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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S ON
쉽고 빠른 온라인 특허검색서비스

The most Pow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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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726 1100, 1105     FAX  0303 095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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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검색엔진과 AI기술 적용으로 

더욱 강력해진 쉽고 빠른 

온라인 특허검색 서비스

1999년 출시 이래 시장점유율 1위 유지!
윕스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윕스온 검색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특허업무에 최적화된 윕스온”

WIPS ON
The most Powerful

CERTIFICATE 

2005

IR52 장영실상 수상 
정보통신부 
데이터베이스 대상 
수상

지식재산권분야 최초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세계일류상품 선정

특허검색서비스 
윕스온, 윈텔립스 
콘텐츠품질인증 획득

3년 연속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DQC-V) 
Gold Class 획득

민간기업 최초 3년연속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DQC-V) 
최고등급인 
Platinum Class 유지

국가생산성대상 
4차산업혁명선도기업 부문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2011
2013

2014

2018

2019

·  복잡한 검색식 필요없이 문장 입력만으로 유사 문헌을 추출하는 AI검색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도면의 구조를 더욱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도면검색

·국가 통합, 스텝간 연산을 통해 검색조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스텝검색

·한국, 일본, EP 3개국의 심판/이의신청 검색이 가능한 심판검색

·업계최초 상세 설명의 독립된 검색필드 제공으로, 조사 목적별 맞춤형 기술검색 가능

검색 Search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고품질의 전세계 특허DB

·자체가공으로 누락을 최소화한 윕스 패밀리 정보

·전문가의 검토로 정확도 높은 일한/영한/중한/중영 번역

·각국 심판, 행정정보 및 출원인 대표명화(한글/영문) 

DB Database

·12개국 특허의 자유로운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항목별 분류

·인용참증단계, 자기인용 정보제공으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가능한 인용분석 

분석 Analysis

·빠른 검색 속도! 전체 문헌 조회 0.1초 출력!!

·검색결과에 대한 건수 제한 없는 무제한 필터링

·번호, 인명, IPC, 국가통합 등 다양한 정렬 기준 활용을 통한 다각적 검토

·문헌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세보기

·다수 특허의 빠른 검토가 가능한 이지뷰어

·동시에 두 개 문헌의 검토가 가능한 비교보기

·웹상에서 편리한 특허관리가 가능한 마이폴더 

리뷰 & 편의 Review &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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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헌종류 제공기간 제공데이터

한국

특허공개 1983~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특허공고 / 특허등록 1979~1997 / 1997~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실용공개 1983~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실용공고 / 실용등록 1979~1997 / 1996~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과거분 1948~1979 서지

KPA 공개 / KPA 등록 1999~현재 / 1997~현재 서지, 요약, 대표도면

미국

* 영한번역 제공

공개 2001~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등록 1976~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디자인 1976~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식물 1972~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과거분 1790~1975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일본

* 일한번역 제공

* 원어검색 가능

특허공개 1993~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특허공표 / 특허재공표 1996~현재 / 1992~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특허공고 / 특허등록 1994~1996 / 1996~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실용공개 / 등록실용 1993~2006 / 1994~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실용공고 / 실용등록 1994~1996 / 1996~2010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PAJ 1976~현재 서지, 요약, 원문, 대표도면

과거분 1971~1995 전문(Full-text), 원문

EP

* 영한번역 제공

공개 (EP-A) 1978~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등록 (EP-B) 1980~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PCT(WO)     * 영한번역 제공 1978~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중국

* 중한/중영번역 제공

* 영어/원어검색 가능

특허공개 / 특허등록 1985~현재 / 1985~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실용공개 / 실용등록 1985~1992 / 1993~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독일
특허공개 / 특허등록 1957~현재 / 1877~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실용 1904~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영국 특허공개 / 특허등록 1782~현재 / 1947~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프랑스
특허공개 / 특허등록 1855~현재 / 1902~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실용 1969~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러시아
특허공개 / 특허등록 1992~현재 / 1975~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실용 1994~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인도
특허공개 / 특허등록 2000~현재 / 2000~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과거분 1912~1999 서지, 요약, 청구항, 대표도면

대만

    * 중영번역 제공

* 영어/원어검색 가능

특허공개 / 특허등록 2003~현재 / 1993~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실용 / 디자인 2000~현재 / 1964~현재 전문(Full-text), 원문, 대표도면, 개별도면

과거분 1950~1999 서지, 요약

기타 85개국 서지, 요약 

신뢰도 높은 전세계 특허DB 제공 ■  총 12개국의 Full-text 정보 및 85개국의 서지정보를 제공합니다.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윕스의 노하우가 집약된 

패밀리·인용·번역 

데이터 제공

윕스의 자체 기술력을 더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허업무에 전문화된 

컨텐츠 제공

심판, 행정, 출원인 대표명화 데이터 등 특허실무에 

필요한 핵심 컨텐츠 제공으로, 보다 면밀한 특허검토가 가능합니다.

•   DOCDB 패밀리 데이터에 누락된 문헌을 빠짐없이 보완 후, 윕스 패밀리 

  정보를 제공하므로 보다 정확한 패밀리 문헌 검토가 가능

•   패밀리 그룹핑 제공

•  10개국 공개/등록 문헌의 인용 및 피인용 관계정보 제공

•  인용참증단계(이의증거, 심사관, 조사보고, 선행조사, 심판 등), 타인인용/

   자기인용 정보제공으로 핵심특허선별 및 검토가 보다 쉬워짐

•  자체 품질개선 및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특허 업무에 최적화된 고품질의 

   번역서비스 제공

•  일문, 중문, 영문 특허의 한글번역 및 중문 특허의 영문번역 제공

• 출원인 대표명화(한글, 영문 및 한글/영문 통합) 제공

• 8천 6백여 개에 달하는 한글/영문 통합대표명화 코드정보 제공 

•KR, JP, EP 심판사항 제공

  (심판종류, 상태정보, 심판번호, 심판(피)청구인, 청구취지, 심판청구일, 

  심결정보 등) 
   ※ 국가별 데이터 제공정보 상이

•  KR 통합행정이력, 실시권자

•  US Transaction History, PTA(존속기간연장), File Wrapper, 연차료

•  EP 심사절차, Lapse during opposition, 연차료

•  현재상태, 현재권리자, 존속기간(예상)만료일, 양도양수이력, 

   EP 개별국 진입정보
   ※ 국가별 데이터 제공정보 상이

DATABASE _ DB

패밀리

심   판

인   용

행   정
정   보

번   역

대   표
명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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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검색필드와 다양한 편의기능으로 

업무에 최적화된 검색환경   

■   국가별 최대 62개 항목의 검색필드와, 키워드 추천기, 검색이력, 특허분류 등

의 검색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 일본어, 중국어 원어검색이 가능해 보다 정확한 해외특허검색이 가능합니다.

■   발명의 설명 분리구축, 검색이력, 특허분류코드 등 업무에 유용한 검색편의기

능을 제공합니다.

핵심 문장 입력만으로 유사한 문헌을 

제공해주는 ‘AI검색’

도면의 구조를 더욱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도면검색’

스텝간 연산을 통해 검색 결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스텝검색’

■   검색식 없이, 문장 및 번호 입력만으로 혹은 파일 업로드만으로  유사 특허 

    문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자동번역기능으로 별도의 언어변환 없이 다 국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   기술키워드 및 문헌번호를 통한 검색을 제공합니다.

■   도면팝업에서의 편집 모드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도면의 텍스트나 도형, 

색 추가 등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 스텝별 검색조건의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해 검색결과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   전체 스텝작업이력 저장, 메모가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EARCH _ 검색

한국, 일본, EP 3개국의 심판정보 

확인이 가능한 ‘심판검색’

■ 3개국 심판검색이 가능하며, 심판내용/상태정보/심(판)결문 등의 상세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 심판과 연계된 특허, 특허와 연계된 심판정보를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색이력] 검색식 히스토리 

검토 및 사용자가 조회한 문

헌 이력 제공

[특허분류코드] 업계유일 

F-term, FI의 한글검색 및 

F-term ↔ FI 간 매칭

[일본어, 중국어 원어검색]

[현재상태정보] 현재상태 유

형별 문헌을 선택하여 검색 

가능 (한국,일본,미국,중국,EP)

[검색결과 필터링]  검색결

과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한 

차트형 필터 제공

[유사도 순 정렬] 선택문헌

에 대한 유사도 점수 별 순

위를제공하여 정렬

결과 리스트에서 선택문헌

을 기준으로  재검색이 가능 

[문장/파일/번호검색] 문장, 

텍스트파일(txt, doc, docx), 출

원, 등록번호 또는 특허번호

로 검색 가능

[기술분야] WIPO가 분류한 

35개 기술분야를 활용하여 

특정 기술 분야 내에서 검색 

가능 

도면부호, 설명, 발명의 

명칭에서의 키워드 검색 

가능

[청구항-도면 맵핑] 청구

항 내 텍스트와 도면 부

호가 같을 경우, 청구항에 

관련 도면 부호를 맵핑

[도면 편집기]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도면 편집 및 

저장 가능

[작업 저장] 스텝검색 전체 작

업내용 저장 가능

[해당스텝 선택 후 연산 가능]

[검색 조건] 스텝 별 검색조건

의 확인이 가능

[검색결과 메모] 개별 스텝에 

대한 메모 작성이 가능

[키워드 추천기] 동의어, 유

사어 추천기능 제공

[검색필드 항목] 발명의 상

세한 설명 독립필드 및 양

도/양수인, 실시권자, 특허

평가등급 등 정보 제공

1

3

3

3

3

3

3

33

4

45
5

6

6

4

4

4

4

4

2

2

2

2

2

2

2

2

1

1

1

1

1

11

5

5

[검색필드 항목] 심급, 심판종류, 심판/출

원/공고/등록번호, (피)청구인 및 각 대리

인, 출원인, 출원인 대표명화 코드, 심판청

구일, 심결일, 발명의 명칭, 사건의 표시, 

IPC(Mai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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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의 즉각적 통계확인으로 

빠른 검토가 가능한 ‘검색결과리스트’ 

검색결과에 대한 

무제한 필터링 및 필터별 차트 제공

■   검색결과 필터를 통해 바로 통계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해당 페이지에서의 

    재검색도 가능합니다.

■   서브통계, 다양한 뷰모드를 통해 검색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0.1초 단위의 빠른 검색속도와 건수 제한 없는 필터링으로 검색결과를 더 빠르

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제거 100만건, 패밀리그룹핑 10만 건 등 대량 문헌에 대한 원클릭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정렬 기준과 편의기능 활용을 

통한 특허의 다각적 검토 가능

문헌정보의 탭 구성으로 원하는 정보만 

선별하여 볼 수 있는 ‘상세보기’

■   국가 통합정렬 및 정렬항목(기존대비 문헌, 출원번호, 최선일, 출원일, 

IPC(main) 추가로 빠른 검토가 가능합니다.

■   대량건의 패밀리그룹핑 처리 및 편의성이 높은 패밀리 선택 옵션으로 기술 

관점에서 발명 단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문헌전체, 청구항, 발명의 설명, 행정사항, 특허평가, 심판 탭으로 구성되어 

주요 정보만 빠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서지, 존속기간(예상)만료일, 특허평가등급, 출원히스토리, 법적상태, 우선

권, 패밀리, 인용 등 해당 문헌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발명의 설명 필드구분, 통합행정이력, 사건단위별 심판이력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특허검토가 가능합니다. 

REVIEW _ 리뷰

[검색결과 필터] 주요항목

의 즉각적 통계결과 확인 

및 재검색 가능

[다양한 뷰모드 제공] 리스

트형, 블록형, 대표도면형, 

전체도면형 보기 제공

[서브통계] 검색결과를 문헌

종류 및 상태정보(기본검색) 

별로 나누어 건수를 표시

[중복제거 및 패밀리그룹

핑] 등록우선/공개우선 중

복제거 및 패밀리그룹핑 동

시 선택 가능

[검색결과 필터 차트] 검색

결과 필터 별 차트 제공으

로 빠른 정보 파악 가능

3

3

2

2

2

2

1

1

1

1 [검색범위 선택] Key(명칭

+요약+대표청구항)을 비롯

한 검색대상 설정 가능

[조건 별 정렬] 국가 통합 

정렬 및 항목 별 선택 정렬 

가능

[패밀리 선택] 최대 건 선

택 시 대표 or 하위 패밀리 

포함 선택이 가능

[하위 패밀리 문헌 넘버링] 

패밀리 그룹핑 후, 최대건 

선택 시 최종 작업 번호 자

동입력

3

3 5

5

44

2

2

2

11

발명의 설명 분리구축 

사건단위별 심판이력 제공

출원부터 공개, 등록, 
심판까지의 행정이력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행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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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특허의 빠른 검토가 가능한 

‘이지뷰어’

동시에 두 개 문헌의 검토가 가능한 

‘비교보기’

■   문헌보기, 도면보기, 원문보기를 각각의 뷰어로 구분하여 원하는 평태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단축키를 활용해 보다 편리한 특허검토가 가능하며, 형광펜, 플래그, 메모 등의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   한 화면에서 두 개 문헌의 청구항(번역문), 도면 등의 기술내용을 동시에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개국 특허의 자유로운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항목별 분류’

인용 참증 단계, 자기인용으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인용정보의 검토가   

가능한 ‘인용분석’

■   다량의 특허정보 중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쉽고 빠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개 항목간 AND/OR 조합을 통해 사용자 목적에 맞는 문헌만 선

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심판, 심사관, 이의증거 등 인용참증단계정보 제공으로 핵심특허 선별 및 

검토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   타인인용, 자기인용 문헌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출원인 기준)

문헌보기

텍스트모드

비주얼모드

발명의 설명

원문보기

도면보기

청구항

특정 기업이 최근 3년간 출원한 특허 중 현재 등록상태이며, 평가등급이  

A 이상인 특허는?

▶ 기업출원특허 모집단 검색 후 항목별분류 실행

    상태정보 [등록] AND 출원일 [2016~2018] AND 평가등급 [A, AA, AAA]

활용 TIP

REVIEW ANALYSIS_ 리뷰 _ 분석

원하는 단어만 선별하여 살펴
볼 수 있는 형광펜 기능 제공

섬네일 뷰, 슬라이드 뷰 제공

플래그 아이콘 클릭시 

마이폴더에 바로 저장

문헌메모 기능제공

독립항 일괄보기, 번역문 

보기 기능 지원

한건한건 넘겨가며 빠른 

검토 가능

청구항, 발명의 설명, 도면 

중 원하는 내용만 선별하여 

검토 가능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

효과, 해결수단, 해결과제

별 내용검토 가능

3

3

3

4

4
2

2

1

1

항목별 AND/OR 조합을 통

해 원하는 문헌만 선별하여 

살펴볼 수 있음

휴지통(복원), 중복제거 기

능 제공

10개국 공개/등록문헌의 인

용분석결과 제공

업계최초 인용특허의 인용

참증단계 정보제공 (이의증

거, 심사관, 조사보고, 선행

조사, 심판, 출원서 등)

타인인용, 자기인용 문헌을 

구분하여 제공

2

2

2

2

2

1

1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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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상에서 편리한 특허관리가 가능한 

‘마이폴더ʼ

보다 가치있는 정보활용을 위한 텍스트, 

대표도면, 원문 ‘다운로드’

효율적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SDI 
(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   특허폴더, 검색식폴더, 검색히스토리 탭으로 구성되어 웹상에서 다량의 데이터 

및 검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폴더메모, 문헌메모, 다양한 뷰모드, 형광펜, 휴지통(복원), 중복제거, 대표문헌 

치환, 패밀리 그룹핑, 국가별 서브통계, 플래그, 특허평가등급, 폴더 내 검색, 

폴더연산, 폴더공유, 폴더 순서변경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99개 기본항목과 고급항목 외 전체청구항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검색식 뿐 아니라 경쟁사 모니터링(양도/양수, 문헌업데이트), 상태정보, 심판

정보, 패밀리, 인용정보의 업데이트 현황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VENIENCE _ 편의

[특허폴더]  사용자가 저장한 특허문헌을 관리하는 폴더 

[검색식폴더]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식 또는 새로운 검색식의 저장 및 관리

[검색히스토리]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히스토리의 자동저장 및 재실행

[폴더 연산] 

폴더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가능

[폴더 공유]

그룹 내 폴더공유 가능

다양한 뷰모드 제공

중복제거 또는 대표문헌 치환 

선택 후 다운로드 가능

5개의 다운로드 포맷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