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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학

피리페 발터는 RWTH 아헨 대학에서 통신 기술을 전문,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안전 장치

1999년 디플롬 엔지니어로 졸업하였다. 대학시절에 그는 주로 이동 통신에 관한

전기차

주제를 연구하였고, 그의 학위 논문은 독일의 주요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중

재생에너지

하나에 의해 지원이 되었다. 그는 COHAUSZ & FLORACK에서 지적 재산권
법률에 대한 연수를 마친 후, 2002년에 유럽 특허청 대표와 독일 변리사로 졸업을
하였고 유럽의 지적 재산권 법에 대한 마스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그 과정을
계속해 나갔다. 그는 2003년에 변리사로 COHAUSZ & FLORACK에 입사하여
2007년에 파트너가 되었다.

메카트로닉스

전문
전기 공학, 정보 기술 및 메카트로닉스
소송
피고용인 발명가의 권리

필리페는 지적 재산권 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국내 및 국제 고객을

상표권

대표한다. 그의 고객들은 국제적인 유틸리티 기업 및 첨단 기술 벤처에 자동차

설계

공급 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독일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의 모든
측면을 돌보는 것 외에도, 필리페의 법률 활동은 특허 침해, 반대 및 무효 소송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 여기서 그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급 업체 또는 Set-Top-Box 제조업체들 사이의 법적 분쟁의 다양한
논쟁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반응을 보였다. 지금 필리페의 활동과 관련하여 또
다른 초점은 국제 라이센스 풀과 관련 블루 레이 기술 및 비디오 인코딩 기술
표준에 관한 특허 법률 문제를 다루는 데 있다.
필리페는 독일어와 영어를 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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