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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도 디지털 시대!
-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 지난 10 년간 연평균 12%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4차 산업기술이 결합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허출원 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건수는
출원되며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2010 년 41 건에서 2019 년 113 건이

나타났다. [붙임

1]

ㅇ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은 같은 기간 전체 임플란트 출원건수
년
건→ 년
건 연평균 증가율
보다 배가 넘게 증가세를
,

(‘10

258

’19

397

)

(5%)

2

보이고 있다.

□

【디지털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 과정은 구강정보 획득, 모의 시술․치료계획 수립,
기공물 디자인, 수술 가이드 마련, 3D 프린팅(또는 밀링가공) 및 시술
단계로 구분되며,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화가 이뤄진다.

ㅇ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임플란트 시술을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
인상채득 대신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모형 배송 대신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환자의 병원방문 횟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보다 편의성, 정확성 등에서
장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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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술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ㅇ 구강스캐너 관련 출원이
시뮬레이션․컴퓨터 디자인 관련
(‘10~’19)

46.1%,

출원이

33.8%,

기공물 가공 관련 출원이

20.1% 을

차지했다 .

구강스캐너가 디지털 임플란트를 위한 핵심기기로 여겨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붙임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중견․중소기업이

2]

(‘10~’19)

50.8%(430

개인이

16.9%(143

24.2%(205

ㆍ

건)을 출원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 대학 연구소가

8.1%(69

건), 외국인 출원은

건)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치과용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도

-

․중소기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이 있어 중견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붙임

□ 치과용 임플란트는 최근

3

2]

년 연속 국내 의료기기 생산품목 중

차지했고, 수출액 증가율도

ㅇ

특허 출원을

1

1

위를

위(33.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1)했다.

첨단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임플란트는 시술 편의성 , 정확성 ,
인구 고령화,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 특허청 신동환 의료기술심사과장은

“치과용

임플란트 분야도 특허

출원 동향을 통해 디지털 시대로 전환을 엿볼 수 있다.”면서, “내수
시장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지식재산권 획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 동향 등 첨부
보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화학생명기술심사국
의료기술심사과 강혜리 주무관(☎ 042-481-3517)에게 연락 바랍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7조원 돌파”, 2020. 5. 20.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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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특허출원 동향(‘10~‘19년)

2010~2019년 디지털 임플란트 특허출원 동향

2010~2019년 치과용 임플란트 전체 특허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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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디지털 임플란트 분야 세부 기술별 동향(‘10~‘19)

2010~2019년 디지털 임플란트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동향

2010~2019년 디지털 임플란트 출원인 유형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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