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의 상표 데이터 플랫폼

SAEGIS® on SERION

186개국을 망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을 만나보세요.

• 전세계를 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
• 186개국 등록 상표 데이터베이스
• 수백만 개의 도메인네임
• 70개국 이상에서 사용중인 제약명
• 산업디자인 및 기업명

상표 검색으로 브랜드의 가능성까지-

• 쉽고 빠른 전세계 상표 사전 검색
• 특정 상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경쟁사 브랜드에 대한 

최신 정보 획득
• 상표 등록 트렌드를 파악하여 브랜드 전략 수립에  활용

간편하고 정확한 디자인 검색

로카르노 분류코드로 간편하게, 디자인 키워드로 
정확하게 디자인 특허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분석 및 리포트 옵션

검색 결과의 분석 및 리포트 기능으로 쉽고 빠르게 업무를 
수해알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선호도에 따른 요약 및 상세 검색 결과
• 통합 표시, 분류, 하이라이트, 코멘트 도구 활용
• 간편한 맞춤형 보고서 및 보고 양식 생성

효율적인 비용 관리

연간 구독 제도 및 투명한 가격 정책으로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시간과 비용까지 절약해보세요.

90%의 사용자가 추천하는 SAEGIS

• 평균 9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상표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 업무 스타일에 맞춰 8가지 인터페이스와 언어 선택

CompuMark
통합�상표�관리를�위한�새로운�기준
상표 관리를 위한 통합 상표 플랫폼 CompuMark를 만나보세요. 
상표 검색 및 회피, 상표 모니터링 그리고  스크리닝까지 모두 CompuMark로 가능합니다! 

70%+
Top Brand

90% +
Satisfied

9+ yrs
Experts



가장 쉽고 빠른 클라우드 기반 상표 스크리닝 시스템

TMgo365™

상표 사전 스크리닝에서부터 브랜드 네이밍까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도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해보세요.

상표 모니터링 서비스

Watch on SERION 

자사 유사 상표 혹은 특정 출원인(경쟁사) 상표 출원을 
글로벌하게 모니터링하여 자사 비지니스를 보호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결과
사용자 스스로 상표 검색 및 회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결과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제공 컨텐츠
CompuMark가 보증하는 상표 전문가와 
시스템이 함께  운영되어 검색 방향에 가장 
정확한 결과를 찾아드립니다.

Watch the World
• 상표 및 로고, 앰블럼
• 색상
• 유럽공동체 디자인
• 기업명

Watch the Competition
• 경쟁사 상표 모니터링

Watch the Web
• 웹사이트 
• 도메인 명
•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명

Custom Solutions
• 고객 맞춤형 서비스

Watch the U.S.
• USPTO Pending Application
• USPTO Official Gazette
• U.S. Comprehensive

쉽고 편리한 리포팅 & 비쥬얼 기능
이미지 자동 인식 및 전문 분석툴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분석 리포트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하고 선명한 비쥬얼 
도구를 활용하여 인사이트를 높이세요. 

법률 커버리지
Mintel Global New Products Database 및 
Industry Leading Web Common Law 
포함한 2백만 개 이상의 보편적인 법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직 
CompuMark를 통해서만 이 2가지의 검색 
엔진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sponsive Support
동종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24시간 대기하고 
서비스하기 때문에 Self-service의 어려움은 
줄이고 편리함만 극대화하였습니다.

CompuMark
Trademark Research and Prot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