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드라닐 사카(Indranil Sarkar) 박사 

파트너 

 Washington, 

D.C. Boston, MA

202-638-6504

617-956-5996

 sarkar@fr.com 

소개 

Fish & Richardson의 워싱턴 D.C.와 보스턴 사무소의 파트너인 인드라닐 사카(Indranil Sarkar) 박사는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 분야를 중

심으로 전략적 특허 소송출원과 고객 상담 업무를 진행합니다. 사카 박사는 혁신적인 기술을 분석하고, 발명 범위를 확인하며, 보호 전략 수

립을 위해 관련 특허 분야를 검토하고, 특허 초안 작성과 특허 출원을 진행하며, 개인 발명가부터 포춘(Fortune)지 선정 50대 기업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고객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사카 박사는 대규모의 다국적 포트폴리오를 다루며, PPH(특허심사하이웨이)와 

ASPEC(아세안 국가 간 특허심사 협력) 등을 통해 관련 관할권 내에서의 신속한 소송 진행 등 전 세계에서 통일된 소송 전략의 수립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뿐 아니라, 경쟁사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자유실시 조사를 진행하여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에게 지식재산의 상업화 및 집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드립니다. 재발행 출원 초안 작성과 절차 진행에 관한 

전문성으로 무효심판 분야에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카 박사는 무선 기술 분야와 신호 및 이미지 처리, 블록체인, 영상 코딩, 컴퓨터 아키텍처, 바이오메트릭스, 의료 장비 및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H.264 및 MPEG-4 동영상 코딩 표준 관련 사안과 5G 무선 표준을 중심으로, 표준필수특허(SEP) 초안 

작성과 특허 출원에 있어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법조계로 진출하기 전 사카 박사는 신호 및 이미지 처리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펄스 압축 코드와 다양한 레이더, 통신, 의료, 

이미지 처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부정합 필터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카 박사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IEEE 트랜잭션 

항공우주 및 전자 시스템(IEEE Transactions on Aerospace and Electronic Systems)과 엘스비어 신호 처리(Elsevier Signal 

Processing), 엘스비어 디지털 신호 처리(Elsevier Digital Signal Processing) 등에서 검토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모교인 인도 

비스베스바라야 국립공대(Visvesvaraya Technical University)의 학생들을 위해 박사 논문 검토 역할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 특허

• 무효심사

전문 분야 
• 디지털 헬스

• 전기 및 컴퓨터 기술

• 하드웨어

• 의료 장비

• 전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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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영국 서퍽 대학교 로스쿨(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2018 

지적재산 세부전공, 법학박사 

Dean’s List 수상, 계약법, 기업 및 법조 윤리 분야 법학상 

우등 졸업 (cum laude) 

 

 
미국 뉴욕주립대 버펄로캠퍼스(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2007 

전기공학, 박사 

 
 

미국 뉴욕주립대 버펄로캠퍼스(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2004 

전기공학, 석사 

 
 

인도 비스베스바라야 공대(Visvesvaraya Technological University), 2002 

전자통신공학, 학사(우등) 

 

자격 
• 2020 컬럼비아 특별구 

• 2018 매사추세츠주 

• 2009 미국특허청(37 CFR 11.9(b)에 따른 인정) 

 

 

언어 
• 영어 

• 힌디어 

• 벵골어 

 

 

주요 활동 

특허 

 
• 미국 특허번호 7,492,312 공동발명자 “Multiplicative Mismatched Filters for Optimum Range Sidelobe Suppression in Barker 

Code Reception.” 

• 미국 특허번호 7,843,382 공동발명자 “Mismatch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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