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혜숙 대표변리사

1.학력:서울대학교자연대학화학과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39회)/기술거래사

3.경력:리앤목특허법인파트너변리사/제일특허법률사무소국내부팀장

Y.S.Chang특허법률사무소직원/대우가전품질관리부연구원

4.주요활동사항

대한변리사회특허가치평가감정위원

기술보증기금외부기술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평가·컨설팅위원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글로벌프론티어사업등연구개발사업

- IP창출지원사업,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등지식재산권활용사업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평가위원: IPR&D과제선정및평가

특허출원ㆍ심판및특허유효성검토수행: S사등대기업,K연구원등연구소등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TLO)지원사업수행

대학및기업특허교육및강연수행: D대,J대,삼성정밀화학,KIST등

지식재산권및연구개발컨설팅수행: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단,L사등

5.전문분야:일반화학,유기화학(OLED,연료전지,잉크조성물,CNT)분야,나노분야

조희래 대표변리사

1.학력:서울대학교공과대학기계공학과/서울대학교대학원기계공학과(석사)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사과정(지식재산권전공)수료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38회)/기술사(종목:기계제작)/기술거래사

3.경력:리앤목특허법인변리사

교육과학기술부국제협력국다자협력과/국제협력전략팀기술서기관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기술혁신제도과공업사무관

특허청심사관및심판보좌관

쌍용자동차기술연구소연구원

4.주요활동사항

한국연구재단국책연구본부R&D기획전문가(PM)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평가단평가위원/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위원(항공우주분야)

기술보증기금외부기술자문위원/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능지구추진위원회위원

(사)한국산학협력학회법인이사

(前)(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구: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법인이사

(前)국가과학기술심의회전문위원(정책조정전문위,평가전문위)

(前)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창출전문위원)

(前)학교기업지원사업사업관리위원회위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학및연수원강사:서울대,이화여대,광주과학기술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5.전문분야:자동차,열기계및동력발생장치등일반기계분야



박 혁 파트너변리사

1.학력:연세대학교생물학/ 연세대학교대학원생물학(박사)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44회) / 기술거래사

3.경력:삼성서울병원미래의학연구원변리사/ 리앤목특허법인변리사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연세대학교자연과학연구소연구원

4.주요활동사항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위원: 2단계컨설팅위원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심사위원

코어기술혁신명및산학협력중개센터선정평가위원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선정및평가위원

삼성서울병원위원: 기술심의위원회위원/ 난치암사업단특허자문위원/ 

마이오의료커넥트센터바이오특허분야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외부기술자문위원

강원지식재산센터맞춤형특허기술동향조사분석수행기관선정및평가위원

대학· 연구소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참여연구원/ 슈퍼(원천)특허설계지원사업참여연구원

변리사2차시험(분자생물학) 검토위원/ 한국특허아카데미강사(생물학, 분자생물학)

연세대학교대학원실험강사(일반생물학, 미생물학)

삼성서울병원, KIST, M대, E대, ,S대, H대, K대, J대, D대, A대, C대, W대등대학및연구소특허강연

5.전문분야:미생물학, 생물공학, 생화학, 식품, 의약학, 의료기기분야

임혜경 파트너변리사

1.학력:연세대학교이과대학자연과학부생물학과(학사)

KAIST 생물공학과(석사)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41회)

3.경력:고려대학교의과대학교연구실/ 다수의경영컨설팅프로젝트통번역

나우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리앤목특허법인변리사

4.주요활동사항

국내외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의바이오/ 의료분야국내/ 해외출원및중간사건

국내대기업, 연구소의바이오/ 의료분야특허심판, 특허침해분석, 감정서,

경고장및답변서대응특허조사, 특허침해, 회피설계컨설팅심판· 소송

한국과학기술연구원특허동향조사사업참여(2014)

농촌진흥청상반기특허동향조사사업책임연구원참여

국내제약사의해외기술이전IP Due Diligence 참여

다수의대학및연구소지식재산권교육및강연

한국연구재단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TLO) 역량강화지원사업수행

5.전문분야: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물공학, 생화학, 바이오소재, 식품, 화장품, 약학



최재영 파트너변리사

1.학력:서울대학교기계설계학과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42회)/기술거래사

3.경력: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변리사

한양특허법인변리사

4.주요활동사항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기술사업화전문가멘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민국기술사업화자문단(IP서비스분야)

서강대학교기술지주회사운영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IP 인큐베이팅기술사업화사업수행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유망기술발굴및사업화지원사업수행

한국연구재단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TLO) 역량강화지원사업수행

5.전문분야:기계설계, 동역학구조역학, 기술사업화분야

오승훈 파트너변리사

1.학력:서울대학교자연대학화학부(학사)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51회)

3.경력:법무법인/ 국제특허바른변리사

㈜윕스기술가치평가센터전문위원(2017 - 2018)

4.주요활동사항

(주)한빛고시학원전문강사(2015 -2017)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심사위원(2016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지식재산센터선정심사위원(2017 -현재)

국내출원및중간사건관련업무수행

국내화학대기업, 국내자동차대기업, 국내중견, 중소기업, 다수의대학및

개인관련화학분야국내/ 해외출원, 중간사건, 선행기술조사및무효자료조사

특허전략컨설팅, IP 포트폴리오구축사업, 특허동향분석사업수행

대기업침해액산정을위한법원제출용기술가치평가업무수행

대학및연구기관기술양도를위한현물출자용기술가치평가업무수행

해외제약회사특허무효심판업무처리

5.전문분야:화학, 태양전지,연료전지,이차전지, 그래핀, 나노소재, OLED, 잉크조성물, 

분리막, 유기화합물, 복합소재



이건구 변리사

1.학력:한양대학교전자전기공학부(학사)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51회)

3.경력:SK네트웍스㈜, SK브로드밴드㈜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국제특허바른

선영특허법률사무소

4.주요활동사항

국내출원및중간사건관련업무수행

국내전자대기업(LG전자, 현대자동차등) 관련업무수행

국내중견,중소기업관련업무수행

다수의대학및개인관련업무수행

특허전략컨설팅, IP 포트폴리오구축사업수행

특허동향분석사업수행

국내개인, 중견및중소기업관련특허조사, 침해, 회피설계등감정수행

거절결정불복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등심판진행

특허침해가처분신청및무효심판업무처리

5.전문분야:컴퓨터하드위어, 전력시스템, 전자

유/무선통신, 네트워크시스템, 오디어시스템, 방송기술, 의료기기,비즈니스모델(BM) 등

봉창민 변리사

1.학력:서울시립대학교화학공학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51회)

3.경력:특허법인PCR변리사

법무법인세종변리사

4.주요활동사항

M대, H대등대학교기술평가담당

CJ제일제당, 서울삼성병원등대기업화학및소재관련특허출원담당

화학분야선행기술분석및회피방안담당

화학분야우수특허발굴및핵심특허분석등IP 포트폴리오구축담당

＂이온및분자이송제어를위한인공생체막개발연구단“ 원천특허확보및

활용전략수립참여연구원

파동에너지극한제어기술관련기술동향분석참여연구원

창의소재디스커버리사업특허동향조사참여연구원

W대창업캠프특허교육수행

5.전문분야:유기화학, 그래핀, 태양전지,연료전지등화학분야



김이든 변리사

1.학력: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학사)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51회)

3.경력:특허법인뉴코리아(2015-2018)

원국제특허사무소(2019-2020)

4.주요활동사항

국내 출원 및 중간 사건 관련 업무 수행

국내 식품, 바이오 분야 대기업, 중소기업 다수의 대학 및

개인 국내외 출원, 중간사건 및 선행기술 조사 업무 수행

IP 컨설팅 업무*국내 개인, 중소기업 특허조사 업무 수행

국내 중소기업 특허 전략 컨설팅

5.전문분야: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의약학, 식품

김한솔 변리사

1.학력:한양대학교화학공학학사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53회)

3.경력:특허법인PCR

4.주요활동사항

국내출원및중간사건관련업무수행

국내화학대기업IP 출원수행

국내중견, 중소기업관련IP 출원업무수행

다수의대학및개인관련IP 출원업무수행

특허전략컨설팅, IP 포트폴리오구축사업수행

특허동향분석사업수행

IP 교육및강연

5.전문분야:화학, 태양전지,연료전지,이차전지, 그래핀, 나노소재, OLED, 잉크조성물, 

분리막, 유/무기화합물, 복합소재, 편광필름, 각종촉매물질, 조성물



우연주 변리사

1.학력:연세대학교의료시스템공학전공졸업(학사)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56회)

3.경력:특허법인PCR

4.주요활동사항

국내전자기술관련출원및심사대응업무-특허동행분석사업수행

5.전문분야:의료기기, 전기, 생체신호처리, 의료영상처리

이형민 변리사

1.학력:연세대학교이과대학생물학과(학사)

2.자격:변리사(변리사시험제54회)

3.경력:무일특허법률사무소

4.주요활동사항

국내출원및중간사건관련업무수행

국내대기업A사전자-바이오융합분야IP 출원업무수행

국내중견, 중소기업관련IP 출원업무수행

다수의대학및개인관련IP 출원업무수행

특허전략컨설팅, IP 포트폴리오구축사업수행

특허동향분석사업수행

IP 교육및강연

5.전문분야:생명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유기화학, 바이오소재, 미생물학, 

의약학,의료기기분야



PCR
텍스트박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