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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태 한국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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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식재산 전분야에서 수준높은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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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rpatent

®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 침해 구제 및 침해금지 가처분
• 이의신청 및 취소 절차

• 자유실시 분석, 실사의견 등 자문
• 연차료 및 출원유지료 관리

• 전략 컨설팅 및 포트폴리오 관리
• 번역

• 계약서 작성 자문
• IP 정보 조사
• 세관압류

또한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의 전분야에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최적화된 주제와 일정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혁신은 발상에서 시작됩니다.

저희는 뮌헨공대(TUM) 등 독일 뿐 아니라, 한국 등 여러 나라
의 대학교에서 IP 관련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증된 전문가인 저희에게
그 발상을 맡기십시오.

www.isarpatent.com

| Office

| Team

는 독일 내 top 10에 속하는 특허법률사무소
로서 창립 이래 7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및 독일
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공정경쟁 등의 전분야에 걸
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는 25명 이상의 변리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및
변리사 연수를 받는 특허엔지니어 등 100 여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든 기술 분야를 망라하여 전문분야별로 팀을 이
루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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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능력은 Financial Times의 유럽 Leading Patent
Law Firm 2021 선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는 독일 특허상표청(DPMA) 및 특허법원
(BPatG)과 유럽 특허청(EPO)이 위치하여 유럽의 지식재산
수도로 알려진 뮌헨의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 슈투트가르트, 코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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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유능하고 경험 많은 전문
인력들이 전 세계 고객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함께 일하
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부서는 한국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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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  물리  생명공학  인공지능
의료기술  자동차 공학  전기공학
전기통신  정보통신  제약  친환경 기술
항공우주공학  화학

이에 더하여 법률부서에서는 고객의 상표 및 디자인 전 영역
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변호사 및
변리사를 포함한 모든 전문인력이 긴밀히 협력하여 소송절차
에 임하고 있습니다.

| Partner
DR. STEPHAN BARTH

물리, 기계, 자동차 공학

GLYNDWR CHARLES

전기공학, 정보통신, 인공지능, 전기통신

OLIVER HASSA

전기공학, 자동차 공학, 직무발명

RALF PECKMANN

물리, 기계, 항공우주공학

WOLFGANG SANDMANN

| Our Korean Department
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아우
르는 한국의 기업체들 뿐 아니라, 연구소와 대학교를 지원
하고 있으며, 한국 내 여러 특허법률사무소들의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지난 20여년을 함께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부서에서는 한
국 특허청과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했던 한국 변리사와, 한국
기업에서 숙련된 지원인력이
관련 업무 전반을 신속하게 응
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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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 Barth 변
 리사 | 파트너 | 이학박사

박진 한국 변리사 | 공학박사
박기태 한국 변리사

제약, 화학, 생명공학

DR. CHRISTOPH HECHT

물리, 정보통신, 전기통신, 친환경 기술

FRANZ STANGL

법률대리, 공인 IP 변호사

ADRIAN HUISSEL, LL.M.

기계, 자동차 공학, 의료기술, 친환경 기술

DR. NINO M. BRATOVIC

물리, 인공지능, 정보통신, 의료기술

DR. MARC LEHMACHER

물리, 항공우주공학, 자동차 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