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바이오 분야 전담특허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길 11 광성빌딩 신관 7층
대표메일: dana3@danapat.com 대표전화: 02)539-8337~9 

황미옥 변리사

학력 전남대학교 분자내분비협동

담당 분야 의약화학, 화학/바이오-나노융합기술

주력 업무 출원, 심판, IP 컨설팅, 분석, 기술 가치 평가

김하나 변리사

학력 단국대학교 분자생물

담당 분야 생화학, 화학/바이오-나노융합기술

주력 업무 출원, 심판, IP 컨설팅, 분석, 기술 가치 평가

박은지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화학

담당 분야 화장품, 신소재, 고분자화학, 화학/바이오

주력 업무 출원, 심판, IP 컨설팅, 분석, 기술 가치 평가

학력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진 희 동 대표 변리사

담당 분야
• 화장품, 신소재, 고분자화학, 화학/바이오
주력 업무
• 특허출원, 심판, 소송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

• 지재권 창출 및 기술획득전략 수립

• 분쟁대응전략수립

학력

• 서울대학교 생물교육학과 학사

김 기`정 책임 변리사

담당 분야
• 화장품, 제약, 생화학, 화학/바이오-나노

융합기술
주력 업무
• 특허출원, 심판, 소송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

• 지재권 창출 및 기술획득전략 수립

• 분쟁대응전략수립

충북대학교의 우수 지식 재산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토탈 IP 서비스 제공

연구실 중심 기술 컨설팅
연속적 기술의 출원 방향 설정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문적 기술마케팅 서비스
기술이전 후보기술 제안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서비스

자산실사를 통한 기술고도화
기술가치 평가 서비스

절차 및 비용 효율적
특허관리를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

우수기술 발굴 전략
중간사건 대응 전략

산업적 활용도 높은 특허 확보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IP전략
수립

행정지원
서비스

발명상담/
컨설팅

보유특허
관리

토탈 IP
서비스

화학/바이오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지재권 전문성

• 대학 및 국내외 기업의 출원 및
중간사건관리 경험 다수 보유
• 심판소송 및 분쟁대응 다수 수행

• 바이오 전문 인력 보유(12명) 
-바이오 전문 변리사 6명/ 명세사 6명

• 대학, 출연연 TLO 업무 수행 경력

기술거래/평가 전문성 기술 사업화 전문성

•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보유
- 변리사, 회계사 및 기술거래사 등
• 기술사업화 과제 다수 수행

• 기업지원/컨설팅 과제 다수 수행
- R&D 기획지원, 스파크 사업 등

• 국내/외 기술마케팅 인프라 보유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

•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우수기술발굴,   
자산실사 등 기술이전 관련사업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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