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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WIPS
지식재산전문기업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전문기업 

윕스와 새로운 미래를 함께하세요.



About WIPS

Total IP Service
글로벌 지식재산전문기업 윕스
1999년 설립된 윕스는 국내 최초로 온라인 특허검색서비스를 개시

한 이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지식재산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온라인 특허검색서비스를 토대로 특허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조사, 분석, 기술가치평가, 컨설팅, 교육 

등 광범위한 지식재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

입니다.

윕스의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는 고객의 가치 있는 지식재산 획득과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전략적 지식정보 활용을 통해 미래 

정보사회에서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기술 적용, 차별화된 솔루션 개발, 빅데이터 활용, 새로

운 분석 및 분류 서비스 개발 등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연구개발

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윕스는 신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

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 최고

의 ‘IP-R&D 파트너’로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윕스의 미래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윕스는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전문기업입니다. 



2021년 데이터품질대상 유통품질부문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국가생산성대상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 장관 표창 (산업자원부) 

2017년 데이터대상 데이터구루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2016년 데이터대상 단체부문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지식서비스 컨설팅부문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핀업디자인어워드 실버 프라이즈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2014년 이형칠 대표이사 석탑산업훈장

2014년 고용창출 공로 인정 장관표창 (고용노동부)

2014년 데이터베이스 품질대상 우수상

2010년 윈텔립스 데이터 품질관리대상 (문화체육관광부)

2005년 WIPS DB 데이터베이스품질대상 대상 (정보통신부)

2005년 IR52장영실상 (과학기술부)

2003년 특허검색시스템 디지털콘텐츠 대상 (정보통신부)

특허청 지정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특허/상표/디자인/PCT국제출원] 

특허청 지정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2021년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선정 (고용노동부)

2017년 민간 최초 3년연속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 Platinum Class, 

         3년연속 Gold Class 품질인증 획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6년 민간 최초 기술평가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특허청) 

2015년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년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정 (지식경제부) 

2011년 국제개인정보보호(BS10012) 인증 

2011년 세계일류상품 인증 (지식경제부) 

2011/2005년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10년 국제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IEC27001)인증 

2007년 기술거래기관 지정

인증/지정수상

WHY WIPS?

The First!

·국내 최초 온라인특허정보서비스 제공

·민간기업 최초 ‘발명의 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 지정

The Best!

·온라인특허정보서비스 시장점유율 1위

·국내 최고 수준,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고품질 데이터

The Only!

·독보적인 Total IP Service 체계 구축

·AI 기술 및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특허청 지정, 민간 최대규모 특허/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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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의 역사가 대한민국 IP 산업의 역사입니다.

HISTORY
•(주)윕스 법인 설립

•국내 최초 특허검색 인터넷서비스 “WIPS” 개시

•(주)윕스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우수벤처기업 선정(중소기업청)

•인터넷 서비스 WIPS-GL, WIPS-JP 해외서비스 오픈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선정

•유사상표검색서비스 “INTOMARK” 오픈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선정

•온라인 특허검색 “WIPS” DB품질대상, IR52장영실상 수상

•특허청 상표조사전문기관 선정

•대전사무소 개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기술거래전문기관 지정 (지식경제부)

•브랜드디자인센터, IP교육센터 개소

•특허청 디자인조사전문기관 선정 

•한국특허일본어검색서비스 “PATBRIDGE” 오픈

•전문가용 프리미엄 특허분석서비스 “WINTELIPS“ 오픈 

•WINTELIPS DB품질대상 수상 

•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인증 ISO27001 인증획득

•민간기업 최초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Gold Class 획득

•WIPS-GL 세계일류상품 지정 (지식경제부)

•개인정보보호 국제인증 BS10012 획득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정 (지식경제부)

•쉽고 빠른 전세계 특허검색 “WIPS ON” 서비스 개시

•해외고객용 “WIPS Global Adv.” 개시

•PCT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지정

•필리핀 특허청과 특허검색서비스 파트너쉽 체결

•윕스온/윈텔립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장관표창 수상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표검색서비스 “INTOMARK” 리뉴얼

•이형칠 대표이사 석탑산업훈장 수상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3년연속 ‘Gold Class’ 획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민간 최초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특허청)

•지식서비스 컨설팅부문 대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민간 최초 기술평가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대상 단체부문 수상 (미래창조과학부)

•데이터대상 데이터구루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술전문기업 디자인분야 선정 (중소기업청)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3년연속 ‘Platinum Class’ 획득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선정

•국가생산성대상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 장관 표창 (산업자원부)

•AI 특허자동분류서비스 ‘윕스 프리즘(WIPS PRISM)’ 오픈

•AI기반 융합데이터 활용 서비스 ‘빌드(Build)’ 오픈 

•특허정보를 CLIP하다 ‘윕스클립(WIPSCLIP)’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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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기업
 산업 
   시장

  행정
소송

DATA

독보적인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 검색·분석서비스

•상표 검색 서비스

•융합데이터 활용 서비스

•자동 특허분류 서비스 

•IP관리 시스템 

•IP조사

•IP컨설팅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화

•디자인사업화 

•IP교육

윕스는 고품질 IP데이터를 토대로 AI기술이 적용된 온라인서비스 뿐 아니라 조사, 분석, 

기술가치평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 전문기업입니다.

WIPS
Total I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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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Features

Service

한국특허의 일본어 특허검색서비스 ‘팻브릿지’
www.patbridge.com

해외사용자용 특허검색서비스 ‘윕스 글로벌’ 
www.wipsglobal.com

쉽고 빠른 온라인 특허검색서비스 ‘윕스온’ 
www.wipson.com

전문가를 위한 프리미엄 특허분석서비스 ‘윈텔립스’
www.wintelips.com

전문가를 위한 상표검색 서비스 ‘인투마크’  
www.intomark.com

Reliable Service
•국내 온라인특허정보서비스 민간시장 1위

•국내 약 5,000개 기업·기관·대학고객, 사용자 10만 명,

   높은 재계약률을 자랑하는 고객신뢰도 높은 서비스

•민간기업 최초 6년 연속 특허정보 품질인증 획득, 

   세계일류상품 인증 획득 등 그 외 다수

Specialized Content
•국내 최대 2억 2천만여 건의 특허DB 및 심판/소송 DB 보유

•자체 기술력을 더한 차별화된 전문컨텐츠 보유 

Global Network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스웨덴, 덴마크, 콜롬비아, 대만, 

   태국, 인도 등의 글로벌 기업고객 사용

•아시아 유일 WIPO의 ASPI Program 협업파트너

윕스의 온라인 특허검색서비스는 출시이래 

23년 간 시장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

습니다. 국내 약 5,000개 기업, 10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데이터와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

쟁, 소송, 라이선스 등 국내외 다양한 지식재

산 이슈대응을 위해 폭넓은 데이터와 차별화

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

술이 적용된 실무 맞춤형 기능개발을 통한 

고객 니즈 충족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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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서비스 윕스는 체계적 품질관리를 통해 정확한 

특허데이터를 제공하며 고객에게 꾸준히 

신뢰받고 있습니다. 윕스 데이터는 데이터

베이스 품질대상, 콘텐츠 품질인증, 세계일

류상품 선정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우수성

을 인정받았습니다. 윕스는 고품질 특허데

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빅데이터가 연계된 

차별화된 서비스 및 AI 특허자동분류서비스, 

IP관리시스템 등 전문 서비스 개발에 힘쓰

고 있습니다.

Features

Reliable Data
•고품질 특허데이터 기반, 기업·산업·시장 데이터 등 

   빅데이터 연계

•데이터품질대상,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장관표창 등 수상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선행기술 연구 수행 

Specialized Service
•기술·기업·산업 데이터를 연계한 국내 최초 융합정보탐색

  서비스

•딥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된 AI 특허자동분류서비스 

•특허 관리를 넘어, IP데이터 활용까지 가능한 IP관리시스템

    

Outstanding Performance
•다년간의 민간/공공/자사데이터 구축 경험을 토대로 한 고객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제공 

•20여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IP노하우 보유 

•고객 IP업무에 최적화된 차별화된 서비스 연구개발 및 제공

IP의 A부터 Z까지 ON ‘아이파즈온’
www.ipazon.com

특허정보를 CLIP하다 ‘윕스클립’ 
www.wipsclip.co.kr

AI 특허자동분류서비스 ‘윕스 프리즘’

AI기반 융합데이터 서비스 ‘빌드’
www.build-data.co.kr

데이터 구축 서비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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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조사신청 www.preexam.co.kr

특허 조사신청 www.wipspass.co.kr

Service

특허청 심사행정지원서비스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상표분류, 디자인분류

맞춤형 대민 서비스

•선행기술조사 

•우선심사용 조사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조사 

•AI 특허 필터링, 클레임차트 등 특허리서치

Features

Reliable Service
•특허청지정 특허/디자인/상표/PCT 전문조사기관 

Smart Work System
•조사품질, 조사효율을 높이는 내부시스템(WIPECT) 보유

•자사 온라인서비스를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선행조사

    
Outstanding Performance
•약 90만건에 달하는 민간 기업 최다 조사수행실적

•약 220명의 기술분야별 조사전문인력 

윕스는 민간 최초 특허/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

으로 선행기술조사를 비롯하여 고객 맞춤형 IP조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지식재산 가치 창

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 220 명의 기술분야별 

전문조사인력이 경쟁력 높은 자체 DB 및 분석 시

스템 등을 활용하여, 현존하는 국내 민간기업 중 

최다 조사실적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P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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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는 2002년부터 민간/공공을 아우르며 다양한 

영역에서 약 1,000건 이상의 컨설팅 사업을 수행

하였습니다. IP발굴부터 기술사업화, 디자인사업화

까지 IP 전 영역에 걸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IP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ervice

특허컨설팅

•맞춤형 특허분석 서비스  •특허등급평가서비스

•특허청사진 구축 서비스

•특허분쟁 전략 수립 사업 

R&BD전략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

•유망기술 발굴/공급기술 탐색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R&D 기획지원  •성장전략 컨설팅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 (컨설팅, 기술마케팅)

•이전기술의 기술사업화 컨설팅

•BM개발/사업성 분석

•보유 IP 자산실사, 창업컨설팅

 

디자인사업화

•디자인브랜드컨설팅  •기업 스케일업 케어 서비스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투자 유치

Features

Human Resource
•    기계, 전기전자, 화학생명, 상표, 디자인, 브랜드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보유한 독보적인 노하우  

•변리사, 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경영컨설턴트 등 자격인력

 

Outstanding Performance
•민간, 공공을 아우르는 폭넓은 프로젝트 수행경험 (1,000여 건)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최우수 민간 기술거래기관 (2015)

•레드닷, 굿디자인어워드, 스포츠산업대상 대통령상 등 다수 

  수상실적 보유

•팁스 운영사 협력기관 및 엑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등록

 

Smart Work System
•내부전문가용 분석Tool, 지식DB 등 내부인력들의 노하우가 

   적용된 자체시스템 보유

•10,000여개사의 고객DB 및 분쟁정보, 시장정보 등 전문정보

Corporate Relations
•창업투자사와 연계한 사업화 지원

•사업화 전문회사 인증 획득 및 내부 펀드 조성

•기술분야별, 전문분야별 약 200여명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기업/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협업파트너 체계 구축 

IP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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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윕스는 2007년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술가치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을 통해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

다. 또한 민간기업 최초로 발명의 평가기관 및 기

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기술가치평가 전문

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Service

 평가목적별 기술가치평가 수행

•기술이전/거래: 기술매매, 라이선스 가격결정

•기술금융: 기술의 담보권설정 또는 투자유치

•현물출자: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를 위한 금액산정

•청산: 기업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분쟁과 관련된 

          소송 시 활용

•세무: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수립 및 

          세금납부

기술가치평가 컨설팅

•기술의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화 실행전략 수립

 

가치평가모형 및 평가DB구축

•산업분야별 특화된 가치평가체계 및 모형개발

•기술수명주기, 할인율, 기술기여도, 로열티율 등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춘 평가용 DB구축

Features

Reliable Service

•민간기업 최초 기술평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발명의 평가기관 (특허청) 지정

•정부인가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산업통상자원부)

Human Resource

•평가전담조직 및 변리사, 석·박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등 내부전문가 그룹의 영역별 가치평가수행

•내·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 보장 

Smart Work System

•WIPScore, WIPS-TMP 등 자체 기술가치평가모델 및 

   자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진행

•평가관리/운영 지원시스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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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교육 윕스 IP교육센터는 R&D기획, 공공/민간기업의 연

구원, 지식재산 분야 종사자 등을 위한 교육을 목

적으로 2007년 설립 후 국내 최고의 IP교육기관으

로 발돋움 했습니다. 수준 높은 강사진이 최신 조

사·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

성에 힘쓰고 있는 민간 유일의 지식재산 전문교육

기관입니다.

Features

Reliable Service
•교육청 인가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원 (2008)

•중소기업 직무능력향상 교육기관 선정 (2010)

Specialized Content
•윕스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중심 교육 

•실사례 기반 실무중심 교육

•아이디어 발상부터 출원, 검색, 분석, 침해 등 상황별 체계적 교육

•단계별 교육과정 설계 기반의 수준별 맞춤교육

Human Resource
•변리사, 공학박사, 조사분석 연구원, 기술기획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최신사례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IP조사/기술경영컨설팅 사업부서

  인력과 연계한 교육 진행

Service

맞춤형 출장교육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의 사전 Needs 분석 기반 

   맞춤형 커리큘럼 진행

•기술 맞춤형 사례 및 실습 중심 교육 진행

•고객사 방문 또는 On-line 교육 진행

정기 집합 교육

•R&D를 위한 특허정보 검색/분석/활용과정 운영

•R&D 연구원 및 특허 실무자를 위한 제도/판례/개정법 교육과정 운영

•IP-R&D 기획 및 전략수립 교육과정 운영

•IP침해 및 대응전략 교육과정 운영

IP교육 사업 운영

•특허청 심사관 대상 신기술 교육사업

•KAIST 지식재산실무석사(MIP) IP정보조사분석 교육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대학생 대상 다수의 IP교육사업(LINC사업단, 대학생역량강화 

  사업, 캠퍼스 특허유니버시아드, 청년TLO 등) 진행

http://edu.wips.co.kr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전문기업 

윕스와 새로운 미래를 함께하세요.

(주)윕스
서 울 본 사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8층, 19층

상암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동 2층

대전사무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KT대덕2연구센터 2동 3층, 4층

고 객 센 터   Tel 02-726-1100   E-mail help@wips.co.kr   KAKAO @윕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