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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심판/소송/의약

인 용

행정정보

번 역

대표명화

•DOCDB패밀리데이터에누락된문헌을빠짐없이보완후,윕스

패밀리정보를제공하므로보다정확한패밀리문헌검토가가능

•패밀리그룹핑제공

•KR,US,JP,EP심판사항제공(심판종류,상태정보,심판번호,

심판(피)청구인,청구취지,심판청구일,심결정보등)

※국가별데이터제공정보상이

•US소송정보(ITC,FederalDistrict,CAFC,SupremeCourt)제공

•USOrangebook에등재된신약특허,만료(예정)의약특허리스트제공

•13개국공개/등록문헌의인용및피인용관계정보제공

•인용참증단계(이의증거,심사관,조사보고,선행조사,심판등),타인인용/

자기인용정보제공으로핵심특허선별및검토가보다쉬워짐

•KR통합행정이력,실시권자

•USTransactionHistory,PTA(존속기간연장),FileWrapper,연차료

•EP심사절차,Lapseduringopposition,연차료

•현재상태,현재권리자,존속기간(예상)만료일,양도양수이력,

EP개별국진입정보

※국가별데이터제공정보상이

•자체품질개선및정기업데이트를통해특허업무에최적화된

고품질의번역서비스제공

•일문,중문,영문특허의한글번역및중문특허의영문번역제공

•출원인,현재권리자대표명화(한글/영문통합)제공

•8천6백여개에달하는한글/영문통합대표명화코드정보제공

·국내 최대 특허 Full-text 데이터 제공

·자체가공으로 누락을 최소화한 윕스 패밀리 및 

   인용정보

·신경망 기계번역이 적용된 AI 번역 제공

·각국 심판/소송, 행정정보, 출원인 대표명화

   (한글/영문), 화합물 정보 및 의약특허 

   연계데이터 제공 

·무제한 포인트 제공으로 다양한 컨텐츠 활용 가능

DB

·문장 입력만으로 유사문헌을 자동 추출하는 AI검색

·도면 구조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도면검색

·검색조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스텝검색

·한국, 미국, 일본, EP 4개국의 심판검색, US소송검색

·화합물을 포함한 특허문헌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화학식검색

·자유실시 가능한 의약특허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FTO Generic

검색
·대량 특허문헌의 원클릭 통계분석이 가능한

   스마트앵글

·직관적 기술분포 파악이 가능한 스마트클라우드

·특허패밀리 분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패밀리분석

·인용참증단계, 자기인용 등의 제공으로 

   다각도로 검토가 가능한 인용분석

·권리범위의 빠른 검토 및 비교분석이 가능한 

   청구항분석

·기술 파악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가능한 리포트

분석

·고성능 검색엔진 탑재로 검색속도 및 업무 효율 향상

·문헌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세보기

·다수 특허의 빠른 특허검토가 가능한 이지뷰어

·동시에 두 개 문헌의 검토가 가능한 비교보기

·웹상에서 편리한 특허관리가 가능한 마이폴더

·보다 가치있는 정보활용을 위한 다운로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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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의 노하우가 집약된 
패밀리·인용·번역 
데이터 제공

특허업무에 전문화된 

컨텐츠 제공

•AI 및 윕스의 자체 기술력을 더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심판,소송,의약,행정,출원인대표명화

데이터등특허실무에필요한핵심컨텐츠

제공으로,보다면밀한특허검토가

가능합니다.

PREMIUM CONTENTS

3www.wintelips.com

고성능검색엔진과AI기술적용으로더욱강력해진

전문가를 위한 프리미엄 특허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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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색

www.wintelips.com

SEARCH

핵심문장입력만으로유사한문헌을제공해주는‘AI검색’

·검색식 없이, 문장 및 번호 입력만으로 혹은 파일 업로드만으로  유사 특허문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번역기능으로 별도의 언어변환 없이 다 국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최대 10만 자 입력 가능

도면의구조를더욱쉽고빠르게파악할수있는‘도면검색’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인식한 도면 위치에 따라 부호설명을 표기해 주고, 도면에 특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도면팝업에서의 편집 모드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도면의 텍스트나 도형, 색 추가 등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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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파일/번호검색

문장, 텍스트파일(TXT, DOC, DOCX), 출원,      
등록번호 또는 특허번호로 검색 가능

기술분야  

WIPO가 분류한 35개 기술분야를 활용하여
특정 기술 분야 내에서 검색 가능

국가별 결과보기  

검색결과에서 국가명 탭만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검색결과를 손쉽게 파악 가능

검색결과 필터링

검색결과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한 차트형 
필터 제공

유사도 순 정렬

선택문헌에 대한 유사도 점수 별 순위를 
제공하여 정렬

결과 리스트에서 선택문헌을 기준으로  
재검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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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부호, 설명, 발명의 명칭 등에서의

키워드 검색 가능

청구항-도면 맵핑  

청구항 내 텍스트와 도면 부호가 같을 
경우, 청구항에 관련 도면 부호를 맵핑

도면 편집기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도면 편집  및 저장 가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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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내 텍스트, 도형/선 추가, 
도면부호 색상 변경 등의 편집 및 
이미지 저장 가능

1

32

·스텝마다 검색조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검색결과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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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넓은검색필드와다양한편의기능으로업무에최적화된 검색환경

스텝간연산을통해검색결과변화를파악할수있는‘스텝검색’

·국가별 최대 63개 항목의 검색필드와, 키워드 추천기, 검색이력, 특허분류 등의 검색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본어, 중국어 원어검색이 가능해 보다 정확한 해외특허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이력

검색식 히스토리 검토 및 사용자가 조회한 문헌 이력 제공

특허분류코드  

업계유일 F-term, FI의 한글검색 및 F-term↔FI 간 매칭

일본어, 중국어 원어검색 

현재상태정보

현재상태 유형별 문헌을 선택하여 검색 가능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P, 캐나다, 호주)

키워드 추천기

동의어, 유사어 추천기능 제공

검색필드 항목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독립필드 및 양도/양수인, 실시권자, 
심판유무, 소송유무, 식의약품특허 등재유무, 특허평가등
급 등 검색필드 제공  

사용자 편의에 따라 검색필드의 
맞춤형 설정 가능

전 세계 특허를 한번에 
검색 가능

검색실행 후, 국가, 검색구간, 
검색범위 모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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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저장

스텝검색 전체 작업내용 저장 가능

해당스텝 선택 후 연산 가능  

검색 조건

스텝 별 검색조건의 확인이 가능  

검색결과 메모

개별 스텝에 대한 메모 작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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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SEARCH
일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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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화합물을포함한특허문헌을빠르게확인할수있는‘화학식 검색’

자유실시가능한의약특허를쉽게파악할수있는‘FTO Generic’

·구조식 또는 명칭으로 화합물 검색 후, 해당 화합물을 포함하는 특허를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장구조식 검색 결과를 통한 유사화합물의 편리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특허검색결과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검색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발행하고 있는 Orange book의 신약정보와 자유실시 의약품 특허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신약정보와 미국특허간 정보연계를 통해 보다 편리한 의약특허검색이 가능합니다. 

구조식 검색 

화합물 구조식을 직접 그려가며 화합물 
검색 가능

명칭 검색 

화합물 명칭, InChI Key 등으로 명칭 검
색 가능

1

2

SEARCH
전문가검색

사용자가 검색한 구조식과 
동일한 화합물만 검색

사용자가 검색한 구조식이 
포함된 화합물 검색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검색식 수정 가능

제품정보, 독점정보, 관련 특허
정보 등 10개 검색필드 제공 

만료특허 및 최근 3년이내 
만료예정에 있는 자유실시 
특허리스트 제공 

한국,미국,일본,EP4개국의심판/이의신청검색이가능한‘심판검색’

미국소송정보의상세한검색및조회가가능한‘US소송검색’

·4개국 심판검색이 가능하며, 심판내용/상태정보/심(판)결문 등의 상세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심판과 관련된 특허, 특허와 관련된 심판정보를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 국제무역위원회 소송 사건에 대한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미국 관할 법원에서 발생한 특허 소송 뿐 아니라, 특허 관련 검색필드를 활용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사건개요, 진행상태, Docket, 사건히스토리, 원심Flow, 관련사건 등을 한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판검색 검색필드 항목 

심급, 심판종류, 주문, 상태, 심판/출원/공고/등록번호, 
(피)청구인 및 각 대리인, 출원인, 출원인 대표명화 코드, 
심판청구일, 심결일, 발명의 명칭, 사건의 표시, IPC 등 
※ 국가별 제공필드 상이

데이터 커버리지 

한국 (심판원 심판 및 관련 특허법원/대법원 항소) : 
1957~ 
미국 (BPAI, PTAB 심판정보) : 1776~  
일본 (심판원 심판 및 관련 소송정보) : 1965~ 
EP (이의신청 및 불복심판) : 1980~  

소송검색 검색필드 항목 

사건의 명칭,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유형, 소제기일, 최
종판결일, 원고, 피고, 로펌, 변호사, 판사, 발명의 명칭(특
허), 등록번호, IPC 등 
※ 법원별 제공필드 상이

데이터 커버리지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대법원, ITC, CAFC) : 19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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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미국, 일본의 심판, EP Opposition의 
심판검색 제공 

관련심판 확인 및 바로가기 제공

심(판)결문 및 대상특허의 빠른 
검토 가능

사건의 심리, 인명, 일자 등 
사건 소송 전반에 대한 내용 제공

1

1

2

2

1 2

원심 Flow, 관련사건, 대상특허 등도 
함께 검토 가능

화합물 명칭을 모르더라도 

구조식을 통해 명칭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화학식검색 활용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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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ANALYSIS
테마분석

Chart: Overview

키워드 연산

비교분석

·2차원 매트릭스를 활용한 특허정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각적 특허전략 수립 가능

대량특허문헌의원클릭통계분석이가능한‘스마트앵글’

·최대 10만건 특허 데이터의 출원인, IP경쟁력 등의 다각적 통계분석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추가반입, 출원인 정비, 4차 재분석 기능을 통해 웹상에서 보다 편리하게 모집단 편집이 가능합니다.

·Cross Matrix, Classification 모드를 활용한 통계처리가 가능해 대량특허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 항목간 검색연산을 통해 

   대량특허의 분류 및 빠른 통계처리 가능

Overview, 출원인분석, IP경쟁력 분석, 분류코드 등  
다양한 형태의 차트분석 제공 

모집단 추가 반입

마이폴더 또는 파일 업로드를 통한 데이터 추가반입 가능

출원인 정비

모집단 내 출원인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편집 가능

1

3

2

Cross Matrix

Classification

1
2 3

다양한 형태의 차트 제공 

4차 재분석 가능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X축, Y축에 선택해 데이터 
분포현황 검토 가능

선택항목의 특허 리스트, 
엑셀 저장, 차트보기 등 
부가기능 제공 

최대 33개 항목간 AND/OR 
조합을 통해 사용자 목적에 
맞는 문헌만 선별 가능

[심판/소송/의약 아이콘]
심판, 소송, 식의약품 등재 
문헌인 경우 아이콘 표시

패밀리 시계열뷰

패밀리 문헌의 연도별 상태정보 및 행정정보, 
소송·심판정보 제공

통계&리스트 

패밀리 문헌을 표와 리스트 형태로 제공

패밀리 국가

세계지도에서 국가별 패밀리 건수를 색으로 
구분해, 패밀리 진출 현황의 빠른 파악이 가능

법적상태

각 패밀리 문헌별 법적상태를 제공해, 
기준문헌의 진출현황 파악 가능

1

3

2

4

키워드 연산

다양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한번에 문헌리스트 검토 
가능

분석범위

모집단의 클러스터링 범위로 요약, 전체청구항, 발명
의 설명 중 선택 가능

차트 뷰모드

Bubble, Tree map, Word cloud 중 원하는 형태의 차
트 선택 가능

휴지통

제외 대상 키워드를 선택해 분석 대상에서 삭제 가능

비교분석

비교하고자 하는 출원인을 선택하여 각 출원인 별 기
술 키워드 및 공통키워드 분석 가능

1

3

2

4

5

·시계열뷰를 통해 기준문헌의 패밀리 출원현황과 생사, 상태, 심판정보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문헌의 통계, 지도분포, 법적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관적으로기술분포현황을파악할수있는‘스마트 클라우드’

특허패밀리분포현황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패밀리분석’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 적용된 키워드 클러스터링 결과를 제공합니다.

·단순 워드 뿐 아니라, 2~3단어의 구문 단위 클라우드도 제공해 편리한 기술 검토가 가능합니다.

21
3

4

5

모집단의 기술 키워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음

선택된 키워드가 포함된 
특허문헌 검토 가능 

선택 키워드간
논리연산 가능

경쟁사의 집중연구분야 및 
공통연구분야 파악 가능

해당 특허의 패밀리 
진출국 파악 가능

심판, 소송, 식의약품 등재 
문헌의 경우 아이콘 제공 

1 2 3 4

△△기술분야의 TOP5 현재권리자 특허 중 평가등급이 

A 이상인 문헌은?

▶ △△기술분야 모집단 설정 후 Classification 실행

제1현재권리자 [TOP5 기업] AND 평가등급 [A,AA,AAA]

Classification 활용TIP
패밀리분석 활용TIP

경쟁사 주요특허의 해외출원현황, 등록여
부, 생사여부, 소송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습니다.



1110 WINTELIPS

SEARCH
일반검색

www.wintelips.com

인용참증단계,자기인용으로보다다양한관점에서검토가가능한‘인용분석’

권리범위의빠른검토및비교분석이가능한‘청구항분석’ 

·심판, 심사관, 이의증거 등 인용참증단계정보 제공으로 핵심특허 선별 및 검토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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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화를 통한 청구항 계층관계 및 참조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권리범위확인 검토가 가능한 공개/등록 청구항간 비교기능을 제공합니다.

ANALYSIS
테마분석

국가

13개국 공개/등록문헌의 인용분석결과 제공

문헌종류

출원번호, 특허번호로 인용분석 대상 조회 가능

타인인용, 자기인용 문헌을 구분하여 제공

인용참증단계

업계 최초 인용특허의 인용참증 단계 정보 제공(이의증거,  
심사관, 조사보고, 선행조사, 심판, 출원서 등)

청구항계층분석

시각화를 통해 청구항의 참조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권리범위의 빠른 검토가 가능

공개/등록청구항 비교

문헌 공개 후, 등록심사과정 중에 삭제되거나 보정된 
청구항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

1

1

1

3

4

2

2

2

1 2

3

4

선택한 청구항이 참조한 종속항 
및 관련된 독립항까지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음 

삭제되거나 보정된 청구항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 가능

다운로드 포맷 및 보기유형 선택 가능

- 워드: 자유형(1건), 고정형(2건, 5건) 

- 파워포인트: 기본형, 도면형

스타일 편집

배경색, 글꼴, 머릿글/바닥글 등 원하는 형태로 편집 가능

출력순서 저장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및 출력순서 저장 가능 

기술발전도 상세설정

설정을 통해 항목의 위치변경 및 특허박스 하이라이트, 글꼴 변경 등이 가능 

1

3

2

4

기술파악부터보고서작성까지가능한‘리포트’ 

·실무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편리하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허문헌 내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여 한눈에 검토 가능한 요지리스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심특허 모집단을 시계열 기준으로 정렬하여, 기술발전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

요지리스트 기술발전도

43

1
2

관련도 선택 가능

4개의 윕스 디자인 템플릿 및 
사용자 자유양식 활용 가능

작성한 보고서를 워드/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가능 

최대 20개 선행문헌 입력 가능

실무 맞춤형 구성으로 웹 상에서 
편리하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가능

기술발전도 활용TIP

기술의 발전현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인용참증단계 활용

심사관, 심판관이 직접 활용한  
인용특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자기인용 활용

경쟁사 핵심특허의 기술흐름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용분석 활용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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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리뷰

검색결과 필터

주요항목의 즉각적 통계결과 확인 및 재검색 

가능

서브통계

검색결과를 문헌종류 및 상태정보(기본검색)

별로 나누어 건수를 표시

차트 내 재검색

원하는 차트 항목 선택 후, 실행을 누르면 검색

결과 차트 내 재검색 가능

1

3

2

주요항목의즉각적통계확인및다양한기능과의연동이가능한‘검색결과리스트’
· 검색결과 필터를 통해 바로 통계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해당 페이지에서의 재검색도 가능합니다. 

· 중복제거, 패밀리 그룹핑, 다양한 뷰모드, 서브통계 결과를 활용하여 문헌 검토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소송, 식의약품특허 아이콘 및 특허평가등급 아이콘을 제공해 관련 정보를 검색결과 리스트에서 바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검색결과 차트를 통해 모집단의 전체적인 조망 및 편리한 노이즈 제거가 가능합니다. 

1

3

2

모집단의 전체적인 조망 및 검색결과 내 
노이즈 제거시 활용 가능 (건수 무제한)

문헌정보뿐아니라다양한관련정보를한눈에살펴볼수있는‘상세보기’
· 문헌정보의 탭 구성으로 문헌의 상세정보 뿐 아니라 행정정보, 심판, 소송, 특허평가, 화합물 정보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서지, 존속기간(예상)만료일, 출원히스토리, 법적상태, 우선권, 패밀리, 인용 등 해당 문헌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단위별 심판/소송이력 제공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바로가기 메뉴제공

AI번역이 적용된 번역문 PDF 제공

문헌 내 이미지 화합물, 
문헌 내 전체 화합물 제공

출원부터 공개, 등록, 심판까지
의 행정이력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행정이력

다수특허의빠른특허검토가가능한‘이지뷰어’
·  문헌보기, 도면보기, 원문보기를 각각의 뷰어로 구분하여 원하는 형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단축키를 활용해 보다 편리한 특허검토가 가능하며, 형광펜, 플래그, 관련도, 태그, 메모 등의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노이즈 및 중복제거 문헌의 삭제, 복원이 가능한 휴지통 기능 제공

플래그 아이콘 클릭시 마이폴더에 바로 저장

선행조사보고서 작성시 활용 가능한 관련도 항목 제공 

기술분류시 활용 가능한 사용자 태그 및 문헌별 메모 기능 제공 

1 3

42

문헌보기 도면보기

원문보기

1

2

3

4

동시에두개문헌의검토가가능한‘비교보기’
·  한 화면에서 두 개 문헌의 청구항(번역문), 발명의 설명(번역문), 도면 등의 기술내용을 동시에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2

3

4
1

청구항, 발명의 설명, 도면 중  
원하는 내용만 선별하여 

검토 가능

독립항 일괄보기, 번역문보기 

기능 지원 

형광펜기능 제공

한건한건 넘겨가며 빠른 검토가 

가능

1

3

4

2
발명의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분리구축으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효과, 해결
수단, 해결과제별 내용검토 가능

중복제거, 형광펜, 출력옵션 
설정 등 사용자 편의기능 활용 가능

도면편집 및 청구항-
도면 맵핑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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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폴더

사용자가 저장한 특허문헌의 관리 폴더 

검색식폴더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식 또는 새로운         
검색식의 저장 및 관리

검색히스토리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히스토리의 자동저장  
및 재실행

5개의 다운로드 포맷 제공 

중복제거 또는 대표문헌 치환 선택 후 

다운로드 가능 

다운로드 PLUS 

데이터 정비, 대표문헌 정보보강, 분석용 

필드 생성의 과정을 거쳐 특허분석에 최적

화된 정제된 데이터 제공 

기본항목(60개), 고급항목(43개), 프리미엄

항목(29개) 및 전체청구항 등 133개 항목에 

대한 다운로드 가능 (다운로드 샘플 제공) 

자주 쓰는 다운로드 항목의 저장 가능

1

1

3

3

4

5

2

2

·특허폴더, 검색식폴더, 검색히스토리 탭으로 구성되어 웹상에서 다량의 데이터 및 검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태그, 메모, 관련도, 다양한 뷰모드, 폴더연산/공유, 심판/소송/의약 아이콘, 특허평가등급, 분석링크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3개 기본항목, 고급항목, 프리미엄항목, 전체청구항 및 대표도면, 원문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특허분석에 최적화된 분석용 맞춤필드를 제공하는 다운로드 Plus를 이용 가능합니다.

·무제한 포인트 제공으로, 원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상에서편리한특허관리가가능한‘마이폴더’ 국내 최대 DB 커버리지를활용가능한‘윈텔립스’

보다가치있는정보활용을위한텍스트,대표도면,원문‘다운로드’ 

[폴더 연산/폴더 공유]
폴더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및 
그룹 내 폴더공유 가능

선행조사보고서 작성시 
활용 가능한 관련도 항목 제공

[사용자태그]
특허문헌별 편리한 기술분류 가능

다양한 뷰모드 제공

무제한 포인트 제공

신뢰도 높은 전세계 특허DB 제공

DATABASECONVENIENCE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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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개국의 Full-text 정보 및 81개국의 서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국   가 문 헌 종 류 제 공 연 도 제 공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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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A공개/KPA등록 1999~현재/1997~현재 서지,요약,대표도면

미국

*AI영한번역제공

공개/등록 2001~현재/1976~현재 전문(Full-text),원문,대표도면,개별도면

디자인/식물 1976~현재/1972~현재 전문(Full-text),원문,대표도면,개별도면

과거분 1790~1975 전문(Full-text),원문,대표도면

일본

*일한번역제공

*원어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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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영한번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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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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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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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AI중한/중영번역제공

*영어/원어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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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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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1985~현재 서지,요약,원문,대표도면,개별도면

독일
특허공개/특허등록 195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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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영번역제공

*영어/원어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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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특허공개/특허등록 1990~현재/1869~현재 전문(Full-text),원문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특허공개/특허등록/실용) 전문(Full-text),원문,대표도면,개별도면

기타 85개국 서지,요약



고객센터  

TEL 02 726 1100       

FAX 0303 0955 1105  

E-mail help@wips.co.kr    

KAKAO @윕스

계약상담  

TEL 02 726 1074, 1277       

FAX 02 777 7334       

E-mail ipdb@wips.co.kr

www.wintelip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