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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본소양

 I. 행동강령

○ 본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선정한 민간 IP전략전문가 파견사업을 수행

하면서 수행기관(이하 IP경영컨설턴트)이 수혜기업(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 수행기간중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다.

1  IP경 컨설턴트는 고객의 비 에 하여 비 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IP경 컨설턴트는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비 을 설
하거나 설하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3  IP경 컨설턴트는 공정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객을 한다.

4  IP경 컨설턴트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항상 높은 컨설  
기 을 제공한다.

5
 만약 IP경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컨설  제공범 와 련 없는 조언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이득을 받을 수 있다면, 사 에 “IP경 컨설턴트가 

 이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객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6  IP경 컨설턴트는 정규 근무시간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 화번호, 이메
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IP경 컨설턴트는 자신의 주소, 화번호, 이메일 는 감독기 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내역이 바 면  고객, 감독기 , 감리기 에게 미리 알리거나 
변경후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8  컨설  수행  IP경 컨설턴트는 공식 인 컨설 비용 이외에 문가로서 단
기 에 향을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의 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9  고객이 불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10  IP경 컨설턴트는 본인을 한 직원이 일을 제 로 처리하고 있는지 리․감독
하여야 한다.

11  IP경 컨설턴트를 하여 일하는 모든 직원 역시 본 행동강령을 수하여야 한다.

12  IP경 컨설턴트는 컨설  역량을 지속 으로 향상시키며 항상 최신 정보를 습득
한다.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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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Ⅱ. 지식재산경영 전략 매뉴얼 지원도구

 II. 인터뷰 스킬

1  가치있거나 의미있는 인물을 인터뷰에 섭외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2  미리 인터뷰에 사용할 질문을 비하고 고객에 배포하여 검토할 시간을 다.

3  사 에 고객에게 연락을 하여 방문목 을 분명히 밝히고 일정을 정한다.

4  인터뷰 시작 10분 에 도착하여 필요 장비를 세 하며 기한다. 만약 불가피
하게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한다.

5  고객의 방문규정을 수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비한 명함을 건네주면서 자신을 소개한다.

7  항상 고객의 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다.

8  불필요한 답이 길어지는 경우 을 벗어나지 않는 범  내에서 본래 화제로 
이끌어야 한다.

9  고객이 불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10  고객의 말을 다시 반복하고 확인하라.

11  가르치려 들지 말고 경청하라.

12  무 많은 것을 요구하여 고객이 불안하게 만들면 안된다.

13  인터뷰 종료후 사무실에 돌아와서 감사편지를 보낸다. 간략한 회의록을 첨부하
여도 좋다.

○ IP경영 컨설턴트는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도록 아래 인터뷰 스킬을 참고하여 인터뷰하도록 한다. 인

터뷰 스킬은 고객을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어 결국 IP

경영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IP경영컨

설턴트가 주가 되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원하는 

바를 말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터뷰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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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본소양

 III. 드 스 코드

○ IP경영컨설턴트는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아래 유형에 근거하여 고객의 드

레스 코드를 파악하고 한단계 보수적으로 입어야 한다.

1
 Business Formal: 남성의 경우 정장  타이를 착용하며 여성의 경우 치마   정

장을 착용한다. 신발은 검은색이나 갈색 계열 구두를 착용한다.

2

 Business Casual: 남성의 경우 드 스셔츠와 슬랙스(정장바지)를 착용하며   여

성의 경우 블라우스  일반 치마 혹은 바지를 착용한다. 신발은 구두나 스니커

즈를 착용한다.

3  Casual: 면바지  남방(칼라 달린 상의) 신발은 운동화를 착용한다.

<드 스 코드>

* 유의사항 : 드 스셔츠나 블라우스의 경우 흰색  란색 계열을 선택하고 가  

무늬가 화려하거나 장신구가 부착되어 있는 옷은 피한다. 헤어스타일은 심한 염

색이나 탈색은 피하고 젤이나 왁스등을 이용하여 바람에 흩날리지 않게 단정한 모

습을 유지한다. 반지, 팔 , 귀걸이, 목걸이등 악세서리는 가  착용하지 않으며 가

 시계를 착용하여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