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학 박사 및 특허청 심사관 출신 변리사 중심

특허법인 플러스 소개

전담 책임 변리사 / 공학박사 송홍석
(Tel.) 042-720-4896, 010-4026-5772 (E-mail) hsong@pluspatent.com



2특허법인 플러스 특징 및 강점

 국내 10 위권 규모의 중견 특허법인 (17년 경력)

- 인력 : 변리사 20명(변호사1) 포함 총 약80명
- 연간 특허 출원량 : 국내 1,200건, 해외 300건
- PCT 출원규모 국내 10위권

 대전 본사(특허청 소재지) 및 서울 분소

법인 연혁 및 현황

 국내외 최고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로 구성
 변리사의 약 70%가

- 이·공학 석·박사 학위자로서
- 대기업 연구소 R&D 경력
- 특허청/특허법원 경력 보유

기술 전문성 + 지재권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인력

 전문성 기반 약90% 특허 등록률 (특허청 평균 50~60%)

- 특허청 도보 5분 거리로 심사관 심층면담/네트워킹 용이

 우수사무소, 명세서 품질평가 1위 수상(연세대, 기계연 등)

 Best for Machinery Patent Law-Korea수상(’16년)

 충북대, KAIST, DGIST, 연세대 등 대학 전담 경험 多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다수의 정출연

및 소니,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기업 전담 중

높은 등록률 및 발전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대학 보유 특허 기술 이전 경험 多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제53호)

 정부출연연 TLO 지원사업 수행 (NST ’18~)

 창업 Accelerator 블루포인트파트너스 MOU

 한국발명진흥회 중부지식거래센터 MOU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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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경험 및

높은 기술 전문성 보유 지식재산 전문 경력 보유

이학/공학 박사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GeorgiaTech.)

이학/공학 석사

이학/공학 학사

前 대기업 연구소 연구원 & 前 특허청 심사관 외

前 특허청 심판원장, 심판관, 소송수행관 외

기타

변리사 중 약 70 % 석/박사 학위 보유 변리사 중 약 60% 특허청 출신

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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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기계/소재 등 분야 특허 등록률 -

특허 등록률

구분 2018 2019 2020 합계

국내

출원 614 662 641 1,917

등록 463 487 494 1,444

등록률(%) 86.2 87.9 88.5

해외

출원(PCT포함) 100 115 98 313

등록 66 69 74 209

등록률(%) 82.5 81.2 83.1 82.3

등록률=당해 연도 등록건/(당해 연도 등록건+거절건+포기건+취하건)(심사청구기준) 제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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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기계연구원 전담 사무소 명세서 품질 평가 1위 (2018)한국기계연구원 전담 사무소 명세서 품질 평가 1위 (2018)

우수 전담사무소 선정 (2019)우수 전담사무소 선정 (2019)

한국화학연구원 전담 사무소 명세서 품질 평가 우수 (2018)한국화학연구원 전담 사무소 명세서 품질 평가 우수 (2018)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62%(15개) 전담 수행 중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62%(15개) 전담 수행 중

충북대, KAIST, DGIST, 서울대, 연세대, 충남대 등 주요 대학 전담 다년간 유지 중충북대, KAIST, DGIST, 서울대, 연세대, 충남대 등 주요 대학 전담 다년간 유지 중

□ 국내 수상 이력 및 현황

2년 연속 우수 전담사무소로 선정 (2020)2년 연속 우수 전담사무소로 선정 (2020)

당소의 업무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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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수상 이력

당소의 업무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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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기관 주요 대학 기업

† 2021년 기술이전 및 사업화 분야 업무 협약(MOU)

†

주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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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책임 :  송홍석파트너변리사

전기/전자/통신

송홍석변리사

IP 경력10년
포항공대박사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출원, OA, 심판/소송

김연호변리사

IP경력31년
KAIST석사
전자공학

출원, OA, 심판/소송

서용태변리사

IP경력2년
성균관대학사

물리학

출원, OA, 심판/소송

정민이변리사

IP경력2년
한국교원대석사

물리학

출원, OA, 심판/소송

기계/운송/건축 소재 환경

※ 융합기술은 복수의 변리사 참여

황승재변리사

IP경력3개월
한양대학사
응용물리학

출원, OA, 심판/소송

김진식박사

IP경력7년
KAIST박사

전산학/bioinformatics

특허조사분석

권오식변리사

IP 경력23년
KAIST박사

화학(재료/고분자)

출원, OA, 심판/소송

강형석변리사

IP경력17년
KAIST 박사
화학공학

출원, OA, 심판/소송

이동기변리사

IP경력10년
KAIST 박사

화학

출원, OA, 심판/소송

박창희변리사

IP경력24년
서울대박사

화학

출원, OA, 심판/소송

임혜준변리사

IP 경력22년
조지아공대 박사

생물학과

출원, OA, 심판/소송

윤중곤변리사

IP 경력3년
서울대학사

화학생물공학

출원, OA, 심판/소송

특허청 심사관경력

김종관변리사

IP경력24년
KAIST 박사

항공우주공학

출원, OA, 심판/소송

정지덕변리사

IP경력15년
서울대박사
기계설계학

출원, OA, 기술이전

장동건변리사

IP경력3년
인하대학사
기계공학

출원, OA, 심판/소송

강순구변리사

IP경력22년
충남대석사

디자인

출원, OA, 심판/소송

정유진변호사/변리사

IP경력1년
고려대학사

보건환경융합

출원, OA, 심판/소송

전지훈변리사

IP경력3개월
KAIST
EEWS

출원, OA, 심판/소송

지식재산
거래팀

지식재산
평가팀

정보조사 ∙ 
분석팀

법률자문

기술사업화 †

□ 해당

충북대 전담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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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석 파트너변리사

변리사, 공학박사,  
국제TRIZ 전문가,  기술신용평가사

전문분야
전기/전자/제어/전력전자/ 전장부품/융복합기술

학 력
독일Darmstadt 공대 Post-Doc.
포항공과대학교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박사
포항공과대학교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석사
성균관대학교전자공학과학사

주요경력
전)현대기아차환경기술센터파트장
전) 특허청선임심사관
전)포항공대 정보통신연구소선임연구원
전) 독일 Darmstadt 공대전력전자연구소
현)전력전자학회논문편집위원(’19~)
현)법원전문심리위원(’19~)
현) 특허법인플러스파트너변리사

차량용 전기전자 및 컴퓨터 분야 연구개발 경험 풍부

• [현대·기아차] 친환경차용 Power Inverter, Converter 설계·개발 총괄책임 파트장(7년, ’04~’10, 소나타HEV 양산 외)

• [독일 Darmstadt 공대] 독일 차세대 신형 철도용 Power Converter 개발 : (’01~’02)

• [포항공대 정보통신연구소] 무인 개인 고속 수송(PRT) 시스템 개발
• [컴퓨터 분야] 자연어 처리 기반 특허 명세서 자동 점검 및 평가 시스템 개발

IP 창출 역량 – 우수발명자상, 특허경진대회 최우수상, 특허청 포상, 다수 발명

 현대·기아차 R&D센터 - 특허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우수발명자상 수상
 특허청 - 선행기술검색노하우 최우수상 / 우수심사관상
 발명 – 특허 국내외 100여 건

특허청 전문 특허 심사관 경력 보유 – 8년간 약 2천건 심사

전기전자 기술분야 전문 직위 심사관 (전기심사과, 자동차융합기술심사과 근무)

現특허청전기자동차연구회위원, 現특허청친환경차연구회위원

전기전자컴퓨터 분야 기술 전문성 보유

• 공학박사 학위 보유(포항공대), 독일 다름스타트 공대 박사후 연수(Post.-Doc.)

• 국제 SCI 저널 총7편 등재, 주요 논문 피인용 횟수 1,000회 이상 논문 제1저자
• 現 법원 전문심리위원, 전력전자학회 논문 편집 위원(‘19~)

IP 컨설팅 전문성 – TRIZ 국제 자격 보유 / 풍부한 IP 컨설팅 경험 보유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TRIZ) 최상급 자격 보유
 특허청 산업체 IP R&D 지원
 해외 의료기기 기업 ResMed, 효성중공업, 현대·기아차 연료전지/하이브리드차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컨설팅

전담 책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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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구 분 성명
학위 및 전공 경력

(년/월) 비고
학교 전공 학위

1 파트너변리사 김연호 KAIST
美시라큐스대

전자공학
정보경영학 석사 31/10

특허심판원 원장, 심판장, 심판관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 심사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2 파트너변리사 김종관 KAIST 항공우주공학 박사 24/5
특허심판원 심판연구관

특허청 심사관, 소송수행관
삼성 SDI

3 파트너변리사 권오식 KAIST 화학재료 박사 23/5
특허심판원 심판연구관

특허청 심사관
한화종합연구소

4 파트너변리사 박창희 서울대 화학 박사 24/4
특허심판원 심판연구관

특허청 심사관, 소송수행관
한화케미컬연구소

5 파트너변리사 송홍석 포항공대 전자전기컴퓨터
공학 박사 10/5

특허청 심사관
현대·기아차 연구소

6 파트너변리사 정지덕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박사 15/7
특허청 심사관

삼성전자

7 파트너변리사 강형석 KAIST 화학공학 박사 17/6
특허청 심사관
아모레퍼시픽

8 파트너변리사 임혜준 美조지아공대
이화여대

생물학
약학

박사
(약사)

22/1

대법원 조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파트장, 소송수행관
삼양제닉스

9 파트너변리사 강순구 충남대 특허법무 석사 22/11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과장, 서울사무소 소장
한국특허정보원 전략기획실장

10 파트너변리사 이동기 KAIST 화학 박사 10/2

충북대 전담 TF [첨부] 주요 변리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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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업무 주요 내용 비고

발명
상담

정기 상담 ㅇ IP 데스크† 운영(먼저 찾아가는 연구자 지원 서비스)
ㅇ 발명신고 이전에 업무 관련 단순 아이디어를 특허 가능한 아이디어로 강화

일정 협의 예정

수시 상담 ㅇ 요청시 신속힌 컨설팅 밀착지원

특허
컨설팅

연구과제 단계별 컨설팅

ㅇ 발명 상담과 연계, 연구과제 수행 단계별 특허 컨설팅 제공
- 기획 단계 : 선행기술, 특허동향, 시장 조사 등 IP 확보 전략
- 수행 단계 : 특허설계, 출원전략 수립 등 IP포트폴리오 구축
- 활용 단계 : 특허패키징, 사업화유망기술 발굴 등 사업화 연계

발명 상담과 연계

우수 기술 발굴
ㅇ 직무발명심의 적극 참여 및 우수 기술(특허성/기술성/시장성 고려) 정기 발굴
ㅇ 발굴된 건에 대해 집중 특허 컨설팅 제공, 차년도 기술사업화 대상에 포함

집중 특허 발굴 워크샵 지원
ㅇ 신사업, 미래 전략 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으로 길목 특허 발굴 지원
ㅇ 연구자의 직무발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특허 부서 주관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R&D 기획/제안서 작성 지원
ㅇ 특허동향조사, 기술동향 조사
ㅇ 기술성, 시장성, 정책동향 등 분석 지원

OA
대응

심사관 심층 면담
ㅇ 심사관 구두 설득 통한 특허 등록률 향상 및 최대한 넓은 권리범위 확보에 유리
ㅇ 특허청 5분 거리 위치한 지리적 장점 활용하여 무상으로 적극적 진행 통해 등록률 배가

출원후
지원

기출원 특허 보강 컨설팅 ㅇ 기출원/등록 특허 권리범위 검토 및 권리 보강 전략 수립

등록특허 유지·포기 검토
ㅇ 기등록 특허의 가치평가를 통한 등록 유지 검토
ㅇ 청구항 검토 및 축소

정기적 모니터링
ㅇ 기 출원 특허 법적 상태 현황 정기 보고
ㅇ 경쟁 연구그룹 특허·분쟁 동향 정보 제공

기술
이전
지원

수요기술 및
수요기업 발굴

ㅇ 기술사업화·마케팅 지원
- SMK 작성 지원, 당소 고객사 기술소개자료발송 등

법률 지원 ㅇ 산업재산권 전문 변호사 자문(NST 과제로 정출연 250 여건 법률 컨설팅 지원 경험 有)
행정 지원 ㅇ 기술료 납부 관리, 수요기술 DB 구축 지원

기타
지원

맞춤형 IP 교육
ㅇ 니즈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반기별)

- 특허 아이디어 개발 방법, 연구원 창업 외
심의회 지원 ㅇ R&D 과제 심의위원회 등 IP관련 심의위원회 적극 참여

† 정해진 날짜에 IP 전문가가 상주하여 상담 진행

주요 지원 프로그램 요약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10층) TEL. 042-482-0004 / FAX 042-487-1777 info@pluspatent.com

지식재산권 전문 특허사무소

- 2003년 10월 설립
- 前 심판원장 및 특허청 출신 주축의

최대 특허법인
- 연간 약 1,300 건 국내 출원
- 연간 300여건의 해외 출원
- 대전 · 서울사무소

- 특허청·연구경험 보유 인력
전체 70%이상

- 높은 기술 이해도 및
지식재산권 전문성

인력의 전문성 높은 등록률/발전가능성

- 높은 특허 등록률 : 약 88%
- PCT 출원규모 국내 8위
- Best for Machinery Patent Law-

Korea수상(’16년)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출연(연) TLO 지원사업
- 창업 Accelerator 블루포인트파트너스 MOU
- 한국발명진흥회 중부지식거래센터 MOU
- IP-R&D 우수수행기관 맞춤형PM S등급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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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 대표변리사

변리사, 공학석사

전문분야
전기/전자/통신/BM

주요경력
전)특허청전기전자심사관
전)특허법원기술심리관
전)국제지식재산연구원원장
전)특허청전기전자심사국국장
전) 특허청특허심사기획국국장
전) 특허심판원원장 (제19대)
현) 특허법인플러스대표변리사

학 력
美시라큐스대학교정보경영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전기전자공학과 석사
한양대학교전자공학과 학사

김종관 대표변리사

변리사, 공학박사, 기술거래사

전문분야
장치/기구/시스템/융복합기술

주요경력
전)삼성SDI 디스플레이연구소
전)특허청심사관
전)특허심판원수송수행관
전)특허심판원심판연구관
전)일본지적재산연구소(IP) 객원연구원
현) 특허법인플러스대표변리사

학 력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KAIST 기계공학과 석사
서울대학교항공공학과 학사

정지덕 파트너변리사

변리사, 공학박사,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전문분야
장치/기구/시스템/융복합기술/디자인

주요경력
전)삼성전자책임연구원
전)특허청심사관
현) 특허법인플러스파트너변리사

학 력
서울대학교기계항공공학 박사
서울대학교기계공학부 석사
서울대학교기계설계학과 학사

권오식 대표변리사

변리사, 이학박사,기술거래사, 
고분자기술사

전문분야
화학공학/고분자/전자재료

주요경력
전)한화그룹종합연구원책임연구원
전)특허청심사관
전)특허심판원심판연구관
현) 특허법인플러스
현) 폐자원재활용기술수준평가위원
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학 력
KAIST화학과박사
KAIST화학과석사

[첨부] 주요 변리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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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태 변리사

변리사

전문분야
전기전자/측정/광학

주요경력
제53회변리사합격
현)특허법인플러스

학 력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학사
철학과학사

정민이 변리사

변리사

전문분야
전기전자/물리/광학

주요경력
제54회변리사시험합격
현) 특허법인플러스

학 력
한국교원대물리교육과석사
한국교원대물리교육과학사

장동건 변리사

변리사

전문분야
기계/전기전자

주요경력
제53회변리사시험합격
전) LG전자TV연구소연구원
전) 청암특허법률사무소
현) 특허법인플러스

학 력
인하대학교기계공학부학사

황승재 변리사

변리사

전문분야
전기전자

주요경력
제57회변리사시험합격
현) 특허법인플러스

학 력
한양대학교
물리학과학사

김진식 박사

공학박사

전문분야
화학/생물학/분자생물학

주요경력
전)  KAIST 응용과학연구소
현) 특허법인플러스

학 력
KAIST 생명화학공학과박사
KAIST 생명화학공학과석사
KAIST 생명화학공학과학사

[첨부] 주요 변리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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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파트너변리사

변리사, 이학박사

전문분야
나노화학/유기합성화학

주요경력
제47회변리사시험합격
현) 특허법인플러스

학 력
KAIST화학과박사
KAIST화학과석사
서강대화학과학사

강형석 파트너변리사

변리사, 공학박사

전문분야
유기화합물/계면공학/생체재료

주요경력
전)아모레퍼시픽선임연구원
전)특허청책임심사관

고분자화합물 심사기준개정(‘06)
고분자화합물 심사노하우집(‘07)
물질특허연구회간사(‘08)
우수심사관표창(차관급표창)
스마트심사관표창(차관급표창)

현) 특허법인플러스

학 력
KAIST 생명화학공학과박사
KAIST 생명화학공학과석사
KAIST 생명화학공학과학사

임혜준 파트너변리사

변리사, 공학박사, 약사

전문분야
의약∙바이오

주요경력
전)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심사파트장

바이오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심사파트장
약품화학심사과, 생명공학심사과심사관

전) 특허청 소송수행관
전) 특허심판원심판관(화학, 바이오및제약분야)
전) 대법원조사관(지적재산권분야)
전) 삼양Genex생명공학연유전자치료팀

선임연구원
전) 美오크리지국립연구소동물유전자파트

Post Doc

학 력
Georgia Tech 분자생물학박사
이화여대약학대학, 약물학석사

박창희 대표변리사

변리사, 이학박사, 기술거래사

전문분야
의약화학, 약학, 생명공학, 화학공정, 촉매

주요경력
현) 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
현) KITE 창업가투자투자심의위원
현) KITE 엔젤클럽(개인투자조합)부회장
현) 항암시스템통합사업단임상과제평가위원
현) 나고야의정서정부합동법률지원위원
현) 질병관리본부국가병원체자원은행

심의위원
전) 한화케미컬연구소선임연구원
전) 특허청심사관, 수송행정관
전) 특허심판원심판연구관

학 력
서울대학교화학학사
서울대학교화학석사
서울대학교화학박사

[첨부] 주요 변리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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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연 변리사

변리사

전문분야
화학공학/재료

주요경력
제54회변리사시험합격
전) 혜성특허법률사무소
전) 아트만특허법률사무소
현) 특허법인플러스

학 력
고려대생명과학부학사

정유진 변호사

변리사/변호사

전문분야
화학바이오, 심판∙소송

주요경력
현) 특허법인플러스
전) 공무원연금공단
제8회변호사시험합격(’19)

학 력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학사
환경생태공학학사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윤중곤 변리사

변리사

전문분야
이차전지, 유기재료, 무기재료
화학공정, 촉매

주요경력
제54회변리사시험합격
전) 팬코리아특허법인
현) 특허법인플러스

학 력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학사

강순구 파트너변리사

변리사, 법학석사

전문분야
상표/디자인/서비스표

주요경력
전)한국특허정보원전략기획실장
전) 특허청서울사무소소장
전) 서비스표심사과 과장
전) 특허심판원심판관(상표심판)
전) 디자인및서비스표심사과서기관
(상표디자인심사)
현) 특허법인플러스파트너변리사

학 력
충남대학교특허법무학과석사

[첨부] 주요 변리사 이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