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관리 서비스 Trademark Right Management Service 
상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 토탈 제공

상표 조사 서비스 

국내·외 선행상표조사

의뢰상표의 식별력을 분석하고 선행상표조사를 수행하여
등록 가능성 판단 시 활용가능한 조사보고서 제공
(국내 및 해외 179개국)

[해외 상표조사]
동일상표 다류 건, 인투마크 DB 탑재 국가 할인 제공

국내 상표 등록 출원의 빠른(우선) 심사를 받기 위한
우선심사용 선행 상표 조사

[할인 안내]
① 동일상표 다류 건, 한글(영문)음역 상표, 대량건 의뢰 시
② 특허청에 납품된 조사 보고서 사본 제공형태별 할인

01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02

상표 모니터링 서비스

출원 모니터링

의뢰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출원 및 공고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결과 제공

지속적인 경쟁사 출원 상표 체크 후 결과 제공

01

인터넷 모니터링

포털, 오픈마켓 등에서 고객 등록상표와 유사한 타인의
상표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서비스

03

경쟁사 모니터링02

상표분석 & 진단 서비스

상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경쟁사와 분쟁 가능성 있는 상표 분석
자사 등록상표의 관용화, 권리 희석화 등 에 대한 자료조사 
권리선점이 필요한 문자 및 도형 리스트업

03 상표맵 작성 

계열사 브랜드 별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한 시각자료 작성
고객사와 계열사의 잠재 권리분쟁 요소 분석 및 제안

04

상표 사용실태 조사

등록상표의 온·오프라인상 실사용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4대 포털사이트 및 앱스토어, 오픈마켓, SNS 등

고객사와 경쟁사의 지정상품 권리범위 분석
상품 분류 및 지정상품 권리 보유 범위 제안
등록상표의 형태적 권리범위 진단

01 권리 진단02



디자인권 관리 서비스 Design Right Management Service 
특허청 심사지원 등 다년간의 조사 경험을 보유한 전문 연구원이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디자인 조사 서비스

의뢰디자인에 대한 선행자료조사

국내외 디자인 등록 출원에 앞서
공지된 동일·유사한 디자인 문헌에

대하여 조사 후 분석하여 제공

등록디자인에 대한 선행자료조사

등록된 디자인 건의 출원일 이전 기준
공지된 동일·유사한 디자인 문헌에

대하여 조사 후 분석하여 제공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국내 디자인 등록 출원의 빠른(우선) 심사를 
받기 위한 우선심사용 선행 디자인 조사 

결과 보고서 제공

디자인 정보 조사

특정 디자인 컨셉이 적용된 선행 디자인 
정보, 경쟁사의 디자인 권리 현황 정보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제공

전문 연구원 조직 구성

민간 최다 인력을 보유한 윕스의
각 분야별 디자인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세계
20개국

등록디자인
대상

조사대상 국가 

대한민국, 미국, 일본, WIPO, OHIM, 중국, 독일, 대만, 홍콩, 프랑스, 싱가포르, 영국,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