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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 ] [ 점프 온 플러스 ] [ 에 ] [ 카에 있다오 ] [ ru ] [ 아칸소 ] [ 드 ] [천]

[이 그것 ] [ SP에 정보 ]를
         

  프랑스의 칸 기반 넣기도했는데넣기도했는데넣기도했는데넣기도했는데 Veltz특허특허특허특허 엔지니어엔지니어엔지니어엔지니어 - 정보정보정보정보 기술기술기술기술 - 예예예예 [ 1 ] [ 2 ]지적지적지적지적 재산권재산권재산권재산권 연구연구연구연구 및및및및 기술기술기술기술 능력능력능력능력
IP를 연구 키워드 : 검색, 의미론, 검색 기능, undistributed 코드, 법전 편찬, 오픈 소스, 라이선스, 특허 수익 창출, 경쟁 방지법, 호환성, 표준, 도제가, crowdsourcing, 협업 혁신, 오염, 컴퓨터 보안, 암호 암호화,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

,에 주문) 초안을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 (특허 및 기소 예 : 피어 - 투 - 피어 검색, 디렉토리 검색, 패턴 감지, 대화형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컨텐츠 보안, 디바이스 입력 우회 콘텐츠 필터, 디스플레이 및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미지 크기 조정, 비디오 프로세싱, 위치 정보, 프로세서 가상화,의 IT 모니터링, P2P 네트워크 관리, 컴퓨터 보안, 자바프로그래밍 언어, 비즈니스 규칙 관리, 기술, 센서 및 액츄에이터 네트워킹, RFID를 ...소프트웨어 기술 : 검색 및 인터넷 기술, 디지털 미디어, 광고
(adblockers), 스크린에 사용되는기구, 가상 세계 및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가상화, 등), 의미론, 웹 2.0, 매시 업,. ..

"소프트웨어 특허와 오픈 소스"정신적지도   구매
(2007/01 업데이트)위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라고 연락하십시오!미래를위한 ePO에 시나리오재산을 잃어버린연구는연구는연구는연구는 출판을출판을출판을출판을 추구추구추구추구 ...

Adblockers 또는 광고의 죽음소프트웨어 특허와 오픈 소스클라우드 컴퓨팅과 특허특허 평가의 IP (증권 거래소)의미론과 IP간행물간행물간행물간행물
«이미지 마이닝 : 가속 영상 분석»112 방어 검토 Nationale 월 2004,

p.101 -. 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인터뷰는 광업 동영상 약 MagSecurs 및 07/2005을 포르노 필터링. 프랑스어로 온라인 또는 여기에
, 단한, 텔레콤 리뷰 technologie 프랑세즈 immergée 속이요로 Droit 드라 propriété industrielle "2,004분의 12 brevets"을 데지는 marques aux.에서는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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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직장직장직장 경력경력경력경력및및및및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산업산업산업산업, D 조조조조 10 년간의년간의년간의년간의 경험경험경험경험 연구연구연구연구
2011 : 시작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 IBM은 유럽 지적 재산권 법무부 부서 미디어등 지적 재산권 법과 변호사 부교수 (니스, 프랑스), 디지털. "IBM은 클라우드 컴퓨팅 특허위원회"의 영구 회원.

2003년에서 2006년까지 : LTU 테크놀로지 회사)로 마케팅 기술 광산 초점에 이미지 관리 소프트웨어 (. 이 기술의 응용 분야는 비디오 마이닝및 필터링 포르노 (감지, 브랜드 보호, 온라인 저작권 관리, 이미지 추적위조) 이미지 기반 조사 (아동 착취, 도난 예술, 과학 수사), 수비 지향적인 지성, IP를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LTU은 "유럽은 참여에
Quaero "프로젝트 (멀티미디어 검색 엔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 SGI의 실리콘 그래픽 중심으로 채널) 스토리지에 대한 고성능 컴퓨팅, 시각화 및 마케팅 관리자 회사 (컴퓨터 하드웨어. 디지털 미디어, 비디오, 3 차원, 과학 컴퓨팅 및 가상 현실과 같은 목표 시장을 였죠.교육교육교육교육과학과학과학과학 오년오년오년오년 및및및및 법률법률법률법률 & 비즈니스에비즈니스에비즈니스에비즈니스에 오년오년오년오년
(석사석사석사석사 및및및및 박사박사박사박사 수준수준수준수준)주요 학위 : 엔지니어 / 공학 석사 학위 (전공 유체 역학, 과학 컴퓨팅). 경영학 석사 (경영 소르본 대학 대학원). 산업 재산권 법학 석사 학위
(CEIPI - EPC 2000 - LLM). 지적 재산권 법률 (- LLM 판테온 - 소르본 대학)에서 석사 학위. 일반 법학 교육 (LLB 프랑스어 민법에서).추가 연구 : 컴퓨터 보안 (ENST), 경제 인텔리 전스 (IHEDN), 심리학, 지리학.현재 : EQE 2010 (신문, B 조, C 조, D 조) 3 월 2010 년, 일부 자격을 촬영했습니다.문서에서 프랑스어 보도 자료 : 르 피가로 Etudiant 또는 여기에봇은, 볼 hResume을좋아하는좋아하는좋아하는좋아하는 책책책책 [ 여길보세요여길보세요여길보세요여길보세요 ]
IP를 : 스톨, 보일, Benkler, ...생물학 : 굴드, 배, Dawkins, Ameisen, Prochiantz, 던지다, ...우주론 : Nottale, 그린, Cassé, ...경제 : 리프킨, Mandelbrot, Bouleau, 마리스, Artus, Aglietta, ...의 IT 뉴스 : 유선, MIT의 기술 검토, Slashdot에 YRO, MiscMag,

PatentlyO, IAM 블로그, 풀타임, ZeroHedge, EFF의, Schneier, 라일리,테드, 테크 회담, ...세부 사항 : http://www.facebook.com/francois.veltz도메인도메인도메인도메인 이름이름이름이름내 도메인 이름의 일부가 : googlevil.com,,, endofprivacy.com을
echelonsa.com hackerwarfare.com, wikimindmaps.com,

knowledgeproperty.com, ratepatents.com ...

작은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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