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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특허법인 다래 / 다래전략사업화센터

부스번호 : F130

대 표 : 박승문, 조용식

전 화 : 02-3475-7701

팩 스 : 02-3475-7778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0층)

홈페이지 : www.daraelaw.co.kr

업체소개 :

1998년 국내최초로 특허법인 판사, 기술심리관들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인 다래는 국내외 기업·기관으로부터 최

고의 특허분쟁, 기업소송 전문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IP컨설팅 전담법인인 "다래전략사업화

센터"를 개소하여 다수의 기업·공공연구소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R&D전략 및 IP경영전략을 리드하는

Think-Tank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IP컨설팅

지식재산권 정보 조사 · 분석과 함께 기업(연구소)의 경영 상

황, 시장동향 분석등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IP 컨설팅으로 고객

의 업무와 니즈에 맞춘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특징

- IP R&D 사업화 전략지원

- IP 조사, 분석

- 표준특허 창출 및 분석

2. 기술평가

지식재산권은 기술사업화, IP 담보 금융 등 정부의 정책 확대

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가치있는 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전문가들에 의한 특허기술의

타당성 있는 안정성 및 사업성 검토와 평가가 활용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다래는 다년간 특허기술의 사업타당

성평가, IP-Risk평가,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해왔으며 2015년 첫

민간 평가기관(특허청 제 2015-5호 발명의 평가기관)에 선정

되어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징

- 기술분야별 변리사, 변호사,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로

구성된 평가전담조직을 통해 IP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

리성 평가

- 특허기술평가는 기술거래, 현물출자, 투자융합, 전략수립, 소

송 및 청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3. 디자인·브랜드 컨설팅

기업의 문제점을 발견(Discover)하고 심도깊은 시장 및 디자인

분석(Define)을 통해 기업에 꼭 필요한 디자인/브랜드 전략

(Create-Implement)을 제시하는 4단계의 프로세스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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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업에 가장 최적화된 전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특징

- 통합 디자인 아이덴티티 시스템(TI System) 개발 서비스

- 기업 맞춤형 제품 디자인 전략매뉴얼 개발 서비스

- 브랜드 신규개발 및 리뉴얼 서비스

4. R&D 사업기획 및 성과분석·평가

21세기의 R&D 화두는 'Business 영역을 포함한 R&BD"이고,

그 중심에 IP 기반의 사업기획과 실용화 성과의 창출·활용이

있습니다. 자사의 고유한 기획 및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전략

적이고 전문적인 R&D 사업기획 및 성과분석·평가 서비스 실

행하고, 이를 통해 IP 전문로펌 중 최초로 실용화된 R&BD를

실현합니다.

*특징

- PEST/3C/SWOT를 결합한 분석모형(자사 고유)'를 통한 환경

분석 및 사업기획 

- 통합형 연구워크맵(자사 고유)'을 활용한 성과관리체계 개발

- 성과 네트워크/활용도/연관관계 분석(자사 고유)' 등을 통한

성과분석 및 평가

- 사업 고유지수 개발 및 2차원 딜로이트 분석을 통한 우수사

례 발굴

5. 기술거래·기술마케팅

우수 IP의 활용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수요자 도출, 우수기술

스크리닝, On/off-Line 마케팅 활동, 마케팅 자료 작성, 국내외

기술이전협상 대리 및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까지, One Stop

대응을 상시 지원합니다.

*특징

- 기술거래 수요기업/기술 발굴

- 국내외 기술이전협상 대리/계약서

- IP패키징 및 국·영·일문 SMK(Sales Material Kit)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