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 중앙에 위치한 최고의 교통 접근성
대학평가 우수교육기관(중앙일보·한국경제)
풍부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실무와 사례 중심의 지식재산 교육
전국 유일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장학지원

주임교수 인사말
학생 만족도가 높은 Global 지식재산학위 대학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113년 전통의 명문 사학으로서 30만의 탄탄한
동문들과 남산자락을 뒤로한 천연의 환경과 서울 중구
한복판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친환경 캠퍼스에서 수업에
참여하여 몰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학부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특허청 우수평가의
경험을 발판으로 글로벌 지식재산분야에 강한 대학원
지식재산학과를 설립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지식재산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실무 경험이 많은
우수한 교수진을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생상담시스템 정착을 통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취업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학원과정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본 학과를 계속 응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연구를 통한 지식재산 교재개발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자치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동문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하여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분야에서
독보적인 학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학과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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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연

Dongguk MIP Program
■Dongguk MIP
Dongguk MIP 과정은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을 배려하여 금요일 야간,
토요일에 운영되는 지식재산 석사과정 프로그램입니다.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여 최신
이론과 국·내외 실무적 지식을 수강하실 수 있으며, 지식재산에 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업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졸업요건
◇ 이수학점 24학점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9학점
◇ 졸업을 위해서 논문 작성

강의시간
◇ 금•토 수업으로 진행
◇ 수업시간 :
금요일 19:15 ~ 21:55
토요일 09:00 ~ 12:00, 13: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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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guk MIP Program
■Dongguk MIP 이수체계
이수체계는 지식재산의 기초 교과목인 공통필수 교과목과 심화 교과목인 공통심화 그리고
영역별 특화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랙 선택여부에 따라서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과목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트랙 선택 경우

트랙 미선택 경우

공통필수

12학점

12학점

공통심화

6학점

12학점

트랙선택

6학점

-

총계

24학점

24학점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이수 체계도
석사 4학기(졸업논문 포함)
공통 필수 선택 4과목(12학점)
특허법 (침해사례포함)
디자인보호법 (침해사례포함)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사례포함)
지식재산권 세미나
국제지재권 조약
특허심판소송 (사례포함)
지식재산권법

공통 심화 선택 2과목(6학점) / 논문지도
미국특허제도 및 분쟁
중국특허제도 및 분쟁
유럽특허제도 및 분쟁
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법 비교
미국·일본·유럽·중국 상표법 비교
지재권 Advanced Topics
지재권 Colloquim
국가별 지재권 전략
디자인 경영과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정보 검색
기술이전과 계약법률, 서류
기술평가 및 회계의 M&A
지식재산과 기술창업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지식재산권분쟁실무
특허관리
특허기술가치평가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트랙 선택 - 2과목 (6학점)
◆ IP-제약·바이오 트랙(4과목)
제약/바이오산업 특허분쟁 사례연구, 의약품 IP 가치평가, 제약/바이오 IP-R&D 전략론, 제약/바이오 특허제도

◆ IP-산업보안 트랙(5과목)
IP와 산업보안, 산업보안 관계법, 산업보안 컨설팅, 산업정보 수집론, 산업보안 기술

4학기 졸업 논문
작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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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guk MIP Program
■커리큘럼
영역

강좌명
특허법(침해사례포함)
지식재산권법
디자인보호법

공통필수

국제지재권조약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심판소송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미국특허제도 및 분쟁
중국특허제도 및 분쟁
유럽특허제도 및 분쟁
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법 비교
미국·일본·유럽·중국 상표법 비교
특허관리
지재권 Colloquium
지재권 Advanced Topics

공통심화

지식재산과 기술창업
특허정보검색
국가별지재권전략
디자인경영과 트레이드드레스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기술평가 및 회계의 M&A
지식재산권분쟁실무
기술이전과 계약법률, 서류
특허기술가치평가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약/바이오 IP-R&D 전략론

IP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산업 특허분쟁 사례연구
의약품 IP 가치평가
제약/바이오 특허제도
IP와 산업보안
산업보안 관계법

IP 산업보안

산업보안 컨설팅
산업정보 수집론
산업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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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ngguk MIP?
■교육전문 기관의 노하우
한국경제 대학평가 11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종합평가 순위 연속 11위를 달성하였으며 정량평가로는
8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QS세계대학 역대 최고순위를 달성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13년 노하우의 교육기관
동국대학교는 1906년 명진학교로 개교하여 113년간 건학이념인 민족과 인류사회의 지혜의
충만을 목표로 교육에 힘써왔으며‘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시상식’에서 교육콘텐츠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부부터 쌓아온 지식재산 교육 노하우
5년 간 지식재산선도대학에서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에는 104강좌의 교과목들에서 지식재산 관련 교육 커리큘럼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식재산인재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본 MIP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Finnegan Henderson Law Firm
•실시시기 : 4학기
•실시기간 : 2주 이내
•선발시기 : 매년 5월

Franklin Pierce Law Center
•실시시기 : 4학기
•실시기간 : 2주 이내
•선발시기 : 매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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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ngguk MIP?
■체계적 교육 커리큘럼 설계
오랜 기간의 지식재산권 강의 노하우와 참여교수진들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로 MIP 교과목을 운영

융합 커리큘럼
‘공학+약학+바이오+법학+경영학+경찰행정학’ 융합한
체계적 커리큘럼

교육의 질 관리
강의평가 및 만족도 조사, 교육성과평가 실시,
강의포트폴리오 작성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여
지식재산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제공,
외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미나 운영
실무경험이 있는 기업인+법조인+학생으로 구성,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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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ngguk MIP?
■국내 유일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장학금 운영
대학원 진학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 50%의 장학금 혜택으로 대학원 진학의 고민인 금전적인 부담 경감
◆ 석사 4학기동안 50%까지 장학금 지급

국고장학금

교내장학금

장학금

25%

25%

50%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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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ngguk MIP?
■최고의 접근성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과 서울역에 가까운 거리로
최고의 교통편의성 보장
◆ 지하철 3·4호선에 위치, 서울역 10분 거리

동국 MIP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지선 7212 장충동(동국대 입구)
간선 144, 301, 420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 7011(대한극장 퇴계로 4가)
간선 104, 421, 463, 507, 604(대한극장, 퇴계로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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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공학/법학

공학

법학

임중연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yjylim@gmail.com

오승택

Ph.D. Inha University

ost7979@dongguk.edu

임대운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dwlim01@dongguk.edu

윤병운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man3@dongguk.edu

한민우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mwhan@dongguk.edu

이승준

Ph.D. University of Michigan

sjunlee@dongguk.edu

서계원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kwon@dongguk.edu

임규철

Ph.D. Trier University

limg2201@daum.net

한희원

Ph.D. Hoseo University

lucas3333@daum.net

이용태

Dr.jur. West Virginia University

yongtlee@dongguk.edu

임준태

Dr.jur. Freiburg Universitaet

jtlim@dongguk.edu

김연수

Ph.D. Dongguk University

kimys36@dongguk.edu

강우성

Ph.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wskang@dongguk.edu

임성묵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ungmook@dongguk.edu

전진규

Ph.D. University of Alabama

jjeon@dongguk.edu

김대영

Ph.D. The University of Tokyo

sbpkim@dongguk.edu

성정석

Ph.D. Oregon State University

sungjs@dongguk.edu

권경희

Ph.D. Philadelphia College of Pharmacy khkwon@dongguk.edu

이충호

Ph.D. Northwestern University

경찰학

경영학

바이오

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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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ngholee@dongguk.edu

Admission Guide
■모집과정
모집 과정

인원

지식재산학 석사

00명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 심사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
◇ 학업계획서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모집 기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참조(https://gs.dongguk.edu/)

■문의처
◇ 동국대학교 MIP 사업단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원흥관 F611
◇ 전화: 02-2290-1460~1, 9
◇ 팩스:02-2290-1470
◇ e-mail: dgu_mip@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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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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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원흥관 F611
전화 : 02-2290-1460~1, 9
팩스 : 02-2290-1470
e-mail : dgu_mip@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