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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P 리더 장호식, 한국 내 비즈니스 리더로 마르코니 합류 
  

2021년 3월 9일, 텍사스 주 댈러스 - 마르코니(Marconi)는 한국 내 사업 확장을 진두 지휘하기 위해 장호식 
씨가 새로 책임부사장 직을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부사장은 이번에 글로벌 마코니 경영진의 
일원으로 에릭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롤라, 노키아 및 퀄컴 출신의 여러 IP 리더들과 함께 마르코니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니는 아시아 지역 전체에 걸쳐 혁신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아시아 지역 내 입지를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팀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설립합니다. 
 
카심 알팔라히(Kasim Alfalahi) 마르코니 CEO는 "현재 특허 라이선스 허가 절차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기업들이 기술을 공유하는 방법에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호식 책임부사장이 이번에 
마르코니에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부사장은 탄탄한 경력으로 IP 업계에서 매우 존경 받는 

리더로서 우리 팀에 귀중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영입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장부사장은 마르코니에 합류하기 전, 삼성전자에서 35년간 근무하면서 특허 소송, 중재, 라이선스, 매입 및 
전략 등을 포함해 모든 지적 재산 분야에 걸쳐 업무를 수행했고 리더 역할을 역임한 바 있고, 가장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라이선싱팀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장호식 마르코니 책임부사장은 "마르코니에 합류해 뛰어난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책임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르코니는 다양한 혁신적 접근법을 개척함으로써 
라이선시와 라이센서에게 모두 이로운 해법을 찾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감을 

피력하였습니다. 
 
장부사장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학부를 졸업하고 뉴햄프셔대학교 프랭클린 피어스 로스쿨(University of New 
Hampshire Franklin Pierce School of Law)에서 지적재산 부문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마르코니(Marconi) 소개 

마르코니는 특허 라이선스 허가의 기초적 요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특허 기술을 
공유하는 보다 나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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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기존 기술과 제품 영역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최고의 플랫폼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제품 출시를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그러한 혁신을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거래 채널을 
제공해 리스크와 비용을 줄여줍니다.  
 
Avanci, Velos Media, Teletry 및 Innovius 등 당사의 마켓플레이스는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라는 목표 하에 
전 세계 기술 개발 리더들의 혁신 기술을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니는 법률, 재무, HR,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각 플랫폼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ww.marc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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