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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조직도

ALEX 국제특허는 지식경제부(MKE), 특허청(KIPO) 등 산업계, 특허업계와 연계

알렉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조직구성은 고객만족의 극대화라는 목표 하에 크게

된 정부의 주요보직을 두루 걸친 남충우 변리사를 대표변리사로 하여 창립된 특허

3본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입니다.
먼저 고객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소중한 권리
지적재산권에 관련되는 선행기술조사, Patent Map, 출원, 등록, 심판, 소송,

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전략을 제시하는 지적재산본부, 지적재산권관련 각종

LICENSING을 수행하고 있으며, 5년 내에 10대 특허법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적극

분쟁 및 소송활동에 있어서 법률적인 조언과 최고의 송무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적인 마인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법률본부,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

고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글로벌 관점을 가지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시하고 있습

고 전문적인 경영방식을 적용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이와 같은 모든

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국제 경영마인드, 인재중심의 경영이념을 세웠으

시스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획, 지원하는 경영

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부로 각각 나누어져 고객의 소중한 의견이 최초상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반영될 수 있는 One-Stop Service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 속에서 특허의 획득과 보호는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ALEX'국제특허는 고객의 특허 획득
과 보호를 위한 첨병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이 'ALEX'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적재산본부

특허부

를 가족과 같이 느끼고, 출원에서부터 등록, 심판, 소송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의견

- 전기·전자팀
- 기계·금속팀
- 화학·생화학팀

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표부

알렉스

법 률 본 부

법률부
기획팀

경 영 본 부

- 상표팀
- 디자인팀
- 소송팀
- 컨설팅·라이센싱팀
- 침해조사팀
- 저작권팀

관리팀
회계팀

ALEX will be the BEST PARTNER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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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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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기술거래, 라이센싱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 컨설팅
특허 자료 조사
이의신청, 심판
및 특허소송

수행업무분야
전기·전자 (Electrics & Electronics)
전기(Electrics), 전자(Electronics), 반도체(Semiconductors), 전자소자(Electronic
Parts), 컴퓨터(Computer), 유비쿼터스(Ubiquitous), 통신(Telecommunications), 정
보(Information Systems), 영상(Imaging Devices),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디스플레이(Display), 디지털방송(Digital Broadcasting), 네트워크
(Networks)

기계·금속 (Mechanics & Metallurgy)
일반기계(General Machinery), 자동차(Automobiles), 운반기계(Transport
Machinery), 원동기계(Prime Mover Machinery), 정밀기계(Precision Machinery),
공조기계(Air Conditioning Machinery), 제어기계(Mechatronics), 금속(Metals)

화학 (Chemistry)
유기화학(Including Organic Chemistry), 무기화학(Inorganic Chemistry), 전기화학(Electrochemistry),
약학(Pharmacy),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바이오 케미칼(Biochemistry), 바이오칩(Biochip), 약
리학(Pharmacology), 면역학(Immunology), 효소학(Enzymology), 환경공학(Environmental
Engineering), 분석화학(Analytic Chemistry), 고분자 화학(Polymer Chemistry),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식품가공(Food Processing), 섬유공학(Textile Engineering), 화장품(Cosmetic)

상표·디자인 (Trademarks & Designs)
상표(Trademarks), 서비스표(Service Marks), 국제상표(International Trademarks),
디자인(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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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리사 | 남 충 우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기술사업화, 창업투자알선,
벤처기업 등록

구성원 소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학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변리사 자격획득(특허청)
제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체신부(전 정보통신부) 근무
상공부 기업지도담당관, 국회상공위원회 입법조사관, 한국무역위원회(KTC) 무역조
사관, 상공부 수송기계과장, 전자정책과장, 생활산업과장, 광업등록사무소장
특허청 정보자료관, 국제특허연수원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상근부회장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부회장
(주)동강시스타 대표이사

남

충

우

전무 | 최 영 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네덜란드어과 졸업(무역학 부전공)
현대자동차 수출관리부
(주)한양 외자부
한국전자산업진흥회(KEA) 국제부장
한국전자산업진흥회(KEA) 상무이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자문위원(전기전자부문)

최

영

훈

김

정

훈

노

철

호

파트너변리사 | 김 정 훈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공군 정보통신장교
변리사 시험 합격
이건주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삼성전자 특허 담당)
대학 특허경비지원사업 평가위원 ((사)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특허법인 C&S 로고스 변리사 (삼성전기, ETRI, KTF, 포스코 특허담당)
지적재산전략고급과정수료 (대한변리사회)
김영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수석변리사 (LG 필립스엘시디, LG 전자, LG 텔레콤 특허 담당)

파트너변리사 | 노 철 호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변리사 시험 합격
청운국제특허법률사무소
S.Y.CHA. INTERNATIONAL PATENT OFFICE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InnoNET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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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구성원변리사 | 한 지 나

고문 | 정 복 남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전기제어시스템공학부 졸업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전자공학과 재학 중(현)
변리사 시험 합격
특허법인 C&S·로고스

건국대 사범대 일어교육학과 졸업
전자신문 컴퓨터산업부 데스크
전자신문 정보통신부 데스크
전자신문 IT 담당부국장
전자신문 광고마케팅 국장
INEWS24 광고영업국 총괄국장(현)

한

지

나

ALEX

정

복

남

이

재

황

이

규

동

이

이

수

구성원변리사 | 박 병 천
고문변리사 | 이 재 황

아주대학교 전자공학부 졸업
변리사 시험 합격

박

병

천

구성원변리사 | 김 동 섭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공학 박사
U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Net 기술위원
(주) EC 글로벌 대표이사(현)
서울대학교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특별연구원
(주)시리우스소프트 대표이사(현)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변리사 시험 합격

김

동

섭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시험합격
(주)유공(현, SK 에너지)감사팀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정진회계법인 이사(현)

컨설팅본부장 | 박 재 욱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 공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원자력공학 공학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연구원
특허청 특허·실용신안(KIPO) 심사관
한국발명진흥회(KIPA) 전문위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평가위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KICTEP) 평가위원

박

재

욱

고문변호사 | 이 이 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대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변리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현)

선임연구원 | 박 재 우
고려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고려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주)휴비츠 중앙연구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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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회계사 | 이 규 동

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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