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기반 융합데이터 분석서비스

Part of Build Family of Services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탐색 및 분석 기능

·주제별데이터셋 윕스제공테마 기술용어 기업명 특허분류 산업/품목분류

·윈텔립스/윕스온마이폴더연동

·사용자가별도로보유한데이터업로드

빌드 BI는 기술과 연계된 기업, 산업, 시장의 융합콘텐츠에 대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서비스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건 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Why 
Build BI?

Service 
Features

온라인 IP정보서비스 시장점유율 1위 기업, 윕스

 ·20년이상의특허데이터처리·운영노하우보유

 ·조사분석전문가가신뢰하는고품질특허검색서비스제공

 ·국내최초AI기술을적용한이종데이터매핑서비스론칭

잠재 기회부터 리스크 발견까지 한 번에!

 ·기술/기업/산업별특허동향및시장분석,R&D기획

 ·신기술,유망분야등트렌드를반영한테마분석

 ·나만의데이터를활용한목적분석

콘텐츠 시각화 및 개인화 기능으로 효율성 UP

 ·다양한지표를활용한시각화정보로손쉽게탐색

 ·원하는정보만선택후탐색,저장및공유하기

 ·사용자데이터와빌드데이터를융합분석

시각화 정보를 활용한 탐색 및 분석 기능
 

·테마별탐색에유용한50종이상의대시보드

·축/값을선택할수있는500종이상의차트/테이블

·확장/축소가용이한키워드네트워크분석

트렌디한 테마, 기술용어, 특허분류, 

기업명 등 데이터셋 검색 후 Explore!
데이터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각화 정보를 마음대로 Click!

사용자 니즈를 고려한 콘텐츠 활용 기능

·차트디자인과데이터를편집할수있는차트스타일러

·트렌드모니터링과PT에최적!커스텀보드와스토리만들기

·콘텐츠저장및공유는기본,데이터구매까지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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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산업·시장 
데이터가 연계된 

융합데이터 분석서비스



직관적인 대화형 탐색 및 분석

빌드BI에서는다양한시각화정보를손쉽게탐색하고분석할수있습니다.차트의일부분을Click&Drag하여

데이터범위를조정하거나,원하는조건을축/값으로선택하여차트와테이블을만들어보세요.

대시보드

차트탐색기

피벗탐색기

■  50종+ 주제별 대시보드

➊대시보드추가/삭제

➋대시보드그룹핑기능

제공

■  탐색 및 분석 옵션

ⓐ 필터(6분야/60종+)

ⓑ 데이터상세보기

ⓒ MY드라이브저장

ⓓ 이미지다운로드

■  250종+ 주제별 차트

➊축/값선택후

차트유형Click!

➋차트검색가능

■  탐색 및 분석 옵션

ⓐ 필터(6분야/60종+)

ⓑ 데이터상세보기

■  원하는 데이터 조합하기

➊축/값검색&선택

➋시각화유형Click!

-테이블

-차트(막대/꺾은선)

■  탐색 및 분석 옵션

ⓐ 필터(6분야/60종+)

ⓑ 데이터상세보기

ⓒ MY드라이브저장

ⓓ 이미지다운로드

빌드BI는기술,기업,시장등의데이터를수집후머신러닝,AI,데이터마이닝등의기술을활용해이종간데이터를

연계하고분석합니다.윕스만의프로세싱을거쳐탄생한50종이상의대시보드와500종이상의차트,

네트워크분석등을통해다양한관점에서원하는정보를확인해보세요.

데이터 테크놀로지 by  W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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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종 데이터 
Mapping

AI 활용
 기술·산업분류

빅데이터  
기술

검색식 활용 
기술분류

DataTech for Build BI Intuitive & Interactive Service

기술
48,000,000+
·특허/실용

산업분류
1,000+
·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10차)

품목분류
5,000+
·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HS2017)

수출입
·국가/품목별

금액/중량

시장/경제지표
·한국시장규모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연구개발비

(GERD)

·인구통계

기업
80,000+
·기업개요
·재무정보

50+
boards

60+
filters

250+
charts

➊

➊

➊

➋

➋

➋

보드리스트

ⓐ 

ⓐ 

ⓑ

ⓑ

ⓓ
ⓒ

3
styles

ⓐ ⓑ
ⓓ

ⓒ



사용자 맞춤형 탐색 및 분석

빌드BI에서는사용자니즈에맞춰콘텐츠를활용할수있습니다.차트를편집하거나필요한정보만선택하여

나만의스토리를만들어보세요.또한사용자가보유한특허데이터를업로드만하면,빌드데이터와자동으로

연계·탐색할수있습니다.

MY스타일

MY스토리

MY데이터

■  9종의 차트 유형

■  차트 편집 옵션

-데이터

-제목/레이블/범례

-개체삽입

(텍스트/도형/이미지)

■  MY드라이브 저장

■  이미지/통계 다운로드

■  데이터 구매 가능

■  필요한 정보를 모아 

   나만의 분석 만들기

ⓐ 커스텀보드

ⓑ 스토리

■  특허/실용문헌 대상

  사용자 데이터 기반 분석

■  데이터 추가 방법

-엑셀파일업로드

(1회최대10만건)

-윈텔립스/윕스온

마이폴더연동

빌드BI에서는목적에맞게데이터셋을선택하여시각화정보를탐색하고분석할수있습니다.

원하는데이터중심으로자유롭게탐색해보세요.

목적 지향형 탐색 및 분석

www.build-data.co.kr  76  Build BI   

Purpose-Driven Service User-Customized Service

데이터/보드검색

연관키워드 검색

■  2가지 검색 방법 제공

➊키워드입력

➋테마선택

■  데이터셋 타입 

ⓐ 리스트형

ⓑ 대시보드형

■  기술, 기업, 산업, 품목 등

  키워드 검색 시

  연관된 정보를

  네트워크 형태로 제공

➊키워드입력

➋결과확인및탐색

ⓐ 특정영역탐색

ⓑ 네트워크확장/축소

ⓒ 관련정보보기

•기술용어 : 특허정보 

•기업명칭 : 기업개요/재무정보

•산업분류 : 연관품목/시장정보

•품목분류 : 수출입정보

커스텀보드 만들기

·원하는 차트만 선택하여

   나만의 대시보드 만들기

·차트 크기/위치 조절 OK!

·텍스트 추가 OK!

스토리 만들기

·필요한 보드를 연결하여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

·스토리당 최대 12개 

   보드 추가 OK!

특허 키 매핑

윈텔립스/윕스온 마이폴더 연동 파일업로드(출원번호/윕스키)

·사용자 정비 출원인

·사용자 정비 기술분류(대/중/소)

출원

번호

➊

➋

ⓐ 리스트형 ⓑ 대시보드형

대시보드 차트 탐색기 피벗 탐색기

키워드 입력

보드선택

➊

➋

원 클릭시 선택된 
주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확장/축소

텍스트 클릭 시 
관련 정보 제공

9
styles

나만의 
출원인/

 기술분류 
적용!

ⓐ 

ⓑ

서비스 홈 메뉴의 
시나리오 기반 활용 사례를 
MY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원하는 스타일로 편집하면 
나만의 보드/스토리 완성

   스토리 만들기 TIP

동일카테고리 내 
최대 5건 선택 가능

Click

Click

 데이터선택

[ [

영역을 선택하여 탐색

ⓐ 
ⓑ

ⓒ

기 업

산업/품목분류

기술용어

Drag

사용자 데이터 연동



빌드BI에서는목적에맞게데이터셋를선택하여시각화정보를탐색하고분석할수있습니다.원하는데이터중심

으로자유롭게탐색해보세요.

콘텐츠 저장 및 공유

데이터 제공 범위

User-Customized Service

Data Coverage

MY드라이브

■  차트/보드/스토리 저장

➊폴더추가/삭제

➋일자/제목정렬

➌파일검색지원

■  타 사용자와 공유

-폴더/파일

-공유방법

ⓐ 공유자ID입력

ⓑ 링크복사

국가 특허
(1998~)

실용
(2008~)

제공 건수
(2021.11 기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O

O

O

O

O

O

-

O

-

O

3,450,909

7,544,552

7,621,731

2,969,488

26,567,364

합계 5개국 3개국 약4,800만건

국가 빌드 기업 수
(2021.04 기준)

재무 정보 보유 기업 수
(회계연도: 2011~)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기타

31,578

7,347

7,054

3,810

30,016

1,565

31,367

1,132

1,485

347

1,616

456

합계 81,370 36,403

산업 분류 품목 분류

•한국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KSIC)*10차

•“대-중-소-세-세세”5단계구분(6자리)

•세계관세기구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2017)

•“류-호-소호”3단계구분(6자리)

수출입(2017~) 시장규모(2017~) 경제지표(2011~)

•국가/품목별수출입금액

•국가/품목별수출입중량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국내외감기업매출액합산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연구개발비(GERD)

•인구통계

■ 기술

■ 산업/품목분류

■ 수출입/시장/경제지표

■ 기업

*등록우선의대표문헌을출원일기준으로제공

*특허활용가능한산업분야를AI를통해매핑

*국내(출원50건/외감이상)및해외(출원50건이상)기업

*통계청제공HS-KSIC매핑정보를활용한다대다관계매핑

ID 입력

➊ ➋ ➌

공유

하기

콘텐츠

공유

공유

받기

(주)윕스
계약문의 TEL027261074E-mailbuild@wips.co.krKAKAO@윕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