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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A
[한국상표디자인협회]

(Korea Trademark & 
Design Association)

VPP 
(German Assoc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APAA 
[아시아변리사회]

(Asian Patent 
Attorney Association)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lwn085@nampat.co.kr

+ 82-2-6714-1096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00. 제37회)

대한변리사회 (KPAA)

아시아 변리사회 (APAA)

일본칸사이특허연구회

21 년

YEAR OF PRACTICE

OTHERS

인하대학교 공학혁신센터 겸임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 심사위원

한국교통대학교 창업지원보육센터 심사위원

일본 칸사이 특허연구회 강사

PROFESSIONAL EXPERIENCE

대기업/중소기업 발명자 상담 및 명세서 작성

특허/실용신안 국내/해외/PCT 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디자인 국내/해외/헤이그 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무인퀘도관련 특허 이의신청,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

휴대폰 진동모터관련 특허 무효심판

공작 가공장치관련 특허분석 및 침해소송

반도체 장비관련 특허침해 대응, 협상 및 라이선스

국내 대학 특허기술에 대한 자산평가 및 기술고도화

조류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연구 수행

TECHNICAL EXPERTISE

반도체, 고체상태장치, 회전 전기기계, 크레인 주행구동장치, 공작기계, 연마재 등

EDUCATIONAL BACKGROUND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2004)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학사 (1993)

이 원 영

파트너 변리사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hjkwon@nampat.co.kr

+ 82-2-6714-1164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03, 제40회)

대한변리사회 (KPAA)

18 년

YEAR OF PRACTICE

OTHERS

KISTI 기술 자문위원

본투글로벌 특허기술 컨설턴트

PROFESSIONAL EXPERIENCE

대기업/중소기업 발명자 상담 및 명세서 작성

특허/실용신안 국내/해외/PCT 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디자인 국내/해외/헤이그 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통신 및 통신장비관련 특허 이의신청,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

보안솔루션관련 특허 무효심판

네트워크장비관련 특허분석 및 침해분석

반도체 장비 및 공정분야 특허 창출 및 포트폴리오 분석

통신표준 및 BM분야 국내/외 특허출원, 중간사건 및 심판사건 대응

CDMA 역방향 동기관련 권리 분석

TECHNICAL EXPERTISE

무선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디지털 정보의 전송, 화상 통신, 전송 등

EDUCATIONAL BACKGROUND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석사 (1998)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1996)

권 형 중

파트너 변리사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sy2@nampat.co.kr

+ 82-2-6714-1218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07. 제44회)

대한변리사회 (KPAA)

14 년

YEAR OF PRACTICE

OTHERS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2018-현재)

MIP 메거진 “IP Star in Patent”로 선정 (‘20)

MIP 매거진 “IP 2020 TOP 250 Woman in IP 2020”에 선정 (‘20)

PROFESSIONAL EXPERIENCE

약물-단백질 복합체 관련 특허 국내/해외/PCT 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단백질 생산 미생물에 대한 국내/해외/PCT 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백신 및 항체 특허의 FTO 및 회피기술 설계

허가특허 연계 제도하의 식약처 특허 등재 업무 및 존속기간연장 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천연 추출물, 질병의 치료용 조성물, 진단 기기에 대한 특허동향분석

의약품 정제 방법, 제형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소송 대응

합금 조성물에 대한 특허법원 소송 대응

접착제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IP 전략 수립

캡슐 담배 분야의 무효분석, FTO, 정정심판, 무효 심판 및 특허법원 소송 대응

TECHNICAL EXPERTISE

약물, 백신, 미생물, 살균제, 고분자 조성물, 접착제, 반도체 재료, 진단기기 등

EDUCATIONAL BACKGROUND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1992)

이 서 영

파트너 변리사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swKim@nampat.co.kr

+ 82-2-6714-1207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07, 제44회)

대한변리사회 (KPAA)

14 년

YEAR OF PRACTICE

OTHERS

중소기업 우수제품 평가위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IP 전문위원

조달청 우수제품 심의위원

지식경제부 기술혁신 평가단 심의위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PROFESSIONAL EXPERIENCE

대학/공공기관/중소기업/대기업 발명자 상담 및 명세서 작성

특허/실용신안 국내/해외/PCT 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디자인 국내/해외/헤이그 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인천대학교 특허자산 평가 및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플라즈마 처리장치관련 선행기술조사 및 회피기술 설계

조명장치관련 특허침해 감정 및 분쟁 대응

공기정화기 특허기술 무효심판 및 침해 분석

냉각장치관련 산학 공동 R&D 기획 및 수행

TECHNICAL EXPERTISE

냉장고, 스토브 또는 레인지, 청소기, 공기조화, 물/공기 가열기, 증기응축기, 에어컨

내연기관, 증기터빈, 냉각장치, 액추에이터, 원동기, 조명장치, 펌프 및 압축기 등

EDUCATIONAL BACKGROUND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사 (2001)

김 승 환

파트너 변리사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hjLee@nampat.co.kr

+ 82-2-6714-1078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08, 제44회)

대한변리사회 (KPAA)

14 년

YEAR OF PRACTICE

OTHERS

일본 세이와특허사무소 연수 (2011)

TTDC (Toyota Technical Development Corp.) 연수 (2019)

PROFESSIONAL EXPERIENCE

연동장치/프레스성형 분야의 특허침해 및 무효가능성 분석

국내 기업의 국외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 분야) 활동에 대한 법률자문

반도체 제조 분야의 무효성 조사

자동차 관련 분야의 특허맵 작성

TECHNICAL EXPERTISE

반도체, 광학 소자, 디스플레이 패널, 이온전지, 조광기구, 금속재료, 연마재 등

EDUCATIONAL BACKGROUND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학사 (2008)

이 호 준

파트너 변리사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krha@nampat.co.kr

+ 82-2-6714-1147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09, 제46회)

대한변리사회 (KPAA)

12 년

YEAR OF PRACTICE

PROFESSIONAL EXPERIENCE

OTHERS

대학/공공연/중소기업/대기업 발명자 상담 및 명세서 작성

특허/실용신안 국내/해외/PCT 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디자인 국내/해외/헤이그 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

반도체 소재관련 경쟁사 특허 무효조사 및 회피 설계

경쟁력 있는 제품 매칭을 위한 청구항 초안 작성

태양전지관련 특허동향조사 및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코팅소재 분야 특허동향분석 및 IP 전략 수립

나노기술 및 유기 고분자 화합물관련 FTO 및 회피기술 설계

공공연구기관의 해외기술수출용 기술발굴 및 해외 마케팅

주조 및 분말야금관련 특허 침해여부 검토, 경고장 및 라이선스

중부대/충북대/교통대/고려대 자문위원

한국식품연구원 자문위원

중국기술이전기관 ITTN Specialist

포스코 지적재산그룹 (2014-2015)

TECHNICAL EXPERTISE

주조, 분말야금, 나노기술, 세라믹스, 유기 고분자 화합물, 반도체 장치, 배터리, 광전지 등

EDUCATIONAL BACKGROUND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 (학사, 2010)

하 귀 례

수석변리사 화학  바이오  약학 그룹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syhwang@nampat.co.kr

+ 82-2-6714-1201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09, 제46회)

대한변리사회 (KPAA)

12 년

YEAR OF PRACTICE

OTHERS

47회 변리사 1차 시험 검토위원 (2010)

중소기업 특허 교육 (2012)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기술수요조사(2014)

셀트리온 IP전략팀 파트장 (2017-2018)

PROFESSIONAL EXPERIENCE

케미칼 수지 또는 전자 재료의 국내/해외 출원 및 중간사건 처리

화학 조성물 또는 의약품 관련 무효(자유실시가능성) 의견 작성 또는 무효심판사건 처리

무기 재료 관련 특허기반 기술의 이전 사건 처리

일본 고객의 허브출원 사건 처리

간장 질환 치료제의 에버그리닝을 위한 국내 출원 및 중간사건 처리

바이오시밀러 제품 조기 출시를 위한 한국/일본/미국/캐나다/유럽 무효소송/침해소송/가처분신청 
사건 처리

의약품 특허조사/특허맵 작성

TECHNICAL EXPERTISE

저분자 (compound) / 고분자 (antibody) 의약품, 의약품 제조공정 (배양/정제/제형),
투여방법, 의학기구

의약품 특허권 등재, 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

유기 화합물/고분자 재료, 무기 재료, 플라스틱 조성물, 반도체 제조공정
(전구체/증착법/식각액)

OLED 발광재료, 2차 전지, 태양 전지, 연료 전지, 수처리 조성물/시스템, 3D 프린터 재료

EDUCATIONAL BACKGROUND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 학사 (2010)

황 승 연

수석변리사 화학  바이오  약학 그룹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yhcho@nampat.co.kr

+ 82-2-6714-1019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10, 제47회)

대한변리사회 (KPAA)

11 년

YEAR OF PRACTICE

PROFESSIONAL EXPERIENCE

메타전자파 관련 선행기술 조사, 상담 및 명세서 작성

게임 밸런싱 기술 특허분석

차량용 영상처리 SoC기술 특허분석

반도체 공정장비 특허분석

통신기술관련(대기업) 발명자 상담, 명세서 작성 및 중간사건 대응

대학 및 중소기업의 IP컨설팅(특허 분석, 분쟁 예방) 업무

대학 및 중소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 특허 포트폴리오 설계 및 침해 리스크 분석

전자제품기업(대기업)의 특허분석을 통한 특허 매입 및 라이센싱 업무

TECHNICAL EXPERTISE

영상처리, 신호처리,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센서, 자율주행, AR, 헬스케어, AI

EDUCATIONAL BACKGROUND

한양대학교 대학원 의용생체공학 박사 (2006)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98)

조 용 호

변리사 Ph.D 전자  IT 그룹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yjyoun@nampat.co.kr

+ 82-2-6714-1167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11, 제48회)

대한변리사회 (KPAA)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평가사
(2014)

10 년

YEAR OF PRACTICE

OTHERS

제 49회 변리사 시험 1차 검토위원 (자연과학개론)

PROFESSIONAL EXPERIENCE

특허/실용신안 국내/해외/PCT 출원 및 중간 사건 대응

접착제 발명의 침해 분석

흡연 물품 첨가제 관련 무효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흡연 물품 특허 무효성 분석

반도체 재료 관련 특허의 취소신청

약학 발명의 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약학 특허의 특허등재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TECHNICAL EXPERTISE

유기화학, 고분자 재료, 약학

EDUCATIONAL BACKGROUND

서울대학교 화학교육 학사 (2011)

윤 영 주

변리사 화학  바이오  약학 그룹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mkshin@nampat.co.kr

+ 82-2-6714-1202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11, 제48회)

대한변리사회(KPAA)

10 년

YEAR OF PRACTICE

PROFESSIONAL EXPERIENCE

특허/실용신안 국내/해외/PCT 출원 및 중간사건대응

대기업/중소기업/산학 발명자 상담 및 명세서 작성

OLED 관련 특허 유효성/무효성 분석

리튬 이온 배터리관련 특허 침해분석

흡착제 관련 심결 취소 소송

TECHNICAL EXPERTISE

유기화학, 무기화학, 고분자재료, 전자재료, 섬유

EDUCATIONAL BACKGROUND

한양대학교 화학과 학사 (2013)

신 민 경

변리사 화학  바이오  약학 그룹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dycho@nampat.co.kr

+ 82-2-6714-1140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12, 제49회)

대한변리사회 (KPAA)

9 년

YEAR OF PRACTICE

OTHERS

포항공과대학교의 특허 기술평가

연세대학교의 특허 기술평가

PROFESSIONAL EXPERIENCE

접착제 관련 분야의 “접착제 물품”에 대한 중간 사건 처리

섬유 관련 분야의 “섬유 혼합물 및 이로 제작한 직물”에 대한 중간 사건 처리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의료용 초음파 영상화에서의 피드백”에 대한 중간 사건 처리

유기 고분자 화합물 분야의 “UV 차단 필름”에 대한 중간 사건 및 심판/소송 사건 처리

담배 관련 분야의 “흡연 물품”에 대한 중간 사건 및 심판 사건 처리

TECHNICAL EXPERTISE

담배, 비금속 원소, 고분자 화합물의 조성물

피복 조성물, 접착제, 합금 등

EDUCATIONAL BACKGROUND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2011)

조 두 용

변리사 화학  바이오  약학 그룹



NAM & NAM    특허법인 남앤남    Since 1952

leesw@nampat.co.kr

+ 82-2-6714-1188

CONTACT

ADMISSIONS
/ AFFILIATIONS

변리사 (‘17, 제 54회)

4 년

YEAR OF PRACTICE

PROFESSIONAL EXPERIENCE

약학 조성물 관련 기술 특허사건 처리

원자력 해체 관련 기술 특허사건 처리

슬래그 등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기술 특허사건 처리

2차 전지 관련 기술 특허사건 처리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 관련 바이오분야 및 화학분야 특허사건 처리

TECHNICAL EXPERTISE

바이오, 약물, 식품, 미생물, 유기고분자 화합물

수처리, 필터, 제염, 화합물, 배터리 등

EDUCATIONAL BACKGROUND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학사 (2018)

이 서 우

변리사 화학  바이오  약학 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