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인비엘티



BLT는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향하며,
단순한 ‘등록증' 획득에 편향된 자세는 지양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은 결국, 사업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며,
BLT는 당신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BLT는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로서,
당신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Who We Are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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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기술사업화

본부
경영지원

본부

IP
본부

대표변리사
유철현변리사

본부장
엄정한 변리사

본부장
서일효 변리사

본부장
김성현 변리사

전략기획팀

인증사업팀

매니저 박종훈

국내지원팀

해외지원팀

재무지원팀

팀장 주정선

팀장 이경미

팀장 이수경

특허팀

상표디자인팀

팀장
정태균 변리사

팀장
노지혜 변리사

바이오,
메디컬
전담팀

■ 주요 연혁

연도 내용

2013.01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설립

2013.07 ‘특허로 경영하라‘ 출판

2015.01 서울아산병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2015.05 K-ICT 본투글로벌센터 전문 컨설팅 파트너 선정

2016.09 서울 아산병원 메디컬 교류회 개최

2016.12 울산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2017.01 광주과학기술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2017.02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2017.0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2017.06 KOTRA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특허바우처)
서비스 기관 선정

2018.01 전남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2018.02 ‘사업보험’ 출판

2018.05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MOU 체결

2019.02 단국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2019.08 가톨릭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2020.05 특허법인 비엘티 법인 전환



유철현 대표 변리사

서울대 재료공학부

전직 프로그래머,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창조경제타운 IP 
멘토단, 창업진흥원
멘토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지원사업
투자 심사위원

빅뱅엔젤스 투자조합
조합원 및 자문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전직 프로그래머, 
기획자, UI 설계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우수구매추천
심사위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company B 대표

엄정한 대표 변리사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 김성현 파트너 변리사

서울대 전기공학부

창업진흥원 멘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원 평가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평가위원

ETRI 특허코디네이터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멘토단

한양대 정보통신학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자문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스마트벤처캠퍼스, 
콘텐츠코리아랩 멘토

Who We Are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최고의 실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 그룹
변리사 10인, IP엔지니어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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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파트너 변리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창업진흥원 멘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가 멘토

국방부 육군
지식재산권분야
분석평가 자문위원

서울시 창업스쿨
지도위원

다수 병원 및 의료기기
업체 특허 전담



노지혜 파트너변리사

연세대 생화학과

前 삼성전자 디자인 전담

한국발명진흥회, 
경기지식재산센터
컨설팅

서강대학교
창업지원센터 강의

박연수 파트너변리사

Who We Are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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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실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 그룹
변리사 10인, IP엔지니어 15인

서울대 생물교육학과

변리사(2009)

변호사(2012)

前 셀트리온 IP전략팀

前 아스트라제네카, 
테마, 머크, 노바티스, 
국립암센터 전담

최성규 변리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변리사(2018)

前 Google LLC, 
삼성전자 업무 담당

이관익 변리사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변리사(2020)

도태현 변리사

한양대 건설환경공학부

변리사(2018)

前 LG전자, 한국전력, 
원자력연구원, 
LS일렉트릭 업무 담당



Who We Are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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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수석연구원 임수교 책임연구원

이민희 선임연구원

금오공대 전자공학과
박사수료

前 한림IPS 연구원

前 NICE 그룹

기업기술가치평가사(2015)

동덕여대 경영경제학과

前 ㈜이노리 연구원

국민대 전자공학과

前 ㈜비아트론 연구원

옥태명 수석연구원

한양대 기계공학과

前 효성중공업 연구원

前 효성엔지니어링
플랜트사업부 연구원

홍성경 선임연구원김혜영 선임연구원

광운대 전기공학과상지대 언론영상학과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

서대중 책임연구원

가천대 전자공학과

前 ㈜아이피플 연구원

기업기술가치평가사(2019)

최고의 실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 그룹
변리사 10인, IP엔지니어 15인

문명인 책임연구원

충남대
기계/금속공학교육과

前 특허법인 플러스

김은경 선임연구원

한동대
전자공학과/컴퓨터공학과

IP정보검색사(2019)

前 대만 JIANQ CHYUN IP 
Group 근무

김현종 선임연구원

한성대기계시스템공학과

前 ㈜윕스 연구원

남영건 선임연구원

김민선 선임연구원

이혜림 연구원

부경대기계공학과

前 ㈜윕스, 특허법인
하나 연구원

한성대정보통신공학과

인천대신소재공학과

이승준 수석연구원

우석대정보통신공학과

前 LG전자, LG U+, 
현대자동차 업무 담당



What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당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권
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명세서를 제공합
니다. 

정부에서는 좋은 기업을 키우고 싶어하지만, 제대로
자신을 설명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BLT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창업가들의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상표는 기업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
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BLT는 브랜드 네이밍부터 권
리보호까지 당신과 함께합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인증과 허가는 쉽지않
은 난관입니다. BLT는 많은 심사경력과 기술문서의
전문성을 기초로, 인증 등에 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애플 vs 삼성 소송으로, 디자인권의 중요성은 한층 높
아졌습니다. 제대로 된 디자인권으로 당신의 제품을
지켜드립니다.

BLT는 연간 100회에 이르는 강의를 수행하는 인기강
사 그룹입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에 대한 강의 뿐만
아니라, 기술트렌드에 대한 강의도 수행합니다.

BLT는 국내 약 40개의 벤처투자회사와 친분을 가지
고 있습니다. 물론, 친분만으로 투자유치를 보장해드
릴 수는 없지만, 당신의 사업아이템이 훌륭하다면, 기
꺼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회사소개서, IR자료
등에 대한 조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BLT는 수 천건의 발명을 접하면서,국내 최고의 노하
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워크샵 과정으로 설
계하여, 기업현장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발명을 만들
고 있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특허가 부족한 기업이라
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특허 등록/심판/소송 ■ 특허, 기술창업/사업화 컨설팅

■ 상표 등록/심판/소송 ■ 기술 인증

■ 디자인 등록/심판/소송 ■ 기술/지식재산권 강의/세미나

■ 투자유치 지원 ■ 아이디어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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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특허는 사업의 코어를 구성하는 당신만의 재산입니다.
좋은 변리사를 만나는 것이 사업을 보호하는 첫 걸음입니다.
BLT의 변리사들은 폭 넓은 기술 이해도와 치밀한 청구항 설계로 높은 등록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상표는 당신의 간판입니다. 
상표 출원시 상품을 지정하는 일은 당신의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변리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BLT는 몇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짝퉁 온라인 쇼핑몰’ 사건을 해결하여, 고객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적 감각을 가진 변리사만이 디자인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BLT는 별도의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트
렌드를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35만 디자이너들의 커뮤니티인 ‘디노마드’의 전담 강사로서, 디자이너들의 권
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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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선행기술/상표 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출원 진행을 만류하고,

BLT만의 아이디어/브랜딩 노하우 및 출원전략을 이용하여
높은 등록률을 보유

BLT의 평균 특허 등록률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60% 83%<

BLT의 평균 상표 등록률

80% 91%<

특허청 통계 BLT 통계 특허청 통계 BLT 통계

* 2017년도 기준 9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심사관 성향별/기술분야별/거절이유별 맞춤형 대응 전략
유사 사건의 거절이유 극복 사례 참조 대응 전략

10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공개된 data 기반으로 심사 결과 data 수집

심사관별 거절이유 통지 횟수, 발행 거절이유, 등록결정률 등 심사 결과 data 수집

심사관별, 기술분야별(담당 심사분야/기술분류), 거절이유별로 그루핑

그루핑된 data를 합산하여 심사관 성향별, 기술분야별, 거절이유별 심사 결과 data 통계 분석

심사관별 평균 대비 성향 분석(거절이유 통지 횟수, 등록결정률, 심판제기율, 소요 시간 등)

유사한 기술분야의 사건 또는 동일 심사관의 심사 경과 history 조회

거절이유 극복 사례 조회, 분석 및 참조하여 의견제출통지서/거절결정서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중요도 확인

BLT
높은 등록률

심사 결과 대응

심사관 성향별/기술분야별/거절이유별 분석 data

유사 기술분야/동일 심사관 사건의 거절이유 극복 사례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판과 소송에 강한 승률 보유
(2017년 기준 90% 이상 승소)

온라인 P2P 대출 시스템 특허 무효심판 승소
특허심판원 2017당353 사건

커피스틱포장장치 특허 무효소송 승소
특허법원 2017허1335 등록무효(특) 사건

주문형 티켓 발행 장치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특허심판원 2016당3602 사건

드럼식 조리기(드럼쿡)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특허심판원 2015당5774 사건

미국 에너지음료 ‘Monster Energy’사에서 청구한 상표 무효소송 승소
대법원 2017후806 등록무효(상)외 4건

주식회사 아딸 불사용취소심판 방어 승소
특허법원 2016허9691 등록취소(상)외 3건

상표브로커에 의한 중국상표등록 제17888496호 무효심판 승소
商评字[2017]제0000134823호 사건

의료용 밴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특허심판원 2016당 1145 사건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청구된 이의신청에 대한 방어 승소
특허심판원 2016원6701 사건 11



2017년도 우수 수행기관 및 우수전략 수립사례 선정으로
증명되는 특허 전략 컨설팅의 전문성, 경험, 및 노하우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총 15여회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 R&D 전략지원 컨설팅(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월드클래스 300 IP 전략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IP전략수립 등)
- 2020년 비침습형 바이오센싱 솔루션, 에스비솔루션
- 2020년 주형 우레탄 (Casting Poly Urethane)용 사출장비 개발, ㈜오톡스
- 2019년 소프트센서 & 웨어러블 센서 기술 개발, ㈜필더세임
- 2018년 IoT기반 시력측정 및 훈련용 Wearable Device, 에덴룩스
- 2017년 포토닉스 기반의 초소형 테라헤르츠파(T-ray)를 활용한 비파괴 결함 분석기술, 미래컴퍼니
- 2017년 스마트 점착 메모 프린터 네모닉, 망고슬래브
- 2017년 귀로 말하고 귀로 듣는 Smart Headset, 해보라
- 2017년 산업용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y 솔루션 개발, 힉스컴퍼니 등 다수

2016년 특허분석 방법론 경진대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상” 수상

(참여기업: ㈜타이가, 협력기관: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총 300여회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제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 2019년 신진화학, 메이크스타, 팬라이트, 누비랩, 제이시스메디칼 총 5회 컨설팅 수행

- 2018년 제이시스메디칼, 오투오컨티뉴엄, 일루코, 아티스츠카드, 열방, 클레어, 리마, 애니메디솔루션 총 8회 컨설팅 수행

- 2017년 대동에프앤디, 스위트몬스터, 헬로긱스, 버추얼무브먼트, 파이퀀트, 닥터스팹, 일루코, 센스톤, 애틱팹총9회컨설팅수행

- 2016년 스테핀, 뉴인, 다원디엔에스 총 3회 컨설팅 수행

- 2015년 와이브레인, 에바인, 럭시움라이팅, 더에스, 넥스트글라스, 오픈트레이드, 뷰리플, 뮤토스마트총8회컨설팅수행등다수 12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총 20여회의 지역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 컨설팅(맞춤형 IP맵,특허맵,선택형 IP, IP나래등)

- 2019년 적산열량계, 유량계,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SMT), e-트랜스액슬의 냉각기술(드라이브텍), 나무활력도 예측
플랫폼(이콘비즈), 온라인 결제용 가상카드번호 제공 시스템(센스톤), 세라믹 플레이트의 제조 및 재생과, 정전 척의 제조
및 재생(주식회사 제스코),  IoT기반의 균형능력 재활치료 기술(㈜네오펙트), 소방용 프리액션 밸브(티지화이어), IoT기반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에스아이디허브), AR 스마트헬멧(다테크니끄), 차량 주행용 테마파크 시스템(㈜모노리스)

- 2018년 농수산물 생산 유통 통합관리 시스템(아이더블류솔루션), VR 야구 게임 배팅 장치(더하모니), 호신용 디바이스
(파디엠), 광섬유 융착접속기 개발(레이컴즈), 주택 검색플랫폼 BM모델 전략 수립(5웨이크업), 비침습적 우량종자 선별
방법 및 장치( 오믹시스), 무선통신을 이용한 IoT기반의 식물공장 채소 재배 생산 및 유통관리 기술(트리앤링크), 전기차
충전소 위치 안내 및 간편 결제시스템 개발(엠투브), 마이크로웨이브 살균기(에스엔), IoT기반 묘삼 최적 재배를 위한
특허맵 조사(이콘비즈)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테크노파크, 본투글로벌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등 특허컨설팅 다수 수행

<우수 수행기관 선정> <우수전략 수립사례 선정>
13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고객의 현재 상황, 니즈 또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권리화 전략 체계 보유

14

■ Route 1 : 고속 포트폴리오 확보

■ Route 2 : 복수 가출원 기반 출원 선점

■ Route 3 : 경쟁사 권리 확보 차단

■ Route 4 : Double Application 

■ Route 5 : Big-Book Application 

· 제품/서비스에 대한 IP 포트폴리오를 최단시간에 구축

· 권리 선점이 필요한 최신 기술분야에 속한 기업, 차별화된 기술을 가진 선도기업, 투자/매각/조달 등 근 시일 내 중요 이벤트 예정 기업 등

단시간 내 복수 출원 + 우선심사 + 일괄심사

· 사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연한 출원 전략

· 시장의 가설 검증이 필요하고 pivot 가능성이 있는 초기 기업, 제한된 자금 내에서 IP 포트폴리오의 기본 뼈대 구축이 필요한 기업, 실현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권리화가 필요한 기업, 다른 경쟁사에 비해 특허 포트폴리오가 약해 발명 선점을 원하는 기업 등

· 여러 발명에 대한 복수 가출원 + 심사 미청구 → 1년 내 일부 건에 대한 우선권주장출원으로 권리화

· 출원번호 확보 및 다른 경쟁사의 특허 확보를 저지

· 등록가능성이 낮으나 다른 경쟁사의 특허 선점이 우려되는 기업, 출원번호 확보를 통해 특허 마케팅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아직 성숙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선도기업 등

· 출원 + 심사 미청구 (+조기공개 신청)

· 미국 특허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다각적인 권리확보 시도

· 심사청구 출원과 심사 미청구 출원을 병행

· 하나의 출원 내에 보유 기술 전반을 기재하고, 분할출원을 통해 필요 기술을 추출하여 다각적으로 권리 확보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국내외 100여개의 특허/실용/디자인 등록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고객 기업의 ‘기업가치 상승(300억 이상)’을 견인

15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질적으로도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노하우 보유
→ 고객 기업이 well-made IP 포트폴리오 기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A+ 평가 및 기술특례 상장 성공

16

기술경쟁력 긍정

특허 포트폴리오
By BLT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육하원칙에 기반한 『6HA 발명기법』은 1)문제점을 추출하고, 2)선행 특허를 조사하여,
3)새로운 발명을 유도하고, 4)시장성을 검증하는 쉽고 실무적인 아이디어 발상 기법

[Object] 무엇을
[Problem] 누가, 언제, 어디서
[Element] 어떻게
[Needs] 왜

쉽고 실무적인 ‘고유의 아이디어 발상법(발명기법)’
여러 기업을 통해서 검증된 (초단기 IP 확보 가능한) 아이디어 워크숍

17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서울아산병원, 지멘스코리아, ㈜닷(스마트워치), 뉴옵틱스(LCD 부품), 스탠딩에그(MEMS 센서), 

망고슬래브, 스케치온(프린터), 케어랩스(굿닥) 등 아이디어 워크숍 수행

망고슬래브(삼성전자 C-Lab 스핀오프 스타트업):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 총 11건의 아이디어 도출,     

8개월간 7건의 권리화 → CES 2017 최고혁신상 수상

<지멘스 워크숍>

<망고슬래브 워크숍> <서울아산병원 워크숍>

<스케치온 워크숍>

18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NAVER 책 네티즌 리뷰 ★ ★ ★ ★ ★ 9.67
2013년 초판 발행, 2015년 개정증보판 발행

2018년 2월 초판 발행
Altos Business Group 박한진 대표, 
롯데액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 등 추천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기술사업화를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

19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글로벌 기업의 특허 전략 사례 연구에 의해 도출된
‘4단계의 특허 경영론’을 통한 기업의 성장(생존) 전략 제공

20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21

압도적인 기업별/기술분야에 최적화된 IP 콘텐츠와
연간 100여회의 강의, 강연, 강좌, 교육 수행

Slideshare에서 'BLT'를 검색해보세요.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Youtube에서 'BLT'를 검색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BLT 22

전략과 정보를 전달∙공유하는 온라인 Youtube 채널



기업의 Business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성장을 이끌어내는

‘Accelerator’형 특허법률사무소

(창업 5회, 엔젤투자 10여회, 기술사업화 3회 등)

외 다수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23

<BLT 투자 기업>



Company B는 성공적인 창업과 투자유치, 매각 경험을 가진 기술 &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설립한 Company Builder 
입니다. (https://www.companyb.kr/)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24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Company B’와 투자 연계 협력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Amazon 브랜드 등록 및 브랜드 게이팅 컨설팅 프로그램 보유

25

아마존 브랜드 등록(Registry) 컨설팅
- 브랜드 강화 콘텐츠(EBC), 헤드라인 검색 광고, 아마존 스토어 제작, IP 침해 신고 권한 부여
- 브랜드 등록 요건으로서 최적화된 범주의 미국 상표 등록, 사용 증거 제출 진행, 등록 과정 자문

아마존 코리아 미국사업팀과 글로벌셀링(FBA) 교육 프로그램 운영(협의 단계)

아마존 브랜드 게이팅(gating) 컨설팅
- 브랜드 침해 예방 정책, 브랜드 오너에게 써드파티에 의한 브랜드 제품 판매 승인 권한 부여
- 침해 예방/차단 증거 작성 및 제출, 게이팅 과정 자문, 아마존 대응 채널(전용 플랫폼 존재X)



고벤처포럼 발표 참여 BLT 토크 콘서트 운영

미디어, 기업 컨설팅, 마케팅, 인큐베이팅과 전략적 제휴 투자기관∙창업보육기관과 상호 협력

How  We Do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26

고벤처포럼 발표 참여와 콘서트 운영을 통한 파워 네트워킹
다양한 기업 지원 기관과 전략적 제휴 및 상호 협력



Our
Clients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의료기기
헬스케어

인공지능

AR/VR

27



Our
Clients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바이오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대학교

하드웨어

28
등 1600여개의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기업등



Our
Clients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카

드론
이동체

모바일
App/SW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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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법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의
동반자 BLT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3, 청원빌딩 3층

3F Chungwon Bldg, 33 Teheran-ro 8-gil, Gangnam-gu, Seoul, Korea

Tel : 02-514-0104
Email : info@BLT.kr
KAKAO 플러스 친구 : 특허법인 비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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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당신의 사업 성공을 위한 전문가 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