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서 (주)위즈도메인
지식재산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는 지식재산전문기업

Global Intelligence Partner



(주)위즈도메인소개

지식재산 전문기업

㈜위즈도메인은 2000년 특허 검색/분석시스템 FOCUST를 시작으로 IPIntellisource(자동분석리포트)등 특허분석에 특화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가치평가기술을 금융산업에 접목시킨 PTR(Price Technology Ratio, 주가기술비율) 지수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투자 모델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지식재산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는 지식재산 전문기업입니다.

WISDOM(지혜) + DOMAIN(영역)

WISDOMAIN은 WISDOM(지혜)과 DOMAIN(영역)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지혜를 발견하여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지혜의 영역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위즈도메인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특화된 서비스를 2002년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글로벌 기업에 서비스 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지식재산전문기업으로 도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Always New (주)위즈도메인

㈜위즈도메인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열정과 거침없는 실행력으로 지금도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위즈도메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지식재산의 숨은 가치를 지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즈도메인임/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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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즈도메인연혁2



KR(HQ) | 1544-8815

US (지사) | 408-416-3354

JP (법인) | 03-5159-60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62, 성옥빌딩 10층

3003 North first st. San Jose, CA. 95134 

東京都中央区京橋2-5-2 Ａ・Ｍ京橋ビル501

(주)위즈도메인위치3



Global Intelligence Partner

(주)위즈도메인위치4

국내/외 유수기업, 출연연(공공기관), 학교, 법무/특허법인에 서비스 중입니다.



(주)위즈도메인기술력5



(주)위즈도메인제품라인6

FOCUST(특허검색/분석시스템)

세계 120여개국의 특허정보를

(주)위즈도메인이 직접 가공하여,

쉽고 빠르게 검색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Ver.KR | US | JP

특허평가시스템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한 평가항목으로

투명하고 공감 가능한

평가등급 및 가치추정 평가시스템

IPTells(실시간투자정보시스템)

전통적인 투자정보에서 벗어나,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여,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실시간투자정보시스템



FOCUST(특허검색/분석시스템)

특허검색&분석시스템은 서계 주요 국가의 특허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 기능 및 부가가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IP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특허검색&분석솔루션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국가는 얼마나 될까요?

120國
IP5(KR, JP, US, EP, CN)을 포함한 전세계 120여개

국의 특허를 DB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허DB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될까요?

1주일
특허 검색 시 검색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의 120여개국의 특허를 일주입 단위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는얼마나할수
있을까요?

FOCUST에서 제공하는 모든 특허DB는 사용자가 원

하는 만큼~! 무제한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서비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타입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D방식과 IP방식
등으로 고객사의 사용 규모 및 목적에 맞추어 서
비스 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특허DB로 무엇을할 수
있을까요?

FOCUST에는 검색된 특허DB를 쉽고 빠르게 검토

및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개

서비스 언어는어떻게될까요?

3개국
FOCUST는 현지 언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Version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OCUST 한국어 서비스 WISDOMAIN 검색화면]



특허평가시스템(등급평가, 가치추정)

특허평가는 경쟁사특허분석, M&A, R&D특허평가, 기술거래, 특허관리, 특허분쟁 등 활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특허평가기스시템이 필요합니다. ㈜위즈도메인의 특허평가시스템은 특허평가 시 작용할 수 있는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엄선된 객관적

인 평가항목으로 투명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특허의 가치를 등급과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특허등급평가

공개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동종분야의 특허들 간의 상대적 평가 순위에 따라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총 8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허등급 평가정보를 통해 특허간의 상대적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여, 

R&D방향 설정에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특허가치추정

세계 최초로 개발한 특허가치추정 기법은 Big Data를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특허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시장조사 및 분석에 소요되는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

가치추정은 특허가 속한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 추정된 규모에 기술 생명 주기 및 기술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특허들의 가치를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합니다. 

[특허등급평가 제공국가]

[특허가치추정 기본 개념]



IPTells(실시간 투자정보 리포트)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는데, 이중 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허입니다. 

특허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일정기간 법적으로 인정 및 보호해주는 것으로, 기술력이 핵심이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는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고려 없이, 유형자산과 금융자산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인공지능으로 자동 분석하여, 객관적인 투자정보를 실시간 리포트로 제공하는 IPTells를 투자에 활용해보십시오!

[기업기술력]

[투자대상마이닝] [기업기술력비교][업계기술력동향분석]

[특허실사]

[특허사업성분석]

[특허가치추정]



(주)위즈도메인서비스 형태7

REPORT

실시간 자동

분석리포트 제공

SAAS

웹 브라우저 이용

IN-HOUSE

고객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WISDOMAIN NEWS
www.wisdomain.com SINCE 1999(주)위즈도메인

특허검색/분석시스템 특허공유플랫폼특허평가시스템 실시간투자정보시스템

[매경금융상품대상] 우수상/ 위즈도메인`위즈봇`

위즈도메인은 상장기업의 특허나 기술 수준을 분석한 뒤 이를 수

치화해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위즈봇`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각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허 수준을 판단해 수치화하는 혁신적

인 기술을 개발한 데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도 비교적 높

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툴(tool)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로봇이특허기술냉정한평가…

알짜기업발굴해고수익투자 매일경제 | 김태준 기자 | 2016

매일경제 | 김재훈 기자 | 2016

한국금융이끄는자랑스러운도전자

제21회 매경 금융상품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
다.

위즈도메인“특허분석에서자산운용·공유플랫폼으로확장”

김일수 위즈도메인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특

허에 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검색 및 분석 영역에서 벗어

나 특허를 기반으로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르를 계량화하고 이를 투

자에 활용하는 툴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면서 “공유경제

를 특허 영역에 접목시켜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잠자고 있는 특허

를 활용할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 김양섭 기자 | 2019

Global Intelligence Partner

위즈도메인, 정부‘데이터바우처‘사업선정

위즈도메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하고

가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으로 위즈도메인은 공급기업으로서 비용 부

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한다.

서울경제 | 양종군 기자 | 2019

[BIZ & CEO] 위즈도메인“하반기특허공유플랫폼출시할것”

공공기관이 보유한, 잘 쓰이지 않는 특허들을 필요한 기업에 제공

하겠다는 것이 특허공류플랫폼의 목적입니다.

[인터뷰] 김일수 / 위즈도메인 대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특허공유플랫폼을 만들어 출시할 예정입니

다. 기존의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특허들이 많은

데 이것을 100개, 200개 단위로 모아서 싼 가격에 여러 기업들에

게 라이선싱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해봐야겠다...”.

서울경제TV | 김성훈 기자 | 2019

“데이터경제활성화위해브로커기업육성해야＂

27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주최로 ‘5G 시대, 데이터경제와 국가혁신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

가 이어졌다. 이날 김일수 대표는 ‘데이터경제와 기업활동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종 데이터가 융합될 수록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종 데이터 간 결합 부분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사업 부분에서 정부는 민간기업과 직접 경쟁을 피하고 데이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유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생

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때까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뉴스투데이 | 여용준 기자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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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지식재산서비스특허청장상

현대증권-위즈도메인MOU

美오션토모-위즈도메인MOU

김일수대표"기존투자잣대버리고저평가기술株에주목"

"위즈봇은 기업의 본질가치를 추구하는 한국형
로보어드바이저"라며 "자산의 과거 움직임(거
래량, 가격)에서 패턴을 찾아내 미래를 예측하
기보다는 기술 역량에 비해 시장가치가 저평가
된 기업을 찾는 본질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 김태준 기자 | 2016

벤처여성임원, 대통령옆에서소신발언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바로 왼편에
앉은 김잔디 위즈도메인 본부장은 핀테크와 관련한
소신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동아일보 | 장윤정 기자 | 2015

“세계서 통할 특허평가 기술, 금융사 벽에 막혀 활용못해”

`특허가치로종목선정 ̀위즈봇, 수익률1위

지난 6개월 동안 로봇과 인간의 실전투자를 마무리한 결과 영예의 1위
는 위즈도메인의 `위즈봇 1호`가 차지했다. 이번 실전을 통해 PTR를
활용한 투자기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매일경제 | 김태준 기자 | 2016

위즈도메인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특허 알고리즘을 쓰면 특허번호를 입력해
엔터키를 치는 동시에 유사한 특허 수십 건 리스트가 곧바로 쏟아진다.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로봇이 특허와 기업 수익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내고, 왜곡을 막기 위해 기술
주기 등 몇 차례 보정 절차를 거치는 식으로 정확도가 매우 높은 특허가격 근사치를
실시간 뽑아내는 구조다

특허번호만쳤더니…"100만弗짜리입니다"

매일경제 | 홍장원 기자 | 2014

위즈도메인은현재에안주하지않으며, 새로운시도와 실험을두려워하지않습니다. 

무한한열정과거침없는 실행력으로지금도계속 새로워지고있는

(주)위즈도메인서비스를 통해고객이지식재산의 숨은가치를지혜로활용할 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IAM Magazine Eng | 2014

An automated system for estimating paten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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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는 지식재산전문기업 (주)위즈도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