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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WOO

We exist only to protect you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특허전쟁에는

승자와 패자만이 있습니다.

특허법인 신우는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고객의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객의 지식을 지켜내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가능한 모든 전략을 실행합니다.

우리는 고객과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의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것,

우리의 목표입니다. 



About Shi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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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WOO

WE KNOW HOW TO WIN.

IN A PATENT WAR OVER INTELLECTUAL PROPERTY,

THERE IS A WINNER AND A LOSER.

특허법인 신우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기계, 재료 등의 광범위한 

기술분야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업분야 경력을 보유한 변리사, 특허청 

심사심판 출신 변리사, 특허조사분석 전문가,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까지

다양한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여러분에게 최적의 지식재산 

KEY를 제공해 드립니다.



SHINWOOSHINWOO

Patent attorney Patent attorney

최  명  섭

학  력

University of Washington, IP LLM(2008 졸업)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1992 졸업)

경  력

특허법인 신우 대표 변리사(2017~현재)

특허법원 소송구조 변리사(2017~현재)

발명진흥회, 특허지원센터(i-PAC),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2016~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2001~2016)

문앤문 법률사무소 직원(1997~2000, 1994)

Applied Materials Korea 엔지니어(1995~1996)

대표 변리사  

mspata@swpat.com

기계 부문

대표 변리사

ehjung@swpat.com

전자 부문

정의환 대표 변리사는

전기, 전자, 통신분야의 특허 업무와 특허 가치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pplied Materials Korea에서는 Etch Engineer로 근무하였고

문앤문에서 도시바, 후지쓰 등의 고객을 대리하여 특허출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김앤장에서 Siemens, 메디슨, Ericsson-LG, Microsoft, 소니, Motorola, Applied Materials 등의

글로벌 고객들을 대리하여 특허 출원 업무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반도체 장비, 교통카드, 네트워크 통신, GPS, CCTV 관련 특허분쟁 업무도 대리하였습니다.

김앤장의 국내출원팀 팀장, 직무발명팀 팀장, IP 가치평가팀 팀장을 역임하였고

김앤장 직원 대상 IP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Google Campus IP 강사 및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  력

서울대학교 농업기계학과(1990 졸업)

경  력

특허법인 신우 대표 변리사(2012~현재)

신우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2000~2011)

주식회사 코오롱(1990~1991)

새미래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1994~1997)

최명섭 대표 변리사는

특허법인 신우의 역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기계/기구 등에 관한 명세서 작성에서부터 

디자인, 상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감정, 심판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고객으로 주식회사 희성전자, 농심, 비에스이, 한국몰렉스, 현진제업 등의 기업과

서울대학교, 경상대학교, 을지대학교 등의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멘토단, 용인디지털진흥원 자문위원, 농업기술상용화재단 전문위원,

경기지식재산센터의 IP닥터, 강원지식재산센터 자문위원, 춘천지식재산센터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전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지식재산권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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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attorney Patent attorney

학  력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대 물리학과(1991 졸업)

경  력

특허법인 신우 파트너 변리사(2013~현재)

한누리특허 변리사(2001~2012)

이영필특허 변리사(현 특허법인 리앤목)(1994~1996, 2000~2001)

이건주특허(1991~1992)

파트너 변리사

hsky@swpat.com

전자 부문

원희정 파트너 변리사는

특허법인 신우에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하는 전자관련 특허 업무, 상표업무와

해외 특허/상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주) 반도체 특허 업무를 시작으로

변리사 경력 동안 다양한 반도체 특허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안광학 의료기 제조업체 ㈜휴비츠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R&D 특허센터’의 ‘관상동맥 협착 검출을 위한 도플러 진동계 관련 IP R&D 전략 수립’프로젝트에서

특허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원  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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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  영

대표 변리사  

syjang@swpat.com

화학/약학/바이오 부문

학  력

이화여자대학교 제약학과(1999 졸업)

경  력

특허법인 신우 대표 변리사(2017-현재)

특허법인 신우 파트너 변리사(2012~2016)

윌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2004~2012)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2002~2004)

장수영 대표 변리사는

특허법인 신우에서 약학, 코스메틱, 바이오, 식품 등에 관한 특허업무와 상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고객으로는 주식회사 코웨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질병관리본부,

코젠바이오텍, 단국대학교 산단, 충남대 산단 등의 지직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전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를 역임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가치평가, 기술사업화 전략, 시장조사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여성벤처협회 등에서 창업지원 사업 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Patent attorney Patent attorney

학  력

육군사관학교 전기공학과(1977 졸업)

경  력

특허법인 신우 파트너 변리사(2012~현재)

신우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2001~2011)

특허청지식경영연구팀장(1999_2001)

특허심판원 심판관(1997-1998)

특허청 반도체심사과 과장(1993-1996)

특허청심사관(1983-1992)

파트너 변리사

mt2000@swpat.com

전기/전자/통신/반도체/영상기기 부문

윤병삼 파트너 변리사는

특허법인 신우에서 전기,전자,통신,반도체 등에 관한 

출원, 감정, 심판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서 전기,전자,통신,반도체,영상기기 분야의 심사 및 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주식회사 희성전자, 농심, 비에스이, 한국몰렉스, 현진제업, 을지대학교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멘토단, 구미지식재산센터 자문위원, 금오공과대학교 지식재산 자문위원 등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  병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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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민  지

파트너 변리사

mjnam@swpat.com

전기/전자/정보통신 부문

학  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2005 졸업)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2003 졸업)

경  력

특허법인 신우 파트너 변리사(2017~현재)

남앤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2015-2016)

KT IPR법무팀 변리사(2012-2015)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2009-2011)

KT 융합기술원 전임연구원 (2005-2006)

남민지 파트너 변리사는

특허법인 신우에서 전기, 전자, 정보통신 등에 관한 특허업무와 상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천대 산단, 서울대학교 산단, 카이스트 산단, 상명대 산단, 충남대 산단 등의 고객을 대리하여

특허 출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Apple, Google, Microsoft, Nokia, Motorola, Micron Technology 등

글로벌 IP 기업의 특허출원, 중간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KT IPR 법무팀에서는 출원, 심판 및 소송 관리, 침해 분석 및 대응, 가치평가, 특허 마케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SHINWOOSHINWOO



Patent attorney

이  상  헌

파트너 변리사

hsky@swpat.com

화학/생화학/소재 부문

학  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화학과(물리화학) (1991 졸업)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1989 졸업) 

경  력

특허법인 신우 변리사 (2013~ 현재)

한누리특허 변리사 (2000~2012)

유미특허 변리사 (1996~2000)

SK케미칼 주식회사 (고분자 연구실) (1993)

이상헌 파트너 변리사는

특허법인 신우에서 화학, 생화학, 유기재료의 소재와 관련된 특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에스케이케미칼㈜, ㈜ 동진쎄미켐 등의 특허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미 재직 중에는 중 삼성 SDI의 ‘태양전지 특허맵’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듀폰과의 PET 극세사 특허분쟁에서 한국화학섬유협회 대리인으로서

듀폰 특허의 무효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SHINWOO

Patent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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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2000 졸업)

경  력

특허법인 신우 변리사 (2017~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2005~2017)

YOUME 특허사무소 (2003~2004)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0~2002)

강주영 파트너 변리사는

특허법인 신우에서 전기,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및 분쟁 업무와 함께 종합적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ntel, Apple, Microsoft, IBM, GE, HP 등을 비롯한

많은 구미 특허 기업들의 국내 특허 출원 및 분쟁 관련 업무와 

Rohm Semiconductor, Hitachi, Tokyo electron 등의 일본 기업들을 위한

미국 출원 및 중간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강  주  영

파트너 변리사

jykang@swpat.com

전기/전자/정보통신/컴퓨터 부문



Business area of Shinwoo Performance history

Shinwoo’s Total Care Service System

출원 · 등록, 심판 · 소송, 권리 분석 · 감정, 특허침해 분석 · 감정, 선행

기술 조사 및 분석, 특허관련 컨설팅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쳐

TOP-NOTCH TOTAL CARE SERVICE를 제공해 드립니다.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 등록 관리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반도체, 기계, 금속, 화학, 바이오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 

/ 실용신안 출원 · 등록 업무(영문 명세서 및 표준특허 명세서 드래프팅 포함),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 · 등록 업무를 책임 수행합니다.

■ 특허심판, 특허소송 등 심판 · 소송 업무 대리

특허심판원에의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정정심판,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에의 심결취소소송 등 분쟁•소송 업무를 책임 

수행합니다.

■ 특허 유효성 분석, 권리범위 분석 및 특허침해 분석•감정

대상특허와 선행기술을 면밀히 비교 · 분석하여 특허의 유효성 / 권리범위에 대한 

적확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침해 분석•감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특허기술동향 분석 및 Patent Map 작성

다양한 선행기술 DB를 활용해 대상 발명/특허의 선행기술을 조사 · 분석하여 

Patent Map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특허기술동향을 분석합니다.

■ 기업체 특허전략 및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관련 컨설팅

기업 맞춤형의 장단기 특허전략과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책임 수행합니다.

■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라이센스 계약, 교섭, 협상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기술이전 그리고 특허권 사용 라이선스 계약 등의 

업무와 교섭, 협상 대리 업무를 책임 수행합니다.

■ 특허침해실태 조사 용역 수행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특허/실용신안의 침해실태 조사를 

책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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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국내외 특허출원 및 OA대응

- 삼성종합기술원 국내외 특허출원 및 OA대응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내외 특허출원 및 OA대응

- 한국광기술원(KOPTI) 국내외 특허출원 및 OA대응

- 국립암센터 국내외 특허출원 및 OA대응

- LG전자 국내외 특허출원 및 OA대응

- 포스코 국내 특허출원 및 OA대응

- KCC 국내 특허출원 및 OA대응

- 네오뷰코오롱 국내외 특허출원 및 OA대응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 특허출원 및 OA대응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 특허출원 및 OA대응

- 코리아에프티 차량 Capless Filer Neck 특허침해분석

- 코리아에프티 차량 전동식 선쉐이드 특허침해분석

- 한국몰렉스 국내 특허출원 및 OA대응

- 선행기술조사

- 디자인출원

- 특허침해분석 및 경고장

- 디자인침해분석 및 경고장

- Motorola, Ericsson, Nortel Networks, Alcatel, Thomson, Philips,

   TI, Huawei, Amway, Discovision Associates, IBM,

   Micron Technology, Applied Materials, Parkervision, DMA,

   Raytheon Company, Siemens, Sonicblue Inc., Hughes Aircraft

   Company, Hughes Electronics Corporation, UTStarcom,

   Medison, LG-Ericsson, KIST의 patent prosecution 진행

- Siemens Korea, Ericsson LG, 메디슨, 이화바이오메딕스 등 

  한국출원 및 해외출원 총괄

- 직무발명 관련 컨설팅 및 사내규정도입(Kimberly, 대구텍, 3M 등다수)

- Intel, Yahoo, Microsoft, Motorola, Nortel, Alcatel, Philips,

  Micron Technology, Applied Materials 등 다수 기업의 출원 및  OA. 

  심판수행

- Intellectual Ventures 영문명세서드래프팅및출원

- ASML 특허침해사건대리

- TW모바일특허법원사건대리

- Amway 침해감정서작성

- 비씨카드, 엘지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및한미은행특허침해대응

- 쿠쿠전자특허침해대응

- Knowledgecube 권리범위확인 심판대리 및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대응

- Nitgen 권리범위확인 심판대리

- Techwell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특허법원소송대리 및 

   특허침해대응

- 한국코닥주식회사특허침해대응

- 유비스타무효심판대리

- 하나로미디어특허침해금지소송대응

- 현대카드사의RF 신용카드발급과관련된법적이슈검토의견서작성

- 현대카드SAVE 포인트방식관련감정서를비롯한다수의감정서작성

- 현대카드권리범위확인심판대리

- (주)아구스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원소송대리

- Apple v. Samsung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Defense Team)

- KT IPR 컨설팅

- KT 국내외 특허출원

- KT 특허 분석 및 침해 대응

- KT 특허 무효.정정.권리범위확인심판 및 IPR 관련 소송

- M&A 및 기업투자를 위한 특허실사 및 특허가치평가

- KT IPR 관련 라이센싱, 용역, 공동사업, 기술이전 등 계약 자문

- KT 상표 침해 대응

- KT 특허 마케팅

- ㈜코웨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젠바이오텍,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웅제약,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등 다수 기업의 출원 . OA . 심판 수행

- ㈜동진쎄미켐 무효심판 대리

-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거절불복 특허법원 소송 대리

- ㈜넵스 무효심판 대리

- ㈜휴비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대리



Shinwoo’s technical areas of expertise

Mechanical/Automotive/Metallurgy

■ Mechanical

■ Automotive

■ Metallurgical

■ Aeronautical engineering

■ Dynamics

■ Fluid mechanics

■ Heat exchangers

■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Transmissions

■ Machine tools

■ Mechatronics 

■ Engineering databases

■ Control engineering

■ Robotics

■ CAD/CAE

Electrical/Electronics/Displays/Software

■ Electrical engineering

■ Telecommunication systems

■ Wireless communications 

■ Digital signal processing 

■ Image data compressions

■ Semiconductor technologies 

■ Manufacturing processes

■ LCD, PDP, and OLED display technologies

■ IC layout designs

■ DSP board designs

■ Aerospace engineering

■ Computer technologies

■ Mechatronics

■ Bioc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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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Biotech/Pharmaceuticals

■ Organic chemistry

■ Inorganic chemistry

■ Electrochemistry

■ Agro chemistry

■ Pharmacy

■ Biotechnology

■ Biochemistry

■ Biochips

■ Pharmacology

■ Food processing

■ Fermentation

■ Immunology

■ Enzymology

■ Textile engineering

■ Chemical engineering

■ Petrochemistry

■ Material engineering

■ Life science

■ Environmental technology

■ Physical chemistry

■ Nanotechnology

■ Semiconductors

■ Polymers

■ Medical devices



Management philosophy of Shinwoo

바른 가치관과 열정으로 무장한 책임감 강한 인재,

독창적인 발상과 상상력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사람,

다양성을 수용하는 열린 생각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개방형 인재, 신뢰를

쌓아 분야 발전에 공헌하고 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람

열정적인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

청년창업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 기술을 권리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초기부터 단계별로 적극 참여 지원하는 무상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창업그룹을 위한 공개강연, 1:1 자문상담 등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信友 人才像

信友 社會貢獻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무한책임 창의성 소통 전문성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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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벗, 신우는 고객과 함께 성장합니다

특허법인 신우는 “고객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한다”는

핵심가치에 기반을 두는 자세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20년 넘게 축적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국내외 기업이 요구하는 각종 IP 서비스를

적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한 책임, 창의적인 노력,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으로 지식재산권의 최고가치를 창출합니다.

특허법인 신우는 언제나 고객과 함께 성장합니다.

SHINWOO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IP institutions abroad Primary value of Shinwoo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IPPI)

■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Conseils en Propriété Industrielle (FICPI)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

■ Licensing Executives Society International (LES)

■ 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IACC)

■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 European Communities Trade Mark Association (ECTA)

전문가의 지식을 균형잡힌 관점, 시선의 최적화로 조준, 최상의 성과를 달성합니다.

상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업무 완료까지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해 갑니다.

다양한 실무경험, 폭넓은 전문지식, 탁월한 조사∙분석 능력은 가장 이상적인 성과를 보장합니다.

전략적 사고와 분석능력 그리고 강한 책임감, 실천력까지 갖춘 우수인재들이 탁월한 조직력을 자랑합니다.

업무수행을 통해 축적된 전문지식과 완벽한 업무능력의 조화로 신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erspective

Relation

Idealities

Management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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