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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상표·디자인협회
Korea Trademak & Design Association

지식재산(IP)기반의 브랜드·디자인 경영, 

산업경쟁력·국가경쟁력의 초석!

한국상표·디자인협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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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표·디자인 협회는 지식재산(IP) 중심의 브랜드·디자인 진흥 중추 기관으로서 

지식재산인식제고 등 지식재산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Korea
Trademark &
Design
Association

K

T
A



Korea
Trademark &
Design
Association

CEO Message  4

History, Mission & Organization  6

Main Activities   7

Members   10

Information    12

CEO Message (English)  13

Orginization & Main Activities (English)  14

Contents



4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장
 SKC㈜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장 최신원입니다. 

 국가간 또는 기업간 기술격차가 점점 줄어들어 평준화 수준에 이른 현실에서 기술과 품질상 차이에 기초한 

순수한 품질 경쟁에 의한 차별화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차별화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기업들은 브랜드와 디자인에 기반한 

제품 차별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기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간 지식재산분쟁에서도 종전처럼 특허에 국한되지 않고, 브랜드·디자인 관련 분쟁으로 확대되고 

빈번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추세에 따라 정부뿐 아니라 기업 전반에 걸쳐 제품의 특허권뿐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정부의 브랜드·디자인 육성 및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 중심의 브랜

드, 디자인의 진흥에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0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식재산화된 브랜드·디자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전반에 확산시키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국내 지식재산에 기반한 브랜드·디자인 대표단체로서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기업 회원사 모집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협회는 지식재산 전문단체로서 내실을 다지며, 또한 국내 대표단체로서 외연을 넓혀

나가는 사업을 전개하여 협회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리더십을 더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균형있는 지식

재산관리역량 구축, 관련 산학연관 종사자에 대한 인식 및 권익 향상, 국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신 원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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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A, 고부가가치의 브랜드•디자인과 지식재산(IP)의 만남

“누구든지 참여를 원하는 분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사오니 
관심 있는 기업, 단체, 개인께서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연혁
2010. 3. 단체설립의 제안

  2010. 4.    설립추진위원회 구성(각계 전문가 위원 20인)

    2010. 6~10.      설립추진위원회 총 4차 전체 운영회의 개최(단체명칭, 위원장 추대 등)

      2010.11.17.        창립발기인대회

        2010.12.15.        창립총회(김종윤 초대회장 선출) 및 창립기념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대한상표협회 출범

Core Values
핵심가치

리더, 전문성, 도전, 공헌

Vision
비전

지식재산(IP) 중심의
브랜드·디자인 진흥

중추 기관

Mission
미션

지식재산화된 브랜드·디자인의
가치 창출 및 확산으로

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헌

2012.3.26. 협회 사무국 설치(서울 역삼동)

2012.7.3.  사단법인 한국상표ㆍ디자인협회로 확대 개편

2013. 4.          제2회 정기총회(최신원 제2대 회장 선출)

2013. 9.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재부 공고 2013-177호)

2015. 2.          제4회 정기총회(최신원 제3대 회장 선출)

History, Mission &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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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서조황(이피지)     박영미(소디움파트너스)    우종균(김앤장법률사무소)    이덕재(특허법인 화우)    이성수(KT스카이라이프) 부회장

백덕열(페이턴트100특허법률사무소)    김성환(경희대학교 공과대학)감   사

최신원(SKC)회   장

김명신(명신특허법률사무소)    김종윤(특허법인 신세기)    조태연(조앤파트너스)    서병수(부산시장)고   문

권남연(김앤장법률사무소) 김국현(특허법인 가산)  김용욱(삼성전자)  박항기(메타브랜딩)  

배상철(한국상표·디자인협회)  오세중(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승룡(리앤목특허법인)  이오은(이베이코리아)  

이정원(제일특허법인)  이주증(엘지전자)  최성우(특허법인 우인) 최효선(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황선영(아디다스코리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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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심포지엄1

상표포럼

제1회   인터넷 환경에서의 상표분쟁의 문제(`10.4) 
제2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표ㆍ브랜드 전략(`10.12) 

제3회   국가적인 상표 및 브랜드 정책방향과 기업의 대응전략(`11.6)
제4회   트레이드 드레스의 상표법적 보호(`11.12) 

제5회   상표ㆍ디자인ㆍ저작권의 충돌과 조정(`12.7)
제6회   상표보호를 위한 핵심전략(`12.10) *국제행사

제7회   창조경제에서 브랜드와 디자인의 가치(`13.12) *국제행사

제8회   스마트환경에서의 상표 및 디자인 보호전략(`14.10) *국제행사 
          소리ㆍ냄새 등 비전형 상표 컨퍼런스(`14.11) *국제행사

제9회   주제미정(`15.10 예정)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브랜드·디자인 관련 인적·지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개최되며, 글로벌 현안 이슈, 정책 이슈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책 및 법제도의 동향을 소개, 비교, 시사점 도출함. 

개 요
•정기 상표포럼(연 1회) 개최

•협회 단독 또는 특허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개최

•연례 정기 심포지엄 개최(상반기)

운 영

조찬세미나

브랜드·디자인 분야의 중요한 현안 이슈나 새로운 등장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감, 인식공유 및 지식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함

개 요
•회원 및 비회원 대상으로 정기 조찬

   세미나 개최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위주

운 영

•연례 정기 심포지엄 개최(상반기)
운 영

심포지엄

새롭게 부각되는 상표(브랜드), 디자인 관련 IP 이슈, 제도, 
정책 등에 대한 정보 교류 및 논의의 장을 제공함.

개 요

•제1회 기업의 브랜드 관리전략(`15.6)

개 최
현 황

제1회   상표법상 위치상표의 인정과 향후의 과제(`13.3) 
제2회   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적 취급(`13.6)
제3회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13.9)
제4회   제품의 형상, 용기 및 포장의 디자인보호에 관한 최근 판례(`13.11) 

제5회   상표권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14.2)
제6회   제품형태(Trade Dress) 보호의 법적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14.4) 
          상표분쟁에서 수요자 설문조사의 활용(`14.4)
제7회   비전형상표를 둘러싼 유럽의 주요 판례 검토(`14.12)

제8회   Rolens 판결(대법원 1996.7.30 선고 95후 1821 판결)의 법리에 관한 검토(`15.3)
제9회   주제 미정(`15.9 예정)

2013 |

2014 |

2015 |

2015 |

개 최
현 황

개 최
현 황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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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ctivities

상표인지도조사
(survey) • 상표분쟁해결방안의 하나로서 관련 상품별 수요자

를 대상으로 상표의 인지도 내지 인식도(상표의 
식별력, 유명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survey) 수행

• 협회 내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된 설문조
사수행체계 구축(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표인
지도 조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권 분쟁해결

개 요
• 2014년 시범 조사사업 운영
• 2015년 본격 조사사업 실시
• 상표조사운영위원회 설치(`15.2)
• 상표인지도조사에 관한 규정 및 

요령 제정(`15.2)

운 영

2011년 5월부터 정기발행 중2011~ |발 간
현 황

간행물 발간3

• 브랜드·디자인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의 일환으로 
저널 발간

• 협회의 기관지 겸 관련 이슈를 취급하는 전문 저널
• 협회 소식 이외에 지식재산 정보동향, 기고, 논문, 판례

평석 등으로 구성 

개 요
• 책자 또는 파일(PDF) 형태로 제작하여 

무가지 배포 
• 정기적 발행을 통해서 회원 및 유관기관, 

국회, 도서관, 기업체 등에 배포됨 

운 영
KOTA 저널

조사연구2

2011년 •OPEN MARKET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2014년 •지재권핵심판례 100선(상표·디자인)

2012년 •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TM5의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비교 고찰연구

2013년 •저명상표 인정기준 및 입증방법의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수요자 상표인지도 조사방법론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기업의 상표관리활동 실태조사·분석

주요연구 성과

Korea
Trademark &
Desig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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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및 보급4

•정기 강좌 외 특별 강좌 개최
•유료 교육이며, 비회원도 수강 가능
• 상표검색 실무, 상표거절의견서 작성 실무, 상표사건 소송실무, 해외상표제도 및 영문레터 과정 등 개설

운 영

KOTA 분쟁동향

•국내 상표 및 디자인 관련 분쟁동향 제공
• 대법원 및 특허법원, 일반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판시사항 또는 판결요지,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등을 
수록

개 요
정기적 이메일 서비스

운 영

2013년 3월부터 정기적 정보제공2013~ |발 간
현 황

KOTA e-News

• 브랜드·디자인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의 일환으로 
소식지 발행

• 국내외 상표·브랜드 및 디자인 관련 정책동향, 기사, 
최신분쟁정보, 입법정보, 행사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 요
정기적 이메일 서비스

운 영

2012년 4월부터 정기적 정보제공2012~ |발 간
현 황

교육연수5

KOTA 아카데미

• 기업의 상표·브랜드 및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 전담 인력 양성 및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ㆍ연수기회 제공
• 상표·디자인 법제도 등의 이해 및 실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 요

개 최
현 황

Korea
Trade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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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하반기 각 1회 개최2013 |

•정기 아카데미 개최(5~6월)2014 |

•정기 아카데미 개최(9월 예정)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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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및 변리업계

(법조계)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KCL 법무법인(유한)원 

(변리업계)   리앤목특허법인 유미특허법인 제일특허법인 청운특허법인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동원 특허법인 신세기 특허법인 우인 

 특허법인 화우 한양국제특허법인 특허법인 아주 양헌 특허법인 코리아나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KBK특허법률사무소 한얼국제특허사무소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와이에스장특허법률사무소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우리특허법률사무소 명신특허법률사무소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개인(산업계, 학계, 법조계, 변리업계 등)

(산업계)  김영욱 대표(엔피스) 김형남 대표(브랜드 심퍼니) 손원직(매일유업)

 이성수 부사장(KT스카이라이프) 이신종 대표(후이즈) 이중환 소장(통계가치창조연구소) 

 이호경 대표(에프알푸드시스템) 황유식 이사(한미약품)

(학계)  김병일 교수 김성환 교수 김원오 교수 문선영 교수 배상철 박사 윤여강 교수 정태호 교수 

(법조계)  김국현 변호사 설지혜 변호사 윤재원 변호사 조태연 변호사 형장우 변호사 홍동오 변호사 

(변리업계)  김미숙 변리사 김보정 변리사 김성남 변리사 남호현 변리사 박소현 변리사 박윤경 변리사 박윤정 변리사

 박종진 변리사 박종태 변리사 반일희 변리사 백덕열 변리사 성정현 변리사 오세중 변리사 윤정화 변리사

 이준서 변리사 정문영 변리사 정진상 변리사 정창영 변리사 조재형 변리사 최종식 변리사 최효선 변리사

 한태근 변리사 황명숙 외국상표변리사

대기업, 중소기업, 브랜드개발업체 등 산업계, 변리업계, 법조계, 학계, 개인 등 상표·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15.5.기준) 

일반 산업계

삼성전자주식회사 엘지전자㈜ SKC㈜ SK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LG디스플레이(주) ㈜동원엔터프라이즈 ㈜마크프로글로벌 ㈜이베이코리아 버버리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이피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JW중외제약 보령제약 

㈜도루코 ㈜윕스 톰슨로이터코리아 푸마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주식회사 

한국특허감정원

브랜드개발업계

㈜메타브랜딩 ㈜소디움파트너스 네임넷 브랜드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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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KOTA인의 날’ 지정         •회원 간 친목도모 및 화합의 장         •KOTA인 시상식 등

회원간 교류 추진 (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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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종류 및 회비

구분 개인회원 법인회원 대기업 법인회원 준회원*

자격 개인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개인

입회비 20 30 100 면제

연회비 15 30 100 10

✽준회원 예시 : 전업 대학(원)생

▷ 회비입금계좌 : 국민은행 530401-01-22223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상표디자인협회)
▷ 2016.1.1.부터 대기업 회원 입회비 : 150만원, 연회비 120만원
                         법인 회원 입회비 :   50만원, 연회비   40만원  

가입절차2

협회 홈페이지(www.kota.org) 에서 

‘온라인 입회원서’작성·제출
이사회 승인

입회승인메일

발송
회비 납부 정회원 등록완료

(단위 : 만원)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kota.org) 또는 사무국(02-2129-2030)으로 연락주세요.

회원 혜택3

■ 협회를 통한 대정부 정책제안

■ 포럼, 세미나 및 교육연수 등에 

    무료 또는 참가비 할인 혜택 

■ 브랜드·디자인 관련 정보 및

    지식재산 정보 무료 구독 

■ 회원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 조사연구 활동 참여 가능

■ 포럼, 세미나 및 교육연수 등 각종 행사에

    강사 및 발제자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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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As the president of Korea Trademark & Design Association (KOTA), 

I am pleased to hav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our organization 

to you.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the technology gap between 

di f ferent companies, even di f ferent countr ies, has become 

narrower than ever and competit ion is no longer about how 

different products can be distinguished by quality. The focus is 

now shifting towards bringing difference and excellence together 

through innovative designs and creative brands, which will first bring a new level of difference in the 

products themselves and eventually in the total experience of consumers who are exposed to it.

 Recently, we have witnessed more major IP disputes emerging from trademark and design issues, 

rather than traditional patent issues. Both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e recognize the 

formation of a growing consensus that businesses of today should be able to encompass a wide 

range of activities for full utilization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in the most efficient manner. 

 KOTA was founded in 2010 as a not-for-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brand and 

design owners, professionals and other stake holders in this dynamically evolving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primary missions of KOTA lie in raising public awareness on the strategic value and 

importance of maintaining sound brand and design strategies, and taking a leadership role in the 

private sectors in response to governmental efforts for furthe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design and brand related policies. Although it is still a very young organization, KOTA endeavors to 

spearhead diversified public activities to undertake these missions. 

 As it has done in past years, KOTA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help not only KOTA members but 

the public at large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having a well-balanced view when they pursue 

effective management of brands and designs as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All our current and 

future projects will be directed to achieve the above goals which, I believe, will allow the public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ose who work in this industry and, in the long run, contribute in 

strengthening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President of the Korea Trademark & Design Association
SKC Co. Chairman, Choi Shi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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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ssembly

President

Committee

Auditor

Directorate

Secretariat

Advisor

▣ Organization

•Brand Forum
Builds a human and intellectual network related to brand design and introduces, compares, and draws 

implications o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issues and trends focusing on global and policy issues

- Seoul International Trademark·Design Forum 2012 

   「Core Strategy for Trademark Protection」

- Seoul International Trademark·Design Conference 2013 

   「Value of Brand and Design in the Creative Economy」

- Seoul International Trademark·Design Forum 2014 

   「The Strategy of Trademark and Design Protection in Smart Environment」

•Breakfast seminars 
Contributes to a social consensus, sharing perception, and activation of information exchange regarding 

important issues and recent trends in the field of brand design

•Symposiums

  Forums and Seminars

▣ Main Activities

Korea
Trademark &
Design
Association

Organization & Mai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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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A e-News
- Publishes a Newsletter as part of a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brand design-related information

- Consists of domestic and foreign trademark brand and design-related policy trends, articles, latest 

   dispute information, legislative information, and event information

•KOTA conflict trends
- Provides information on domestic brands and design-related conflict trends

   Contains information from the Supreme Court and Patent Court, the General Court (the High Court, 

   District Court) Rulings, Patent Judge’s Trial Decisions and mor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information

•KOTA Academy
- Offers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ability enhancement and special manpower training for 

   corporate trademark / brand and desig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 Promotes an understanding of the trademark / brand legal system and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Professional training for human resources 

  Study and research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Trademark Surveys

  Provide various research and consulting

  Offer awards and hold exhibitions and other events

•KOTA journals 
- Publishes journals as part of a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brand design-related information 

- Includes Association news and related issues, trends in intellectual property, contributed papers, 

   research papers, precedent annotations, etc. 

  Professional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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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Name (국문) 사단법인 한국상표ㆍ디자인협회
 (영문) Korea Trademark & Design Association (약칭 : KOTA)

Address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1204호 
 1204-ho Gyeonggi B/D, 9, Namdaemun-ro 10-gil, Jung-gu, Seoul,100-200, 
 Republic of Korea 

Tel  82-2-2129-2030                 Fax  82-2-6499-3547 

Website www.kota.org                       E-mail  admin@kota.org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서울시청

서울광장

시청삼거리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국민은행본점

하나은행본점

외환은행본점

SK T타워

페럼타워

내외빌딩
1

2

8

7 6

5

4

3

을지로입구역
2호선

Korea Trademak & Design Association

경기빌딩 12층 1204호

City Hall 

Seoul Plaza Lotte Hotel

Lotte Dept. Store

Kookmin Bank

Hana Bank

Korea Exchange
Bank

SK T Tower

Ferrum Tower

Naeoe Bldg
1

2

8

7 6

5

4

3

Euljiro 1-Ga
Line 2

Korea Trademak & Design Association

12F, Gyeonggi Bld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