성한 캐치프레이즈를 4절지에 작성해 보자.

□  작성한 캐치프레이즈를 평가해 보자. 

( 예시 ) 

지식재산보호를 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되돌아온다는 내용이 담긴 캐치프레이즈를 작성한다.

( 아이디어 구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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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식재산보호 뉴스 레터 만들기

실천마당
나로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보호

지식재산보호 뉴스 레터에서는 특허 동향 정보에서 국제특허정보까지 특허 정보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뉴스 레터 만들기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기존의 뉴스 레터의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뉴스 레터의 구성요소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뉴스 레터를 만들 수 있다.

●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뉴스 레터의 전파를 통해 

지식재산보호 의식을 확산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모둠(3~5명)을 이루어 진행한다. 뉴스레터의 구성요소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각각의 미션을 주어 관련 주제를 탐색하게 한다.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뉴스 레터에 구성된 내용 및 요소를 분석하는 활동

● 지식재산보호 관련 뉴스 레터 정보 탐색하기

● 창의적인 뉴스 레터 만들기 활동

● 창의적인 뉴스 레터 발표 및 발송 (발표활동)

● 지식재산보호 뉴스 레터 

● 컴퓨터(포토샵 등 그래픽 S/W가 설치된)

● 활동지

활동 목적

활동 안내

준비물

관련
탐구마당

1, 2, 4,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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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레터 분석활동 이해하기1Step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뉴스 레터를 분석해 보자.

□  위의 뉴스 레터에 구성된 요소 및 내용을 분석해 보자.

구   분 요   소 내   용

분석

월간 신규 NPEs 새롭게 파악된 NPEs 수 및 신규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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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레터를 구성을 위한 정보 탐색 활동 2Step

□  다음 지식재산보호 관련 뉴스 레터를 직접 분석해 보자.

□  위에서 발견한 구성된 요소 및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전달할 지식재산보호 관련 정보를 탐색해 보자.

정      보 구 성 요 소 내      용

잎  세

<Issue Lounge> Special Theme
Think about Theme

<Education Lounge>

With Global Leade
해외 교육 동향
현장 속으로
교육 수기
창의교육발전소

<Research Laboratory Lounge>
영재와 창의성
영재와 진로
영재와 특허

<Community Lounge>
양육칼럼
학생발명품
교육원 소식

발 명 특 허

두 드 림

기 타

(분석) (분석) (분석) (분석)

우리 팀이 찾은

우수 뉴스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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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레터 만들기3Step

□  다음 지식재산보호 뉴스 레터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

□  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식재산보호 뉴스 레터 표지를 구성해 보자.

□  구성한 아이디어를 컴퓨터를 이용해 뉴스 레터를 제작해 보자.

평가하기 
4Step

□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을 쓰고 이야기해 보자.

□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토론해 보자.

( 예시 ) 

IP Focus - 특허경영이야기, 발명칼럼, 특허 성공사례

( 뉴스 레터 내용 구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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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식재산보호 노래 만들기

실천마당
나로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보호

현대 사회에 있어 음악이란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수단을 넘어서 여러 가지 목적이나 

효과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가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억을 쉽고 오래 하게 하는 능력도 있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보호 노래 만들기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노래를 개사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배운 내용을 복습

할 수 있다.

● 노래를 개사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노래 부르기를 통해 즐겁게 학습에 참여하고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관심과 소질이 없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작곡, 작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래를 개사하여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이 좋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여 개별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동 작업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 개사하고 싶은 노래 선정하기

● 주제를 정하여 노래 개사하기

● 지식재산보호 노래 부르기(발표활동)

● 동요 악보 및 음원(MR 포함)

● 활동지

활동 목적

활동 안내

준비물

관련
탐구마당

5,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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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선정하기1Step

□  위 노래의 가사는 어떤 내용인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다음 노래를 불러 보자.
다 행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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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개사하기2Step

□  어떤 주제로 노래를 만들면 좋을까?

□  주제에 맞게 떠오르는 단어들을 브레인스토밍해 보자.

□  위에서 떠오른 단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래 가사를 만들어 보자.

지식재산권이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내용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권리, 의무화, 소송, 등

특허를 만나고 특허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서

특허를 만나고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알 게 되어서 

특허출원 하고서 필요할 때 나의 권리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특허권이 나의 지식과 재산 모두 보호해 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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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부르기3Step

□  악보를 만들어 보자.

□   노래로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자 했는가?

□  내가 만든 노래를 불러 보자.

평가하기 
4Step

□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을 쓰고 이야기해 보자.

□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토론해 보자.

특허의 중요성와 필요성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 행 이 다

특 허 를  만 나 고

출 원 을  할     수   있  는     방 법  알 게  되 어 서  

하   고  서            필요할  때  나  의  권 리  찾  을수  있어서      다  행  이 다

나  의  지 식 과     재 산 모 두           보 호 해 줘 서

특 허 의  중 요 성   을  이   해 할   수  있  어 서 특 허 를

만 나 고 특허출원

특 허  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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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지식재산보호 T셔츠 디자인 

실천마당
나로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보호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다. 그 가운데 ‘의생활’은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움직이는 광고판 역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보호 내용을 담고 있는 T셔츠를 만들어 입고 다닌다면, 지식재산보호를 홍보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팀을 기반으로 창의적 기획과 표현 능력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살아

있는 지식을 체험한다.

● 지식재산보호 T셔츠의 디자인과 실행 과정의 경험을 지식재산 마인드로 내재화 한다.

이 캠페인 활동은 기본적으로 팀기반 프로젝트 활동으로 한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T셔츠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상품으로 기획할 수도 있다. 활동은 팀 단위(2~3명)로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함께 협동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기존의 다양한 T셔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활동 

● T셔츠를 입거나 홍보하는 등의 실천적 노력과 반성 활동

● 지식재산보호 관련 이미지

● T 셔츠(흰색) 

● 패브릭 펜(종류별) 세트 

활동 목적

활동 안내

준비물

관련
탐구마당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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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T셔츠 프로젝트 1Step

□  다음 작품을 감상해 보자. 

□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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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T셔츠 디자인하기2Step

□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T셔츠를 디자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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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T셔츠 만들기3Step

평가하기 
4Step

□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을 쓰고 이야기해 보자.

□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토론해 보자.

□  디자인한 T셔츠를 만들어 보자. 

□  실행 후 평가를 해 보자.

▶ 유익했던 점

▶ 재미있었던 점

▶ 아쉬웠던 점

▶ 만든 T셔츠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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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지식재산보호 캠페인 활동 프로젝트

실천마당
나로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보호

캠페인은 실천을 전제로 하는 창의적 활동으로 사회·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직적인 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캠페인은 지식재산보호의 종합적인 실천 활동으로서 매우 유익한 활동이다. 

타인을 위한 켐페인 활동은 궁극적으로 기획자와 실행자의 마인드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캠페인 활동은 팀을 기반으로 창의적 기획과 설계 능력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살아있는 지식을 체험한다.

● 캠페인의 기획과 실천을 통하여 프로젝트 기획력과 실행과정의 경험을 지식재산 마인드로 

내재화 한다.

이 캠페인 활동은 기본적으로 팀 기반 프로젝트 활동으로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유형과 입체

적인 접근을 격려한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 작품을 만들도록 하기 

보다는 팀 단위(3~5명)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함께 협동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기존의 캠페인의 창의성, 기대 효과를 분석하는 활동

● 캠페인의 창의적인 기획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

● 캠페인 수행과 평가 활동

● 지식재산보호 캠페인 관련 자료

● 활동지

활동 목적

활동 안내

준비물

관련
탐구마당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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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캠페인  프로젝트1Step

□  다음 지식재산보호 캠페인 동영상을 감상해 보자.

□  위의 동영상 내용을 보고 캠페인 내용과 기대 효과를 분석해 보자.

구  분 동  영  상   1 동  영  상   2

http://www.youtube.com/watch?v=uuh5nI90nbs

박신혜와 함게하는 지식재산 모의 재판

http://www.youtube.com/watch?v=l5JQ_5LmEdI

2014년 지식재산 보호주간 지역 캠페인

http://www.youtube.com/watch?v=v1bUYpgGu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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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캠페인 기획하기2Step

□  지식재산보호 캠페인의 목적, 대상, 기간 등을 확인해 보자.

□  캠페인의 유형과 내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선정해 보자.

□  최적화된 아이디어의 실행 계획을 세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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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캠페인 실행하기3Step

□  구체화된 캠페인 계획을 실행해 보자.

□  실행 후 평가를 해 보자.

▶ 유익했던 점

▶ 재미있었던 점

▶ 아쉬웠던 점

▶ 다시 캠페인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평가하기 
4Step

□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을 쓰고 이야기해 보자.

□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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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지식재산보호 선언문 만들기

실천마당
나로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보호

선언문은 주로 자신의 각오나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지식

재산보호 선언문 만들기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지식재산보호와 관련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지식재산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

●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인 선언문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친구들의 창의적인 선언문 작품을 통해, 지식재산보호 의식을 강화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작원리를 배울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 선언문 만들기는 개인 단위 팀단위 활동 모두 가능하다. 가급적 팀단위 활동을 

하되, 팀 안에서 개인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락된 시간을 

판단해 과정 전부 또는 1~2가지만 선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팀 단위 과제를 수행

할 때에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 다양한 선언문을 찾아보는 탐색 활동

● 창의적인 선언문 만들기 활동

● 창의적인 선언문 전시 및 자랑하기 활동(발표활동)

● 각종 선언문 우수작품(PPT)

● 컴퓨터(정보 검색용)

● 활동지

활동 목적

활동 안내

준비물

관련
탐구마당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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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선언문 탐색활동1Step

□  다음 지식재산보호 선언문을 감상해 보자.

□  위의 선언문을 재미있게 수정해 보자.

정품 사용 실천 서약서

나는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나의 정직한 품격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위조 상품 구매 및 사용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품과 디자인이 똑같다고 해서
위조 상품을 절대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나 스스로가 먼저 정품 사용을 실천하며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출처) 지식재산보호협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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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언문 분석해 보기2Step

□  다음 각종 선언문을 찾아보고,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분석해 보자.

선   언   문 분    석

- 한글과 영문을 함께 작성한 점이 인상적임

- 바탕 디자인이 있어 시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의미

전달이 더 잘되고 있음

- 좀 더 쉬운 단어 선택(한글 위주)을 하면 의미 전달이 

더 잘 될 것 같음

- 재미있게 각색하여 표현하면, 읽을 때마다 재미있고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을 것임

- 친구들이 적어주는 선언문도 괜찮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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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선언문 작성하기3Step

평가하기 
4Step

□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을 쓰고 이야기해 보자.

□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토론해 보자.

□  다음 지식재산보호 선언문 작성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

□  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식재산보호 선언문을 직접 작성해 보자.

□  선언문을 컴퓨터를 이용해 예쁘게 디자인하여 제작해 보자.

( 예시 ) 

친구끼리 서로 선언문 적어주기
재미있는 언어로 작성
배경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의미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 아이디어 구상하기 )

○○○의 지식재산보호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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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1-1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 변화

□  다음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자. 

#그래프 1. 

<출처> http://pmoblog.tistory.com/731 국무총리실 블로그 자료 재가공

GDP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GDP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37

38

39

40

41

42

43

44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그래프 2. 

<출처> http://pmoblog.tistory.com/731 국무총리실 블로그 

<미국 S&P 500기업의 시장가치 :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미국 S&P 500기업의 시장가치
무형자산 비중 급증 : 32% (1985) ⇀ 80% (2010) 지식재산 비중 급증 : 10% (1985) ⇀ 40% (2010)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 비중

무형자산

유형자산

1985 1995 2010 1985 1995 2010

68%

32% 20%
45% 35% 30%

15%
20%

25%

30%
25%

5%

10% 20%
40%

32%

68%
80%

지식자산 ⇀

조직역량 ⇀

인적자원 ⇀

고객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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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1-2 세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변화 

□  다음의 그래프를 보고, 3개의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그래프와 같이 변화한 이유를 정보

검색을 통해 찾아 발표해보자. 

<출처> interbrand.com의 2009-2013년도 자료

※ 브랜드 가치란 특정 브랜드의 화폐 가치로서, 순 현재가치 또는 미래에 브랜드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 관련검색어 : 노키아의 몰락, 삼성의 약진, 소니의 추락 등 ] 

5
8 8

46

57

9

19

40

14
17

35

19

34

19

29

2009 2013201220112010

노키아 삼성전자 소니

브랜드 가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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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3 창조적인 회사 사례 엿보기 

□  각 팀별로 다음의 회사를 하나씩 선정하여, 각 회사의 창조적 전략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순서 분야 회사명 창조적 전략(아이디어) 

1 제조업 퀄키

2 정보통신 핀트리스트

3 전자상거래 아마존

4 게임 NC소프트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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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위 (’12년)

□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내국인 출원 세계          위 (’12년)

활동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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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  특허심사처리기간 세계          위 (’12년)

□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세계          위 (’13년)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13)

※ 출원인이 심사 청구한 시점부터 심사관이 최초 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한 시점까지 걸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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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1-5 솔로몬의 선택 : A씨는 도둑인가? 

□  다음의 두가지 상황을 글을 읽고, A씨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해 보자.

A씨는 몇 년 전 해외에 출장을 갔다가 그곳 음식점에서 만드는 특별한 파스타를 

먹게 되었다.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남아 A씨는 다시 그곳을 찾아가 특별한 

파스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2년동안 열심히 일을 도우면서 실력을 

쌓은 A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파스타 가게를 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

인이 당신이 만드는 파스타 제조 비법을 특허 신청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A씨는 “이것은 내가 외국에 가서 배운 방법인데 그것이 특허가 됩니까?”라고 물었

다. 지인은 ‘만약 그 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먼저 특허를 신청하

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해주었다. 

안그래도 최근 A씨는 자신의 파스타와 유사한 음식이 근처에 많이 생겨나게 되어 

음식점의 수익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욕심이 생긴 A씨는 자료를 조사해보니 

자신이 배운 파스타의 제조에 대한 특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특허를 출원하였다. 

2년이 지난 뒤 A씨가 신청한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 A씨는 특허증을 자랑스럽게 

음식점에 내 걸고 영업을 하였으며,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국내외의 많은 언론매체에 

소개가 되었다. 

B씨는 부모님으로부터 파스타 제조 방법을 배워서 대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외국인 손님이 찾아와 파스타 제조 방법을 배우고 싶고, 나중에 

음식점을 열고 싶다고 하였다.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B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주었다. 외국에서 음식점을 오픈한다기에 걱정하지 않았다. 

몇 년 후 매스컴을 통해 한 외국의 파스타 음식점이 ‘파스타 제조’에 관한 특허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여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B씨는 우리 가게도 파

스타 제조에 대한 특허를 이제라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준비하였다. 그

러던 중 자신의 파스타 제조방법이 이미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것도 자신의 집에서 배워간 외국인이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황 1] 

[상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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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의사 결정 (둘중 선택 및 이유 작성)

□  최후의 의사 결정 (둘 중 선택 및 이유 작성)

□  같은 의사 결정을 한 팀의 의견 종합 및 작성 (10분간)

□  토론하기 (10분)

4. 활동에서 배운 내용 정리

상대팀을 

설득할 내용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내용

Worksheet

A씨가 문제없다 A씨가 문제있다

이유) 이유)

A씨가 문제없다 A씨가 문제있다

이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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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이 옳은 내용이면 O, 틀린 내용이면 X를 적어보자.

퀴즈로 푸는 내용정리

Quiz 
[제한시간 2분]

번호 문          항 0, X

1 우리나라의 GDP대비 지식재산산업의 비중은 50%이다. X

2 미국 S&P500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X

3
기업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추구하면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다. 

0

4 퀄키는 개인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화하도록 하는 기업이다. 0

5
아마존은 공급자의 요구에 맞추어 최적의 방법을 즉각 실행하는 
기업이다.

X

6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세계 1위이다. X

7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은 세계 1위이다. 0

8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세계 40위이다. 0

9 지식재산권은 출원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X

10 창조경제시대의 성공여부는 지식재산의 확보에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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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창조경제시대의 핵심가치가 무엇 
인지 설명할 수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알지만 
설명이 어렵다.

창조경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가치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기반의 기업의 창조성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기반 
기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기반 
기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기반 
기업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기반 
기업의 창조
성을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기반 
기업의 창조적 
가치를 구체적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식 
재산보호현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

우리나라 지식 
재산보호현황을 

이해한다.

우리나라 지식 
재산보호현황을

간략히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식 
재산보호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식 
재산보호현황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태도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글을 읽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식재산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 
한다. 

나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을 
전혀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한다.

나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나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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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2-1-1 주제 조사하기 

□  4인 1조를 기준으로 모둠을 구성해 보자.

□  구성된 모둠원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학번과 이름을 적어보자.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마트폰에서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자.

특허 : 원천 기술, 핵심기술

디자인 : 물품의 외관

실용신안 : 개량 기술

상표 : 상품의 명칭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것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창작 

작품

특허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실용성 있는 개량 기술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및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을 

포함하는 표지
<출처> https://www.flickr.com/

photos/lge/526514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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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2-1-2 주제 조사하기 

□  4인 1조를 기준으로 모둠을 구성해 보자.

□  구성된 모둠원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학번과 이름을 적어보자.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차에서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자.

특허 : 원천 기술, 핵심기술

디자인 : 물품의 외관

실용신안 : 개량 기술

상표 : 상품의 명칭

<출처> http://ko.fotopedia.com/items/flickr-6785948932/slide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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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2-2-1 주제 조사하기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자.

특허 : 원천 기술, 핵심기술

디자인 : 물품의 외관

실용신안 : 개량 기술

상표 : 상품의 명칭

주 제  :  종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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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2-2-2 주제 조사하기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자.

특허 : 원천 기술, 핵심기술

디자인 : 물품의 외관

실용신안 : 개량 기술

상표 : 상품의 명칭

주 제  :  연필

<출처> https://www.flickr.com/
photos/lge/527588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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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2-3 전문가 집단 활동

□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한 후 각자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집단내에서 

발표해 보자. 

□  다른 친구들이 조사한 내용과 자신이 조사한 내용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내용을 적어보자.

나는 (                      )권에 대한 전문가이다.

발표자 발 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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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2-4 원래 모둠에서 활동

□  전문가 집단에서 발표하고 학습한 내용을 원래 모둠의 학생들에게 설명해 보자(다른 학생

들이 자신이 전문가로 활동하여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한다).

□  각 주제의 전문가 집단 학생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학습지에서 정리해 보자. 

자신이 조사한 주제에 해당하는 칸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줄 내용을 글과 그림을 이용

하여 간단히 적어 보자.

종 류 내           용 내           용

특 허 권

실용실안권

디 자 인 권

상 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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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2-5 보충 심화 활동

□  다음 빈칸의 내용을 적어보자.

종 류 내           용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 저작권이란?

☼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 신지식재산권이란?

보호 대상 : 저작물

창작물

사상 또는 감정
을 표현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영역

과거산업

별도 법률 제정(신지식재산권)

현재산업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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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이 옳은 내용이면 O, 틀린 내용이면 X로 표시해 보자.

퀴즈로 푸는 내용정리

Quiz 

번호 문          항 0, X

1
특허권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유용하게 하는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2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저작권을 신청할 수 있다.

3
자동차 회사의 “현대, 기아, 아우디, SM, GM” 등은 상표권과 
관련 있다.

4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과 관련 있다.

5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제도는 특허제도이다. 

6
회사나 기업 등에서 등록한 마크에 부여하는 권리는 신지식 
재산권이다. 

7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양이나 구조 등을 개량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은 
실용신안권이다. 

8 위조 지폐기는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9
기존 시계에 알람 기능이 있는 시계를 만든 사람은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다.

10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 설계권은 신지식재산권과 관련 있다.

[제한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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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권의 
정의는 알지만 

설명하기 
어렵다.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알지만 

설명하기 
어렵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간략히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례를 구체적 
으로 말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구분할 수 
있다.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전혀 
구분할 수 없다.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알고 
있으나 구분할 수 

없다.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구분할 수 있다.

실생활의 사물을 
보고 어떤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태도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전혀 창출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의 
창출에 약간 

관심이 있으나 
실제로 창출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가끔 창출하려 

한다.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려 한다.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려 한다.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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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발명가가 부리고, 돈은 대기업이 벌고...

마우스 선의 길이를 자유롭게 늘이고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였

다. 하지만, 특허 출원의 내용 중 출원 범위가 좁아

서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고, 국내의 대기업 중 하나가 유사한 방식

으로 특허 출원 후 비슷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다.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 보호 단계에서 보호범위를 작게 하여 자신의 아

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Worksheet

활동지 3-1 지식재산 권리화에 대한 사례

□  최근 대박이 나는 아이디어를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 사례를 

읽고 질문에 따라 토의해 보자!

□  <사례 1>의 아이디어는 발명품으로 어떠한가?

<출처> 제니의 아이디어 이야기, http://blog.daum.net/genimis/13757287

<사례 > 대기업에게 제공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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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  <사례 1>는 왜 성공한 발명품이 되지 못했는가?

□  <사례 1>에서 마우스 선에 대한 아이디어로 특허 출원한 사람이 만약 당신이라면, 특허 

출원할 당시 어떻게 아이디어를 보호하였겠는가?

[ 특허 출원 절차 ]

문제의 인식

출원서 등

각종 서식 작성

출원서 등

특허청에 제출

해결 방안 모색

사전등록절차

수수료 납부

선행기술자료 검색 아이디어의 구체화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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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3-2 자신의 아이디어 출원하기

□  [활동 2]의 예시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출원하기 위해 발명설명서를 서식에 직접 작성

해 보자!

발 명 설 명 서

1.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2.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

(1) 종래의 장치, 기구, 회로의 구조 등을 도시

(2) 종래의 장치, 기구, 회로의 구조나 동작원리를 도면 등을 참조하여 설명

 

1) 종래기술 1의 설명

 

2) 종래기술 2의 설명

 

3) 종래기술 3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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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3. 종래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1) 종래 기술의 문제점은 본 발명의 목적 및 효과에 대응됨

(2) 종래기술에서 있었던 불편했던 점, 고비용, 저효율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

(3) 단, 이러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은 해결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1) 종래기술 1의 문제점 설명

 

2) 종래기술 2의 문제점 설명

 

3) 종래기술 3의 문제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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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의 구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설명
(1) 개발된 기구, 장치, 회로의 구성을 반드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 이때 기구 등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상관동작관계가 상세하게 설명

(2) 개발된 기구, 장치의 동작원리를 설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작을 설명

(3) 방법 발명의 경우에 흐름도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설명

 

발명의 구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설명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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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명의 효과 

(1) 개발한 기구, 장치 등에 의하여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얻어지는 기술적 장점 또는 예상되는 효과

(2) 새로운 성능이나 경제성을 효과나, 데이터, 도표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설명

(3) 가능하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발명의 목적 및 효과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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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면

(1) 종래 기술과 그 문제점에 관한 도면을 기재

(2) 본 발명의 구성요소 (부품) 간에 상하 관계나 결합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도면을 작성

(3) 구성요소 (부품) 에 구성요소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면 1

도면 2

도면 3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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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이무엇
인지 알지만

설명이 어렵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하는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 권리화 
과정에 대해 

알지만 설명이 
어렵다. 

지식재산 권리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료 변리를 
통해 권리화할 수 있다. 

무료변리에 대해 
전혀 모른다. 

무료 변리에 
대해 알지만 

내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기 

어렵다. 

무료 변리를 
통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무료 변리를 
통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료 
변리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전개할 

수 있다. 

태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기 위해 
실천하고 노력한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나, 
실천 의지가 
미흡하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지식재산 
권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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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4-1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나의 판결 

□  모의재판의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각자 판결을 해보자.  

1. 사건개요

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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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기 

어렵다.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사과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전혀 

모른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기 

어렵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심판과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하여 전개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하기 
어렵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할 

수는 있지만, 
모의재판 전개가  

어렵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하여 
대략적인 

모의재판을 전개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하여 
전개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모의재판 

주제로 재구성하여 
모의재판 절차를 
충실하게  전개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쟁 사례의 모의재판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나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논리를 

형성하기 어렵다. 

지식재산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논리력이 
미흡하다.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논리를 

형성하고 주장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형성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태도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실천 
하려고 노력한다.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나, 실천 
의지가 미흡하다.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한다.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 및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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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사 자동차 상표권 침해 논란

전기차 제조사인 T사 자동차Tesla Motors가 상표권 문제로 곤혹을 치르게 됐다. 중국의 한 

트위터러 진 바오셩Zhan Baosheng이 T사의 상표권 침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를 

실은 미국의 블룸버그는 진 씨가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T사의 로고 디자인과 상호를 만들어 

2006년에 상표권 등록 신청을 했고  2009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10년 간의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 T사 자동차에게 상표권을 인정해 주면서 

소송의 불씨가 만들어졌다. 진 씨는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T사 자동차를 

상대로 자신에게 2,390만 위안(한화 약 39억 원)을 배상하든지, 중국서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하라며 베이징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Worksheet

활동지 5-1 상표권 침해 사례 

□  이 사건이 상표권 침해라고 생각합니까?

□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고출처> Copyrightⓒ 넥스젠리서치(주) 케이벤치 미디어국. www.kbench.com

<이미지출처> http://cafe.naver.com/01027119555/170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82330

T사 전기차 T사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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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 넥타이는 유죄?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대표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 거스 히딩크 감독은 태극 및 

팔괘 문양의 넥타이를 중요 경기마다 즐겨 착용했다. 일명 '히딩크 넥타이'로 불리는 이 

제품은 한 산업디자인 전문업체인 N사 대표 이모씨가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이던 장모씨가 2002년 6월 

귀빈 선물용으로 해외지사에 보내기 위해 이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모씨에게 이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디자인권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한국관광공사가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Worksheet

활동지 5-2 디자인권 침해 사례 

□  이 사건은 어떤 침해 유형에 해당합니까?

□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고출처>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기자)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alphapat01/50136004906(박길님 변리사)

누브티스 제작 한국관광공사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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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와 A사의 스마트폰 전쟁

S사와 A사가 서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배심원들의 평결이 나왔다.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S사와 A사 간 2차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S사가 A사에 1억1960만달러(약 123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A사의 특허 중 ‘슬라이드 잠금 해제’와 ‘데이터 태핑’에 

대해선 각각 일부 침해와 전부 침해 판단을, ‘통합 검색’과 ‘데이터 동기화’는 비非침해 

판단을 각각 내렸다. 배심원단은 이와 함께 A사가 S사에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S사의 ‘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선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는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허권 침해 사례 

□  위 사건의 판결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  내가 만약 S사의 회장이라면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원고출처> 한국경제 (전설리 기자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crenche/110145803081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71120&ref 

Worksheet

활동지 5-3

A사-S사 특허소송 쟁점

A사 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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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이는 ○○학원에서 유명한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수업교재는 구입해 

이용하고 있지만,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 어렵고 

가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강의내용을 놓칠 때가 

있어서 MP3로 강의 내용을 녹음한 뒤 복습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

□  다음 문제에 대해 토의해 보자.

<출처> http://www.onoffmarket.com

Worksheet

활동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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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디자인인 

경우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두 사람이 서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우연히 ‘같은 날’ 특허청에 등록출원했다면 

누구에게 디자인 권리를 줘야할까?

□  다음 문제에 대해 토의해 보자.

Worksheet

활동지 5-5

<출처> 연합뉴스



지식재산보호 콘서트 : 탐구와 실천 255

1. 지식재산 침해 예방법

<출처> 특허청(2013),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

17

[가상사례] - 라면스타 ‘나최고’군 

라면스타 나최고,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세계를 향해 진출하다

Worksheet

활동지 5-6

?

내가 끓인 라면을 먹어 본 친구
들은 모두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독점권 확보!
이젠 나만의 스타
라면이다. 전국에 
체인점을 개설하여
큰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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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은 어떻게 지식재산을 지킬 수 있었을까?

만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만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직접 그려 보자.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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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팬카페에 업로드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Q.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았다. 비용을 지불하였는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Q. 학교 중간,기말 시험문제를 제공하면 문화상품권을 주는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저작권 침해 바로 알기

□  청소년이 궁금한 저작권 침해 사례 Q&A

Worksheet

활동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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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에 제출하는 숙제에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Q. UCC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UCC화면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싶다.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가요 음원을 삽입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Q. 도서관에서 있는 도서나 자료를 복사하여 소장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할까?

Worksheet

<출처> help.egloos.com/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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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자.

강연자의 허락 없이 
MP3를 이용해 강의 
내 용 을  녹 음 하 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특정되는 
발명을 그대로 포함 
하고 있는 경우를 간접 
침해라고 한다.

지 식 재 산  침 해 의 
유 형 은  크 게  직 접 
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누어 진다.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 2개의 디자인 
등 록 출 원 이  있 는 
때에는 동시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퀴즈로 푸는 내용정리

Quiz 
[제한시간 5분]

위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따라가야 치즈를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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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지식재산 침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에 대해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의 
기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잘  

구분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전혀 

말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말할 

수 없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태도
지식재산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없다.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려는 

태도가 
소극적이다.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려는 

태도가 
적극적이다.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려는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다.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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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6-1 위조 상품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

□  길동씨네 가족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출처> 잠깐! 정품확인하셨나요?(한국 IPG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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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활동지 6-2 위조 상품의 위험성

□  아래 기사를 읽고 위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을 적어보자.

<출처>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A32면 사설/칼럼



지식재산보호 콘서트 : 탐구와 실천 263

Worksheet

활동지 6-3 위조 상품 식별하기

□  위조 상품이란? 

□  위조 상품의 피해는?

□  현명한 소비자란?

□  위조 운동화 식별방법? 

□  위조 T셔츠 식별방법? 

□  위조 인형 식별방법? 

□  다음 동영상을 시청한 후, 다음 물음에 대답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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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근절 적극적 참여

□  불법 위조 상품 확산을 위해서는 적극적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정보를 찾아 적어보자.

□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란?

□  그 목적은? 

<출처> 정부대표민원전화 블로그(110callcenter.tistory.com/3155)

Worksheet

활동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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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규모는? 

□  포상금 신고대상은?

□  위조 상품 신고기관 3군데를 찾아서 적어보자.

□  위조 상품 인터넷 신고방법을 찾아서 적어보자.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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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에 대한 인식조사

□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를 내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자.

(예시)

1. 위조 상품인 줄 알면서도, 정품이 아닌 위조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2. 나는 진품과 짝퉁을 구별 할 수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3. 위조 상품을 왜 살까?

① 진품보다 훨씬 싸니까

② 대리만족이 되니까

③ 진품과 똑같아 남들이 못 알아보니까

④ 쉽게 살 수 있으니까

⑤ 멋있고 예쁘게 보이니까

4. 위조 상품 근절에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은?

① 소비자

② 판매자

③ 제작자

④ 경찰

⑤ 국가

Worksheet

활동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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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빈칸 채우기

□  아래의 빈 칸에 창의적인 단어를 떠올려 채워보자.

위조 상품은                                                                       (이)다.

위조 상품은                                                                       (이)다.

위조 상품은                                                                       (이)다.

위조 상품은                                                                       (이)다.

위조 상품은                                                                       (이)다.

위조 상품은                                                                       (이)다.

<출처> blog.naver.com/piedream/

Worksheet

활동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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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근절 아이디어 발상하기

□  다음 위조 상품(짝퉁)을 잡아내기 위한 아이디어에 숨겨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분석해 보자.

□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란?

□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자.

※ 반드시 물건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아닌,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능함 

<출처>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A32면 사설/칼럼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A29면 사이언스 2009년 03월 12일 목요일
A20면 사회

Worksheet

활동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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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정품사용 실천 서약서 만들기 

□  나만의 정품사용 실천 서약서 만들기

Worksheet

활동지 6-8

정품사용 실천 서약서

2014.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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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상품을 왜 구입하면 안 되는지 3가지 이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 정품과 위조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이상 말해 보자.

▒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이상 말해 보자!

퀴즈로 푸는 내용정리

Quiz 
[제한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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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aluation

스스로 학습
진단하기

 학 습  목 표  

목 표  달 성 도

1.
전혀 

못한다.

2.
잘 

못한다.

3.
보통
이다.

4.
잘

한다.

5.
아주

잘한다.

지식
위조 상품 근절이 중요한 이유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이 
필요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 

위조 상품 근절이 
필요하지만 

설명이 어렵다. 

위조 상품 근절의 
중요성을 알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의 
이유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의 
이유를 자세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정품과 위조 상품(짝퉁)을 구분 

하는 방법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정품괴 위조 
상품에 대한 

구별법을 전혀 
말하지 못한다. 

정품과 위조 
상품의 구분법을 
1가지 정도 말할 

수 있다. 

정품과 위조 
상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2가지

정도 말할 수 있다. 

정품과 위조 
상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3가지
말할 수 있다. 

정품과 위조 
상품의 구분 

방법을 정확히 
알고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태도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나부터 시작 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실천 활동을 

말할 수 없다.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실천 노력을 
한가지 말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활동 2개를 
말할 수 있다.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활동 3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설명할 수 있다. 

구    분 자 기  평 가  내 용  

새롭게 안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개선할
내용

▒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하기 (학습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보자) 

▒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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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핵심용어

● 창조경제 :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그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

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p.16

● 지식재산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일컫는 용어를 말

한다, p.21, 24 

● 무형자산 :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p. 21

● R&D :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 개발’이라 한다. p.24 

● 브랜드 : 상표. 특정 메이커의 상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명칭이나 표지를 말한다. p.22

● 창작 :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그렇게 만들어 낸 방안이나 물건을 말한다. p.46

● 표장 : 무엇을 표시하기 위한 부호나 휘장을 말한다. p.47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

(演述)·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 작품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

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및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p.60

● 프랜차이징 :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독립적인 소매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하는 영업을 말한다. p.60

창조경제시대, 지식이 경쟁력이다

손에 잡히는 지식재산권

Chapter

Chapter

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

지식재산권의 이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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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 : 발명을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

하는 행위를 말한다. p.76

● 무료 변리 : 특허의 출원에서 권리를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무료로 특허 출원

할 수 있도록 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77

● 변리사 :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소송에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를 말한다. p. 86

● 지식재산 심사 :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청을 심의하여 사정하는 일을 말하는 것

으로 특허 심사라고도 한다. p. 98  

● 지식재산 심판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 심판이라고도 한다. p. 99

●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을 담당하는 특허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p.99

● 특허법원 :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대한 불복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고등 법원급의 

법원을 말한다. p. 99

● 지식재산 분쟁 : 법적으로 특허를 지키고 확고히 다지기 위한 기업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을 말

하는 것으로 특허 분쟁이라고도 한다. p.104

● 레플리카 :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복제품(짝퉁)을 말한다. p.113

지식재산 지킴이

지식재산, 솔로몬의 모의법정

Chapter

Chapter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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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P.115
● 특허청구범위 : 특허요건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침해소송이나 각종 심판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파악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P.119

● 기재 : 문서따위에 기록하여 올리는 것을 말한다. P.119
● 가처분 :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P.119
● 데이터 태핑 : 여러 종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P.126
● 저작물 : 예술, 문학, 학술, 또는 창조적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P.127
●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문자형태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P.127
● 공표된 저작물 :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 저작물을 말한다. P.127
● 선출원주의 : 해당요건에 합당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P.128
●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 판매, 용역 제공 등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본사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한다. P.129

● 음원 : 음반에 실은 노래나 연주의 출처. 누가, 언제, 어디서 노래하거나 연주했는지에 관한 것을 말
한다. P.132

● UCC : User Created Contents 즉,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뜻하는 신조어로서 개인적으로 직접 만든 
저작물들을 말한다. P.132

● 특허분쟁 : 법적으로 특허를 지키고 확고히 다지기 위한 기업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을 말
한다. P.133

● 지분 :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몫이나 그런 비율을 말한다. P.140
● 명의자 : 어떤 사업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명의(어떤 일이나 행동의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를 내세운 사람을 말한다. P.140
● 특허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e) : 특허실시 계약 당사자들이 자기가 가진 특허권 등에 관하여 상호

간에 실시권을 상호부여하는 일을 말한다. P.133

착한 지식재산 살리기Chapter

지식재산 소송 및 분쟁

5

● 위조 상품 : 본래의 상품을 비슷하게 바꾼 상품을 말한다. 위조 상품의 반대말은 진정 상품이다. p.145
● 짝퉁 : 본래 고급 브랜드의 명품을 본떠 만든 모조품을 말한다. p.145 
● 상표법 : 상표를 보호하는 법률을 말한다. 등록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산업의 발전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이룩하려는 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147
● 신고포상금제 : 불법 행위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p.156

위조 상품, 안돼요.Chapter

위조 상품 근절하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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