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의 목표는 고객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객이 번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Worldwide IP Solutions Ha & Ha, LLC
PO Box 118, Franklin Lakes, NJ 07417
United States
전화: +0 01.201.399.4200
Inquiries@worldwideipsolutions.com
www.worldwideipkorea.com
손쉬운 국제 지적 재산권 관리.
저희의 접근 방식은 간단합니다.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과 노력이 귀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귀사의 경쟁 우위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확실한 전략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귀사의 상업적, 재무적 가치가 침해되고 평가
절하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 세계 포트폴리오 특허 및 상표의 집행, 관리 및 운영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집행 과정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약속
저희의 폐쇄 루프 프로세스는 귀하가 발견, 양도, 비용 편익 분석, 등록,
집행, 보호 등의 연구, 생성 및 관리 과정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누가 전 세계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 Worldwide IP Solutions를 신임하고 있을까요?
•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내의 법적 전문성이 없는 법률 회사
• 복잡한 국제 지적 재산권 법률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
법률 부서
• 법률 서비스 아웃소싱 모델을 고려하고 있는 R&D 회사
저희 고객들에게는 다음이 제공됩니다.
• 영업일 기준 2 ~ 4 시간 이내에 주문 확인
• 고객 관리 전문가에 대한 연중무휴 24 시간 액세스
• 맞춤형 가격
• 특허, 상표, 위조 조사 및 추가적으로 지정된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출원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표준 구조 균일
요금

Worldwide IP Solutions는
다음과 같은 민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 출원: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른 출원을 위한
간소화된 프로세스(12개월 출원)
및 특허 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프로세스(30 / 31개월 출원).
전문가 번역: 현지 언어로 적절한
서류 제출을 보장하기 위해 각 해당
국가에서 고도의 기술적 자격을 갖춘
번역사들을 활용합니다.
상표 검색: 높은 수준의 최초
개관에서부터 보다 상세하고 심층적인
검색에 이르는 국내 상표 검색
서비스.
상표 출원: 출원에서 승인에 이르는
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과정을
관리하고 상표 등록 기간 동안 상표를
감독합니다.
관리: 심층 검색, 주소 변경,
포트폴리오 통합, 국내 라이선스
계약, 소유권 이전 및 추가 관리
문제에 대한 서비스.
기술 검색: 기술 검색 전문 계열사인
Seoul Techno R&C Co.를 통한
사전 기술 검색.

Contact Us and Safeguard Your Company’s Greatest Asset—Its Intellectual Property and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