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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뮌헨 소재 유명 법무법인의 수습 변리사

2013

뮌헨 근처 가르힝(Garching)의 막스 플랑크

상세 프로필
페터 레켄텔러 박사는 일반 물리학, 통신기술, 레이저 기술, 의료 기술 및 일반

양자광학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of
Quantum Optics)와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2009

대학(Ludwig Maximilian University)에서 박사

전기공학 전문가로 앞선 언급된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의 기술 재산권의

학위 논문 제출, 이학 박사(Dr. rer. nat)로 졸업

전반적인 사항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레켄텔러 박사의 업무에는 유효성 및
특허침해분석 의견 준비와 특허 출원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요한 특허

본(Bonn)의 라인 프리드리히-

취득, 이의 제기, 소송 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빌헬름대학(Rheinische Friedrich-Wilhelms-

본에 위치한 프리드리히-빌헬름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페터 레켄텔러

Universität)과 마드리드 자치대학(Universidad

2006

Autónoma de Madrid)에서 물리학 학위(Dipl.-

박사는 에라스무스 장학생으로 스페인의 마드리드 자치대학에서 1년을 보내기도

Phys.) 취득

했습니다. 박사의 학위 논문은 펨토초 레이저를 활용한 "니오브산리튬 결정의
초고속 흡수 과정” 연구를 다뤘습니다. 국제 막스 플랑크 고급 광자 과학
연구학교(International Max Planck Research School of Advanced
Photon Science) 장학생으로 레켄텔러 박사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전자
펄스 생성에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박사는 2009년 ‘전자 펄스로 검사한
플라즈마 동역학 및 정렬된 분자’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뮌헨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리사 수습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회원(멤버쉽)
변리사협회, 유럽변리사협회, 독일물리학회

중점 전문 분야
다음 분야의 특허법
통신 및 모바일 기술
물리 기술
광학, 레이저, LED

2013년에는 독일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14년에는 유럽 특허청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습 변리사로 근무했던 뮌헨의 법무법인에서,
후에는 뮌헨의 다른 두 법무법인에서 수년간 변리사로 근무했으며 2019년에
COHAUSZ & FLORACK에 합류했습니다.
페터 레켄텔러 박사는 독일어와 영어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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