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PA 글로벌, 국내 지식재산권 전문 업체 ㈜마크프로에 투자
이번 투자를 통해 ㈜마크프로의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역량으로 한국 및 중국 고객사에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할 것
[2017 년 7 월 10 일]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인 CPA 글로벌 Global®
(CPA Global® 이하 CPA 글로벌)이 국내 굴지의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이자 기술 분야 국내
벤처투자사 UTC 인베스트먼트가 인수했던 ㈜ 마크프로 ( Markpro, 이하 마크프로)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마크프로는 국내 주요 기업에 특허연차료 납부 및 등록상표 갱신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자산관리전문업체이다. 서울에 소재한 마크프로는 일본, 중국 등 해외 4 개의
지사를 운영하며 국내 및 중국 유수의 기업체 및 연구소의 IP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왔다.

CPA 글로벌과 마크프로는 오랜 기간 협업을 해오며 15 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혁신과 IP 시장을 이끌어온 한국과 중국 고객사의 다각화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 기회를 모색해왔다. 최근 CPA
글로벌이 IT 플랫폼에 적용될 IP One 소프트웨어를 출시함에 따라, 마크프로의 고객사가
차세대 IP 관리 솔루션을 통해 복합적인 IP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CPA 글로벌 본사의 CEO 인 사이먼 웹스터(Simon Webster)는 “지난 15 년간 CPA 글로벌은
마크프로의 성장과 사업역량을 높이 평가해 왔으며 이번 기회에 함께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고무적”이라며 “한국 및 중국 고객사에 현지 맞춤형 기술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통된 목표와 마크프로의 양질의 국내 고객 서비스 제공 역량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마크프로 부사장은 “CPA 글로벌이 마크프로의 미래 가능성에 투자한 데 기쁘게
생각한다”라 말했다. 이 부사장은 또한 “당사가 고객에게 제품, 서비스, 기술영역 확충 방안을
연구하던 시점에 CPA 글로벌의 투자로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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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글로벌의 이번 투자는 1992 년 창립 이래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이끈 중추적 요소인
양질의 고객 서비스 제공 역량을 고려한 결과이다. 양사는 이번 투자 및 파트너십을 통해 CPA
글로벌의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국내 고객사 니즈에 부합하는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중국 시장의 성장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앞으로 제공될 서비스는
마크프로 브랜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재준 부사장은 “지난 25 년간 마크프로의 임직원은 고객사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당사에 투자하는 기업 또한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CPA 글로벌이 당사의 기업 철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CPA 글로벌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 IP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아시아 지역의 시장성 주도를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이미 숙련된 인적자원
125 명이 근무하고 있다. CPA 글로벌이 최근 진행해 온 투자 및 인수 합병은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되었다. 또한, 40 년 이상
지속된 일본 내 선두 해외특허갱신업체인 NGB 코퍼레이션 (NGB Corporation)과의
파트너십은 CPA 글로벌의 전략을 반영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IP 서비스 시장인 한국에서 CPA 글로벌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글로벌 1 위 IP 서비스 업체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IP 시장인 중국 시장의
경우, CPA 글로벌은 업계 1 위의 특허 연차료 서비스업체로 자리를 잡았다.

*****
CPA 글로벌에 관해
CPA 글로벌은 IP 관리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 로펌 회사들을 대상으로 혁신과 IP 포트폴리오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서비스 및
인사이트를 지적재산의 전 주기에 걸쳐 제공해왔다. CPA 글로벌의 IP One Data 는 고객사에
광범위하고,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CPA 글로벌 IP 플랫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CPA 글로벌은 전 세계 굴지의 기업 및 법률 사무소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2,000 여명의
열정과 비전을 갖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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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프로에 관해
(주)마크프로(대표이사 차상진, www.markpro.co.kr)는 1992 년 설립돼 다양한 국내외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를 선도해온 업체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리의 일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기업을 위해 상표갱신, 소프트웨어, 핵심 포트폴리오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기여하고 있다.
관련 문의
CPA 글로벌
마크 베스트(Mark Best)
이사, 기업 개발부
mbest@cpaglobal.com
+44 7534 748 191
#

Liberation House
Castle Street, St Heller,
Jersey JE1 1BL,
Channel Islands

t: +44 (0) 1534 888 711
f: +44 (0) 1534 888 747
e: enquiries@cpaglobal.com
cpaglobal.com

#

#

C.P.A. Holdings Limited
Registered as a Company under the Companies (Jersey) Law 1991,
number 23151. Registered office: Liberation House, Castle Street,
St Helier, Jersey JE1 1BL, Channel Isla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