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

Patent & Law Firm



특허법인 유니스는 1991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2000여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지식 재산권 전문 

특허 법률 사무소입니다. 현재 10여명의 각 기술 분야별 변리사와 지적 재산권 소송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60여명의 전문 인력을 가진 

전자 IT, 기계,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에 대한 자문, 출원, 소송에서 사업화 전략과 국제적인 라이센스 업무까지 

포괄적인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니스는 디즈니와 같은 국제적 기업에서 세계 굴지의 R&D센터, 국내외의 일류 대학, 20

여개에 이르는 상장 기업은 물론 다양한 중소 기업, 그리고 창의적 발명으로 미래를 설계할 발명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인 고객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쌓아 온 전문 지식과 경험, 전 세계의 지적 재산권 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각각의 특성과 요구 조건 및 산업 환경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에 의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1년 사무소 설립 

1993년 한국 최초의 특허 및 상표 검색 시스템을 개발 

1995년 삼성과 공동으로 멀티 미디어 특허 정보 시스템을 구축 

1998년 IBM과 공동으로 특허 정보 도서관을 구축 볼보 그룹의 국내 주요 대리인으로 선정됨 

2001년 상표, 특허의 온라인 상담·출원 시스템인 INEEDBRAND.COM, INEEDPATENT.COM을시작 

2002년 한국 특허청에서 당소에서 개발한 유사 상표 검색 시스템을 도입 

2004년 울산 부천 지원 개설 2005년 서울 사무소 이전 

2007년 Ranky.com에서 당소 운용 사이트가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국내 1위 사이트로 선정 

2009년 출원 건수 3,500건/년을 돌파, 한국 특허청 출원 건수 기준 10위권 사무소로 도약 2011년 IP 마이스터 프로젝트 수행 – 대통령, 

특허청장이 당소의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 

2012년 EPO(유럽 특허청)시스템 관리자 방문



정보통신부 삼성전자, 한국IBM 등과 공동으로 IP 데이터 베이스, 검색 소프트 웨어 및 디지털 라이브러리 

개발사업 수행.

한국 특허청에 상표 검색 엔진 납품.

한국볼보건설기계 특허고문 역임.

대표변리사 윤의섭

전문분야 :

학력 : 

외국어 : 

email : 

기계, 유압, IT분야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영어,일본어

eesop@unispat.com

기계, 금속, 재료, 전자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풍부한 출원 및 소송 경력

변리사 이상필

전문분야 :

학력 : 

외국어 : 

email : 

기계, 금속, 재료, 전자 분야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영어,일본어

splee@unispat.com

심판,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변리사 이창무

전문분야 :

학력 : 

외국어 : 

email : 

기계, 지적재산권 관련소송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영어,일본어

cmlee@unispat.com

국제적 분쟁이 된 「Sinorgchem Vs. Flexsys」(ITC、미국 지방재판소、중국에서도 분쟁이 진행 됨) 사건 

등에서 승소, 분쟁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 보유.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에서 겸임교수 역임.변리사 김수진

전문분야 :

학력 : 

외국어 : 

email : 

화학, 약학 분야

경북대학교 화학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영어,일본어,중국어

sjkim@unispat.com

변리사 소개 및 약력



수년간 독일 정부의 연구기관 Fraunhofer Gesellschaft의 한국 사건 담당）

HDP(Harness, Dickey & Pierce)에서 연수

변리사  배영준

전문분야 :

학력 :

외국어 : 

email :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재료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영어,일본어

baeyj@unispat.com

변리사 조희경
상표 관련 심판,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전문분야 :

학력 :

외국어 : 

email : 

상표, 화학 분야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교육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영어,일본어

chohk@unispat.com

기계분야 출원업무 담당

변리사 서지영

변호사 조희경

전문분야 :

학력 :

외국어 : 

email : 

기계분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과

영어,일본어

jyseo@unispat.com

기계 분야 출원 업무 담당

변리사 이태규

전문분야 :

학력 :

외국어 : 

email : 

기계, 디자인 분야

단국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영어

tglee@unispat.com

한국플랑크톤연구소 소장 역임. 한국환경생물학회 학술이사 역임. 한양대학교, 용인대학교 강사.

이학박사 남현우

전문분야 :

학력 :

외국어 : 

email : 

생명공학, 환경분야

한양대학교 생물학과

영어

hynam@unispat.com

변리사 소개 및 약력



지적재산권 국내외 출원과 등록 

- 출원전 선행기술조사업무 발명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기술 유무, 특허/상표의 선출원, 선등록 여부 조사. 

- 출원업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출원서 작성과 국내외 출원,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 등록 및 관리업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등록과 등록된 권리의 유지관리.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 심판 및 소견서 작성 

-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관련업무 지적재산권의 권리범위 확인, 무효, 거절결정 등과 관련된 각종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지적재산권 분쟁의 처리 특허, 상표,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상담, 조정, 경고장 

작성,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절차 등의 처리.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정보조사, 침해감시, 경쟁업체 동향조사 

- 특허, 상표, 저작권 노하우 등의 전용 및 통상 실시권 계약.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기술개발 및 지적재산권 사업화 지원, 침해에 대한 감시와 

경쟁 업체 동향조사. 

- 투자, M&A등 기업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의뢰사건 포트폴리오 

의뢰하신 사건의 목록이 제공되며 서지적 사항과 현재 상태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등 필요한 파일을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사건 게시판을 통하여 전담 변리사 및 담당자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이니드 패턴트 (www.ineedpatent.com) 

- 인터넷을 통한 특허 관리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국내 및 해외 특허 등록 신청. - 특허 선행기술 자료 제공. - 기업체, 연구소, 학교 등 무료 특허 교육. 

- 전화 (080-566-9200) 

특허맵 작성 (Patent Map) 

특허에 나타나 있는 여러가지 팩터(factor)들을 맵핑(mapping)해 보면, 특허에는 상당히 귀중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맵(Patent Map)을 통하여, 

- 특정 기술의 흐름 

-  기업의 기술동향 파악 

- 기술 개발의 방향선정 

- 향후에 발생할 분쟁 예측 등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발명진흥회,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정밀화학산업] 및 혁신클러스터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특허컨설팅사업을 통해 각 중소기업의 특허맵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고객지원

1.

2.

3.

4.

6.

5.



특허권 수익화

–IP Portfolio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요구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라면, 이러한 투자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수익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라이센싱과 매각을 통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이러한 수익을 보장하고, 보다 향상된 새로운 IP Portfolio 구축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옵션이 될 것입니다.

Global IP

–UNIS는 Global IP의 한국 Partner로서, Global IP의 한국 고객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UNIS와 Global IP가 협력하여, 한국 회사나 개인발명가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거래로 성사시켜 

오고 있습니다.

–UNIS는 Global IP의 한국 파트너입니다.

–성공적인 IP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특허권자에게 Best Price와 가장 Cost-Effective한 Deal을 제공할 수 있는,믿을 만한 전문 

Law Firm과 거래를 하는 것이 유일한 Solution입니다.

–Unis와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한국 회사나 개인발명가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거래로 성사시켜 

오고 있습니다.

–Global IP (www.giplg.com)는 귀사의 IP 가치실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Law Firm입니다.

–Global IP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특허권 매각, 라이센싱 및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합니다.

–Global IP는 Boeing, Motorola, Philips, Nortel, Tyco등과 같은 기업 고객은 물론, Start-up 회사나 개인 발명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Global  IP는  IT, Mobile Communication,  SW, SNS, Gaming, 반도체 등 주력 기술분야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수요기업  리소스  (Potential  Buyer  Resource)를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수요기업들과  직접적인  High  Level 

Contact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lobal  IP는  Nortel  Networks의  Legal  Advisor로서,  Nortel  특허  Portfolio  Auction  (대상  특허건수  6,000건)  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Global  IP는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는 일체의 Fee를 받지 않는 Full Contingency Basis의 Fee Arrangement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Global IP는 Nortel Networks Patent Auction에서 Nortel을 대리하여 5 조원 ($4.5 Billion)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업무 및 고객지원

7.

8.



본사(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0 윤익빌딩 16,17F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6-13 윤익빌딩 16,17F)

Email : email@unispat.com

Tel : 02-564-7734

Fax :02-564-7735, 02-564-7751

부천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401동 313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401동 313호)

Tel : 032-624-1257,8

Fax : 032-624-1256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81 성원빌딩 6F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67-10 성원빌딩 6F)

Tel : 080-260-4370

Fax : 052-260-4372

Patent & Law Fi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