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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데이터 처리 일반

1.

분석대상 특허

1)

본 분석에서는 2010년 1월까지 출원 공개된 한국, 일본, 유럽, 중국, 미국공개특허 및
~2009년 9월까지 출원 등록된 미국등록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국공개특허 중

미국등록특허와 중복되는 건은 1건으로 계산하였다.
[표 1 ]국가별 분석범위 및 특허건수

자료 구분

심층분석

대상건수

(패밀리제거2)

전체분석구간

한국

1948~ 2010. 1(검색일)

86

일본

1976~ 2010. 1(검색일)

397

미국

1976~ 2010. 1(검색일)

1151

유럽

1978~ 2010. 1(검색일)

631

중국

1980~ 2010. 1(검색일)

93

공개특허
(출원일 기준)

합계
2.

정량분석

국 가

1469

2358

검색식 및 검색건수

총 히팅건수 6372건 중 2358건이 유효건수로 도출되었다.
[표 2 ]미국, 일본, 유럽특허 검색식 및 검색건수
RAW DATA

키워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합계

(인공관절*,인공무릎관절*,관절치환*,인공슬관절*,인공슬개골*,인공무
릎*,무릎성형*,관절성형*,무릎치환*,무릎재치환*,관절치환*,관절재치
환

국문

*

,

관

절

반

치

환

*

,

무

릎

반

치

환

*,((artificial*,prosthe*,revis*,arthroplast*,replace*,보철*,삽입*,보형
*,인공*,전치환*,부분치환*,치환*,인조*,반치환*,표면치환*,표면

치환

682 1994 2239 1241 216 6372

*,성형*,재치환*)<near/5>(femur*,femoral*,patella*,knee*,넙다리*,
넓다리*,정갱이*,정강이*,정강뼈*,무릎*,관절*,슬개골*,대퇴*,경골*,슬
관절*)))+(A61*,C07*,C08*)

1)

※ 한국, 일본 및 유럽특허: 출원일 기준으로 분석하며,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따라서 아직 미공개 상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2008~2009년 자료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정량분석은 ~2007년까지 유효하며, 정성분석은
전구간에 실시함

2) 패밀리제거는 2361건을 대상으로, 패밀리와 기술내용이 동일한 특허를 제외하였다.

- 3 -

((thigh*,shinbon*,tibia*,femur*,femoral*,knee*,patella*,kneecap*,k

영문

neepan*)<near/2>(revis*,prosthe*,replace*),((thigh*,shinbon*,tibia
*,femoral*,femur*,knee*,patella*,kneecap*,kneepan*)+arthroplast*
),artificial<near/2>knee*,TKR,TKA,TKRA)+(A61*,C07*,C08*)

총합

Valuable data

86

397 1151 631

※ 검색DB : 자격루, THOMSON INNOVATION, IPDL, TOTALPATENT

93 2358

데이터의 유효범위

3.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각 데이터의 제목, 초록, 청구항에 인공무릎관절의 치환에
이용되는 구조에 특징을 가진 인공관절과 수술도구, 그리고 인공무릎관절에 이용되는 소
재와 관련된 특허를 유효데이터로 선정하였다.

기술분류

4.

기술 분류는 크게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에 특징이 있는 기술, 인공무릎관절의 치환에 이
용되는 수술장비, 인공무릎관절에 이용되는 소재에 특징으로 가진 것으로 크게 나누었다.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특허는 치환방법에 따라, 전치환술에 이용되는 구조,
부분치환술에 이용되는 구조, 구조적인 특징이 전치환과 부분치환에 구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기술을 분류하였으며, 후방십자인대 보존과 절제와 관련된 기술은
정성분석에서 다룰 예정이다..
인공무릎관절의 수술장비는 대퇴부 또는 경골부의 절골을 위한 절삭장비, 컴퓨터를 이
용한 수술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관련된 수술지원시스템, 수술시 무릎의 정렬을 도우
는 방향가늠장비(얼라인먼트장비), 시험용 인공관절로 기술을 분류하였다.
소재/표면처리 관련 기술은, 폴리에틸렌, 금속/세라믹, 표면처리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기술코드는 상황에 따라 해당기술분야를 표기할 때 이용하기 위한 임의
의 코드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분류의 정식 명칭 이외에 기술코드도 병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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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기술분류 및 기술범위
구분

기술분류
전치환

인공관절구
조

부분치환
기타
절삭장비
수술지원시스템

후방십자인대보존, 연결부재의 포스트가 캠에 고정되지 않음
후방십자인대절제, 연결부재의 포스트가 캠에 고정

기술
코드
AT

관절의 일부만 치환

AU

전치환, 부분치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부재

AA

절골가이드,절골기구

SC

고정장치, 절골가이드 고정장치 등

수술지원 프로세스, 네비게이션 장치, 수술기구의 위치측정 등

SS

관절 절삭각도 측정, 동적평형측정, 관절크기측정, 인공삽입물의 크기 측정 등

MS

방향가늠장비

얼라인먼트장치, 무릎의 정렬을 도우는 장치 등

AL

트라이얼 부재

시험용 인공관절

TK

절개, 수술방법, 상기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수술도구

SE

측정장비
수술기구

기술범위

기타
PE

인공관절에 이용하는 초고밀도 폴리에틸렌, 이의 제조방법

PE

소재/

금속/세라믹

인공관절의 금속 또는 세라믹 소재에 대한 것

ME

표면처리

표면처리방법

경골, 대퇴, 연결부재의 표면처리방법

ST

기타

상기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소재관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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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제 2 절 인공무릎관절의 연도별 출원동향

1.

연도별 출원동향

1.

1.

전체 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

인공무릎관절 분야 전체특허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등록/공개 특허가 1113건으로
전체의 48.0%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공개 및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 27.1%, 일본이 17.1%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각각 93건
또는 86건으로, 미 일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특허 1999년과 2000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유효구간 내
에서 2006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들어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유럽
특허는 대체적으로 2003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하여, 현
재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특허는 199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며, 최근 구간인 2006년부터는 출원건수가 조금 감소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특허는 1995년 이후부터 매년 10건 이내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일
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특허의 경우 2002년부터 특허출원이 증가
하여, 최근에는 한국보다 많은 특허가 해마다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만료기간을 대체적으로 출원일 기준 20년으로 보았을 때, 1989년 이전 특허의 경우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인공무릎관절 분야의 경우, 모든 국가가 1990년대와 2000년
대에 출원된 특허가 많은 것으로 보아, 만료된 특허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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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특허점유율 및 각국별 연도별 특허동향
1. 분석구간 :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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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한국 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

한국특허의 출원인 국점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국내출원인이 40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점유율이 전체의 63.5%를 점유하여, 현재 한
국특허는 외국인 출원에 의해 관련 기술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출원인 중에서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33건으로 전체의 38.4%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독일, 스위스 등의 출원인이 국내에 인공관절 분야 관련해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외국인별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외국인 출원에 의
해 주도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국내 출원인의 출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2006
년 이후부터는 국내출원인의 특허출원이 외국인 출원인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은 2005년부터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외국인 특허는 2003년 5건이 출
원된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2 ] 한국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 및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한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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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일본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

일본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본 내 출원인의 특허가 전체의 23.4%
만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6.6% 모두 외국국적의 출원인이 점유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 내 인공무릎관절과 관련된 특허기술은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출원인의 국적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194건 전체의 48.9%를 점유하고 있
어, 여타 외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점유율면에서는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별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일본 내 출원인의 경우, 1989년에 10건을 출원
한 이래로, 약간은 증감은 있으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인 출원은 1998년까지 매년 증가한 후 잠시 감소하였으나, 2002년~2005년 사이에 매년
20건 이상의 인공관절 기술 관련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006~2007년

에는 내외국인 모두 특허 출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 일본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 및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일본특허 1980~2009(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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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미국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

미국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내 출원인의 특허가 887건으로 전체
의 79.7%를 점유하고 있어, 기타 국적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출원으
로는 영국이 56건으로 5.0%, 프랑스가 43건, 3.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볼때, 내국인이 인공관절 분야의 미국특허의 기술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외국인별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인의 출원은 1995년까지는 서서히 증가하
다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며, 2005년에는 71건이 출원되어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인 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외국인 출원의 경우, 증감이 크지는 않으나, 2000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서서히 출원건수
가 증가한 후, 2000년 이후에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 미국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 및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미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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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유럽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

유럽특허의 내외국인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한 비유럽권 국가의 출원이 310
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유럽권 국가가 319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인의 출원인 298건으로 전체의 47.4%를 점유하고
있어 유럽특허에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
가 101건으로 16.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는 영국, 독일의 출원인이 각각 58
건, 49건을 출원하고 있다.
유럽, 비유럽권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1996년 이전까지는 유럽권 출원인
의 출원이 비유럽권 국가의 출원인보다 더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특허건수가
증가하면서, 최근 2003년 부터는 비유럽권 국가의 출원이 유럽권 국가의 출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권 출원인의 출원은 증감을 반복하며, 1995년까지는 출원건수가 증가하였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몇 번의 증감은 있으나,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유럽권 출

원인의 경우, 거의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03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그 이후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5 ] 유럽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 및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유럽특허 1980~2009(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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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중국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

중국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출원은 47건으로, 전체의
50.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권은 20건 21.5%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년 이후에는 내국인 출원과 외국인 출원이 유사한 비
율로 출원되고 있다. 내국인 출원은 1998년에 2건이 출원된 이후, 2001년부터는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출원은 2002년에 10건이 출원된 이후로 감소
하였으나,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 중국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 및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중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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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포트폴리오 그래프는 특허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간 상관관계를 통해 기술의 발전, 성숙
및 퇴조단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추이 포트폴리오이다. 각 단계별 의미는 아래
와 같다.
- 발전기 : 출원인 수와 특허출원건수가 모두 증가하는 단계로서, 이는 시장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수가 점차 증가하며 각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성숙기 : 기술개발이 포화된 상태로서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

며 기술개발활동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함
- 퇴조기 : 사양기술로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수와 기술개발활동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 부활기 :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기술개발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특허출원수가 증가

하는 것을 의미함
포트폴리오 그래프를 통해서 각국의 기술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 미국, 유
럽, 중국 모두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발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제1구간에서는 1998~2002구간에서 출원건수가 잠시 감소하였으나,
2003~2007년 구간에서 증가하는 발전기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가장 최근 구간인
2003~2007년 구간에서 출원인이 조금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발

전기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최근 구간에서 특허건수와 출원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업들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발전기로 볼 수 있으며, 유럽과 중국도, 매구간마다 출원인과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발전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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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포트폴리오로 본 인공무릎관절 분야의 위치
1. 분석구간 :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 88~92, ‘93~’97, '98~'2002, '2003~'20007(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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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출원인 분석
1.

각국별 다출원인

T OP

10

각국별 다출원인은 [표4]와 같다. 한국특허는 서재곤(KR), 일본과 유럽 중국특허는
DEPUY(US), 미국특허는 ZIMMER(US)가 가장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계 기업의 출원인에 모든 국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특허의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서재곤(KR)이 10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SMITH

&

NEPHEW(US)가

8건을

출원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

JOHNSON & JOHNSON이 각각 6건씩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 10 중 국

내출원인의 경우, 기업으로는 (주) 코렌텍만이 5건을 출원하고 있을 뿐이며, 그 외에는 개
인 출원 또는 연구소의 출원인 반면 외국 출원인은 SMITH & NEPHEW, JOHNSON &
JOHNSON (US), LINK WALDEMAR GMBH CO (DE) 등 4개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국

내 특허의 경우 외국계 기업에 의하여, 지재권의 확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특허의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DEPUY(US)가 38건으로 일본내 가장 많은 출원을 하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SMITH & NEPHEW(US)가 33건을 출원하였으며, 일본기업인
KYOCERA CORP(JP)도 31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ZIMMER가 24건,
JOHNSON & JOHNSON, HOWMEDICA, AESCULAP이 각각 21건, 13건, 10건을 출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 10 중 일본기업으로는 KYOCERA CORP, KOBE STEEL LTD
만이 포함될 뿐이며, 그 외에는 외국계 기업이 순위에 올라온 것으로 보아, 일본 특허 역
시 외국계 기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특허의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ZIMMER (US)가 103건으로 미국내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DEPUY (US)가 79건, SMITH & NEPHEW (US) 63건, BIOMET
INC (US) 48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 10 중 대부분이 미국계 의료기업으로서,

자국회사들이 미국내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특허에서는 DEPUY (US)가 63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JOHNSON & JOHNSON (US), SULZER (DE)가 35건을 출원하였고, ZIMMER (US)가 27

건을 출원하였다. 유럽특허의 유럽 내 다국적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미국기업으로
서, 유럽특허도 미국계 기업에 의해서 특허 출원 및 기술개발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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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중국특허의

다른

국가들과는

양상을

달리하는데,

DEPUY

(US),

LINK

WALDEMAR GMBH CO (DE)와 같은 외국기업의 출원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UNIV SICHUAN과 같이 중국의 대학 및 개인 출원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DEPUY (US), SMITH & NEPHEW
(US), ZIMMER (US), JOHNSON & JOHNSON (US) 등의 기업출원이 대부분의 국가에

서 다수의 인공무릎관절 관련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당국가의 지재권을
선점을 위한 해외출원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 각 국별 다출원인 TOP 10
순

한국특허

위

일본특허

출원인

1

2

3

4

5

6

7

8

9

10

서재곤 (KR)
SMITH & NEPHEW
(US)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
JOHNSON &
JOHNSON (US)

코렌텍 (KR)

LINK WALDEMAR
GMBH CO (DE)
BIOMEDICAL ENG
TRUST INC (US)
오상수 (KR)
PAPPAS MICHAEL J
(US)
김지형 (KR)

건수

미국특허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0

DEPUY (US)

38

ZIMMER (US)

103

8

SMITH & NEPHEW (US)

33

DEPUY (US)

79

6

KYOCERA CORP (JP)

31

6

ZIMMER (US)

24

BIOMET INC (US)

48

21

HOWMEDICA (US)

45

5

JOHNSON &
JOHNSON (US)

5

HOWMEDICA (US)

13

4

AESCULAP (DE)

10

3

3

2

BRISTOL MYERS
SQUIBB CO (US)
BIOMEDICAL ENG
TRUST INC (US)
KOBE STEEL LTD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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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 NEPHEW
(US)

JOHNSON &
JOHNSON (US)
WRIGHT MEDICAL
TECH INC (US)

63

38

30

10

SULZER (CH)

28

8

MEDIDEA (US)

22

8

BIOMEDICAL ENG
TRUST INC (US)

18

순위

유럽특허
출원인

1

2

3

4

DEPUY (US)
JOHNSON &
JOHNSON (US)
SULZER (DE)

SMITH & NEPHEW
(US)

중국특허
건수

63

35

출원인

DEPUY (US)
LINK WALDEMAR GMBH
CO (DE)

건수

9

9

35

UNIV SICHUAN (CN)

7

32

EXACTECH INC (US)

4

SMITH & NEPHEW (US)

4

5

ZIMMER (US)

27

6

HOWMEDICA (US)

17

7

AESCULAP (DE)

16

WANG YAN (CN)

4

8

BIOMET INC (US)

14

UNIV TSINGHUA (CN)

3

14

ZHENG CHENGGONG (CN)

3

14

FELL BARRY M (US)

2

9

10

LINK WALDEMAR
GMBH CO (US)
WRIGHT MEDICAL
TECH INC (US)

UNIV SHANGHAI
JIAOTONG (CN)

1. 분석구간: :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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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각 국별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

2.

1.

한국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

한국특허의 주요 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요출원인이 구
조와 수술장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출원 1위인 서재곤과 2위인 SMITH
& NEPHEW는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에는 1건씩 출원하고 있으나, 수술장비에는 각각 9건

과 5건을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주로 수술장비에 특허기술을 집중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 외의 주요출원인은 주로 인공무릎관절의 구조분야에 특허출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JOHNSON & JOHNSON, 코렌텍, LINK WALDEMAR GMBH 등은
인공관절의 구조 분야에 4~5건을 출원하고 있다.
소재와 관련된 분야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6건을 출원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분야에는
출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8 ] 한국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 분야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한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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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일본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

일본특허에서 주요 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DEPUY, KYOCERA,
ZIMMER, JOHNSON & JOHNSON 등 대부분의 출원인들이 인공관절의 구조 분야에 역

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기업인 KYOCERA CORP는 구조분야에서 21건을 출원했을 뿐만 아니라 소재/표
면처리 분야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9건을 출원하여, 두 분야 모두에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
다.
다출원인중 SMITH & NEPHEW사는 구조에 12건, 소재/표면처리 분야에 8건, 수술분
야에 13건을 일본 내에 출원하여, 모든 분야에 균형있게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 일본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일본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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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미국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

미국특허에서 주요 출원인의 기술 분야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요 출원인
들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분야와 수술장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IMMER의 경우 구조분야 51건, 수술장비 분야에는 48건을 출원하여, 두 분야 모두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PUY사는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에 54건, 수술에
21건을 출원하여, 상대적으로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특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외에, SMITH & NEPHEW, WRIGHT MEDICAL TECH INC의 경우, 두 분야 모두
출원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술장비 분야에 특허활동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10 ] 미국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미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 20 -

2.

4.

유럽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

유럽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주요 출원인 대부분이 인
공관절의 구조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장비 분야에도 일정 수
준의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출원 기업인 DEPUY는 구조분야에 47건, 수술장비에 13건, 소재/표면처리에 3건을
출원하여, 구조분야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OHNSON & JOHNSON,
ZIMMER도 수술장비보다는 인공무릎관절의 구조분야에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SULZER의 경우 인공무릎관절의 구조분야에 33건을 출원하였으나, 그 외 소재/표면처

리, 수술장비 분야에는 1건씩만 출원되어 기술분야의 편중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 유럽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유랍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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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중국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

중국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DEPUY,

LINK

WALDEMAR GMBH CO, EXATECH INC 등의 외국출원인은 대부분인 인공무릎관절의

구조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출원인의 경우 WANG YAN,
ZHENG CHENGGONG은 구조 분야에 출원이 집중되어 있고, UNIV SHANGHAI
JIAOTONG, UNIV TSINGHUA는 수술장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 중국특허에서 주요출원인의 기술분야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중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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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1.

기술분야별 포트폴리오

기술분야별로, 특허점유율과 증가율을 통하여 각 국가별로, 기술분야의 위치를 파악하
는 것으로 각 사분면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분석의미: 1사분면-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활발,
2사분면- 최근 특허출원이 활발
3사분면- 초창기(도입기) 기술
4사분면- 최근 특허출원이 감소추세

한국특허에서는 수술장비 분야는 1사분면에 위치하여,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분야는 4사분면으로, 최근에는 특허가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일본특허의 경우, 인공무릎관절 구조, 수술장비 분야 모두 1사분면에 위치하여, 지
속적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특허에서는 수술장비와 구조분야가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표면처리분야의 경우, 점유율은
낮으나, 초창기 기술로 나타났다.
유럽특허와 중국특허에서도 인공무릎관절 구조분야는 지속적으로 출원이 이루어진 분
야이며, 그 외의 분야는 도입기의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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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각 국가별 기술분야별 포트폴리오
1. 분석구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X 축: 100%/기술분야 개수, Y축: 분석구간의 연평균 증가율의 기하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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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특허의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2.

1.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한국특허의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분야가 35건으로 전체
의 40.7%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수술장비는 31건으로 36.0%, 소재는 20건 23.3%
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구조와 관련된 특허는 1994년에 가장 많은 출
원이 이루어진 이후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체
적으로는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표면처리 관련 분야는 1994
년에서 1998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이후에 감소한 후, 2003년에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인 후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다시 3건이 출원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장
비 분야는 1995년 이후부터는 증가하여, 1997년부터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증감을 반
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 한국특허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한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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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세부기술별 출원동향

1.

인공무릎관절 구조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한국특허에서의 인공무릎관절 분야의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치환이 31건으
로 전체의 88.6%를 점유하고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치환과 기타(치환방법과 상관이 없는 구조 관련 특허)는 각각 2건씩 출원되어 있다.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전치환 관련 특허는 1995년에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였
으며,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 한국특허의 구조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한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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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인공무릎관절 수술장비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한국특허에서 수술장비분야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절삭장비(SC)가 12건, 39%로 가장 높
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측정장비(MS)가 29건 2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수술지원시스템(SS), 방향가늠장비(AL)이 각각 2건씩, 트라
이얼부재가 1건, 기타 수술장비가 5건이 출원되었다.
세부기술별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1997년과 2001년에는 절삭장비(SC)분야가 가장 많
은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 측정장비(MS) 관련 출원이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6 ] 한국특허의 수술장비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한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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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인공무릎관절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한국특허에서의 소재/표면처리분야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폴리에틸렌(PE) 관련 특허가
15건, 75%를 점유하여, 국내특허는 폴리에틸렌 분야에 특허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표면처리방법(ST)가 4건 20.0%를 점유하고 있다.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폴리에틸렌(PE) 분야는 1998년과 2003년에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출원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 한국특허의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한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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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특허의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3.

1.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일본특허의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분야는 전체의
62.0%를 점유하고 있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술장비는 103건 25.9%, 소

재와 관련된 분야는 43건으로 전체의 10.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구조와 관련된 분야는 1989년 16건이 출원된 이후
로 감소하였으나, 1992년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 21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4년까지 증가한 후,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장비 분야는 1996년에서 1998년까지 10건 내외로 유지된 이후 감소하였으나 2000~
에서 2005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2005년부터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소재 분야는 전반적으로 증감의 폭이 크지는 않으나, 2004년 이후에는 특허수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 일본특허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일본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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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2.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인공무릎관절 구조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일본특허의 인공무릎관절 구조분야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치환 관련 분야가 211건으
로 85.8%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분치환과 기타분야는 각각 16건, 19건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전치환 관련 출원은 1989년까지 출원량이 증가한 이후,
1990년대 초반에는 감소하였으나,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여 이 시기에 전

치환술과 관련된 인공무릎관절의 연구 개발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0
년대에 들어서도 2004년까지 다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최근까지 감소추세로 나타
났다.

[그림 19 ] 일본특허의 구조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일본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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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인공무릎관절 수술장비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일본특허의 인공무릎관절 수술장비 분야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절삭장비(SC)가 34건,
33%를 점유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수술지원시스템(SS)가
22건, 2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방향가늠장비(AL), 측정장비(MS), 등이 모

두 일정부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술장비 관련 일본특허는 비교적 고르게 분
포되어 있는 것올 보인다.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절삭장비(SC)는 1990년대에 많은 출원이 이루어진 후에, 2000
년에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트라이얼부재(TK)분야는 2000년 이후로는 출원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지원시스템(SS)는 2000년 이후에 대부분이 출원되었으
며, 최근 수술장비와 관련된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 ] 일본특허의 수술장비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일본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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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인공무릎관절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일본특허에서의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표면처리(ST),
폴리에틸렌(PE)와 관련된 출원이 각각 32.6%, 30.2%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금속/
세라믹(ME)와 관련된 기술이 6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때, 일본
특허의 경우, 폴리에틸렌(PE)와 표면처리방법(ST) 관련특허가 소재 관련 분야의 특허기술
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세부기술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폴리에틸렌 분야는 1996년부터 출원되었으며,
2006년까지는 거의 매년 1~3건 정도가 출원되었다. 표면처리분야는 1990년대까지는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2년부터는 거의 매년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 일본특허의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일본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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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특허의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4.

1.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미국특허의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분야가 587건, 52.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수술장비 관련특허가 456건으로 41.0%를 점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국가에 비해 수술장비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미
국특허는 구조와 수술장비에 기술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구조분야는 다소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04년까지는 특허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술장비의 경우는, 1994년까지 증가 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다시 증가하여
한 2006년에는 48건으로 인공관절의 구조보다도 더 많은 특허가 출원되었다. 소재분야는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 매년 1~2건 정도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2 ] 미국특허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미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 33 -

4.

2.

4. 2.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인공무릎관절 구조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인공무릎관절 구조 분야의 점유율과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점유율에서는 전치환 관
련 구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치환 관련 구조는 2003년 이후에는 서서
히 감소하고 있다.
점유율 면에서는 전치환이 466건, 79.4%를 점유하고 있어, 부분치환과 관련된 출원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동향에서는 전치환 관련 기술은 2003년까지 몇 번의 증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2003년 이후에는 특허출원건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3 ] 미국특허의 구조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미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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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인공무릎관절 수술장비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인공무릎관절 수술장비 분야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절삭장비(SC)가 183건으로 전체의
4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술지원시스템(SS) 52건, 11.4%, 트라이얼부재(TK) 46건
10.1%, 방향가늠장비(AL)이 43건, 9.4%를 점유하고 있으며, 측정장비(MS)분야도 39건을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때, 절삭장비(SC)분야에 특허기술이 집중되
어 있으나, 그 외의 수술장비도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여, 비교적 고르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절삭장비(SC)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출원되었으며, 2005년에
가장 많은 출원을 나타내어, 이 시기에 가장 기술개발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라이
얼부재(TK)는 1995년에서 1998년까지 가장 많은 출원을 보인후 그 후로는 출원건수가 감
소하였으며, 측정장비(MS)와 수술지원시스템(SS)는 2000년에 들어서, 주로 특허출원이 이
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 미국특허의 수술장비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미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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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인공무릎관절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미국특허에서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표면처리 기술이
30건으로 전체의 47.5%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폴리에틸렌(PE)가 18건 28.6%를 점유하여, 미국 특허는 주로 표면처리(ST)
관련기술이 소재/표면처리분야의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세부기술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면처리분야의 경우(ST)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부 특허가 출원된 이래로, 2002년과 2008년에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였다. 폴리에틸
렌(PE) 분야는 2003년부터 출원건수가 증가하여, 현재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정 수준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 미국특허의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미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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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럽특허의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5.

1.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유럽특허의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출원인 457
건, 71.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술이 15건 23.8%, 소재가 24
건,

3.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구조와 관련된 출원은 2003년까지는 증감을 반복
하며, 전체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구조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는 유럽특허에서는 인공관절 구조분야의 기술개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장비는 1995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
며, 10건 내외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 유럽특허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유럽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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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5. 2.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인공무릎관절 구조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유럽특허의 인공무릎관절 구조분야의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치환 관련 특허
가 359건 79.4%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분치환이 47건 10.4%, 기타분야가 46건 10.2%를 점
유하고 있어, 유럽특허는 전치환 관련 구조에 특허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까지는 전치환 관련 특허의 증감을 반복하며, 전체
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분치환 관련 특
허는 2003년부터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 유럽특허의 구조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유럽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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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2.

인공무릎관절 수술장비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유럽특허의 수술장비 분야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절삭장비(SC)가 45.3%를 점유하고 있
으며, 그 다음으로 수술지원시스템(SS)이 21건 14.0%, 방향가늠장비(AL)이 20건, 13.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특허의 경우, 절삭장비(SC)와 수술지원시스템(SS),
방향가늠장비(AL)에 특허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기술별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절삭장비(SC)의 경우 1989~1999년 사이에 가장 많
은 출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감소하였으며, 수술지원시스템(SS)과 측정장비(MS)는 2002년
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되어 매년 1~4건의 기술이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 유럽특허의 수술장비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유럽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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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3.

인공무릎관절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유럽특허에서의 인공무릎관절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표면처리(ST)
가 10건, 41.7%, 폴리에틸렌 5건(PE), 20.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소
재(MM)관련 출원도 6건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표면처리분야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부기술이 2000년대 이후에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면처리분야는 2001년과 2003년에 2건 이상
을 출원하였으며, 폴리에틸렌(PE)는 2003년과 2005년에 각 1건씩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29 ] 유럽특허의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유럽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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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특허의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6.

1.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중국특허의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분야의 출원
이 69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며, 수술장비는
21.5%, 소재는 4.3%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각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구조분야의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2002년에는 13건, 2005, 2006년에는 9건이 출원되어, 2000년 이후부터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수술장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특허건수가 소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 ] 중국특허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중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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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6. 2.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인공무릎관절 구조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중국특허의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치환과 관련된 출원 52건으로 전체의
75.4%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분치환은 4건, 기타는 1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동향으로는 전치환 관련 출원은 2002년에 가장 많이 출원된 이래로, 2004년부터
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치환과 기타 분류는 2005년부터는 출원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 중국특허의 구조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중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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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2.

인공무릎관절 수술장비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중국특허의 수술장비 분야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수술지원시스템(SS)가 8건, 40.0%를 점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절삭장비(SC), 측정장비(MS)가 4건,
20.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국가에 비해, 수술지원시스템(SS)과 관련

된 출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수술장비 관련특허는 대부분이 2007년 전후로 출원이 된 것으
로 나타났다. 수술지원시스템(SS)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2건이 출원되었으며, 2007
년에도 1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삭장비(SC)는 1998년에 2건이 출원된 이후 출원
이 없다가, 2007년부터 다시 관련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 중국특허의 수술장비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중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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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3.

인공무릎관절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연도별 출원동향

중국특허에서의 소재/표면처리 각 기술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표면처리(ST)가 2건,
금속/세라믹(ME) 분야가 1건, 기타(MM)가 1건 출원되었으며,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모두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특허의 경우, 소재관련 분야의 출원이 적은 관계로, 특허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미흡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 중국특허의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도별 출원동향
1. 분석구간 : 중국특허 1980~2009(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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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분야별 주요 출원인 및 역점분야

7.

1.

기술 분야별 출원인

T OP

5

각 국별 기술분야별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분야에서는 한국에서
는 JOHNSON & JOHNSON과 LINK WALDEMAR GMBH CO,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은 DEPUY가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였다.
수술장비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서재곤이 9건을 출원하여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일본과

유럽은

SMITH

&

NEPHEW,

미국에서는

ZIMMER,

SHANGHAI JIAOTONG에 출원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중국에서는

UNIV

나타났다.

소재/표면처리 분야는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6건을 출원하였으며, 일본
은 KYOCERA CORP, 미국은 ORTHOPAEDIC HOSPITAL, 유럽은 DEPUY사에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DEPUY는 인공무릎관절 구조 분야에서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

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장비 분야에서도 일본에 9건, 미국에 21건, 유럽에 13건을 출
원하여, 5위 안에 포함되었으며, 소재/표면처리분야에서도 일본, 미국, 유럽에서 5위안에
들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 & NEPHEW는 수술장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ZIMMER, JOHNSON & JOHNSON 등도 구조 및 수술장비 분야에는 한국과 중국을 제

외하고는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공보국가 및 기술분야에 상관없이, 미국계 의료기업들이 거의 전
분야에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인공무릎관절 관련 기술 및 특허는 미국에
의해 선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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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기술 분야별 출원인 TOP 5
한국

일본
특

출원인

출원인

허

수
&

JOHNSON
LINK

WALDEMAR

GMBH CO
구조

5

5

유럽

특

허

JOHNSON

미국
특
출원인

허

수
DEPUY
KYOCERA
CORP

4
ENG

TRUST INC

수술장

4

PAPPAS MICHAEL J

3

서재곤

9

ZIMMER
&

NEPHEW
SMITH

54

DEPUY

54

21

ZIMMER

51

SULZER

51

16

BIOMET INC

33

15

SULZER

24

&

NEPHEW

12

13

DEPUY

9

김지형

2

ZIMMER

8

JOHNSON

&

JOHNSON
ZIMMER
SMITH

23

48
&

NEPHEW
HOWMEDICA

39

27

비

S Y N V A S I V E
TECHNOLOGY INC

소재/
표면처

&

5

DEPUY

21

4

MEDIDEA

18

WRIGHT
2

MEDICAL

한국원자력연구소

2

KYOCERA
CORP
SMITH &
NEPHEW

9

ORTHOPAEDIC
HOSPITAL

6

MASSACHUSET
8

TS GEN

4

HOSPITAL

MYERS

2

DEPUY

3

SQUIBB CO

리
1

MIZUHO

ZIMMER
SMITH

24
&

NEPHEW
SMITH

&

NEPHEW

1

N

K

WALDEMAR

8

23

CO LTD

DUTCH
POLYMER

U

I

V

EXACTECH INC
Z H E N G
CHENGGONG
U

15

N

SICHUAN

N

I

7

4
4

V

SHANGHAI

4

JIAOTONG

DEPUY
JOHNSON

33

13
&

JOHNSON

HOWMEDICA

U

N

I

V

TSINGHUA
P

10

L

U

3

S

ENDOPROTHET

2

IK AG
7

M E D I C A L

7

DEPUY

ORTHOPAEDIC
HOSPITAL
SMITH &
NEPHEW

3

SMITH

&

NEPHEW

2

DEPUY

1

CORP DBA

MINDCAM
LTD

1

SHANGHAI
2

RES INST OF

1

MACHINERY
2

GEN HOSPITAL
2

UNIV
GUIZHOU

1

UNIV HUAXI
3

AD SURF ENG

1

MASSACHU

HOSPITAL

1

SICHUAN

STICHTING
신세스 게엠바하

I

8

TECH INC

BRISTOL
2

DEPUY

W R I G H T

TECH INC
6

경원메디칼

&

JOHNSON

JOHNSON

한국과학기술연구원

SMITH & NEPHEW

JOHNSON

JOHNSON
2

수

L

5

A

허

수

DEPUY

SMITH & NEPHEW

HOFMANN AARON

출원인

GMBH CO

&

SMITH

특

허

28

JOHNSON
BIOMEDICAL

특
출원인

수

JOHNSON
코렌텍

중국

ANITUA
2

HOWMEDICA

3

ALDECOA
EDUARDO

INST

1. 분석구간: :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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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PUY

1

7.

2.

7. 2.

기술 분야별 주요 출원인의 역점분야
1.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인공무릎관절 구조의 각국별 주요출원인은 대다수 전치환(AT) 관련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특허의 구조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JOHNSON & JOHNSON을
비롯한 대부분의 출원인이 전치환 관련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
상수는 부분치환(AU)에 2건, , 서재곤 및 미크하일 더블유 이 미셀은 기타분야(AA)에 역
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 한국특허에서 구조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한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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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의 구조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구조분야의 주요출원인 모두
전치환(AT) 관련 구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치환(AU) 관련 기술은
DEPUY에서 3건, ZIMMER에서 3건을 출원하였으며, 일본내 기업인 KYOCERA CORP,
KAWASAKI STEEL CO 등은 전치환(AT) 분야에만 출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5 ] 일본특허에서 구조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일본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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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에서 구조 분야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DEPUY사를
비롯한 ZIMMER, BIOMET, SULZER 등은 모두 전치환(AT) 분야에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치환(AU) 분야는 FELL BARRY M이 15건을 출원하여 해
당 기술분야에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IMMER의 경우는 전치환(AT)도 37건을 출원하였으나, 부분치환(AU)도 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9건을 출원하여, 전치환, 부분치환 분야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림 36 ] 미국특허에서 구조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미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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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에서 구조 분야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DEPUY,
SULZER, JOHNSON & JOHNSON 등 대부분의 출원인이 전치환(AT) 분야의 기술에 특

허출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ZIMMER와 SULZER는 부분치환(AU)분야에 4건, 3건을 유럽
에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 유럽특허에서 구조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유럽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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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에서 구조 분야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DEPUY사와
LINK WALDEMAR GMBH 등 대부분이 전치환 관련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UNIV SICHUAN은 전치환, 부분치환 모두 이용하거나, 무관한 기타 구조(AA)
에도 5건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 중국특허에서 구조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중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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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2.

인공무릎관절의 수술장비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한국특허에서의 수술장비 관련 주요 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절삭장비(SC) 분야, 측정장비(MS) 장비에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재곤은 방향가늠장비(AL), 측정장비(MS), 절삭장비(SC)에 고르게 출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SMITH & NEPHEW는 주로 절삭장비(SC), 수술지원시스템(SS), 트라이얼
부재(TK)와 관련된 특허를 국내에 출원하였다.

[그림 39 ] 한국특허에서 수술장비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한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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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에서 수술장비 관련 주요 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
로 수술관련 기술이 고르게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 & NEPHEW는 수술지원시스템(SS), 트라이얼부재(TK)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DEPUY는 측정(MS), 절삭장비(SC), 수술지원시스템(SS)에 역점을 두고 일본 내에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0 ] 일본특허에서 수술장비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일본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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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에서 수술장비 관련 주요 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요 출원인이 절삭장비(SC)에 관련 기술을 출원하고 있으며, 다출원인인 ZIMMER,
SMITH & NEPHEW, HOWMEDICA는 거의 전분야에 걸쳐 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

났다.
ZIMMER는 절삭장비(SC) 26건을 출원하여,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

며, MEDIDEA는 트라이얼 부재(TK)에 16건을 출원하여, 해당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 미국특허에서 수술장비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미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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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에서 수술장비 관련 주요 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요출원인이 절삭장비(SC)에는 기본적으로 출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방향가늠장비
(AL), 기타장비(SE)에도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 & NEPHEW, JOHNSON & JOHNSON, WRIGHT MEDICAL TECH INC 등은

절삭장비(SC)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STEONICS CORP는 방향가늠장
비(AL)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 유럽특허에서 수술장비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유럽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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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에서 수술장비 관련 주요 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UNIV
SHANGHAI JIAOTONG은 수술지원시스템(SS)에 4건을 출원하여, 해당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UNIV TSINGHUA는 측정장비(MS), PLUS ENDOPROTHETIK AG는 절삭
장비(SC)에 각각 2건씩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출원인들은 해당분야에 1건 정도만 출원하여, 역점분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 중국특허에서 수술장비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중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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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3.

인공무릎관절의 소재/표면처리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한국특허에서 소재/표면처리 분야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소
재분야 최다출원인인 한국과학기술원은 폴리에틸렌(PE)에 5건, 표면처리(ST)에 1건을 출
원하여 폴리에틸렌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원자력발전소,
SMITH & NEPHEW 등도 폴리에틸렌(PE) 분야에 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44 ] 한국특허에서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한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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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에서 소재/표면처리 분야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SMITH & NEPHEW는 표면처리(ST)기술, KYOCERA CORP는 전 분야에 걸쳐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기술에 치우치지 않고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을 개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 ] 일본특허에서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일본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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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에서 소재/표면처리 분야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ORTHOPAEDIC HOSPITAL, MASSACHUSETTS GEN HOSPITAL은 폴리에틸렌(PE)분

야에 특허출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WMEDICA, SMITH &
NEPHEW, ZIMMER 등은 표면처리(ST)분야에 역점을 두고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46 ] 미국특허에서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미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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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에서 소재/표면처리 분야 주요출원인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DEPUY는 금속/세라믹(ME) 기술, ORTHOPAEDIC HOSPITAL은 폴리에틸렌(PE),
SMITH & NEPHEW는 기타소재(MM) 분야에 역점을 두고 유럽 내에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 유럽특허에서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유럽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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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의 경우,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전체 특허수가 매우 적은 관계로, 역점분야를
판단하기 힘드나, MINDCAM LTD와 UNIV GUIZHOU에서는 표면처리(ST) 분야에 1건
씩 출원하고 있으며, SHANGHAI RES INST OF MACHINERY에서 금속/세라믹(ME)
분야에 1건, UNIV HUAXI HOSPITAL SICHUAN는 기타소재(MM) 분야에 1건을 출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 중국특허에서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세부기술별 역점분야
1. 분석구간: 중국 1980~2009년(출원년도)
2. 제1출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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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미국등록특허를 통해본 국가 간 기술경쟁력
1.

분석지표

미국등록특허는 인용문헌 또는 피인용문헌의 정보가 명확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하기
의 분석지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미국특허 내에서 국가간 기술경쟁력에 대하여 살펴
본다.
[표 6 ] 각 분석지표의 정의 및 의미
구분

지표

인용도지수
(Cites Per Patent)

질적측면

의미

인용도지수
영향력

정의

∝

영향력지수
(Patent Impact Index)

상대적 영향력

기술력지수
(Technology strength)

기술력

시장확보지수
(Patent Family Size)

과학적 연계성
(Science Linkage)

시장확보지수
Market size

인용도지수 =

피인용수
특허건수

PII =

해당국가의피인용비
전체피인용비

TS =

∝

기초과학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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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

등록특허건수*영향력지수

해당출원인 평균 특허Family수
전체평균 특허Family수

SL(NPR) =

인용비특허문헌수
특허건수

2.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기술경쟁력

특허가 기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피인용도의 비율)와 연구주체가 시장(패밀리 특
허)의 확보를 위한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아일랜드 특허권자의 특허는 피인용도지수와 시장확보지수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
로, 질적수준 및 시장확보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은 특허를 미국내에 출원했음에도 피인용지수는 평균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시장확보력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적인 수준
은 높은 편이나, 자국내 출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시장확보지수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일본, 스위스, 프랑스는 CPP, PFS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수준과
시장확보력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 국가별 시장확보지수(PFS)와 피인용지수(CPP)와 관계
1. 분석구간 : 미국등록특허 ~2009(출원년도)
2. 제1특허권자 기준

- 63 -

3.

주요국가의 기술경쟁력

미국등록특허의 등록건수와 영향력지수를 이용하여 구간별 국가간 기술력지수(TS)는
아래와 같다.
미국은 제1구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지수를 나타내었으며, 최근에는 등록건수의 감소
및 피인용횟수의 감소에 따라, 최근 구간으로 올수록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프랑스 스위스의 경우 2000~2004년 구간의 특허들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것이므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TS가 높게 나왔을 뿐
만 아니라, 현재 인공무릎관절 분야의 경우, 미국계 기업이 미국내 특허의 대부분을 점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술력 지수가 타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
다.

[그림 50 ] 국가별 기술력지수(TS) 그래프
1. 분석구간 : 미국등록특허 ~2009(출원년도)
2. 제1특허권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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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방향

각국별 특허인용수와 비특허문헌의 인용수를 조사하여, 해당국가의 연구개발방향을 판
단한다.
미국국적의 등록특허의 경우 특허인용수와 비특허인용수 모두 평균을 상회하여, 기초과
학 뿐만 아니라 응용기술 모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은 특허인용수와 비특허인용수 모두 평균근처이거나, 평
균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 방향
1. 분석구간: 미국특허 ~2009년(출원년도)
2. X 축: Backward Citation수합/특허건수, Y축: 논문인용수(NPR)/특허건수
3. 등록건수가 많은 국가 위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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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순환주기와 연구개발 진입의 용이성

TCT값이 작고(기술발전속도가 빠름), 논문인용수(NPR)가 작으면 후발국 입장에서 연구

개발 진입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투자 우선지원대상을 선정으로 선정할 수 있
다. (3사분면에 있는 기술분야가 이에 해당함)
미국등록특허에서는 소재/표면처리분야는 기초분야이면서 기술순환주기가 느려 진입
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과 구조의 경우는 기술순환주기가 짧으며, 응용기술에
가까워 후발국으로 진입이 용이한 분야로 나타났다.

[그림 52 ] TCT와 NPR을 이용한 진입의 용이성 분석
1. 분석구간: 미국등록특허 ~2009년(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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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간 상호 기술의 흐름 및 기술자립도

backward 및 forward citation을 이용하여 미국등록특허에서 국가간 기술흐름을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미국국적의 특허를 가장 많이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이후에도
미국의 특허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 기술의 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외의 국가는 대부분 미국특허에 의해서 인용 및 피인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기 표에서 노란색을 칠한 부분은 기술의 자립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프랑스 특허의
경우, 프랑스 국적의 특허에 의해 인용 및 피인용도가 높게 나와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
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국등록특허 내에서 기술적인 자립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7 ] 국가간 상호 기술의 흐름
특허 출원 전 인용한 특허의 특허권자 국적
아일

프랑

스위

일본

0.9

4.0

1.2

1.5

3.3

3.2

85.8

미국

93.1

2.3

1.1

0.4

6.1

1.7

3.5

4.8

6.5

77.0

스위스

88.9

4.5

2.9

5.8

0.5

0.0

8.7

4.8

77.4

영국

87.1

1.6

2.7

1.6

25.8

1.1

4.3

62.9

프랑스

2.9

0.0

2.9

4.4

1.5

5.9

82.4

1.8

22.8

0.0

1.8

3.5

7.0

63.2

0.0

5.8

0.0

0.0

5.8

0.0

88.5

스

스

미국

미국

스위

독일

랜드

영국

특허 등록 후 피인용된 특허의 특허권자 국적
국적

아일랜

독일

1.4

0.5

1.2

0.4

1.0

1.5

0.8

2.8

0.5

6.6

2.1

1.9

0.6

1.0

0.6

61.8

2.4

0.0

35.0

0.0

0.8

0.0

일본

92.6

2.8

0.0

1.9

0.9

1.9

0.0

독일

85.7

4.2

1.1

1.6

0.0

6.9

0.5

93.3

1.5

2.2

1.5

0.0

1.5

0.0

아일랜
드

1. 분석구간: 미국등록 ~2009년(출원일), 제1 특허권자 국적 기준임

영국

프랑

일본

스

스

:기술 자립도를 의미

2. 숫자는 인용 or 피인용한 특허의 국가별 점유율임
3. 좌측: 분석대상 국가의 전체 Backward Citation 중에서 국가별로 차지하는 비율

우측: 분석대상 국가의 전체 Forward Citation 중에서 국가별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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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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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층분석

제

절

1

대상데이터
제

절

2

주요 업체 분석

제

절

3

세부 기술별 분석

제

절

4

국내 특허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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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데이터 범위 및 대상
한, 미, 일 유럽의 전체 특허 중 패밀리와 특허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중복된 특허를
제거한 특허 1469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별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중
복제거된 상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심층분석에서 기준일이란, 최우선 출원일로서, 동일한 패밀리 특허가 있을 경우, 우선권
주장일 중 가장 빠른 날짜를 선택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인공무릎관절 구조분야에서 PS형은 후방십자인대절제형, CR형은 후방십자인대 보존형
의 약자이다.

제 2 절 주요업체 분석
1.

주요 업체 선정 기준

자문회의에서 인공절분야의 주요 업체로 선정한, Zimmer(US), Depuy(US), Smith &
Nephew(US), Johnson & Johnson(US), Biomet(US), Howmedica(Stryker)(US), Wright
Medical Tec. (US), KYOCERA(JP)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다.
2.

ZI M M ER

2.

1.

I NC

연도별 분야별 출원동향

Zimmer의 연도별 기술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2000년대 전까지는 전

반적으로 출원이 저조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가장 많은 출
원이 이루어졌다. 기술별로는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기술이 2002년에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수술장비 분야는 2004년에 관련 기술에 대하여 많은 출원이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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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Zimmer Inc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및 기술분야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09(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2.

2.

각 세부기술별 점유율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출원이 43건, 수술장비
와 관련된 출원이 40건씩 동일하게 출원되어 유사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Zimmer의 특허는 인공관절과, 수술장비 모두에 중점을 두고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에 특징을 가진 특허는 전치환술과 관련된 특허가 33건으로 전체
의 76.7%를 차지하였으며, 부분치환 관련 특허는 14건, 그리고, 전치환 또는 부분치환 모
두 이용할 수 있거나, 치환술에 상관이 없는 특허는 4건으로 나타났다.
인공무릎관절의 수술장비와 관련된 출원은 절삭장비와 관련된 특허가 22건으로 전체의
5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Zimmer사의 경우, 절삭가이드, 커팅블럭과 같은

절삭관련 수술장비에 특허출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측정, 방향가
늠장비, 트라이얼 부재, 수술지원시스템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와 관련된 출원은 4건이 출원되었으며, 그중 2건은 폴리에틸렌과 관련된 출원이며,
나머지 2건은 표면처리 기술과 관련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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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 Zimmer Inc의 세부기술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09년(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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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기술분야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한국과 중국에는 전치환과 관련된 특허가 각각 2, 1건씩 조사되었다. 구조와 관련된
특허는 일본, 미국, 유럽에 골고루 출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술장비 분야는 주로
미국에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 절삭장비는 26건을 미국에 등록/공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 Zimmer Inc의 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현황
기술분야

KR

JP

US

EP

CN

총합계

2

11

37

16

1

67

부분치환

3

9

4

16

기타

1

5

2

8

절삭

1

26

2

29

측정

1

6

방향가늠장치

2

4

1

7

수술지원장치

3

3

1

7

전치환
구조

수술

트라이얼 부재

소재
/표면처리

기타

1

PE

1

5

5

4

5
1

2

금속부재

1

1

표면처리방법

2

2

1

1

기타
총합계

7

2

2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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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157

2.

3.

2. 3.

기술흐름도
1.

인공관절 구조의 기술흐름도

Zimmer Inc는 인공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특허를 43건을 출원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기술흐름은 아래와 같다.
1970년대에

포스트가

대퇴부재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힌지형

US4136405와

US4215439에 등록되어 있으며, 2002년에는 JP2004097817에서 모듈형의 힌지형 인공무릎

관절이 출원되었다.
1980년대에는 경골부재의 하단에 보강판이 결합되어 있는 US4501031 개시되었으며,
1987년에는

US4795468 부분치환용 경골부재와 관련된 기술이 처음으로 출원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특허출원 기술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는데 JP05111506에서는 스템연

방부가 캠에 고정되는 PS형 대퇴부재, US5549686에서는 테이퍼 캠을 가지는 PS형 대퇴
부재가 출원되었으며, US5358530에서는 베어링이 회전 또는 미끄럼이 가능한 CR형 대
퇴 및 경골부재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 JP2005246036, US20040162619는 2001년에 경골 및 대퇴부의 증강재에

대한 출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2년의 US7182786, 2004년의 US20040215345,
JP2005253961, US20050209702에서는 경골의 베어링부재의 회전 및 병진운동을 가능하게

결합하는 가동형 베어링부재에 대한 기술이 출원되어 있으며, US7182786(2002년)에는 경
골부재의 중심에 포스트를 삽입하여 회전이 가능하게 하는 경골부재의 구조와 관련된 기
술이 출원되어 있다.
2000년대에는 부분치환과 관련된 출원도 2건이 있었는데, JP2004016822에는 플랜지를

가진 단과식 대퇴부재, JP2004237096(2003년)에는 JP2005288181(2004년)에는 접동이 가능
한 단과식 가동형 베어링에 대해서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2007년에는 다양한 형태를 가
진 대퇴부 연골과 관련된 기술이 출원(US7582118)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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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 ZIMMER INC의 인공관절 구조관련 종합기술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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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 ZIMMER INC의 인공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
~1980년대
US04136405
1977.04.29

PS형, 힌지형으로 대퇴부재에 포스

전

트를 고정

다공성막과 강화금속부재층을 가진 경골부

US04215439
1978.10.16

치
환

PS형, semi-constrained 무릎보철물,
힌지형

1990년대
US04501031
1981.01.22

JP19930111506
1991.04.22

PS형, 스템연장부가 캠을 고정

US04479271
1981.10.26

베어링 하 부재에 금속성 판이 존재

US05405396
1993.07.01

JP19970314196
1997.03.13

CR형, dovetail mechanism (4, 5 & 14) 와

CR형, 경골받침대를 포함하는 경골요소

후방토크(15), 그루브(8)이 위치하여 회전가

6, 경골받침대상의 가이드 상에 유지되

능

는 연골요소7로 구성

US05358530
1993.03.29

US05549686
1994.06.06

US06402786
1998.03.10

CR형, 베어링이 회전 및 미끄럼짐 운동

PS형 테이퍼 캠을 가지는 대퇴부재로서 축

4개의 컴파트먼트으로 나누어져 있으

이 가능

을 기준으로 대퇴부재가 12도 정도 회전

며, 165도까지 굴곡 가능

US04795468(1987.12.23)

KB0592895(1997.10.26)

부
분

전

치

치 환

환

PS형, 경골 베어링면(1)에 대하여

베어링인서트를 경골트레이에 클립40을 이

사지탈(sagittal)방향으로

용하여 결합

변위시

키는 가이드 피스(2)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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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JP20050246036

US07182786

JP20040097817

US06800094

JP20040249105

2001.08.27

2002.04.25

2002.09.04

2003.01.21

2003.02.18

대퇴골 증강재

전치환

모듈형, 로테이션이 가능한 경골부재,
경골부재의 중심에 포스트를 삽입

가동형 베어링을 가진 슬개골 보형

PS형 힌지형

물

평탄한 트레이 10과 정상단부 및 바
닥단부를 가지는 연장부재 40으로
구성

US20040162619

JP20040008797

JP20040167255

US20040215345

JP20050111272

2001.08.27

2002.06.04

2002.11.19

2003.02.04

2003.10.09)

대퇴부 성분 사이즈 변경 용이, 플린지

대퇴부재, 높이 B가 외측 후과의 높

CR형 회전가능한 경골트레이 및 가

트레이컴포넌트(10),힐컴퍼넌트(40)사

(420,430)으로 구성된 대퇴골 요소

이 A보다 크며, 고굴곡에 적용가능

동형 베어링

이 접합부형성

경골증강재

JP20040016822 (2002.06.18)

JP20040237096(2003.02.03)

부분치환
경골트레이(110),대퇴골요소(160),베

대퇴부재, 지주 130과 관절표면 110 상

어링컴퍼넌트(160)에 주방향으로 늘

이에 미리 정해진 각도를 가진 플랜지

어나는 환상도랑이 더 설치되어 경

140을 포함

골트레이에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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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20050193038
2004.01.02

2000년대
JP20060015005
2004.07.02

US20050209702
2004.03.09

US20070129808
2005.12.05

PS형, CR형, 서로 다른른 물리

전치환

US20080188855
2007.02.06

femoral

적 특성 및/또는 기계적 특성

CR형, 가동형 베어링, 슬라이딩 및

을 가진 별개의 소컴퍼넌트

회전가능

교환형 슬개골부재

trochlea

경골부와 대퇴골부에 결합가능한

contoured

앵커가 특징

nonarticulating

20, 22를 포함

부재에는

surface를

포함하는

surface로

구성

되어 있는 대퇴-슬개골 부재

JP20050253961
2004.03.09

JP20050312951
2004.04.30

US20090105772
2005.11.09

US20070260323
2005.12.15

CR형, 회전가능한 경골부재의

PS형, CR형 미세동제동기 130, 140,

다수의 핀이 하부에 위치하는 경

distal taper의 각도가 21도 보다

베이스

결합

150또는 160을 포함

골부재

큼

material로 구성

JP20050288181(2004.04.05)

US20060085078(2004.10.20)

US7582118(2007.02.06)

부분치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퇴부 연골부 보

부분치환
가동형 베어링, 단과식 가동형 베어
링, 접동이 가능한 경골트레이와 베
어링부재

가동형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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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

US20090125115
2007.05.16

material과,

articulating

2. 3.

2.

수술장비의 기술흐름도

ZIMMER INC의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의 전반적인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절삭장비 중 절삭가이드, 밀링부재, 그리고 측정분야에서는 경골사이즈 측정장
비, 방향가늠장비에서는 무릎정렬텐서와 관련된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
는 절삭장비, 측정, 방향가늠장비 뿐만 아니라, 수술지원시스템, 트라이얼 부재로 그 기술
범위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절삭장비는 1992년 US05258032에서 대퇴부재형 절삭가이드를 출원한 이래로, 2001년에
는 슬개골 절삭가이드, 2002~2003년에는 템플릿형, 블록형 절삭가이드가, 출원되었다. 그
외의 절삭장비로는 US06632225(2001년)에서는 절삭스페이서, US20060036257(2004년)경
골스페이서블럭 및 커팅가이드와 관련된 기술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장비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관절의 메이팅부재를 전기적으로 측
정하는 측정장치(US05326363)만 특허출원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2년에는 대
퇴부 사이징가이드(US06916325), 경골부재의 축을 이용하여, 힘을 측정하는 장치
(US06821299)가 개발되었으며, 대퇴부와 경골사이의 간격 및 평형도를 계측하는 기술
(JP20040237064) 등 무릎수술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장치가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

다.
방향가늠장비로는 무릎정렬텐서(US05540696)가 1995년에 특허출원 되었으며, 얼라인먼
트 가이드(JP20030153915)가 2001년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비게이션시스템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술장비와 관련된 수술지원시스템 분야는
2003년부터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했는데, 미니어쳐 포지셔닝 시스템 센싱디바이스
(US20040243148),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의하여 수술장비의 기계적 위치를 결장하는 시스

템(JP20050253969),

네비게이션시스템을

통한

인공관절위치

결정과

관련된

기술

(JP20060130315)이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출원되었으며, 최근 무릎수술의 경향이 상기

와 같은 네비게이션 수술을 이용한 로봇수술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때, 추후에도
관련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라이얼부재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모두 2000년 이후에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대퇴
부형

임시임플란트(US06827739),

절제한

골

표면에

결합을

위한

임시보철물

(US06916324), 사이즈 및 위치결정을 위한 시험용 경골어셈블리(US20060184176), 모듈형

임시대퇴부재(US20080215157)와 관련된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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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 ZIMMER INC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종합기술흐름도
~2000

2001~2003

US05258032
커

US07344540

대퇴부형

팅

슬개골 절삭가이드

커팅가이드

US06962593

2004~2005

2006

US07175630

US07282054

US20060155294

US20060200158

US20070173850

템플릿

컷팅블럭

리컷터

대퇴부가이드

대퇴부절삭용

커팅블럭

2007

가
이

절

드

삭
장

US05474559

US6632225

US20060036257

US20070149977

비

대퇴부 밀링부재

절삭스페이서

경골스페이서블럭

포지셔닝기구

기
타

US05326363

US06916325

메이팅부재측정

대퇴부 사이징

US06821299
force측정

JP20040237064
간격 및 평행도

US07172599
US20040220583

경골사이징

대퇴부 사이징

측정

US05540696

JP2003153915A

무릎정렬텐서

얼라인먼트 가이드

JP20060130315

JP2004174265A
경골 및 대퇴부 연결

수술

방향가늠

지원

장비

시스
템

US06827739

위치표시

JP20050253969

US20040243148

네비게이션

미니어쳐 포지셔닝

템에 의해 추적되

디바이스

고, 위치 결정 안

시스

내되는 외과 기계

US06916324

트라이얼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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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20060184176

US20080215157

[표 11 ] ZIMMER INC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
1990년대
US06632225

US06962593

US07175630

US07282054

1992.04.03

2001.06.20

2002.06.04

2003.02.03

2003.12.26

대퇴부재형

절삭장비

2000~2003년

US05258032

절삭가이드(관련특허

US5458645)

부분무릎보형물 이식시 이용하는
경골근위부와 대퇴원위부를 절삭,

투피스로 구성된 커팅블럭

대퇴부 컷팅용 템플릿

US05474559

US07344540

JP20040202242

US07335206

1993.07.06

2002.02.26

2002.12.20

2003.12.26

절골가이드를 포함하는 대퇴부 밀
링장비

US05326363(1992.09.14)

절삭블럭

스페이서

절삭장비들의 위치를 결정하고, 기준
슬개골 절삭가이드

요소를 컴퓨터의 이미지 가이던스 시

경골 및 대퇴부의 커팅가이드

스템에 이용

US06916325(2002.02.11)

US06821299(2002.07.24)

JP20040237064A(2002.12.09)

세 개의 축을 이용하여, 6가지 서로

대퇴골과,경골사이의 간격 및 평행도

다른 힘을 측정

계측

US20040220583(2003.02.04)

측정

매이팅 부재을 전기적신호로 측정

대퇴부 사이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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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의 사이징 장비

2004~2007
US20060036257

US20060200158

US20070149977

US20070173850

2004.08.06

2005.01.29

2005.11.28

2006.01.10

경골스페이서블럭 및 대퇴부
커팅가이드
절삭장비

대퇴부 절단가이드

커팅기구의 포지셔닝 및 커팅기구

US20060155294

20060217734

US7520880

2005.01.11

2005.03.09

2006.01.09

패들을 가진 대퇴부,경골 리커터

대퇴부 절단가이드

힌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커팅가이드 포함

US07172599(2004.03.03)

측정

경골부재의 사이즈 측정장비

- 83 -

경골 및 대퇴부 절삭가이드

1990년대
US05540696
1995.01.06

2000~2003년
JP20030153915A
2001.11.21

2004년~2008년
JP20040174265
2002.11.27

방향가늠장비

절골전 장비들의 정렬, 무릎의 정
렬, , 텐서 포함, 사이즈의 측정

얼라인먼트가이드 장착도구

대퇴골 원위보와 경골근위부를 연결
하는 장치, 절단 블록도 포함

US20040243148
2003.04.08

JP20050253969
2004.03.08

JP20060130315A
2004.11.02

수술지원시스
템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의해 추적되고, 위
미니어쳐 포지셔닝 센싱 디바이스

치 결정 안내되는 외과 기계 및 외과 기

인공관절기구의 위치결정, 네비게이

계를 위치 결정, 슬관절 절삭 가이드 부

션 수술

도 포함

US06827739(2002.08.26)

US06916324(2003.02.04)

US20060184176(2005.02.17)

절제한 골표면에 결합하는

사이즈와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용

US20080215157(2007.03.01)

트라이얼부재

대퇴부 임시임플란트

임시보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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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어셈블리

모듈형 임시대퇴부재

2. 3.

3.

소재의 기술흐름도

ZIMMER INC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수술장비의 출원이 전

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무릎관절 관련 소재의 출원은 미미한 상
황이다.
정성분석 대상건중 총 4건이 출원되었으며, US05198308에서는 티타늄 다공성 표면에
코발트 기반의 합금을 결합시켜 표면처리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으며, 2000년 이후 출
원특허로는 US20060142868에서는 선택적 위치에 폴리머의 가교를 강화하는 방법을 통한
표면 처리방법, JP200900504283와 EP01924299에는 가교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과 항산
화제인 비타민 E와의 블랜딩을 이용하여, 해당부재의 산화를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가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 ZIMMER INC의 소재관련 특허의 기술흐름

소재/표면처리

US05198308

US20060142868

1990.12.21

2004.12.21

티타늄

다공성

표면에

선택적 위치에 폴리머의 가교

코발트 기반 합금 결합

를 강화하는 방법

표면처리

표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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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200900504283
EP01924299
2005.08.18

가교 한 초고분자량 폴리에
틸렌과 비타민 E와의 블랜
드
PE

2.

4.

기술분석표

아래의 표는 ZIMMER INC에서 출원한 인공관절 구조분야의 치환방법과 특징인 부재
의 기술분석표이다.
항목에서는

인 부분은 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단 연결부재
는 가동, 혹은 고정 베어링의 여부와 무관한 구조이며,

시된 부분은 가동베어링인 구조,

로 표

는 고정베어링 구조일 경우로 표기하였다.

[표 13 ] ZIMMER INC의 인공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분석표
치환방법

특징부재

기
술
분

특허번호

기준일

류

전
치

US04136405

1977.04.29

US04215439

1978.10.16

US04501031

1981.01.22

US04479271

1981.10.26

JP19930111506

1991.04.22

US05344461

1993.02.12

US05358530

1993.03.29

US05405396

1993.07.01

US05443518

1993.07.20

US05549686

1994.06.06

US05609638

1994.11.29

JP19970314196

1997.03.13

US06402786

1998.03.10

JP20050246036

2001.08.27

US20040162619

2001.08.27

US7182786

2002.04.25

JP20040097817

2002.09.04

JP20040167255

2002.11.19

US20040215345

2003.02.04

JP20040249105

2003.02.18

JP20050111272

2003.10.09

JP20050193038

2004.01.02

후방십자

후방십자

인대보존

인대절제

(CR)

(PS)

부분치환
(UK)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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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재
대퇴(F)

경골(T)

(베어링)
(MB,FB)

슬개(P)

JP20050253961

2004.03.09

US20050209702

2004.03.09

JP20050312951A

2004.04.30

JP20060015005

2004.07.02

US20090105772

2005.11.09

US20070129808

2005.12.05

US20070260323

2005.12.15

US20080188855

2007.02.06

US20090125115

2007.05.16

KB0628446

2001.03.26

KB0592895

1997.10.26

US04795468

1987.12.23

JP20040016822

2002.06.18

분

JP20040237096

2003.02.03

치

JP20050288181

2004.04.05

US20060085078

2004.10.20

US07582118

2007.02.06

JP20040008797

2002.06.04

US20040236428

2003.01.21

US06800094

2003.01.21

EP01611871

2004.07.02

부

환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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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 EPUY

3.

1.

연도별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DEPUY사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0년까지는 특허출원건수가 증

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인공무릎관절 관련 특허건수가 증가하기 시작
하여, 2006년에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다소간 감소하였으나, 일정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일(최우선 출원일)으로 하였을 때 유효구간은
2007년인데 비해, 전 건이 공개되지 않은 2008년에도 11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것으

로 보아, 최근에도 관련 기술에 대한 지재권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분야별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구조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2001년부터 증감을 반
복하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2001년부터,
매년 2~3건 정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관련 기술이 전체의 64,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는 25건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재와 관련된 특허는 5건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DEPUY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및 기술분야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09(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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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각 세부기술별 점유율

DEPUY의 인공관절 관련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구조 분야에서는 전치환술과

관련된 특허가, 수술장비 분야에서는 절삭장비와 수술지원시스템 관련 특허, 소재분야에
서는 표면처리와 관련된 특허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특허는 전치환 관련 분야가 42건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치환술과 관련된 특허도 8건으로서, 기타 업체에 비해
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는 절삭장비와 수술지원시스템이 각각 28.0%, 24.0%로 기타분
야에 비해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측정과 관련된 기술이 4건, 트라이얼부재와
관련된 기술이 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경우 전체 5건이 출원되었으며, 표면처리와 관련된 출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
며, 폴리에틸렌소재와 관련된 출원이 2건, 금속/세라믹 소재와 관련된 출원이 1건씩 출원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 DEPUY사의 세부기술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09년(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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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별 공보국가별 특허출원현황을 살펴보면, DEPUY사는 인공무릎관절과 관련해
서, 한국에는 소재분야의 표면처리방법만이 1건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수술장비와 관련한 특허는 조사되지 않았다.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특허는 주로 일본, 미국, 유럽에 각각 28건, 54건, 47건
을 출원하여, 상기 세 개의 국가에서 지재권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국에도 전치환과 관련하여 8건을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 역시, 일본,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가 출원되어 있으며, 절
삭장비, 측정장비, 수술지원시스템 분야는 주로 미국에 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4 ] DEPUY사의 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출원현황
기술분야

구조

수술

소재
/표면처리

KR

JP

전치환

-

부분치환

-

기타

-

절삭장비

-

측정

US

EP

-

22
3
3
3
2

42
5
7
4
5

41
1
5
2
2

방향가늠장치

-

-

-

수술지원시스템

-

2

트라이얼 부재

-

-

기타

-

2

PE

-

-

금속/세라믹

-

표면처리방법

1

5
2
5
1
1
1
1

1

기타
총합계

CN

1

38

79

- 90 -

총합계

8

-

113
9
15
9
9

-

-

0

3
1
5

1

-

-

2
1

-

63

9

11
3
12
1
3
4
1
190

3.

3.

3. 3.

기술흐름도
1.

인공관절 구조의 기술흐름도

DEPUY사의 인공관절 구조 관련특허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89년 US05314480에 슬

개골 부재에 대한 특허를 최초로 출원한 이래로 주로 전치환 관련 구조 중 PS형(후방십
자인대절제형) 인공무릎관절 구조에 주로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S형의 인공무릎관절은 2000년 이전에는 wedge linking 베이스와 블록을 포함하는 대

퇴부재와 관련된 기술이 US06423096에, 블록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대퇴부재와 관련된 기
술은 JP20020527192에 출원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베어링컴퍼넌트에 보강컴퍼넌트가
포함되어 있는 기술(JP20030111781), 회전가능한 베어링부재가 결합되어 있는 경골부재
(JP20040160179), 조절스템슬리브를 구비한 대퇴부재(JP20040202233), 포스트가 캠에 핀으

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JP20080062030) 등으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포스트부재를 핀으로 결합한 구조가 기존의 포스트가 캠에 결
합된 구조와 함께 출원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CR형 인공무릎관절 구조는 분리결합용 대퇴부재와 관련된 기술(US07258701)이 출원되

었으며, US20070100463에는 회전가능한 가동형 베어링의 구조, JP20090078146에는 경골
트레이 하부에 축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가동형 베어링구조, US20090326664에는 대퇴
부와 베어링의 곡률반경의 변화에 따른 마모를 감소하는 기술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전치환 관련 특허로는 경골부재와 베어링부재 사이에 쿠션부재가 포함되어 있
는 기술(US06258126)이 1997년에 출원되었으며, 2002년에는 슬리브 구조를 가지는 경골
트레이(JP20040261574, US07291174)가, 2006년에는 가동/고정베어링 구조를 결합할 수
있는 경골트레이(US20080091271)와 관련된 기술이 출원되었으며, 2007년에는 스템부분이
어댑터인 경골부재(US20090088862)에 대한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치환 관련특허는 2005~2007년 사이에 모두 출원이 되었는데, 2005년과 2006년에는
멀티플 KEEL(US20090270995, US20070299529)을 가진 경골접합부와 관련된 기술이, 2007
년에는 플랫폼 상에서 가동가능한 경골인서트를 가지는 단과식 경골부재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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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DEPUY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관련 종합기술흐름도
1990년대
US05314480

JP20020527192

2000~2004

2005~2006

JP20030111781

US20040054416

JP20060516912

JP20040160179

JP20040202233

JP20050144185

JP20080062030

2007~2008
JP20090082720

PS
형

JP20000312691

US20090326665

전
치
환

US07258701

US20070100463

JP20090082713

JP20050288173

US20080091271

EP02140839

CR
형

US06258126

JP20000237220

JP20040261574

US07175665

기
타

경골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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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20090326664

1990년대

2000~2004

2005~2006

US20090270995

2007~2008

JP20080029821

부분치환
US2007029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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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20070299529

[표 15] DEPUY사의 인공관절 구조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2000년 이전

2000년대

US05314480

JP20000312691

JP20030111781

US07175665

JP20040202233

1989.06.02

1998.09.21

2001.06.30

2002.09.09

2002.12.20

PS형, 베어링컴포넌트 222에 보

universal augment를 갖춘 경골

PS형,.조절스템슬리브(6)을 구비하

강컴포넌트 236으로 밀착

트레이

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PS형, 전방 및 후방의 안정성 및 제
슬개골부재

어된 대퇴골의 되감기 기능을 주어
회전운동성을 향상

US06258126

JP20020527192

JP20040160179

US07291174

JP20060516912

1997.09.09

1998.10.16

2002.06.28

2002.09.09

2003.02.08

PS, CR형 경골트레이에 쿠션

PS형, 블록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대

PS형, 경골내의 보아내에 회동가

모듈형 슬리브를 가지는 경골트

부재

퇴부재

능하게 회동핀, 안정화포스트

레이

전치환

US06423096(1997.12.22)

JP20000237220(1999.01.28)

JP20040261574(2002.09.09)

US20040054416(2002.09.12)

PS형 대퇴부재, wedge linking

경골지지삽입장치, 다양한 크기제작

대퇴부 및 경골부의 줄기부에

PS형, varus-valgus constraint를

베이스와 블록을 포함.

가능

슬리브를 형성

가진 후방안정화 인공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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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형, 캠이 접촉하는 포스트의 표
면은 볼록하며, 큰굴곡각으로 이
루어질때는 국소적으로 요면
US07470288(2003.07.11)

회로가 포함된 경골트레이

2000년대
JP20050144185

JP20050218860

JP20070175481

US20070225819

US20080091271

2003.11.18

2004.01.23

2005.10.27

2006.03.24

2006.10.13

PS형, 대퇴부재, 다공성 코팅
슬리브가 존재
전치환

CR형, 슬개골부재, 내마모성 스

슬개골부재

터드 존재

이식물을 뼈에 고정시키는 고정핀

가동/고정베어링구조

US07258701

JP20050288173

US20070100463

JP20080062030

JP20080110209

2004.01.12

2004.03.31

2005.10.31

2006.06.30

2006.10.19

CR형, 부분치환도 가능,자연 무
릎의 반경을 복제할 수 있는데

슬개골 슬라이딩부재

유용한 분리결합용 대퇴부재
US20090270995(2005.06.30)

CR형, 모듈형 가동 또는 고정베
어링
JP20080029821(2006.06.15)

PS형, 포스트가 캠에 핀으로 결합

US20070299529

PS형, 경사형 대퇴부 슬리브

JP20080253773(2007.03.30)

부분치환

경골부인서트 부분치환

뼈접촉면에 다공질 코팅이 된
생체흡수성 포스트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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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KEEL을 가진 경골접합
부 ( U S 2 0 0 7 0 2 9 9 5 3 0 ,
US20070299531)

경골인서트가 플랫폼에 대하여
가동이 가능함(JP20080264532)

2000년대
EP02008621
2007.06.29

PS형, 대퇴원위부에 플레이트 14가 결합
JP20090078146
2007.09.25

JP20090082713
2007.09.28

CR형, 고정베어링형, 교환가능
JP20090082720
2007.09.30

EP02140839
2008.06.30

다양한 곡률반경을 가진 대퇴부재
US20090326664
2008.06.30

전치환

PS형, 고정베어링, 경골트레이 하부에 플랫폼을 따라
이어지는 축부가 존재
US20090088862(2007.09.27)

스템부분이 어댑터형

PS형, 대퇴부와 경골부를 연결하는 기둥포함
JP20090291608(2008.06.03)

테이퍼된 외관을 가진 슬리브(JP200902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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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형, 대퇴부와 베어링의 곡률반경에 특징
US20090326665(2008.06.30)

PS형, 대퇴부와 베어링의 곡률반경에 특징

3. 3.

2.

수술장비의 기술흐름도

DEPUY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92년 커팅블럭을 포함하는

장비(US05445642)를 시작으로, 절삭장비, 측정장비, 수술지원시스템 및 트라이얼부재에
대하여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절삭장비 분야의 특허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
히 출원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관련된 수술지원시스템과 관련
된 출원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절삭장비와 관련된 특허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특정한 절삭장비 관련 기
술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삭가이드, 절삭면 결정장치, 슬개골 리밍장비, 드릴가
이드 등, 다양한 용도의 절삭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1990년대에는 커팅가이드블럭과 슬개골리밍장비, 축정렬을 위한 드릴가이드가
US05445642, US05536271, US06096043에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절단블럭이 결합된 위치정렬로드(JP20040537366)가 2001년에는 커팅부재를
포함하는 골절삭 수술장비에 대하여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에는 컴퓨터 신호에 따
라 절삭할 수 있는 골절삭장치(JP20080284342)와 관련된 기술이 개발 및 특허출원된 것으
로 나타났다.
측정장비와 관련된 기술은 1992.년에 대퇴부의 사이징 장비(US05562675)가 개발된 이
래, 2003년에는 인공기관내에 신호원 및 센서를 설치하여, 체내의 관절공간을 측정하는
기술(JP20070530082), 동적긴장을 측정하는 장비(JP20070501039)가 개발 및 출원되었으며,
2005년에는 관절내의 Transcutaneously Transferring Energy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DEPUY사도 2000년대 들어서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수술지원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본격적으로 출원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관절부 이식물의 모니터링시스템
(US20080294258, US20080269596)과 컴퓨터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외과적 수술 엘리먼트

를 선택(JP20050533526),하거나,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슬개골을 트래킹하는 기
술(US20090264737)이 개발 및 출원되었다.
그 외에는 트라이얼 경골트레이(US20020082607)와 관절부에 대응되는 곡선의 폴리머층
을 가진 관절 트라이얼(US07591854)이 2000년과 2002년에 출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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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 DEPUY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종합기술흐름도
1990년대

2000~2002년

US05445642

US06096043

커 팅 가 이 드 블 럭 ,

드릴가이드

JP20040537366
절단블럭

2003~2005년
JP20070527269
절단면형성

2006~2007
JP20080284342

US20070100346
커팅장비를

포함

절삭장비
US05536271
슬개골리밍

US05562675
대퇴부사이징

JP20070530082

JP20070501039

관절공간측정

동적긴장장치

측정

JP20050533526

US20090264737

수술지원시스

데이터 수집하여, 각도에 따른 대퇴,경

US20080294258

네비게이션

템

골의 위치파악하여 무릎인공장비 엘리

관절부모니터링시스템

시스템으로 슬개골

먼트 선택
US20020082607

트래킹
US07591854

트라이얼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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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20080133009
이식물 모니터링
시스템

[표 17 ] DEPUY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90년대

2000~2002년

US05445642

US05536271

US06096043

JP20040537366

1992.09.01

1994.06.02

1998.12.18

2001.08.10

절삭장비

커팅가이드블럭,

얼라인가이

드, 드릴가이드로 구성

위치정렬로드에
슬개골 리밍 시스템

축정렬을 위한 드릴가이드

절단블럭이 형성되어

있고, 절단블럭에는 절단가이드가 형
성

US05562675

US20020082607

US07591854

1992.09.01

2000.12.27

2002.09.30

트라
측정

이얼
부재

대퇴부 사이징 및 드릴링가

트라이얼 경골트레이

이드

JP20050533526(2001.11.05)

수술지원시
스템
데이터 수집하여, 각도에 따른 대퇴,경
골의 위치파악하여 무릎인공장비 엘리
먼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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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부에 대응되는 곡선의 폴리
머층을 가진 관절 트라이얼

2003~2005년

2006~2007년

JP20070527269

US20070100346

JP20080284342

2003.07.16

2005.10.27

2007.03.26

절삭장비

굴곡이 이루어졌을때 대퇴
부의 절단면을 확정할 수

커팅장비를 포함하는 수술장비

있는 장비
JP20070530082

JP20070501039

US2008031951

2003.07.11

2003.08.05

2005.06.30

컴퓨터 신호에 응답해 절삭할 수
있는 골 절삭장치

측정

관절내 인공기관내에 신호
원 및 센서를 설치하여, 체

인공슬관절의 동적긴장장치

내의 관절공간을 측정
US20080294258(2004.03.05)

Transcutaneously

Transferring

Energy의 측정방법
US20080269596(2004.03.10)

US20090264737(2006.04.07)

US20080133009(2006.09.29)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슬개골

정형외과적 이식물의 모니터링

트래킹(관련특허:JP20090532160

시스템

수술지원시
스템

관절부 모니터링 시스템

관절부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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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소재의 기술흐름도

3.

DEPUY사의 소재관련 특허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주로 표면처리와 관련된 특허가 주

를 이루고 있다. 베어링 표면에 크롬을 포함하는 세라믹코팅 관련 기술(KP20040038976)
이 2001년에 출원되었으며, 2006년에는 물리적 증착에 의한 산화알루미늄 증착 코팅과
관련된 기술(JP20080099739, EP01916007)이 출원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처리를 제외한 기술로는 PE로 베어링을 제조하는 방법(US20070067044), 가스플라
즈마로 크롬을 ultrapassivation하는 방법(US20090175918)에 대한 기술이 출원되어 있다.
[표 18] DEPUY사의 소재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2001년

2005년

2006년

2007년

KP20040038976

JP20080099739

EP01916007

2001.07.06

2006.10.17

2006.10.18

(a) 표면을 포함한, 스
틸을 제외한 금속 기
표
면
처
리

판과

베어링 표면에 도포
된

세라믹

(b) 전기 기판 표면에

코팅을

부착되는, 산화 알류미

구비하며, 상기 코

늄을

팅은 크롬 화합물을
포함하고

약

제외한

재료의

중간 코팅과

5㎛

(c) 전기 중간 코팅의

이상의 두께를 가지

물리적인 증착을 통하여
이식물에 대한 알루미늄
옥사이드 코팅

적어도 일부에의 물리

는 관절 인공삽입물

증착에 의해서 침착된
산화 알류미늄의 외측
코팅을 포함
US20070067044

US20090175918

2005.09.22

2007.08.20

폴

금

산화가능한 조건

하나

속/

에서,

이상의 가교 또는

세

즈마로 처리하여

비가교폴리머로

라

제조하는

것을

구성된

믹

특징으로

하는

리
에
틸
렌(P
E)

하나

로서,

혹은

베어링으
폴리머로는

폴리에틸렌을

가스폴라

합금을 포함하는

이

크

용할 수 있음

롬

의

UltraPassivatio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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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기술분석표

아래의 표는 DEPUY사에서 출원한 인공관절 구조분야의 치환방법과 특징인 부재의 기
술분석표이다.

인 부분은 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단 연결부재 항목
는 가동, 혹은 고정 베어링의 여부와 무관한 구조이며,

에서는

부분은 가동베어링인 구조,

로 표시된

는 고정베어링 구조일 경우로 표기하였다.

[표 19 ] DEPUY사의 인공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분석표
치환방법

특징부재

기
술
분

특허번호

기준일

류

US06258126

1997.09.09

US06423096

1997.12.22

JP20000312691

1998.09.21

JP20020527192

1998.10.16

JP20000237220

1999.01.28

JP20000245758

1999.02.03

JP20030111780

2001.06.29

JP20030111781

2001.06.30

JP20030175059

2001.06.30

JP20040160179

2002.06.28

JP20040261574

2002.09.09

US07291174

2002.09.09

US20040054416

2002.09.12

JP20040202233

2002.12.20

JP20060516912

2003.02.08

US07470288

2003.07.11

후방십자

후방십자

인대보존

인대절제

(CR)

(PS)

부분치환
(UK)

전
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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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재
대퇴(F)

경골(T)

(베어링)
(MB,FB)

슬개(P)

JP20050144185

2003.11.18

JP20050288173

2004.03.31

JP20060015133

2004.06.11

US07384403

2004.12.17

JP20070175481

2005.10.27

US20070100463

2005.10.31

US20070225819

2006.03.24

JP20080062030

2006.06.30

US20080091271

2006.10.13

JP20080110209

2006.10.19

EP02008621

2007.06.29

JP20090078146

2007.09.25

US20090088862

2007.09.27

JP20090082713

2007.09.28

JP20090082720

2007.09.30

JP20090291608

2008.06.03

JP20090291609

2008.06.03

EP02140839

2008.06.30

US20090326663

2008.06.30

US20090326664

2008.06.30

US20090326665

2008.06.30

US20090326666

2008.06.30

US20090326667

2008.06.30

US20090326668

2008.06.30

EP02145605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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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P02145606

2008.07.16

US20090270995

2005.06.30

JP20080029821

2006.06.15

US20070299529

2006.06.22

US20070299530

2006.06.22

US20070299531

2006.06.22

US20070299532

2006.06.22

JP20080253773

2007.03.30

JP20080264532

2007.03.30

US05314480

1989.06.02

US20030033018

2001.08.07

JP20030250821

2002.01.28

US07175665

2002.09.09

US07258701

2004.01.12

JP20050218860

2004.01.23

JP20070268280

2006.03.31

분
치
환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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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 MITH

4.

1.

&

NEPHEW

연도별 분야별 출원동향

SMITH & NEPHEW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1995~1996년 사이와 2001에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두시기의 기술분야에 따른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는데, 95~96년에는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가 대부분이었으나, 2001년에는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소재관련 출원이 전체 특허출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출원은 88년 최초 출원 이후 일정수준을 항상 유지고 있
으나, 2001년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특허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술장비와 관련된 출
원도 2004년 이후에는 특허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SMITH & NEPHEW사는 주로 인공무릎관절에 이용하
는 수술장비에 대한 특허가 43건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공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특허가 24건, 31.2%, 소재와 관련된 특허도 10건으
로 1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 & NEPHEW의 타 주요업체에 비하
여 비교적 구조 관련 특허출원은 비율이 낮은 편이며, 수술과 소재 분야의 경우 그 점유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8 ] SMITH & NEPHEW사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및 기술분야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09(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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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각 세부기술별 점유율

SMITH & NEPHEW사의 각 기술분야의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

의 구조관련 분야는 전치환과 관련된 기술이, 수술장비 분야는 절삭장비와 트라이얼부재,
소재분야는 표면처리 기술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공무릎관절의 구조 분야의 경우, 전치환과 관련된 특허가 전체의 87.5%를 차지하며,
치환술과 무관한 기타 기술이 3건으로 12.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치환과
관련된 특허는 1건도 출원되지 않았다.
수술장비 분야의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절삭장비가 18건으로 전체의 38.3%를
점유하고 있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트라이얼부재가 12건 25.5%,
수술지원시스템 8건 1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분야는 표면처리 관련 특허가 3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폴리에틸렌(PE)관련 특허가 2건, 금속/세라믹 관련 특허가 1건이 출원되었다.

[그림 59 ] SMITH & NEPHEW사의 세부기술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09년(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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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분야별 공보국가별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구조분야는 일본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가 출원되어 있으며, 수술장비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많은 출원이 이
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국가별로는 한국에는 구조관련해서 전치환 관련 출원이 1건, 수술장비와 관련해서
는 절삭장비 2건 이외, 수술지원시스템, 트라이얼부재, 기타 수술장비가 각 1건씩 출원하
고 있으며, 소재표면처리와 관련해서 PE와 관련된 특허를 2건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본에는 구조분야의 전치환 기술이 10건을 출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수술장
비 분야의 수술지원시스템, 트라이얼 부재가 6건, 5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특허의 경우, 구조분야의 전치환 관련 기술, 수술분야의 절삭장비 관련특허가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구조분야의 전치환 관련 특허가 15건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 SMITH & NEPHEW사의 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출원현황
기술분야

KR

JP

US

EP

CN

총합계

전치환

1

10

20

15

2

48

부분치환

-

-

-

-

-

-

기타

-

2

1

-

-

3

절삭

2

2

16

6

-

26

측정

-

-

-

1

-

1

방향가늠장치

-

-

2

3

-

5

수술지원시스템

1

6

8

2

1

18

트라이얼 부재

1

5

9

3

1

19

기타

1

-

4

-

-

5

PE

2

1

-

-

-

3

소재/표면

금속/세라믹

-

2

1

-

-

3

처리

표면처리방법

-

5

2

-

-

7

기타

-

-

-

2

-

2

기타

-

-

-

-

-

-

총합계

8

33

63

32

4

140

구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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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4. 3.

기술흐름도

1.

인공관절 구조의 기술흐름도

인공무릎관절 구조 구조관련 특허의 SMITH & NEPHEW사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88년에 경골부재 하면에 삽입을 위한 wedge가 존재하는 경골부재가 출원된 이래로,
1990년대에는 CR형 관련 출원이, 2000년대 이후에는 PS형 인공무릎관절이 기술을 주도

한 것으로 보인다.
PS형 관련 특허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locking member 전

후방으로 고정하는 기술(US20020120341), 대퇴부재가 경골부의 포스트와 핀으로 고정되
는 힌지형 인공무릎관절(JP2005051415,JP20050514157)과 경골부재의 포스트를 대퇴부재
의 캠에 고정시키는 구조를 가진 인공무릎관절(US20030153979)이 출원되었다. 2003년에
는 중간구조는 대퇴부 성분과 결합하는 기술(US20050143832), 2006년에는 포스트를 대퇴
부재의 양단에 고정시키는 기술(JP20090542373)로 기술이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CR형 관절표면에 기하학적인 구조에 특징을 가진 인공무릎(JP19930184614)이 1992년에

출원되었으며, 그 이후 1997년에 경골인서트에 삽입편을 개입하여, 회전운동을 시키는 인
공무릎에 대한 기술(JP20010516617)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는 주목할
만한 CR형 인공무릎관절 구조 관련 특허출원이 보이지 않으므로, CR형 보다는 PS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S형, CR형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치환 관련 기타부재와 관련된 출원은 1988년

경골부재 하면에 삽입을 위한 wedge 가 존재하는 기술(JP19900154758), 관절표면에 6mm
두께의 볼록한 모양의 지지표면을 가지는 인공무릎(JP19940296630), 비대칭형 대퇴골부재
(JP19990504226), 경골부의 스템에 복수의 핀이 연장된 구조(JP19980513079) 등이 90년대

에 출원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그루브가 형성된 회전형 가동베어링에 대한 특허가 출원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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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SMITH & NEPHEW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관련 종합기술흐름도
~1994년

~1999

2000~2002년
US20020120341

PS

JP20050514157

형

힌지형

JP19930184614

JP20010516617

전
치
환

CR
형

JP19900154758

JP19960080312

JP19980513079

슬개골

기
타

JP19940296630

JP19960080312

US06428577

US066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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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20030153979

2003~2005
US20080119940

US20050143832

2006
JP20090542373

[표 22 ] SMITH & NEPHEW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관련 기술흐름도
~1990년대

경골부재의

JP19900154758

US05201881

JP19960080312

CN1179709

1988.04.08

1991.08.13

1994.05.13

1996.01.30

베어링부재에 움푹들어간 곳을 형성, 충

접촉면 및 결합면에 특징을 가진 슬개

격흡수

골부재

하면에

삽입을

위한

wedge가 존재

경골부 바닥에 U형핀이 있음

US05067956

JP19940296630

JP19990504226

JP20010516617

1990.04.24

1993.03.05

1994.08.04

1997.09.17

전치환

경골 혹은 대퇴부재에 결합하는 앵커
부재

관절표면에 6mm두께의 볼록한 모양의
지지표면을 가지는 대퇴골요소, 경골 및

비대칭 대퇴골 관절

슬개골요소
JP19930184614(1992.07.10)

US05593449(1994.03.04)

CR형, 관절표면의 기하학적 구조를

경골 또는 대퇴부의 결합부재, 이중테이

이용하여, 굴곡각도 조절

퍼를 가짐

CR형 경골인서트에 삽입편을 개입하여,
회전운동가능
US06428577(1998.05.20)

JP19980513079(1995.01.31)

경골부 스템에 복수의 핀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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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06660039(1998.05.20

회전이 가능한 경골플래이트와 가동형
베어링

2000년대
US06645251

JP20050515837

US20080119940

JP20090542373

2001.01.22

2002.01.29

2003.08.08

2006.06.30

회전베어링부재,

베어링의

표면에

홈, 그루브 등을 형성, 마모감소

회전병진운동으로부터,

경골인서트의

회전만 가능하게 함

PS형,

the

natural

screw

home

mechanism으로 경골부를 복사

US20020120341

US20030153979

JP20070501659

2001.02.23

2002.02.11

2003.08.08

전치환
폴리머의 경골인서트에 부분적 또는
전체에 확산경화면을 형성

locking member 전후방으로 고정

PS형, 캠에 포스트가 고정, 후방안정

(관련특허 US20030204264

화형

JP20050514157(2001.12.21)

PS형, 경첩형 구조

US20050143832(2003.10.17)

PS형, 중간구조는 대퇴부 성분과 결합130
도이상 굴곡이 가능

- 111 -

힌지형, 포스트를 캠에 결합시킴

4. 3.

2.

수술장비의 기술흐름도

SMITH & NEPHEW사의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절삭관련 장

비와 트라이얼부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유의한 특허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수술지원시스템 관련기술이 출원되기 시작하였
다.
절삭장비

관련

특허는

1991년에

리머가이드

및

커팅부재를

포함한

절삭장비

(US05053037)가 처음으로 출원된 이 후, 골내에 결합하는 로드가 결합된 절삭장비
(US05417694, KB0430362), 1993년과 1995년에 출원되었으며, 1995~1996년에는 블록형의

커팅가이드들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의 블록형 절
삭가이드에서, 슬개골 절삭가이드, 리머가이드 등으로 절삭관련 장비가 다양화하는 방향
으로 특허가 출원되었다.
트라이얼부재 관련 특허는 1996년 손잡이를 포함하는 시험용 보철기(KP19987002246)가
출원된 이래로, 최근까지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모듈형 경골트라이얼(KP19987002246)
이 1996년에, 후방안정화형 대퇴골 시험장비(JP20010526573)가 1997년에 출원되었다.
2000년대에는 절삭가이드 홈이 있는 대퇴골 트라이얼부재(JP20080523962, EP02083713)가

출원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수술지원시스템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이 시작되었는데, 2001년 이미저를 얻고,
센스에 의해 추적될 수 있는 피듀셔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상화화는 장치
(KP20030082942)가 가장 먼저 출원되었으며, 컴퓨터를 사용해 3차원 위치배향을 추적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 시스템(JP20050536299), 컴퓨터를 이용한 인대의 밸런싱 및 포지셔닝
방법(US20050234332) 등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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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SMITH & NEPHEW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종합기술흐름도
~1994년

1995

US05053037

US05417694

롱스템 삽입리머가이드

골수강내 ROD

1996~1999
US05810829

US05683397
커

팅

가

이

리머가이드

드

2000~2003
US06969393

2004~2006

US20050149041

EP02079406

커팅가이드

리머가이드

절
삭
장

JP19960502681

KB0430362

US05693056

비

리머가이드

골수강내 ROD

커팅블럭

KP19987002246

US05609642

트

US07604639
슬개골커팅

US05702464
모듈형 트라이얼

JP20080523962

JP20010526573

EP02083713

라
이

J

얼
부
재
수

KP20030082942

술

이미저를

지

센스에 의해 추

컴퓨터를

원

적될 수 있는 피

한

인대밸런싱

시

듀셔를 측정하고,

및

치환부재의

스

이를

포지셔닝 방법

템

영상화화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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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이용하여

US20050234332
이용

EP02111175
배향, 내외반측 각
도와 후방의 거리
를 계산하는 방법
을 이용한 네비게
이션 시스템

[표 24 ] SMITH & NEPHEW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90년대
US05053037
1991.03.07

경골부 및 대퇴부에 롱스템
절

삽입하는 방법 및 커팅부재,

삭

리머가이드

장

(관련특허

비

US05282803,US05514140)
JP19960502681
1992.10.27

:

US05100408,

US05417694
1993.11.08

KP19987002249
1995.02.15

US05683398
1996.02.20

US05810829
1996.02.21

골내에 결합하는 rod를 포함하
는 절삭장비

슬개골 고정을 위한 클램프 장치

(관련특허

대퇴부 커팅블럭

대퇴부 절제를 위한 리머 가이드

:US05569261,5720752)
KB0430362
1995.02.15

US05683397
1995.02.15

US05693056
1996.02.20

JP20010503283
1996.02.21

트라
이얼
부재
골절삭 리머가 결합되어 있는
리머가이드

골수내관 추적 로드가 결합된
경골절제

장비(관련특

허:KB0431911)
KP19987002246(1995.02.15)

대퇴부 커팅가이드
US05609642(1995.02.15)

커팅블럭 및 톱고정장치
US05702464(1996.02.20)

자성부재를 이용하여
테스트부에 설치
JP20010526573(1997.05.21)

트
라
이
얼
부
재

대퇴골 시험 보철기 및 시험 경
골 보철기를 서로에 대해 조작
하는 손잡이를 적어도 포함

트라이얼 경골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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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트라이얼 경골인서트

후방안정화형 대퇴골 시험장비

2000년대
US06969393

US07604639

US20050149041

EP02079406

2000.03.10

2002.05.10

2003.11.14

2006.10.04

절삭장비

cutting guide의 adjustor,
경골절삭장비

슬개골 커팅가이드

대퇴부 원위부 절제가이

cutting guide위치를 결정

드

하는 adjustor등으로 구성
JP20080503327

JP20080523962

EP02083713

2004.06.22

2004.12.21

2006.10.31

플랜지상의 적어도 1개

대퇴골용 트라이얼 및 절

캠과 절삭가이드가 포함

트라이얼부
재

의 접합선 위치표시

단가이드

되어 있는 트라이얼부재

KP20030082942

JP20050536299

US20050234332

JP20070531596

JP20080515601

EP02111175

(2001.02.27)

(2002.08.27)

(2004.01.16)

(2004.03.31)

(2004.10.13)

(2007.02.14)

가상전방절재

플레인을

결정된 깊이에서 계산, 대

수술지원시

퇴부의 상대적인 각도를

스템

배향, 내외반측 각도와 후
이미저를 얻고, 센스에
의해 추적될 수 있는 피
듀셔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상화화는 장
치

컴퓨터를 사용해 3차원
위치배향을

추적할

수

있으며, 각 부재의 위치
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

컴퓨터를 이용한 인대밸
런싱 및 치환부재의 포지
셔닝 방법

슬관절의 일부를 대응하
수술기구의 어레이 입력

는 locator이며, 수술 기

장치

구와 위치센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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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구조물 이미지화

방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
법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

4. 3.

3.

소재의 기술흐름도

소재분야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금속/세라믹 분야와, 표면처리분야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UHMWPE 관련특허도 출원되어 소재분야 기술이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폴리에틸렌(PE) 관련 기술은 2001년에 출원된 UHMWPE의 마모입자를 필터를 이용하
여 단리 및 마모입자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KP20030080025,, KP20090074832)이
주로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세라믹 소재 관련 특허는 1992년에 티타늄, 니오븀, 지르코늄 합금을 이용한 특허
(JP19940233811)가 출원되었으며, 지르코늄 합금의 제조와 관련된 특허(JP20070513736,
US20060058888) 2003, 2004년에 출원되었다.

포면처리 기술은 폴리머 라이너로 코팅하는 방법(JP19970511668),이 94년에 출원되었고,
그

이후

산화지르코늄

합금을

피복하는

JP20040536226) 2001년에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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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JP20040535229,

JP20050506858,

[표 25 ] SMITH & NEPHEW의 소재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90년대

2000~2001년

PE

금속/세라
믹

표면처리

KP20030080025

KP20090074832

2001.02.23

2001.02.23

UHMWPE의

마모입자를

초고분자량

2003~2004년

폴리에틸렌

필터를 이용하여 단리시키

(UHMWPE)에 대한 마모 입자

는 방법

분석

JP19940233811

JP20070513736

US20060058888

1992.12.07

2003.12.16

2004.09.16

티타늄, 니오븀, 지르코늄

망상조직을 가지는 오픈셀과

amorphous structure.를 가지

합금을 이용한 의료용 이

산화지르코늄 피복을 특징으

는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합

식편

로 하는 복합재료

금을 산화하는 방법

JP19970511668

JP20040535229

JP20050506858

JP20040536226

(1994.05.09)

(2001.06.01)

(2001.07.18)

(2001.07.20)

환자의
제일

관절에

계합하는

표면(17)과

단상 결정 구조와 단일 조성

폴리머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 합금을 형성되며, 인공이식물에

을 가지는 지르코늄 또는 지

라이너(15)를 제2의 표면

파랑 흑색 또는 흑색의 산화 지르코늄의 얇은 피막을 형성

르코늄 합금의 표면을 처리하

을 가지는 코팅방법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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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기술분석표

아래의 표는 SMITH & NEPHEW사에서 출원한 인공관절 구조분야의 치환방법과 특징
인 부재의 기술분석표이다.
결부재 항목에서는

인 부분은 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단 연
는 가동, 혹은 고정 베어링의 여부와 무관한 구조이며,

로 표시된 부분은 가동베어링인 구조,

는 고정베어링 구조일 경우로 표기

하였다.
[표 26 ] SMITH & NEPHEW사의 인공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분석표
치환방법

기술분류

잔치환

특허번호

기준일

후방십자

후방십자

인대보존

인대절제

(CR)

(PS)

특징부재

부분치환
(UK)

연결부재
대퇴(F)

(베어링)
(MB,FB)

JP19900154758

1988.04.08

JP19930184614

1991.07.10

US05201881

1991.08.13

JP19940296630

1993.03.05

US05593449

1994.03.04

JP19990504226

1994.08.04

JP19980513079

1995.01.31

CN1179709

1996.01.30

JP20010516617

1997.09.17

US06428577

1998.05.20

US06660039

1998.05.20

JP20040509700

2000.09.26

US06645251

2001.01.22

US20020120341

2001.02.23

F

US20030204264

2001.02.23

F

JP20050514157

2001.12.21

JP20050515837

20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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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T)

슬개(P)

기타

US20030153979

2002.02.11

US20080119940

2002.12.20

US20050143832

2003.10.17

JP20090542373

2006.06.30

US05067956

1990.04.24

JP19960080312

1994.05.13

JP20070501659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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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 OHNS ON

5.

1.

&

J OHNS ON

연도별 분야별 출원동향

JOHNSON & JOHNSON사의 인공무릎관련 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이는
JOHNSON & JOHNSON사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구조와 수술 분야의 특허가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999년 이후에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특징이다.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수술관련 출원이 15건으로 전체의 33.3%를 점유하고 있
으며, 나머지는 모두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출원으로서, 66.7%를 차지지하고 있
다.

[그림 60 ] JOHNSON & JOHNSON사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및 기술분야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10(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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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각 세부기술별 점유율

JOHNSON & JOHNSON사의 각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관절의 구조의 경

우 전치환과 관련된 구조가 27건으로 전체의 90.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치환과 부분치
환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가 3건으로 10.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무릎수술의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절삭장비가 6건으로 전체의 40.0%를 점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방향가늠장비, 트라이얼부재가 각각 2건씩 출
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 ] JOHNSON & JOHNSON사의 세부기술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10년(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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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구조 분야에서는 전치환 관련 특허가 미
국과 유럽에 각각 23, 24건씩을 출원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5건이 출원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술장비와 관련해서는 절삭장비가 미국과 유럽에 각각 6, 5건씩 특허출원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방향가늠장비는 일본에 1건, 미국과 유럽에 2건씩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국내에는 6건이 출원되어 있어 기타 주요출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출원량
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27 ] JOHNSON & JOHNSON사의 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출원현황

구조

수술

소재/표면처리

기술분야

KR

JP

US

EP

CN

총합계

전치환

5

14

23

24

-

66

부분치환

-

-

-

-

-

0

기타

-

2

-

1

-

3

절삭

1

1

6

5

-

13

측정

-

-

-

-

-

0

방향가늠장치

-

1

2

2

-

5

수술지원시스템

-

-

-

-

-

0

트라이얼 부재

-

1

2

-

-

3

기타

-

2

5

3

-

10

PE

-

-

-

-

-

0

금속/세라믹

-

-

-

-

-

0

표면처리방법

-

-

-

-

-

0

기타

-

-

-

-

-

0

-

-

-

-

-

0

기타
총합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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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8

35

0

100

5.

3.

5. 3.

기술흐름도
1.

인공관절 구조의 기술흐름도

JOHNSON & JOHNSON사 인공무릎관절의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88년 대퇴부의 두께를 조절하는 보강재가 구성되어 있는 PS형 특허출원(KB0134188)을

시작으로, 주로 PS형과 관련된 특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형 인공무릎의 경우, 19980년대에는 대퇴부에 결합되는 보강재 관련된 기술
(KB0134188)과 볼트형태로 결합된 스템부재와 관련된 출원(US05152796)이 있었으며,
1990년대 들어 보강재와 관련된 기술은 대퇴부재에 블록형 보강재(KP19970000200)로 연

결된다. 그 이후 1996년에는 고정페그부재와 코렛부재를 개입시킨 대퇴부 증강재
(JP19980309296)로 기술이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스템의 결합과 관련된 기술은 offset attachment mechanism을 가지는 스템의 결합기술
(US05944756), 대퇴부 윈위부의 커낼에 볼트로 결합되는 스템결합기술(US05556433), 수

평방향로 결합되는 스템(JP19970294756) 등으로 발전하였으며, 1996년에는 shank와 볼트
를 가지는 헤드를 가진 스템 결합방법(US05879391), 1998년에는 슬리브형의 대퇴골줄기
가 결합(JP20000093441)되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CR형의 인공무릎관절은 PS형에 비해서는 특정한 기술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대

퇴부의 접합면에 보강재가 결합된 기술이 US05571194(1994년), US05755800(1996년)에 출
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B0385827, KB0458340에서는 관절의 접촉면의 정렬관
관련된 기술이 출원되어 있으며, keyed axial securement가 구비되어 있는 가동형 베어링
관련 기술이 US06010534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전치환 관련 기술로는 경골트레이 하면에 보강부재가 결합된 기술(US05152797)이
1991년에

출원되어

있으며,

경골플랫폼의

offset

구조의

스템과

관련된

기술

(JP19980179621)이 1996년에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전가능한 가동형 베어링

부재에 대한 기술(US05951603)이 1997년 출원되어 있으며, JP19970000549에서는 슬개골
의 구조와 관련된 기술이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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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 JOHNSON & JOHNSON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종합기술흐름도
1980년대
KB0134188

1990~1995년

1996

1997

US05879391

KP19970000200

JP19970276305

US05556433

JP19970294756

JP19970294757

JP19980309296

US05571194

KB0385827

KB0458340

US05755800

US06010534

US05152797

JP19970000549

JP19980179621

US05951603

US05944756

1998
JP20000051252

JP20000093441

US05782921

PS
형

US05152796

US06527807

전
치
환
CR
형

슬개골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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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20000000255

EP00966928

[표 29 ] JOHNSON & JOHNSON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1990~1995

KB0134188

US05152797

US05556433

KP19970000200

JP19970294756

(1988.12.27)

(1991.10.25)

(1994.12.01)

(1995.06.01)

(1995.12.29)

PS형, 대퇴골 부분의 두께를 조
절하는 적어도 하나의 보강 장치

PS형, 대퇴부 원위부의 커낼에
경골부재 하면에 보강부재

US05152796

US05944756

(1988.12.27)

(1994.02.22)

마운트 되는 연장된 스템과 칼
라, 결합볼트로 구성
JP19970000549
(1995.02.27)

PS형, 모듈형 인공관절, 관절
PS형. 대퇴골 내부의 보강장치
KB0458340
(1995.09.29)

구부, 수평방향의 보스구조, 대
퇴골시스템
JP19970294757
(1995.12.29)

전치환

PS형, 결합분리가 가능한 볼트

PS형,

offset

attachment

시리즈로 결합된 스템부재

mechanism을 가진 모듈형

돔형 슬개골부재

CR형, 대퇴부품 지지표면의 관상
반경증가시켜 접촉면적을 늘임

US05571194

KB0385827

JP19970276305

(1994.11.14)

(1995.03.13)

(1995.11.28)

CR형, 대퇴골부 접합면에 보강
재를 가짐

CR형 관절이음면사이의 접촉면
적이 완전한 정렬 및 정렬 부

- 125 정상태에서 최대

PS형, 대퇴부 인공관절네에 삽설
되는 증보장치

PS형, 경골트레이에 경골지지
인서트의 고정이 되는 보강핀
(20)이 구비

1996

1997

1998

JP19980052449

JP19980179621

EP00903125

JP20000000255

JP20000093441

(1996.06.12)

(1996.11.14)

(1997.09.09)

(1998.05.13)

(1998.08.14)

슬개골요소, 제 1의 절삭 깊이면

모듈식, 하위 컴퍼넌트 장치를

이 전기축과거의 역방향으로 향

그 장치의 상위 컴포넨트로부

하고 있는 융기부를 가짐
US05782921

터 오프셋(offset) 시킴
JP19980309296

(1996.07.23)

경골트레이에 쿠션부재

(1996.12.23)

조절가능한

keel부를

가지고

있는 경골부재

US05951603

EP00966928

(1997.09.25)

(1998.06.22)

대퇴골

줄기,

sleeve

또는

sleeve 어댑터줄기 구성부품의
전후방향의 위치 결정가능
US06527807
(1998.09.09)

전치환

PS형,

대퇴슬리브의

제1포션에

PS형, 고정 페그 부재와 여기에

포션과

짝을

이루는

Morse

코렛트 부재를 개입시켜 대퇴골

두 개의 부재로 구성된 회전가

관절보형물에 이용하는 잭 스

taper

post

를

가짐(관

컴포넨트의 캐비티의 하나로 선

능한 가동형 베어링

크류

련:US05824097)

PS형, condylar 사이에 연장된
boss구조, 스템을 장착하기 위
한 너트 구조가 존재

택적으로 감합

US05879391

US05755800

US06010534

JP20000051252

JP20000126213

(1996.09.30)

(1996.12.23)

(1997.09.25)

(1998.07.08)

(1998.09.18)

CR형, keyed axial securement

PS형, 경골지지삽입부품, 정강

가 구비되어 있는 가동형 베어

뼈트레이와 분리한 안정화포

링

스트부재를 포함

PS형, shank와 볼트를 가지는 헤
드, shank 연장된 축을 따라 결
합되는 대퇴부재

CR형, 대퇴부재의 관절면에 증
강부재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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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 구조를 가지는 대퇴부
스템, 모듈형

5. 3.

2.

수술장비의 기술흐름도

JOHNSON & JOHNSON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88년 가동

판을 이동하는 절삭도구를 시작으로 트라이얼부재, 방향가늠장비, 그 외의 슬개골 클램
프, 경골트레이 클램프 등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삭장비의 경우, 1988년에 안내면과 가동판의 표면사이 공간이 형성되어 가동판을 이
동시키는 절삭가이드(KB0146052)가 출원되었으며, 그 이후 1990년대 들어서 부분치환용
천공드릴(US05520695), 슬개골 커팅시스템(US05658291),

recess를 가지는 커팅블럭

(US05735856) 등으로 용도에 따른 다양한 절삭장비가 개발되어 특허출원된 것으로 나타

났다.
트라이얼 부재의 경우, 1995년에 대퇴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대퇴부
트라이얼부재(US05776201)가 출원되었으며, JP19990104155에서는 경골 템플릿 요소, 펀
치 부시, 경골 펀치, 시행용 경골 지지 인서트 부재로 구성되 트라이얼부재가 개발 및 출
원되었다.
방항가늠장비(얼라이먼트 장치)는 1996년에 커팅을 위한 대퇴부의 얼라인먼트 장치
(US05676668), 1998년에는 뼈 단부를 조정하여 순서 또는 표적을 간략화하는 장비가
(JP20000083980)가 출원되었다.

그 외의 무릎수술용 장비로는 슬개골 클램프 부재(US05968051, US05944723), 경골트레
이 배치를 위한 클램프(JP19970289998), 절개시 이용할 수 있는 텐션게이지(US05997545)
등이 출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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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 JOHNSON & JOHNSON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88

1992

1995~1996

1997~1998

KB0146052

US05520695

US05658291

JP19970289999

US05735856

US06106529

(1988.12.27)

(1992.02.14)

(1995.09.29)

(1995.12.21)

(1997.01.31)

(1998.12.18)

절
삭
도
구

안내면과 가동판의 표면 사이
에 공간을 형성하여 고정면쪽
으로 가동판을 이동

부분치환용 천공용 드릴 및
컷팅가이드

경골준비가공용 절삭천공시

슬개골 커팅시스템

스템

recess를 가지는 커팅블럭
/가이드로 구성, 하나이상
locking부재를 가짐

US05776201

JP19990104155

(1995.10.02)

(1997.07.11)

트
라
이
얼
부
재
다양한 크기의 대퇴부 트라
이얼 부재

경골 템플릿 요소, 펀치 부
시, 경골 펀치, 시행용 경골
지지 인서트 부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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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부재를 위한 드릴가이
드

1988

1992

1995~1996

1997~1998
US05676668

JP20000083980

(1996.02.20)

(1998.08.11)

커팅을 위한 대퇴부 얼라인

뼈단부를 조정하여 순서 또

방
향
가
늠
장
비

US05968051

먼트 장치
JP19970289998

(1995.07.27)

(1995.12.21)

US05944723

는 표적을 간략화
US05997545

(1998.03.27)

(1998.11.06)

기
타

슬개골 클램프부재

경골트레이 배치를 위한 클
램프(관련: JP199702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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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개골클램핑가이드

절개 텐션게이지

5.

4.

기술분석표

아래의 표는 JOHNSON & JOHNSON사에서 출원한 인공관절 구조분야의 치환방법과
특징인 부재의 기술분석표이다.

인 부분은 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는 가동, 혹은 고정 베어링의 여부와 무관한 구조이며,

단 연결부재 항목에서는

로 표시된 부분은 가동베어링인 구조,

는 고정베어링 구조일 경우로 표기

하였다.
[표 31 ] JOHNSON & JOHNSON사의 인공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분석표
치환방법

기술분류

전치환

기타

특허번호

기준일

KB0134188

1988.12.27

KP19900009031

1988.12.27

US05152796

1988.12.27

US05152797

1991.10.25

US05944756

1994.02.22

US05571194

1994.11.14

US05556433

1994.12.01

KB0385827

1995.03.13

KP19970000200

1995.06.01

KB0458340

1995.09.29

JP19970276305

1995.11.28

JP19970294756

1995.12.29

JP19970294757

1995.12.29

US05782921

1996.07.23

US05824097

1996.07.23

US05879391

1996.09.30

JP19980179621

1996.11.14

JP19980309296

1996.12.23

US05755800

1996.12.23

후방십자

후방십자

인대보존

인대절제

(CR)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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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부재

부분치환
(UK)

연결부재
대퇴(F)

경골(T)

(베어링)
(MB,FB)

슬개(P)

EP00903125

1997.09.09

US05951603

1997.09.25

US06010534

1997.09.25

JP20000000255

1998.05.13

JP20000051252

1998.07.08

JP20000093441

1998.08.14

US06527807

1998.09.09

JP20000126213

1998.09.18

JP19970000549

1995.02.27

JP19980052449

1996.06.12

EP00966928

199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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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 I OM ET

6.

1.

I NC

연도별 분야별 출원동향

BIOMET INC의 연도별 분야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97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

으나, 2003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특허는 2001~2003년에 가장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증감은 있으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는 2003년과 2005년에 가장 많은 출원
이 이루어졌으며, 이 역시 2006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BIOMET INC는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특허가
24건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하며, 수술과 관련된 출원은 36.8%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

재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 BIOMET INC사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및 기술분야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10(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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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각 세부기술별 점유율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 관련 특허는 전치환 관련 기술이
22건으로 전체의 91.4%를 점유하였으며, 부분치환은 2건으로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술장비 분야는 총 14건중 절삭장비가 5건, 35.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측정장비가 3건, 수술지원시스템 관련 기술이 1건 출원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수술장비가 5건으로 35.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 BIOMET INC사의 세부기술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10년(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세부기술별 공보 국가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 수술장비 모두 미
국에 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특
허는 미국편중이 두드러졌다.
인공무릎관절의 구조 분야에서, 전치환술과 관련된 특허는 총 45건 중 미국에 31건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과 일본에 각각 11건, 3건이 출원되어 있었다.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는 절삭장비와 관련된 출원이 미국에 4건, 일본과 유럽에 각 1
건씩 출원되어 있으며, 측정장치는 일본 1건, 미국 3건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에는 1건도 출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BIOMET INC는 일본을 제외
한 아시아권 국가의 지재권확보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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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BIOMET INC사의 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출원현황

기술분야

KR

JP

US

EP

CN

총합계

전치환

-

3

31

11

-

45

부분치환

-

-

1

1

-

2

기타

-

-

1

-

-

1

절삭

-

1

4

1

-

6

측정

-

1

3

-

-

4

방향가늠장치

-

-

-

-

-

0

수술지원시스템

-

-

-

2

트라이얼 부재

-

-

-

-

-

0

기타

-

1

8

1-

-

8

PE

-

-

-

-

-

0

금속/세라믹

-

-

-

-

-

0

표면처리방법

-

-

-

-

-

0

기타

-

-

-

-

-

0

기타

-

-

-

-

-

0

총합계

0

6

48

14

0

68

구조

수술

소재/표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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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6. 3.

기술흐름도

1.

인공관절 구조의 기술흐름도

BIOMET INC의 인공관절 구조 관련특허의 기술흐름도를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2000

년대에 걸쳐 주로 PS형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유의한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기술내용도, 포스트와 캠의 결합방법, 대퇴부재의 스템 결합방법 등으로 확장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형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88년에 베어링의 돌기가 대퇴부를 통과하지 않는 대퇴

부 및 포스트의 결합방법(US04892547)에 출원된 이래로, 뼈와 접촉하는 대퇴골부재
(JP20020533160), 고정된 포스트와 플로팅 베어링을 가지는 보철물(US06165223) 90susd대

에 출원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대퇴부 스템에 결합하는 어댑터(US07497874), 어댑
터 어셈블리에 의하여 트레이와 스템에 연결하는 PS형 인공부철물(US07025788), 이 출원
되었으며, 2003년에는 회전가능한 포스트와 이의 결합구조(US06986791)와 관련된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에는 제3의 condylar portion이 존재하는 대퇴부
재(US07465320),

포스트가

대퇴부재에

핀으로

고정되는

힌지형

무릎보철물

(US20080167722)이 출원되었다.
CR형의 경우, 1991년에 바이컴파트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굴부재의 튀어나온 곳이

베어링 부재의 오목한 곳에 삽입되어 결합하는 기술(EP00546726)이 출원되었으며, 그 이
후에, CR형으로 특정된 특허 출원은 보이지 않았다.
PS형, CR형 모두 해당하거나, 이들의 분류에 무관한 기타 전치환 관련 출원으로는 베어

링과 경골부의 접합 구조와 관련된 기술(JP20020527194)이 1998년에 출원되었으며, 경골
부와 스템의 어댑터 결합구조와 관련된 기술(US07445639)이 2001년에 출원된 것으로 나
타났으며,

2003년에는

전기

US07445639와

유사한

구조의

offset

stem의

결합방

법,(US07153326) 관련된 기술이 출원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부분치환과 관련 기술도 출원이 시작되었는데, 페그의 거리에 특징

이 있는 단과식 대퇴부재(US06494914), extured surface를 가진 부재가 하부결합되어 있
는 단과식 경골부재(EP01927328)에 대한 기술이 2003년과 2006년에 출원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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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BIOMET INC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종합기술흐름도
~1990년대

2000~2002

2003~2004

US07025788

US06986791

US07465320

US04892547

JP20020533160

US05330534

US06165223

US07497874

JP20020527194

US07025788

2006~2008
US20080167722

PS형

전치
환

EP00546726

CR형

JP20090131638

US07153326

US20070265708

기타

EP01927328

US06494914

부분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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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 BIOMET INC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US04892547

~1990년대
JP20020527194

US06494914

2000~2002
US07497874

US07070622

(1988.02.03)

(1998.10.16)

(2000.12.05)

(2001.02.23)

(2002.07.03)

접촉하는 상태로 경골 기초부 10

단과식 대퇴부, 페그의 거리

PS형, 대퇴부재의 스템에 아답

soft tissue에 고정하는 메커니즘

에 장착된 기계적인 해방 부재 12

에 특징

타 구조에 특징

이 포함

부분
치환
PS형, 부분적으로 안정화된 무릎보
철물, 베어링의 돌기가 대퇴부를 통
과하지 않음

비모듈러형 일차 베어링 26으로

가 설치

EP00546726

JP20020533160

US07025788

US06589283

US06905513

(1991.11.28)

(1998.12.30)

(2001.02.23)

(2001.05.15)

(2002.08.30)

대퇴 슬관절보철무을 제거하는 필

PS형, 어댑터어셈블리에 의하여 트레

연장된 대퇴부재, 제1대퇴부재

graft ligaments를 가지는 무릎

요없음이 대퇴골(14)의 골수내관에

이와 스템에 연결

와 제2대퇴부재로 구성

보철물

전치환

CR형, 바이컴파트먼트로 구성, 경골
부재에 튀어나온곳이, 베어링부재의
오목한곳에 결합

PS형, 봉합 부재는 대퇴골)로부터

의 액세스

US05330534

US06165223

US07445639

JP20090131638

(1992.02.10)

(1999.03.01)

(2001.02.23)

(2002.02.14)

고정된 포스트와 FLOATING 베어

경골부의 아답터 부재가 제1실리더캐

링을 가지는 보철물

비티와 제1실린터캐비티로 구성

PS형, 제1베어링부재표면과 관련된
제1반경과, 제2베어링부재표면 관련
제2반경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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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개대티골 치환부재

US06986791

2003~2004
EP01543802

2005~2007
US20070265708

2008
US20090265014

(2003.04.15)

(2003.12.15)

(2006.05.15)

(2008.04.22)

PS형, 회전가능한 포스트를가짐

티타늄 다공성부재가 포함되어 있는 모듈형

회전 가능한 경골부재

슬개골

US07153326

US07338529

EP01927328

(2003.06.19)

(2004.03.30)

(2006.11.30)

부분치환

전치환

offset stem의 결합방법, 어댑터는 제1
frusto-conical

cavity와

제2

frusto-conical cavity를 포함
EP01506752
(2003.08.15)

base portion 200에 접동하는 retainer
portion 180과 마운팅요소 4,40으로 구
성

경골부재하부에

마모감소, 베어링 표면 강화

textured

surface를 가진 부재가 결합

US07465320

US20080167722

(2004.05.06)

(2007.01.10)

PS형, 제3의 condylar portion이 제1,2

대퇴부재에 포스트가 핀으로 고정되는 힌지형

condylar portion사이에 위치

무릎보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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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재에 측면십자인대 결합

6. 3.

2.

수술장비의 기술흐름도

BIOMET INC사의 수술장비관련 특허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83.에 Adjustable force
calibration 메커니즘을 이용한 인대장력의 선택 및 측정기구(US04501266)가 출원된 이래

로, 절삭장비, 측정장비 및 슬개골클램프, 경골부 이식장치 등에 대한 특허출원이 있었으
며, 그 중 절삭장비에 대한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삭장비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91년에 오실레이팅 무릎수술용 톱(US05092869)에
관한 특허가 출원된 이후, 대퇴골의 절단가이드 탬플릿 배치장비(US06814735), 톱날 및
커팅블럭을 포함하는 다용도 장비(US20050113840), 회전가능한 밀을 포함하는 장비
(JP20050111274), 블록형 대퇴부 커팅가이드(US07572262)가 출원되었으며, 이 와 유사한

시기에는 측정장비도 함께 개발 및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장비의 경우, 인대장력의 선택및 측정장비(US04501266) 1983년에 출원된 이후,
1990년대에는 무릎수술용 측정장비의 출원이 없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대퇴부의 사이

징장비(US07488324),

경골과

대퇴골

사이에

위치한

밸런스를

측정하는

장비

(JP20080183083)가 개발되었다.

기타 무릎수술장비로는 94년에 슬개골 클램프(US05885298), 2002년에는 기계적인 인대
의 재건방법(US07153327), 2005년에는 경골부재 이식을 위한 트레이(US20080183177),
2006년에는

해부학적으로

무릎보형물을

선택적

(US20070282451) 등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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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시키는

포지셔닝

방법

[표 35 ] BIOMET INC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US05092869

US06814735

US20050113840

JP20050111274

US07572262

(1991.03.01)

(2000.07.28)

(2003.01.15)

(2003.10.08)

(2005.06.07)

대퇴골의 원위부를 절단하

선택적 측정 및 형상을 가

는데 이용되는 가이드 템플

지는

릿을 배치하는 장치

포함하는 다용도 장비
US07488324

절
삭
도
구

오실레이팅 무릎수술용 톱
US04501266
(1983.03.04)

톱날과,

커팅블럭을

(2003.12.08)

가이드와 회전가능한 밀을
포함

대퇴부 커팅가이드

JP20080183083

US20070282451

(2007.01.29)

(2006.05.31)

측

기

정

타

인대장력의 선택 Adjustable
force calibration 메커니즘이

대퇴부 사이징 가이드

용

수술시 경골과 대퇴골 사이
에 위치한 밸런스 측정장치

해부학적인 부분에 선
잭턱으로

수술기구를

US05885298

US07153327

US20080183177

포지셔닝하는 방법
JP20070075517

(1994.02.23)

(2002.02.25)

(2005.06.09)

(2005.09.16)

기
타

슬개골 클램프 및 리머

기계적인 인대의 재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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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부 이식장치

인공관절설치용지그

6.

4.

기술분석표

아래의 표는 DEPUY사에서 출원한 인공관절 구조분야의 치환방법과 특징인 부재의 기
술분석표이다.
에서는

인 부분은 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단 연결부재 항목
는 가동, 혹은 고정 베어링의 여부와 무관한 구조이며,

부분은 가동베어링인 구조,

로 표시된

는 고정베어링 구조일 경우로 표기하였다.

[표 36 ] BIOMET INC의 인공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분석표
치환방법

기술분류

전치환

특허번호

기준일

US04892547

1988.02.03

EP00546726

1991.11.28

US05330534

1992.02.10

JP20020527194

1998.10.16

JP20020533160

1998.12.30

US06165223

1999.03.01

US07025788

2001.02.23

US07445639

2001.02.23

US07497874

2001.02.23

US06589283

2001.05.15

JP20090131638

2002.02.14

US07070622

2002.07.03

US06905513

2002.08.30

US06986791

2003.04.15

US07153326

2003.06.19

EP01506752

2003.08.15

EP01543802

2003.12.15

후방십자

후방십자

인대보존

인대절제

(CR)

(PS)

특징부재

부분치환
(UK)

연결부재
대퇴(F)

경골(T)

(베어링)
(MB,FB)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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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개(P)

US07338529

2004.03.30

US07465320

2004.05.06

US20070265708

2006.05.15

US20080167722

2007.01.10

US20090265014

2008.04.22

US06494914

2000.12.05

EP01927328

2006.11.30

부분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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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OWM ED I CA(S T R YK ER )

7.

1.

연도별 분야별 출원동향

HOWMEDICA(STRYKER)사의 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수술장비 관련 특허가 34건

으로 전체의 59.6%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조는 20건, 35.1%, 소재는 3건 5.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표보면, 2007년까지 증감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출
원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97년 이후에는 수술장비와 관련된 출원이 다른 기
술분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때, HOWMEDICA(STRYKER)사
는 인공무릎관절 구조 보다는 주로 수술장비 쪽에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림 64] HOWMEDICA(STRYKER)사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및 기술분야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10(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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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각 세부기술별 점유율

세부 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에서는 전치환 관련 기술이, 수술
장비에서는 절삭장비와 방향가늠장비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출원은 전치환과 관련된 특허가 17건이 출원되어 전체
의 8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치환은 1건, 그 외의 기술은 2건이 출
원되었다.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는 절삭장비가 13건으로 전체의 38.2%를 점유하고 있으며, 방향
가늠장비가 17.6%(6건), 수술지원시스템이 11.8%(4건), 측정장비가 8.8%(3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트라이얼 부재가 2건이 출원되었다.
소재와 관련된 3건은 모두 표면처리기술과 관련된 분야로 나타났다.

[그림 65 ] HOWMEDICA(STRYKER)사의 세부기술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10년(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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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에는 인공무릎관절과 관련된
구조, 소재, 수술장비와 관련된 출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미국에 52건, 유럽에 20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일본에 16건을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볼때, HOWMEDICA(STRYKER)사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지재권확보
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특허는 전치환 관련 기술이 미국에 14건이 출원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에는 부분치환과 관련된 기술이 1건 출원되어 있었다.
수술장비의 경우, 주로 미국과 유럽에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절삭장비의
경우 미국 15건, 유럽에 6건이 출원되어 있으며, 수술지원시스템의 경우 일본에 3건이 출
원되어 있어, 이 분야의 경우 일본 내 지재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처리와 관련된 특허는 미국에 3건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 HOWMEDICA(STRYKER)사의 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출원현황
기술분야

KR

JP

US

EP

CN

총합계

전치환

-

9

14

8

-

31

부분치환

-

-

-

1

-

1

기타

-

2

-

-

-

2

절삭

-

1

15

6

-

22

측정

-

-

3

-

-

3

방향가늠장치

-

1

6

3

-

10

수술지원시스템

-

3

2

-

-

5

트라이얼 부재

-

-

2

-

-

2

기타

-

-

6

1

-

7

PE

-

-

-

-

-

0

금속/세라믹

-

-

-

-

-

0

표면처리방법

-

-

3

-

-

3

기타

-

-

-

-

-

0

기타

-

-

1

1

-

2

총합계

0

16

52

20

0

88

구조

수술

소재/표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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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7. 3.

기술흐름도
1.

인공관절 구조의 기술흐름도

HOWMEDICA(STRYKER)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1977년에 CR형, 1978년에 PS형이 출원된 이래로, PS형은 포스트와 경골부재의 결합면에

특징이 있는 기술과, 힌지형 인공무릎관절로 발전되어 갔으며, CR형의 경우, 경골트레이
와 베어링부재의 결합에 특징이 있는 기술로 발전해왔다.
PS형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78년 US04209861에서 포스트가 대퇴부의 캠에 고정되는

인공무릎관절이 출원되었으며, 1982년에는 힌지형 구조를 가진 대퇴부재가 특허출원되었
다. 1990년대 들어서는 포스트를 가진 경골트레이의 구조와 관련된 기술(JP19980314197,
JP20000000256)에 개발되었으며, 2003년에는 경골부재와 포스트부재간 원호상의 계합에

따른 이동과 관련된 기술이 JP20040223253에 개시되었다. 82년에 개발된 힌지형의 경우,
2007년에는 캠에 핀으로 고정된 대퇴부재를 가지며, 4가지의 자유도를 가지는 구조
(US20090143866)로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CR형은 굽힘시 컨트롤 로테이션을 허용하는 무릎보철물(US04081866)이 1977년에 출원

된 이래로, 완충기를 가지는 경골원판(JP19940233790, 1990년)으로 기술이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기타 전치환 관련 기술로는 내외측격실을 가지는 지지 구성요소 2를 갖춘 경골
트레이와 지지요소 사이에 제어수단을 가진 경골트레이와 베어링부재의 결합방법과 관
련된 특허(JP19980137270, JP20020315757)가 1996년에 출원되었으며, 종축과 곡률에 따른
동작 범위의 확장(US07081137) 등의 기술이 2000년대에 출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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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 HOWMEDICA(STRYKER)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종합기술흐름도
~1980년대

1990년대

US04209861

US04790854

JP19980314197

US04081866

JP19910060653

JP19940233790

2000년대
JP20040223253

US20090143866

US07294149

JP20070222616

PS형

전치환

CR형

JP19980137270
JP20020315757
기타

EP00032828
부분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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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19960080311

[표 39 ] HOWMEDICA(STRYKER)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US04081866

EP00032828

JP19940233790

JP19970168555

JP19980314197

(1977.02.02)

(1980.01.17)

(1990.03.12)

(1994.10.05)

(1997.05.12)

CR형, 연장 및 굽힘시 컨트롤 로

자연 대퇴부와 베어링부

CR형, 경골원판, 완충기 11, 12

금속지지체(1),

테이션을 허용하는 무릎보철물

가 접촉

존재

양부재(8)으로 구성

부
분
치
환
보스(7),격자모

US04209861

US04790854

JP19930269161

JP19980137270

(1978.02.22)

(1982.02.17)

(1992.01.21)

(1996.05.28)

PS형, 기단측 지지면 12와기단
측 지지면 12를 실질적으로 2
분 하는 중앙에 위치 결정
JP20000000256
(1998.06.01)

전치환

PS형, 포스트가 대퇴부 캠에 고
정

내외측격실을 가지는 지지 구성요
PS형, 힌지형

테이퍼로 경골트레이를 감합

JP19910060653

JP19960080311

(1989.07.27)

(1994.03.23)

CR형, 어퍼트레이부분2를 가지
는 경골트레이1, 피벗수단 6존재

슬개대퇴골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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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를 갖춘 경골 트레이와지지요
소 사이에 제어수단
JP20020315757
(1996.05.28)

경골트레이 1에 설치된 보스8
을 위치결정 및 고정

PS형, 베이스부재와 지지부재

2000년대
JP20040223253

US07294149

JP20070222616

US20090143866

(2003.01.21)

(2003.12.05)

(2006.02.07)

(2007.11.30)

PS형, 경골부재와 포스트부재간
의 원호상 궤적에 따른 계합과
이동
전치환

제 2 후부 부분이, 전기 제 2의
기울어진 페그를 가지고 있는

상하 방향 위치가 전기 제 1의

PS형, 힌지형 4가지

정형삽입물

상하 방향 위치에서 아래 쪽 방

자유도를 가짐

향으로 소정 거리만 이간
US07628817

US07081137

US07413577

(2003.06.23)

(2005.09.22)

(2006.12.14)

종축과 곡률에 따른 동작 범위의

대퇴부재의 축에 따라 구속성

인공관절의 샤프한 면에 디플

확장

및 안정성이 변화

렉터를 위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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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2.

수술장비의 기술흐름도

HOWMEDICA(STRYKER)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절삭장비

와 방향가늠장비(얼라인먼트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절삭장비의 경우, 2000년
대에 들어서 커팅블럭의 형태를 변화시키며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삭장비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85년에 경골부에 결합할 수 있는 절삭용
지그(US04787383)가 처음으로 출원된 이래로, 1990년대에는 절삭가이드 및 리머 절단가
이드를 거쳐, 2000년대에는 블록형절삭도구로 발전하였다. 2001년에는 다수의 블록형 가
이드를 가진 커팅가이드(US20020156479), 2004년에는 네비게이션 부재가 결합된 커팅블
럭(US20050171545)이 출원되었으며, 2006년에는 축이 결합된 커팅블럭과 네 개의 벽으로
폐쇄되어 있는 절삭블럭(US20080015602)으로 그 형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외의 절삭장비로는 경골리밍을 위한 가이드(US06620168), 트라이얼 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리밍가이드(US06228091) 등이 출원되어 있으며, 리밍을 위한 가이드는 트라이얼 부
재(US06063091)와 함께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방향가늠장비(얼라인먼트 장비)는 1982년에 커팅지그와 얼라인먼트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대퇴부 스페이서 지그(US04646729)가 출원되었으며, 90년대에는 골내에 가이드로드
를 삽입하여 얼라인먼트를 실시하는 기술(EP00647432), 3웨이 얼라인먼트 가이드
(US07618421)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는 무릎수술과 관련된 측정장비도 출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대퇴부 사

이즈결정장치(US20070173851, US20080161824)와 인대 장력을 측정하는 장치(US20070299451)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
트라이얼 부재는 1998년에 리밍시 이용하는 트라이얼 스템부재(US06063091), 2006년에
는 수술시 이용하는 대퇴부 트라이얼 킷에 대해서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수술지원시스템
은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기술이 2003년부터
출원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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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 HOWMEDICA(STRYKER)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종합기술흐름도
~1980년대

1990년대

US04787383

US05454816

절삭용 지그

절삭가이드

US04646729

EP00647432

2000~2002

2003~2004

US06740092

US20020156479

20050171545

리머 절단가이드

블럭형절삭가이드

커팅블럭

2005~2007

US20070208349

US20080015602

커팅블럭

커팅블럭

US20070173851

US20070299451

대퇴부사이즈결정

인대장력측정

절삭장
비

얼라인먼트

가이드

골구상내 가이드 로드

JP20030503096

US07618421

경골얼라인먼트장비

3웨이얼라인먼트

방향가
늠장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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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1990년대

2000~2002

2003~2004

2005~2007

US06063091

US20080140214

트라이얼스템
트라이
얼부재

JP20090056299
수술지

US20050096535

원시스

이미지데이터이용시스템

템

JP20090511211
추적장치를 따라 네비
게이션 시스템으로 절
삭

복수의 각종 이식에 관
한 정의제의 형상 인자
정보를 격납한 데이타
베이스와 골조직의 표
면 형상 정보를 취득하
기 위한 회로

- 152 -

[표 41 ] HOWMEDICA(STRYKER)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1990년대

US04787383(1985.12.19)

2000~2002

US05454816

US06258095

US06228091

US20020156479

(1992.02.07)

(1998.03.28)

(1998.10.13)

(2001.04.23)

트라이얼 스템, 다중노치, 스
절

절삭을 위한 경골부 위치 고

절골가이드, 절삭기구의 얼

대퇴골 커팅가이드, 다수의

톱클립을 위한 홀더등으로 구

다수의 블럭형 가이드를 가

삭

정용 지그

라인먼트 가이드 포함

가이드 등이 존재

성, ,경골부에 구멍을 뚫고,

진 커팅가이드

장
JP19980137273(1996.05.28)

비

조직결합수단,

안내수단,1위

치결정수단, 협동하는 2위치
결정수단
US04646729(1982.02.18)

US06740092(1998.03.28)

리머, 절단가이드, 절단블럭
등을 포함
US06063091

EP00647432(1993.09.24)

(1998.10.13)

방

트

향

라

가

이

늠

얼

장
비

고정하기 위한 가이드
US06620168(1998.10.13)

경골부 리밍을 위한 가이드

JP20030503096(1999.06.29)

US06554838(2001.05.31)

가이드 슬롯상으로 커팅기
기를 넣어 절골
US07618421(2001.10.10)

US06645215(2002.08.07)

p

부
커팅지그와 얼라인먼트 가이
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골부,
대퇴부

스페이서

련:US04653488)

지그(관

골구상내 가이드 로드를 삽
입하여 골수강내에 얼라인
먼트 실시

재
트라이얼스템부재

경골의 절제 및 얼라인먼트
를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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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웨이 얼라인먼트가이드와

경골부에 결합하는 힌지형

6웨이 얼라인먼트 가이드

인공부릎의 회전방향에 적

를 포함

용

2003~2004년
US20050171545(2004.01.30)

US20070123900(2004.05.19)

2005~2007
US20070208349(2006.03.06)

US20080140214

US20080015602(2006.06.22)

(2006.08.15)
트

절

라

삭

이

장

얼

비

부
재
네비게이션 부재가 결합된 커

네비게이팅이 가능한 대퇴

팅블럭

부경골부재

네 개의 벽으로 폐쇄되어 있

대퇴부용 커팅블럭

대퇴부 트라이얼 킷

는 절삭블럭
US20070299451

US20070173851
(2006.01.12)

US20080161824

(2006.06.08)

(2006.12.27)

측
정

대퇴부 사이즈 결정장치
US20050096535(2003.11.04)

JP20090511211(2005.10.14)

인대 장력을 측정하는

디

바이스
JP20070152100(2005.11.30)

대퇴부 사이징 장치
JP20090056299(2007.08.07)

수
술

복수의 각종 이식에 관한

지

정의제의 형상 인자 정보를

원

격납한 데이타베이스와 골

시

조직의 표면 형상 정보를

스
템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이미지

추적장치를 따라 네비게이

데이터를 이용한 관절 성형술

션 시스템으로 절삭

외과적 네비게이션 시스템
을 이용하여, 해부학적 구조
를 위치결정하는 스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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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
한

7. 3.

3.

소재의 기술흐름도

HOWMEDICA(STRYKER)사의 인공무릎관절 소재/표면처리 관련 출원은 전체가 3건으

로, 그 기술은 아래의 표와 같다.
3건 모두 표면처리와 관련 출원이며, 다공성 표면을 이용하여, 세포의 성장을 막는 기술

과 관련된 표면처리 방법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표 42 ]HOWMEDICA(STRYKER)사의 소재/표면처리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US05192324

US05441537

US20070150067

1982.02.18

1982.02.18

2005.12.27

표
면
처
리

ball-shaped metallic particles 이 결합된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으며, 골성

세포 성장을 막는 표면과, 다공성표면으

장을 억제하거나, 골시멘트의 인터록킹에 이용되는 다공성 코팅부재

로 구성하는 대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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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기술분석표

아래의 표는 HOWMEDICA(STRYKER)사에서 출원한 인공관절 구조분야의 치환방법과
특징인 부재의 기술분석표이다.
단 연결부재 항목에서는

인 부분은 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는 가동, 혹은 고정 베어링의 여부와 무관한 구조이며,

로 표시된 부분은 가동베어링인 구조,

는 고정베어링 구조일 경우로 표기

하였다.
[표 43 ] HOWMEDICA(STRYKER)사의 인공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분석표
치환방법

특징부재

기
술
분

특허번호

기준일

류

US04081866

1977.02.02

US04209861

1978.02.22

US04790854

1982.02.17

JP19910060653

1989.07.27

JP19940233790

1990.03.12

JP19930269161

1992.01.21

JP19980137270

1996.05.28

JP20020315757

1996.05.28

JP19980314197

1997.05.12

JP20000000256

1998.06.01

JP20040223253

2003.01.21

US07081137

2003.06.23

US07294149

2003.12.05

US07413577

2005.09.22

JP20070222616

2006.02.07

US07628817

2006.12.14

US20090143866

2007.11.30

EP00032828

1980.01.17

JP19960080311

1994.03.23

JP19970168555

1994.10.05

후방십자

후방십자

인대보존

인대절제

(CR)

(PS)

부분치환
(UK)

전치
환

부분
치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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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재
대퇴(F)

경골(T)

(베어링)
(MB,FB)

슬개(P)

8.

WR I G HT

8.

1.

M ED I CAL

T ECH

I NC

연도별 분야별 출원동향

WRIGHT MEDICAL TECH INC의 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 수술장비

와 관련된 특허가 16건으로 전체의 57.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공무릎관절의 구조 관련
특허는 12건으로 4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RIGHT MEDICAL TECH INC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1992년

까지는 출원건수가 증가하였으나, 93년 이후부터는 출원량이 급감하였으며, 2000년대 들
어서는 1~2건 정도의 출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무릎관절의 구조 관련 특허의 경우, 1987년에 3건이 출원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1~2건 정도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수술장비와 관련된 출원도 1992년에 5건이 출원된 이래로 급감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
후에는 2001년과 2005년에 1건씩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6 ] WRIGHT MEDICAL TECH INC사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및 기술분야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10(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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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각 세부기술별 점유율

각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 관련 특허는 전치환 관련 특허
가 10건으로 전체의 83.3%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분치환 관련 특허와 기타 구조와 관련
된 기술은 각각 1건씩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무릎의 수술장비와 관련된 특허는 전체 16건 중 절삭장비가 10건이 출원되어 전체
의 62.5%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트라이얼부재가 3건, 측정장비가 1건씩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7 ] WRIGHT MEDICAL TECH INC사의 세부기술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10년(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는 30건, 유럽에 14건을 출원하여,
해당지역의 지재권 확보에 주력한 반면, 한국에는 1건, 일본에는 6건, 중국에는 1건이 출
원되어, 한, 일, 중국에는 출원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별로 살펴보면, 구조 관련 출원은 전치환 관련 구조는 미국에 10건, 유럽에 6건을
출원하여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였으며, 한국과, 일본, 중국에도 각각 1건씩 출원하였
다.
수술장비의 경우, 절삭장비는 일본, 미국, 유럽에 각각 출원이 되어있으며, 트라이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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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미국과 유럽에만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 WRIGHT MEDICAL TECH INC사의 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출원현황
기술분야

KR

JP

US

EP

CN

전치환

1

1

10

6

1

19

부분치환

-

-

1

-

-

1

기타

-

1

1

1

-

3

절삭

-

3

9

5

-

17

측정

-

-

1

-

-

1

방향가늠장치

-

-

-

-

-

0

수술지원시스템

-

-

-

-

-

0

트라이얼 부재

-

-

4

2

-

6

기타

-

1

4

-

-

5

PE

-

-

-

-

-

0

금속/세라믹

-

-

-

-

-

0

표면처리방법

-

-

-

-

-

0

기타

-

-

-

-

-

0

기타

-

-

-

-

-

0

총합계

1

6

30

14

1

52

구조

수술

소재/표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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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8.

3.

8. 3.

기술흐름도

1.

인공관절 구조의 기술흐름도

WRIGHT MEDICAL TECH INC의 인공무릎관절 구조의 기술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면,
1979.년 전치환 힌지형, 무릎보철물이 처음으로 출원된 이래로, 주로 PS형에 대해서 출원

이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부분치환 대퇴, 경골부재에 대해서도 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형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79.년에 회전 및 힌지형 무릎 보형물이 출원되었으며,

대퇴부의 내측에 치아형의 표면을 가지는 구조(EP00303467)로 발전하였으며, 1990년대에
는 경골부재와 대퇴부재가 핀으로 고정된 힌지형 인공보철물이 개량되었다. 1993년에는
후방 하우징이 존재하며, 스템부재가 결합되는 무릎보철물(US05405395)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CR형의 경우 1996년에 대퇴골 요소의 안쪽 부분의 면표면이 경골요소의 상표면에 있는

안쪽의 면표면과 거의 합동(JP20000514338)인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기타 전치환 관련 기술로는 dual "T" configuration을 가지는 트랜스버스 핀을
가지는 경골부재(US04759767)가 출원되었으며, KB0831864에는 관절 연결을 접촉하기 위
한 추가적인 영역을 허용하는 경골부재에 대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부분치환과

관련된

기술은

대퇴부재에

비해

경골부재의

곡률의

내외

반경을

0.25~5.00mm 더 길게 구성하여 안정화를 도모하는 기술이 US20030100953에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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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 WRIGHT MEDICAL TECH INC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US04262368(1979.09.24)

PS형, 회전 및 힌지형 무릎 보형물
US04714474(1986.05.12)

1990년대
US04759767(1987.08.10)

US05019104(1990.01.16)

US05405395(1993.05.03)

dual "T" configuration을 가지는

후면에 금속성 부재를 가진 슬개

PS형, 대퇴부의 후방하우징이

트랜스버스 핀

골

존재

EP00303467(1987.08.10)

US05314481(1992.11.12)

2000년대
KB0831864(2003.10.29)

상대적으로 큰 폭의 베이스는 높은 무릎
굽힘 상태에서 후방으로 향하여 관절 연
결 접촉하기 위한 추가적인 영역을 허용

JP20000514338(1996.07.11)

전
치
환
PS형, 경골플렛폼에 착탈 가능한 인
서트

PS형, extending flanges (14,16,18),

PS형,

회전가능하게

경골부재와

치아형의 bone engaging flange

대퇴부재가 핀으로 힌지형으로 고

surfaces (26)이 존재

정

CR형, 대퇴골 요소의 안쪽과부
분의 면표면은, 경골 요소의 상
표면에 있는 안쪽강의 면표면
과 거의 합동

US04731086(1987.04.20)

US20030100953(2001.11.28)

부
분
치
환
대퇴부재에 비해 경골부재의
대퇴부와 경골부재에 스파이크

곡률의

내외반경을

0.25~5.00mm더 길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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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2.

수술장비의 기술흐름도

수술장비의 기술흐름도를 살펴보면, 1983년에 리머가이드가 처음으로 출원된 이래로,
주로 절삭장비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트라이얼부재와 측정장치도 출원된 것으로 나
타났다.
절삭장비의 경우, 1983년에는 리머가이드(US04467801)와 쉐이핑가이드(US04474177)가
출원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대퇴부 및 경골쉐이핑가이드 관련기술이 꾸준히 출원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슬개골커터(US05035699)가 1990년에, 절삭가이드가 포함
된 단일컴파트먼트 무릎치환장비(US07060074) 출원되었다.
트라이얼부재의 경우, 1992년에는 후방안정화 대퇴부재의 이식을 위한 트라이얼 대퇴부
재(US05176684)와 대퇴부 밀링을 위한 대퇴부 트라이얼부재가 출원되었다.
측정장비로는 2005년 대퇴부 사이즈 측정과 관련된 기술(US20060241634)이 출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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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 WRIGHT MEDICAL TECH INC사의 수술장비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US04467801(1983.03.09)

리머, 얼라인먼트 가이드
절삭

US04474177(1983.03.09)

US04721104(1985.12.02)

대퇴부표면 쉐이핑 장치
US04722330(1986.04.22)

1990년대
US04935023(1989.01.09)

대퇴부 표면 쉐이핑 가이
드
US05002545(1989.01.30)

US05035699(1990.01.09)

슬개골 커터

JP19930277130(1992.02.20)

각도조절가능

US07060074(2001.11.28)

최소절개 단일컴파트먼트 무릎치
환 장비

JP19940133984(1991.03.07)

US20060241634(2005.02.21)

장비

측
정

쉐이핑가이드, 골내에 얼라
인먼트 가이드

대퇴골 트라이얼과 절삭가
대퇴부 쉐이핑 가이드

경골부 쉐이핑 가이드

이드를 포함

US05176684(1992.02.20)

대퇴부 사이즈 측정장치

US05415662(1992.02.20)

US05569259(1992.02.20)

트라
이얼
부재
후방안정화 대퇴부재의 이
식을 위한 트라이얼 이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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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 트라이얼 이식물

트라이얼 리덕션 가이드

8.

4.

기술분석표

아래의 표는 WRIGHT MEDICAL TECH INC사에서 출원한 인공관절 구조분야의 치환
방법과 특징인 부재의 기술분석표이다.
타낸다. 단 연결부재 항목에서는
이며,

인 부분은 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
는 가동, 혹은 고정 베어링의 여부와 무관한 구조

로 표시된 부분은 가동베어링인 구조,

는 고정베어링 구조일 경우로

표기하였다.
[표 47 ] WRIGHT MEDICAL TECH INC의 인공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분석표
치환방법

기술분류

특허번호

기준일

US04262368

1979.09.24

US04714474

1986.05.12

US04731086

1987.04.20

US04759767

1987.08.10

EP00303467

1988.08.10

US05314481

1992.11.12

US05405395

1993.05.03

US05549687

1994.08.03

JP20000514338

1997.06.12

KB0831864

2006.04.28

부분치환

US20030100953

2002.11.27

기타

US05019104

1990.01.16

후방십자

후방십자

인대보존

인대절제

(CR)

(PS)

전치환

- 164 -

특징부재

부분치환
(UK)

연결부재
대퇴(F)

경골(T)

(베어링)
(MB,FB)

슬개(P)

9.

K YOCER A

9.

1.

COR P

연도별 분야별 출원동향

KYOCERA CORP의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관련된 출

원이 21건으로 전체의 67.7%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재관련 출원이 9건으로 29.0%, 수술장
비와 관련된 특허는 1건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1989년과 1995년에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소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술별로 살펴보면, 구조관련 출원
은 1989년 이후 감소하다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다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감
소하고 있으며, 소재 관련 출원은 2003년과 2004년에 2건씩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8 ] KYOCERA CORP사의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동향 및 기술분야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10(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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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각 세부기술별 점유율

KYOCERA CORP사의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구조와 관련된 특허 21건은 모

두 전치환과 관련된 출원이며, 소재/표면처리와 관련된 출원은 폴리에틸렌(PE)와 관련된
출원이 2건, 금속/세라믹 관련 특허가 2건으로 각각 40.0%를 점유하고 있으며, 표면처리
와 관련된 특허는 1건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9] KYOCERA CORP사의 세부기술별 점유율
1. 패밀리제거
2. 분석구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 중국특허 ~2010년(최우선출원일 기준, 검색시점)

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일본내 출원이 전체 34건중 31건으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로는 미국에만 3건이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술분야별로는 구조, 수술, 소재/표면처리 모두 일본에만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8 ] KYOCERA CORP사의 공보국가별 세부기술별 출원현황
기술분야
전치환
부분치환
기타
절삭
측정
방향가늠장치
수술지원시스템
트라이얼 부재
기타
PE
금속/세라믹
표면처리방법
기타

구조

수술

소재/표면처리
기타
총합계

KR
0

- 166 -

JP
21
1
2
2
1
4
31

US
3
3

EP
0

CN
0

총합계
24
0
0
1
0
0
0
0
0
2
2
1
4
0
34

9.

3.

9. 3.

기술흐름도
1.

인공관절 구조의 기술흐름도

KYOCERA CORP의 인공무릎관절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88년에 힌지형의 PS형 구

조가 처음으로 출원된 이래로 CR형과 PS형이 균형있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형의 경우, 힌지형과 포스트 캠구조로 나누어 출원이 되었는데, 힌지형의 경우, 스템

부재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인공무릎보철물(JP19890221157), 대퇴골 및 경골부재에 결
합볼트로 고정되는 무릎보철물(JP19940105855)으로 발전되었으며, 1994년에는 경골성분
의 금속제 내에 플라스틱 슬리브를 개입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힌지형 인공보철물
(JP19960173464)으로 발전하였다.
CR형의 경우는 경골부재에 메탈프레임으로 둘러싸는 기술(JP1990006585)이 1988년에

출원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퇴부재 내에 슬리브형 보강재가 결합되어 있는 인공무릎
보철물(JP19910195550), 대퇴부재 내측에 압전돌기가 결합된 구조(JP19940339491)가 출원
되었다. 1994년에는 대퇴골의 하중을 받는 경골요소의 접동면의 양측을 안쪽으로 경사지
게 구성하는 구조가 출원되었다.
그

외에

전치환

(JP19900203854),

관련

특허로는

1990년에는

1989년에

shank

부재와

다수의

핀이

트레이로

매설된
구성되는

경골대퇴부재
대퇴골부재

(JP19920158860)와 관련된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1995년에는 전방은 대칭이나 후방은 좌

우 비대칭인 경골부재(JP19970149910)에 대한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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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 KYOCERA CORP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종합기술흐름도
~1980년대
JP19890221157

JP19910195549

1990~1993
JP19940105855

1994~1995

1996~1997

JP19960173464

2000년대
JP20030061991

PS형
JP20030116892

전치

JP1990006585

환

JP19910195550

JP19940339491

JP19960173465

19920158860

JP19970149910

JP19970094261

CR
형

JP1990020385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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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19990047174

20040254811

[표 50 ] KYOCERA CORP사의 인공무릎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JP19890221157(1988.02.29)

PS형, 지점핀(3), 록볼트(4,7),스템부재
(6),체결볼트(8)으로 구성,힌지형

1990~1993
JP19910037056(1989.06.30)

경골부위의 후방회전 용이 135도

JP19900065858(1988.08.31)

JP19910195549(1989.12.26)

1994~1995년

JP19920158860(1990.10.24)

JP19960173464(1994.12.26)

JP19970149908(1995.11.30)

대퇴골컴포넌트1, 후방으로 구부려

PS형, 경골성분의 금속제 본체 내부

뼈와의 접합표면부에 충전한 뼈

지는

에 오목한 곳에 플라스틱sleev를 개

시멘트가 1~3mm연결되도록 시

입시켜, 금속재의 로테이터를 감착함
JP19960173465(1994.12.26)

멘트 굄을 마련
JP19970149909(1995.11.30)

요부슬라이딩표면1b,

shank

컴포넌트 2는 트레이 2로 구성
JP19940105855(1992.09.30)

전
치
환
CR형, 경골부재, PE의 분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메탈프레임으로 둘러쌈

JP19900203854(1989.01.31)

다수의 핀이 매설되어 있는 경골, 대
퇴부재

PS형, 슬라이딩섹션 b1로 , shank T
에 가까이 있는 end shank부재 B와
연결

CR형, 대퇴골의 한벌의 뒤벽이 후
PS형, 대퇴골 및 경골부재에 결합볼

측 에 하자 모양으로 배치, 경골요

돌출부 4를 고정용 줄기 S의 내

트 존재, 힌지형

소는 하중을 받는 접동면의 양사이

부에서 고착

드에 안쪽으로 경사지게 구성
JP19910195550(1989.12.26)

JP19940339491(1993.06.01)

JP19910195551(1989.12.26)

CR형, reinforcing rib a4가 대퇴부
재 A의 ner periphery shape의 형
상을 가짐

CR형, 대퇴골측에 압전돌기(6,7,8)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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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19970094261(1995.09.29)

베어링 인서트를 작은힘으로 장착

JP19970149910(1995.11.30)

전방은 대칭, 후방은 좌우비대칭
형 경골부재

1996~1997년

2000년대

JP19980155824(1996.11.29)

JP20030061991(2001.08.30)

PS형, 캠 13에 연속해 상기 대
주접동면(5),부접동면(6)이
전

존재하

며, 마모감소

치

퇴골 부재 3의 내면 3 a에 거의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일의
리브 14가 상기포스트계합용 도
랑 12와의 능선부에 형성

환
JP19990047174(1997.07.31)

JP20030116892(2001.10.10)

각도부(4), 날개부(5)이 마련되어 있

PS형, 곡율 반경 60 mm이상의

으며, 안정성, 고착성 향상

현수면(13b)가 존재

JP20040254811(2003.02.25)

안쪽 접동면은, 전후방향단면에
서 전측과 후측이 함께 원호상
을 이루어, 전기 외측 접동면은,
전후방향단면에서 전측이 원호
상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후측
이 직선 모양이도록(듯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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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2.

소재/표면처리의 기술흐름도

KYOCERA CORP사의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PE, 금속/세라믹

소재와 관련된 특허 뿐만 아니라, 폴리비닐알코올 하이드르겔을 이요한 연골부재, 다수의
구멍이 형성된 표면층을 가진 대퇴부재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vital activator material layer와 wear resistance material layer으로 코팅

한 대퇴부재로 표면처리와 관련된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폴리비닐알코올
하이드로겔에 관한 기술(JP19980036534, JP19990130929(), 다공성 표면층을 형성하는 대퇴
부재 등과 관련된 출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감마선 조사를 통한 PE
의 처리와 관련된 기술(JP20050237629, JP20050312505)과 CeO2, Y2O3 포함한 산화 지르
코늄

결정상을

알루미나를

포함하는

복합세라믹스와

JP20050131082)이 출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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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술(JP20050131081,

[표 51 ] KYOCERA CORP사의 소재/표면처리 관련 특허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JP19960173463(1994.12.26)
표면처리

vital

activator

layer

11a,

resistance

material

material

wear
layer

11b를 가진 thighbone

PE

JP20050237629(2004.02.26)

JP20050312505(2004.04.27)

고분자량 폴리에틸렌에 감마선을 1 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으로부터 되는

간당 0.5~10 kGy의 조사 속도로12?24

인공 관절용의 접동 부재에 대해서 감

시간의 조사 시간에25~60 kGy의 양을

마선을 조사하는 감마선 조사 공정과

조사하는 110도에서 열처리

전기 접동 부재를 열처리

JP20050131081(2003.10.30)
JP20050131082(2003.10.30)
금속/세라믹

CeO2, Y2O3 포함한 산화 지르코늄 결
정상을 알루미나를 포함하는 복합세라
믹스
JP19960173463(1994.12.26)

JP19990130929(1997.10.31)
점도 평균 중합도가 5000

다수의 구멍이 형성된 표면

이상,

층, 슬관절 대퇴부의 내측

며, 사출 성형용 재료로서

함수율이65%이하이

에 적용,

블록장는 소립장으로 해 되
는 폴리비닐 알코올 겔

기타

JP19980036534(1996.07.30)

폴리비닐 알코올 하이드로
겔을 이용한 연골부재

JP20000237296(1999.02.25)

대퇴부 내에 무해성 세라믹
부재, 다수의 구멍을 연통
되도록 한 생체보철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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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기술분석표

아래의 표는 KYOCERA CORP에서 출원한 인공관절 구조분야의 치환방법과 특징인 부
재의 기술분석표이다.
재 항목에서는

인 부분은 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단 연결부
는 가동, 혹은 고정 베어링의 여부와 무관한 구조이며,

표시된 부분은 가동베어링인 구조,

로

는 고정베어링 구조일 경우로 표기하였다.

[표 52 ] KYOCERA CORP의 인공관절 구조 관련 특허의 기술분석표
치환방법

특징부재

기
술
분

특허번호

기준일

류

전

JP19890221157

1988.02.29

JP19900065858

1988.08.31

JP19900203854

1989.01.31

JP19910037056

1989.06.30

JP19910195549

1989.12.26

JP19910195550

1989.12.26

JP19910195551

1989.12.26

JP19920158860

1990.10.24

JP19940105855

1992.09.30

JP19940339491

1993.06.01

JP19960173464

1994.12.26

JP19960173465

1994.12.26

JP19970094261

1995.09.29

JP19970149908

1995.11.30

JP19970149909

1995.11.30

JP19970149910

1995.11.30

후방십자

후방십자

인대보존

인대절제

(CR)

(PS)

부분치환
(UK)

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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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재
대퇴(F)

경골(T)

(베어링)
(MB,FB)

슬개(P)

JP19980155824

1996.11.29

JP19990047174

1997.07.31

JP20030061991

2001.08.30

JP20030116892

2001.10.10

JP20040254811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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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분야별 분석
피인용횟수, 패밀리 수, 등록여부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 기술 분야별로 주요 특허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기술 흐름을 분석하였다.
1.

인공관절 구조 분야

1.

1.

1. 1.

후방십자인대 절제형(PS 형)

1.

PS

형의 기술흐름

PS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 포스트가 핀이나, 기타 결합 부재에 의하여, 대퇴부

에 고정되는 힌지형 구조, 그리고, 경골부의 포스트가 대퇴부의 오목한 곳에 걸리게 되어
탈구를 방지하는 포스트 캠 구조(이하 포스트캠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두 형태 모두 1980년대 또는 그 이전부터, 개발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구조로는 힌지형
은 US04219893, 포스트캠 구조는 US04634444에서 공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구조가 단순해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포스트 캠 구
조의 특허가 주로 출원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캠 구조의 인공 무릎관절은 포스트와 경골부의 결합, 캠의 구조, 등에 특징이 있
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0년 US05116375에는 대퇴부의 양쪽 condyle부분을 핀으로 결합하여, 포스트를 고정

시키는 대퇴부재, 1993년에는 금속강화재가 포함된 경골부(US05370699), 94년에는
self-locking taper로 결합된 베이링 및 경골트레이(US05489311), 1996년에는 대퇴부재 내

부에 걸림부를 구성하여 포스트의 이탈을 제한하는 기술(US05824100), 1998년에는 대퇴
부 줄기부재에 실린더 박스가 구성(US06071311)되어 있는 것 등이 출원되었다.
2001년에는 중앙부와 양 condyle 파트로 구성(US20020138150)된 기술이 SULZER에서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DEPUY에서 록킹부재로 포스트를 베어링에 고정시
키는 기술, 대퇴부재 중앙부에 그루브가 존재하는 기술(US20070135925) 등으로 발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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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 PS형 관련 주요 특허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US04219893
UNITED STATES
SURGICAL CORP

힌지형 구조

1990~1994

1996~1997

1998~1999
US06071311

US05011496

JOINT MEDICAL

US05370701

US05370699

PRODUCTS CORP

ARCH DEV CORP

ORTHOMET INC

US05782921
JOHNSON &

US06099570
SULZER

JOHNSON &
JOHNSON

JOHNSON

힌지형 구조

포스트 캠구조

힌지형 구조

US04634444
JOINT MEDICAL
PRODUCTS CORP

US05007933

US05116375

OSTEONICS CORP

HOFMANN AARON A

US05489311

US05824100

JOINT MEDICAL

OSTEONICS CORP

PRODUCTS CORP

US06168629

US06443991

TORNIER SA

DEPUY

PS형

포스트 캠구조

포스트 캠구조

포스트 캠구조
US05330534
BIOMET INC

US05556433
JOHNSON &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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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05824103

US06413279

HOWMEDICA

BIOMET INC

2000

2001

2002

2003

US06491726

US06485519

US20040002767

US20050055102

US20070135925

BIOMEDICAL ENG TRUST

BRISTOL MYERS SQUIBB CO

DEPUY

TORNIER SA

WALKER PETER S

INC

PS형

US20020138150
SULZER

US20030153979
SMITH & NEP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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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1.

2.

주요특허의 요약리스트

아래는 PS형 인공관절 구조분야와 관련된 주요특허의 특징 부재 분석 및 요약리스트이
다.
[표 54 ] PS형 주요특허의 요약리스트

특허번호
(기준일)

특징부재
연
출원인

대

경

결

슬

퇴

골

부

개

대표도면

특징

재

UNITED
US04219893

STATES

(1977.09.01)

SURGICAL

힌지형 인공관절

CORP

JOINT
US04634444

MEDICAL

(1984.02.09)

PRODUCTS

convex, concave형 표면은 가
진 베어링 부재

CORP

JOINT

convex, concave형 표면은 가

US05011496

MEDICAL

진 베어링 부재, 대퇴부에는 2

(1988.02.02)

PRODUCTS

개의 레일이 있어 슬개골을

CORP

US05007933

OSTEONICS

(1989.01.31)

CORP

US05116375

HOFMANN

(1990.08.27)

AARON A

결합

안정화 포스트로, 경골부 베어
링을 고정시킴

생체적합형 소재로 경골부와
대퇴부 제조, 대퇴부에 양쪽을
로드로 결합하여 포스트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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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05370701

ARCH DEV

(1990.09.28)

CORP

US05330534
(1992.02.10)

힌지형구조로서 베어링부가
가동 가능

BIOMET INC

US05370699

ORTHOMET

(1993.01.21)

INC

US05489311(19

MEDICAL

94.01.21)

PRODUCTS

상호교환 가능한 부재로 구성

경골부에 메탈강화제 결합

JOINT

self-locking taper (15,24), a
metal orienting member (20)
으로 구성

CORP

US05556433
(1994.12.01)

US05782921
(1996.07.23)

JOHNSON

대퇴부의 스템부를 볼트로 결

&

합

JOHNSON

JOHNSON

스템부에 슬리브형으로 된 모

&

듈형 대퇴부재

JOHNSON

US05824100

OSTEONICS

(1996.10.30)

CORP

대퇴부 내부에 포스트의 고정
을 제어할 수 있는 부재가 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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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US05824103

HOWMEDIC

bearing

(1997.05.12)

A

stabilizer

support

member,

surface

member,

insert

support,

shoulder screw로 구성

US06099570
(1997.10.28)

US06168629
(1997.10.14)

US06071311
(1998.08.14)

US06443991
(1998.09.21)

US06413279
(1999.03.01)

US06491726
(2000.03.08)

회전이동가능한

SULZER

핀(포스트)와

이동가이드로 구성된 부재

대퇴부의 양쪽언덕의 결합부

TORNIER SA

재에 특징

JOHNSON

대퇴부 줄기에 실린더형 박스

&

가 존재

JOHNSON

대퇴부재의 노치안에 전후방

DEPUY

캠이 있어, 포스트를 제어

플로팅베어링과 고정된 포스

BIOMET INC

트

BIOMEDICAL

후방안정화된 무릎치환 보형

ENG TRUST

물, 베어링 이탈 방지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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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06485519
(2001.01.29)

US20020138150
(2001.03.26)

US20040002767
(2002.06.28)

BRISTOL

핀으로 경골포스트를 고정하

MYERS

는 힌지형 무릎보철물

SQUIBB CO

중앙부와 양 condyle 파트로

SULZER

구성됨

locking 부재로 포스트를 베어

DEPUY

링에 고정

산화지르코늄으로 코팅된 대
US20030153979

SMITH &

(2002.02.11)

NEPHEW

퇴부재, UHMWPE로 제조된
경골인서트부재,
diffusion-hardened surface를
가지는 캠으로 구성

US20050055102
(2003.05.12)

glenoidal cavities (54, 55),
spine(56), 다수의 shoe로 구

TORNIER SA

성되는 베어링부재

US20070135925

WALKER

대퇴부재 중앙부에 그루브가

(2005.12.14)

PETER S

존재

※

인 부분은 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단 연결부재 항목에서는

베어링의 여부와 무관한 구조이며,

로 표시된 부분은 가동베어링인 구조,

우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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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동, 혹은 고정
는 고정베어링 구조일 경

1.

2.

1. 2.

CR

1.

형

CR

형 기술흐름도

CR형(후방십자인대 보존형)의 기본적인 구조는 1970년대에 이미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베어링부재와 경골부재의 결합면, 대퇴부재의 결합방법, 경골부
재 등에 특징이 있는 기술이 다수 출원된 것으로 보인다.
1977년 US04081866에서는 연장 및 굽힘시 컨트롤 로테이션을 허용하는 무릎보철물을
HOWMEDICA에서 출원하였으며, ZIMMER는 경골부재의 하면에 보강부재가 결합되어

있는 특허를 출원하였다.
그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베어링부와 경골부의 결합면 사이에 쿠션부재가 존재
(US05080675)하는 인공무릎, 그리고 베이스플레이스가 회전가능한 출원(US05071438)가

출원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가동형 베어링구조(US05658342, US05358530) 를 가진 특허들
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1994년 US05755803는 대퇴부재의 결합방법 및 표면형태 관련 기술이 출원되었으며,
US05871545에는 베어링이 경골부의 레일을 따라 움직임이 제한되는 기술이 출원되었다.
2000년 들어서는 US07258701에서 대퇴부를 나사로 결합하여, 제조하는 대퇴부재, 2005

년 US20070100463에서는 모듈형 및 고정베어링을 가진 경골부재를 제조하였다.
CR형의 경우, PS형에 비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가동형 베어링과 관련된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골플랫폼 부재와 베어링 부재의 결합방법에 특징을 가진 출
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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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 CR형 관련 주요특허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US04081866
HOWMEDICA

1990~1993

US05071438
INTERMEDICS
ORTHOPEDICS INC

1994~1997

US05658342
ARCH DEV CORP

US05755803
HUDSON SURGICAL
DESIGN INC

2000~2004

2005~2007

US05871546
JOHNSON &

US07258701

JOHNSON

DEPUY

US20070100463
DEPUY

CR형
US04479271

US05080675

ZIMMER

HOWMEDICA

US05358530

US05871545

ZIMMER

BTG INT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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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06123728

JP20090082713

SMITH & NEPHEW

DEPUY

1. 2.

2.

주요특허의 요약리스트

아래의 표는 CR형 관련 주요특허를 시계열적인 순서로 배치한 요약리스트이다.
[표 56 ] CR형 주요특허의 기술 분포 및 특징

특허번호
(기준일)

특징부재
연
출원인

대

경

결

슬

퇴

골

부

개

대표도면

특징

재

US04081866
(1977.02.02)

US04479271
(1981.10.26)

US05080675
(1990.03.12)

US05071438
(1990.11.07)

연장 및 굽힘시 컨트롤 로테

HOWMEDICA

이션을 허용하는 무릎보철물

베어링 하 부재에 금속성 판

ZIMMER

이 존재

HOWMEDICA

충격흡수부재(11)이 마련

medial condylar

INTERMEDICS

compartment축에 대하여, 베

ORTHOPEDICS

이스플레이트가 회전할 수 있

INC

게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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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05658342
(1992.11.16)

US05358530
(1993.03.29)

US05755803
(1994.09.02)

US05871545
(1994.09.14)

베어링이 움직일수 있게 경골

ARCH DEV CORP

트레이에 결합

가동형 베어링을 갖춘 인공관

ZIMMER

절

HUDSON

대퇴부재 결합방법 및 표면형

SURGICAL

태

DESIGN INC

반월판의 제한된 움직임이 가

BTG INT LTD

US05871546

JOHNSON &

(1995.09.29)

JOHNSON

능

대퇴부 condy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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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06123728

SMITH &

가동형 베어링을 가지고 있으

(1997.09.17)

NEPHEW

며 회전운동가능

CR형,
US07258701
(2004.01.12)

부분치환도

가능,자연

무릎의 반경을 복제할 수 있

DEPUY

는데 유용한 분리결합용 대퇴
부재

US2007010046
DEPUY

3

모듈형 가동 또는 고정베어링

(2005.10.31)

플랫폼의 아래쪽면에서 하부
JP20090082713
(2007.09.28)

로 연장되는 줄기를 가지며,
DEPUY

베어링하부와

경골플랫폼을

결합, 다양한 사이즈로 치환
가능

※

인 부분은 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단 연결부재 항목에서는

베어링의 여부와 무관한 구조이며,

로 표시된 부분은 가동베어링인 구조,

우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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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동, 혹은 고정
는 고정베어링 구조일 경

1.

3.

1. 3.

부분치환

1.

부분치환용 구조의 기술 흐름

부분치환용 구조의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에, 형태적으로 현재와 유사한
구조의 특허가 이미 출원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대퇴부재의 골 결합방법, 경골부재는 골
과 결합하는 방법 등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하지만 부분치환용 부재의 경우,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한 경우가 많아서, 기본 형태에 있어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8년 BRITISH TECH GROUP에서 출원한 US05314482에서는 대퇴부 내부 major
area, minor area로 구성되는 출원이 있었으며, 1988년 US05037439에서는 fixation rail을

가진 부분치환 부재가 기재되어 있다. 1994년 US05871542에는 경골부재가 볼록한 구조의
부분치환부재, 1995년에는 단과식 경골부재 앵커에 특징이 있는 기술을

KOSHINO

TOMIHISA에서 출원하였다.
2000년 들어서는 대퇴부의 페그의 거리에 특징이 있는 부재 등으로 구성되며, 그 이후

로는 큰 변화 없이 특허출원이 진행 중이다. EP01738718(2005년)의 경우, 경골하부표면에
keel이 존재하는 기술로 경골부에 부착시키는 방법(EP01738718)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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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 부분치환 관련 주요특허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US04963153

1990~1996
US05871542
BRITISH TECH GROUP

1997~1999

2000~2003

US06855165

US06494914

FELL BARRY M

BIOMET INC

SULZER

US05314482
BRITISH TECH GROUP

US06102952
KOSHINO TOMIHISA

EP01097679

US20030100953

EP01738718

SULZER

WRIGHT MEDICAL TECH

DEPUY

부분
치환
형

US05766256
TORNIER SA

ALBREKTSSON BJOERN

- 188 -

2007
US20090036984

US20050171604
MICHALOW ALEXANDER

INC

US05037439

2004~2006

AESCULAP

1. 3.

2.

주요특허의 요약리스트

[표 58 ] 부분치환형 주요특허의 기술 분포 및 특징

특허번호
(기준일)

특징부재
연
출원인

대

경

결

슬

퇴

골

부

개

대표도면

특징

재
US04963153
(1987.06.30)

flat semi-circular bearing element로

SULZER

서 blade-like fixing element로 고정

securement surfaces와 elongate
US05314482
(1988.02.05)

BRITISH

articulation사이에 정의된

TECH

body(41,42), 오목한 major area

GROUP

(44), minor area(45)는 평평한 것이
특징

US05037439
(1988.04.11)

US05871542
(1994.07.06)

intermediate element 플랜지를 가진

ALBREKTS

fixation rail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대

SON

퇴부는 elongate fixation member를

BJOERN

가짐

BRITISH

경골부 플랫폼의 표면에 상 결합베

TECH

이렁이 존재하며, 경골표면이 볼록한

GROUP

것이 특징

US06102952

KOSHINO

(1995.04.07)

TOMIHISA

US05766256

TORNIER

크와 디스크를 강화하는 금속링을

(1996.01.23)

SA

포함하는 인터락킹 수단으로 구성된

경골부재 고정 볼트

바닥면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디스

경골보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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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ortion은 first peripheral
US06855165

FELL

edge를 second portion second

(1999.05.10)

BARRY M

peripheral edge를 포함하는 부분치
환용 무릎보형물

EP01097679

SULZER

단일구조 베어링

US06494914

BIOMET

단과식 대퇴부, 페그의 거리에 특징

(2000.12.05)

INC

이 있는 대퇴부재

WRIGHT

대퇴부재에 비해 경골부재의 곡률의

MEDICAL

내외반경을

TECH INC

구성

(1999.10.29)

US20030100953
(2001.11.28)

0.25~5.00mm더 길게

MICHALO
US20050171604

W

(2004.01.20)

ALEXANDE

부분치환에 쿠션부재를 포함

R

EP01738718(200
5.06.30)

US20090036984
(2007.07.04)

※

경골베어링 표면 하부에 keel (16)

DEPUY

부재가 존재

반달판 부분치환, 대퇴부 표면이 반
AESCULAP

달판 부분으로부터 depression의 형
태를 가짐

인 부분은 각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단 연결부재 항목에서는

베어링의 여부와 무관한 구조이며,

로 표시된 부분은 가동베어링인 구조,

우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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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동, 혹은 고정
는 고정베어링 구조일 경

2.

수술장비 분야

2.

1.

2. 1.

절삭장비
1.

절삭장비의 기술흐름

절삭장비는 수술장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무릎치환술에 이
용되는 절삭장비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절삭가이드, 쉐이핑장비, 밀링장비 등
이 본 기술에 포함되었다.
1980년대에 기본적인 구조의 절삭가이드 또는 절삭블럭 등이 이미 출원이 되었으며
(US04487203, US04457307), 1985년에는 U형 슬롯과 템플릿으로 구성된 절삭가이드
(US0472110),

1986년에는

얼라인먼트

로드와

절삭블럭으로

구성된

쉐이핑가이드

(US04759350)가 출원되었으며, 그 이후 여러방향으로 다수의 참고슬롯을 가진 절삭가이

드(US04892093) 등이 출웒되었다.
1990년대에는 슬롯형 가이드(US05474559), 블록형가이드(US05683397)등이 출원되었으

며, 1998년에는 사이즈와 커팅가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절삭장비(US06013081)가 SULZER
에 의해 개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좀더 분야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는데, 절삭시 이용하는 슬개골클램프
(US20040153066), 밀링툴을 포함하는 가이드(US20050192588), 폴리머형 절삭가이드
(EP01832239) 등이 이 시기에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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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 절삭장비의 기술흐름도
1981

US04487203
ANDROPHY
GARY W

1982

1985

US04457307

US0472110

STILLWELL

WRIGHT

WILLIAM

MEDICAL

캐리지어셈블리

U형 슬롯,템플릿

1986

US04759350
DUNN HAROLD

쉐이핑장비

1993

1994

1995

US05643272
US05474559
ZIMMER

HUDSON

US05683397

SURGICAL

SMITH &

1988

SULZER

1992

US04892093

US04952213

US05122144

US05454816

OSTEONICS CORP

BOEHRINGER

KIRSCHNER

HOWMEDICA

MANNHEIM

MEDICAL

경골삽입연장로드

커팅블럭

다수의 슬롯

1998
US06013081

1989

커팅장비,얼라인로

2003

US20040153066
ZIMMER

2004
US20050192588
Garcia, Daniel

드

2006

US20070233138

EP01832239

ZIMMER

HOWMEDICA

NEPHEW

다수의 절삭슬롯

얼라인먼트로드 절
삭가이드슬롯

사이저와 커팅가
커팅블럭

이드 결합

슬개골 절삭삭가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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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툴을 포함하는
가이드

폴리머형 절삭가이
절삭가이드

드

2. 1.

2.

절삭장비의 주요 특허 요약리스트

아래의 리스트는 절삭장비의 주요 특허를 시계열 순으로 정리한 요약리스트이다.

[표 60 ] 절삭장비의 주요특허 요약리스트
특허번호
(기준일)

출원인

대표도면

특징

대퇴부 원위 절단가이드, 대퇴경
US04487203(1981.

ANDROPHY

11.03)

GARY W

골부 가이드 로드, 경골 어댑터,
경골바, 대퇴바 등으로 구성된
triplanar 무릎절제장비로서 장비
의 단순화를 구현

대퇴부에 결합되는 대퇴부어셈블
US04457307(1982.

STILLWELL

리, 대퇴부 어셈블리에 결합되는

08.20)

WILLIAM T

캐리지어셈블리로 구성되며, 서로
대퇴부 축에 회전가능

US04474177(1983.
03.09)

US04721104(1985.
12.02)

WRIGHT

쉐이핑가이드, 골내에 얼라인먼트

MEDICAL TECH

가이드를 가지고 있으며, 리머를

INC

가이드하는 가이드블럭이 존재

WRIGHT

U형의 슬롯을 가지고 있으며, 드

MEDICAL TECH

릴가이드, 템플릿으로 구성되는 대

INC

퇴부표면 쉐이핑 장비

대퇴부 얼라인먼트 가이드를 포함
US04759350(1986.

DUNN HAROLD

하며, 슬리브로 구성된 경골의 커

10.17)

K

팅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대퇴부,
경골부표면 쉐이핑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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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04892093(1988.

OSTEONICS

10.28)

CORP

US04952213(1989.
02.03)

전방대퇴부절삭, 후방 대퇴부 절
삭, 전후방 모서리 모든 절삭을 가
능하게 하는 대퇴부 절삭가이드

central longitudinal axis상에 회전

BOEHRINGER

바를 클램프로 지지하기 위한 경

MANNHEIM

골삽입 연장로드를 가지는 대퇴골

CORP

US05122144(1989.

KIRSCHNER

09.26)

MEDICAL CORP

커팅가이드

회전가능하며, 전후방평면이 있으
며, 외과용 톱 가이드, 드릴을 위
한 홀을 가진 커팅블럭

절삭블레이드를 위한 가이드한쌍
US05454816(1992.
02.07)

의 벽면을 가지는 베이스부재, 다
HOWMEDICA

수의 스페이스 어파트 가이드 로
드, 대퇴부 커팅장비, 얼라이닝 로
드 등으로 구성

US05474559(1993.
07.06)

US05643272(1994.
09.02)

슬롯을 포함하여 다수의 참고플

ZIMMER

레인을 가지는 밀링가이드

HUDSON

경골용 절삭가이드, 얼라인먼트 로

SURGICAL

드, 절삭가이드 슬롯

DESIG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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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

flat opposing 전후방 표면을 가지
US05683397(1995.

SMITH &

는 body, 다수의 flat peripheral

02.15)

NEPHEW

표면을 가지는 body 등으로 구성
되는 절삭가이드

한쌍의 반대되는 외부 그루브와
US06013081(1998.
09.09)

slide member receiver로 구성되

SULZER

는 사이저, 사이저와 결합되어 있
는 대퇴부 커팅가이드와 결합

전방면, 후방면, 내측면 외측면을
US20040153066(2
003.02.03)

가진 슬개골 절삭가이드로서, 제1

ZIMMER

죠는 슬개골의 내측면, 제2죠는
슬개골의 측면을 잡아주는 클램프

가이드를 포함하는 경골블럭, 가이
US20050192588(2
004.02.27)

드가 결합된 밀링툴, 커팅슬롯을

Garcia, Daniel X.

가진 지그 등올 구성되며, 슬롯을
통하여 대퇴부를 커팅할 수 있음

로드로부터 연장된 얼라인먼트 가
US20070233138(2
006.01.27)

이드, 레일축으로 정의된 절삭가이
ZIMMER

드 바디, 레일과 짝을 이루는 커플
링멤버 등으로 구성된 절삭 가이
드

폴리머형 물질, 적어도 하나의 가
EP01832239(2006.
03.06)

이드표면을 가지는 커팅가이드, 뼈
HOWMEDICA

의 커팅에 적합한 커팅기구 등으
로 구성된 단일 용도의 절삭가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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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측정장비

2.

2.

1.

측정장비의 기술흐름

무릎치환술에 이용되는 측정장비 관련 주요특허의 기술흐름을 분석한 결과, 주로 경골
또는 대퇴부의 사이징 장비와 인대장력 또는 동적밸런스의 측정장비, 그리고 무릎의 갭
을 측정하는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형태적인 흐름은 아래의 표와 같다.
djustable force calibration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인대의 장력을 측정하는 장비가 1983

년에 BIOMET에서 출원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는 대퇴부 사이즈 측정장비와 갭
을 측정하는 장비, 인대 또는 동적인 밸런스를 측정하는 장비들의 특허가 주로 출원되었
다.
2000년대에는 정상일 때와 수술중의 kinematics를 비교하여 인대의 밸런스를 측정하는

기술(US20030153978)이 WHITESIDE BIOMECHANICS INC에서 출원되었으며, DEPUY
에서는 2003년에 force introduction 수단을 구비한 동적인 텐션을 측정하는 기술
(EP01651152)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징 장비로는 주로 절삭가이드 등과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US07488324와

US20080161824에서 드릴가이드 등의 기타 장비가

결합된 형태의 사이징 가이드가 주요 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특허로는 서재곤이
2008년에 슬관절의 사이즈 장치를 출원하여, 최근에서야 국내의 기술개발이 시작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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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 측정장비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1990년대
US05562675

대
퇴

DEPUY

부

2000~2003

US05486178

2004

US07488324

HODGE W

BIOMET INC

ANDREW

사
이
징
장
비

인
대

US04501266
BIOMET INC

US20030153978

EP01651152

US07442196

WHITESIDE

DEPUY

SYNVASIVE TEC

텐션측정

동적인 밸런스의 측정

BIOMECHANICS

/밸
런
스
측
정
인대장력측정

인대밸런스측정

US05800438

US07455647

FINSBURY INSTR

TARABICHI

LTD

SAMIH

무릎갭측정

무릎갭측정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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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8

2005~2008

US20080161824

KP20090108228

HOWMEDICA

서재곤

2. 2.

2.

측정장비의 주요 특허 요약리스트

측정장비의 주요특허를 기준일 순으로 아래의 표에 요약정리하였다.
[표 62 ] 측정장비의 주요 특허 요약리스트
특허번호
(기준일)

US04501266(198
3.03.04)

출원인

대표도면

특징

djustable force calibration 메
BIOMET INC

커니즘을 이용한 인대장력의 선
택 및 측정기구

대퇴부 관절면에 결합을 위한
US05562675(199
2.09.01)

feet, 대퇴부의 절삭표면에 접촉
DEPUY

하는

flat

surface를

가지는

body를 포함하는 대퇴부 사이즈
측정장비

intramedullary alignment rod가
US05486178(199

HODGE W

있으며, axial rotational position

4.02.16)

ANDREW

의 세팅을 가능하게 하는 대퇴
부 사이징 가이드

무릎의 굽힘 및 폈을 때의 삽입
US05800438(199

FINSBURY

이 가능한 parallel pair of

5.10.23)

INSTR LTD

paddle flanges로서 최소갭과
최대갭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EP01304093(200

SOFINORDEST

1.10.22)

S A S

무릎이식을 준비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인대의 밸런스를 측정
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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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20030153978(
2002.02.08)

WHITESIDE

정상관절의 kinematics와 수술진

BIOMECHANIC

행중의 kinematics를 비교하고,

S INC

인대의 밸런스를 측정

lower tissue engaging surface
를 가지는 제1 planar member,
US07455647(200

TARABICHI

upper tissue engaging surface

3.07.24)

SAMIH

를 가지는 제2 planar member
를 포함하는 동적스페이서와 텐
셔너, 굽힘-폄의 간격을 측정

대퇴부 인서트, 경골부 인서트
EP01651152(200
3.08.05)

그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force
DEPUY

introduction 수단을 구비한 동
적인 텐션을 측정하기 위한 장
비

US07488324(200
3.12.08)

US07442196(200
4.02.06)

한쌍의 feet가 결합된 연장부,
BIOMET INC

한쌍의 드릴가이드 등을 포함하
는 대퇴부 사이징 가이드

SYNVASIVE

대퇴 원위부에 착탈이 가능한

TECHNOLOGY

stationary

INC

구성된 동적밸런스 측정장비

femoral

member로

대퇴부에 결합할 수 있는 메인
US20080161824(
2006.12.27)

유닛, stylus operable to

HOWMEDICA

support a tracker로 구성되는
대퇴원위부 사이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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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방향으로 슬라이드홈이 형
성되며, 전후방향으로 고정핀홈
KP20090108228(
2008.04.11)

이 관통형성되고, 슬라이딩 홈에

서재곤

슬라이딩 가능하게 하는 이동바
등을 포함하는 인공슬관절 사이
즈 결정장치

2.

3.

2. 3.

방향가늠장비(얼라인먼트장비)
1.

방향가늠장비의 기술흐름

방향가늠장비는 얼라인먼트 장비라고도 하며, 무릎치환 수술시 무릎의 정렬을 도우는
장비이다. 방향가늠장비의 주요특허를 분석한 결과, 정렬로드를 골수내강에 삽입하는 장
비에 특징이 있는 기술과 rotational alignment guide, 외측에서 얼라인먼트를 측정하는
장비 등이 주요 기술흐름으로 나타났다.
1982년에 PETERSEN THOMAS D는 경골에서 발목까지의 얼라인먼트를 측정하여, 베

어링의 축의 결정에 이용한 기술(US04524766)을 출원하였으며, HOWMEDICA는 대퇴부
의 커팅지그와 결합된 축얼라인먼트를 대퇴부에 삽입하는 기술(US04646729)을 개발하였
다. 이후에도 정렬로드가 포함되어 있는 얼라인먼트 장비는 꾸준히 출원된 것으로 나타
났는데, US05688281(1994)에서는 골수내 로드 삽입오프닝을 포함하는 장비가, BRISTOL
MYERS SQUIBB에서는 1996년에 Epicondylar Guide가 존재하는 얼라인먼트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출원인으로는 서재곤이 기계적 출만으로 대퇴골을 정렬할
수 있는 얼라인먼트 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렬로드 삽입을 하지 않는 기타 기술로는 US05540696, US05669914에서 rotation
alignment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가 출원되었으며, STRYKER는 2001년에 three-way
alignment guide와 six way alignment guide가 결합되어 있는 절삭장비(EP01302167)를

개발하였다. Petersen, Thomas D는 small diode laser를 이용하여, 골수 외에서 얼라인먼
트를 측정하는 기술(US20050070897)을 특허출원하여,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분야의 기술
을 개척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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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 방향가늠장비(alignment)의 기술흐름도
1990~1996

~1980년대
US04646729
정

HOWMEDICA

2000~2001

2002~2003

2005

US05688281

US05830216

US05676668

BRISTOL MYERS

JOHNSON &

EP01302167

US07094241

KB0626212

EXACTECH INC

JOHNSON

STRYKER

ZIMMER

서재곤

SQUIBB CO

렬
로
드
삽
입

US04938762

US05540696

US05669914

PROTEK AG

ZIMMER

UNIV COLORADO

rotational alignment

rotational alignment

guide

guide

기
타

US20050070897
US04524766
PETERSEN

US05704941

Petersen,

OSTEONICS CORP

스몰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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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방향가늠장비의 주요 특허 요약리스트

[표 64 ] 방향가늠 장비(얼라인먼트)
특허번호

출원인

(기준일)

US04524766(198

PETERSEN

2.01.07)

THOMAS D

US04646729(198
2.02.18)

대표도면

경골에서 발목까지 얼라인먼트
를 측정하여, 베어링의 축의 결
정 및 절삭각도의 결정에 이용

대퇴부 커팅지그와 축얼라인먼

HOWMEDICA

US04791919(198

THACKRAY C

5.01.25)

F LTD

특징

트가 포함

대퇴부 condyles 사이에 rod를
삽입하여, 대퇴부의 얼라인먼트
를 결정

얼라인먼트바의 꼭대기에는 이
US04938762(198
7.12.16)

동가능한 얼라인먼트 엘리먼트

PROTEK AG

가 존재하며, 두방향의 커팅블럭
이 존재

골수내 로드를 삽입하기 위한
US05688281(199

EXACTECH

4.12.16)

INC

오프닝, 골수내 cannal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의 대퇴원
위부 기계적 축과 관련한 선택
적 앵글을 결정

US05540696(199
5.01.06)

rotational alignment guide를
ZIMMER

포함하며, 블래이드 가이딩 슬
롯, tensor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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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05704941(199

OSTEONICS

5.11.03)

CORP

외부의 얼라인먼트 샤프트를 이
용하여, 절제위치를 결정할 수
있음

전방십자인대가 위치하기 충분
한 공간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
US05669914(199

UNIV

는 대퇴부 leaves을 가지는 대퇴

6.02.16)

COLORADO

부성분 등으로 구성된 무릎보철
물을 위한 rotation alignment
device

US05830216(199
6.10.30)

BRISTOL

대퇴부의 정확한 배향을 위해,

MYERS

Epicondylar Guide가 존재

SQUIBB CO

locator의 후방말단을 얼라이닝
US05676668(199

JOHNSON &

을 위한

angularly adjustable

6.02.20)

JOHNSON

locking alignment portion이 존
재

스페이서, 커팅가이드, 펜플레이
US06478799(200

WILLIAMSON

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의

0.06.29)

RICHARD V

대퇴부, 경골 절삭이전에 최종적
인 얼라인먼트를 위한 장비

EP01302167(200
1.10.10)

three-way alignment guide 와
STRYKER

a six way alignment guide가
결합하고 있는 대퇴부 절삭기구

얼라인먼트 로드는 대퇴부의 기
US07094241(200
2.11.27)

계적인 축을 따라 위치하고, 스
ZIMMER

페이싱장비는 대퇴부 절삭슬롯
을 포함하는 하지 얼라인먼트
교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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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퇴부 헤드의 중심을 삼각측
US20050070897(

Petersen,

2003.09.29)

Thomas D.

정하기 위해 대퇴부의 종축에
무릎의

중심에

small

diode

laser를 이용하여, 얼라인먼트를
골수 외에서 측정

절골기를 장착하기 위한 장착공,
KB0626212(2005.
09.09)

대퇴골 하단에 박히는 핀이 삽
서재곤

입되는 삽입공으로 구성, 기계적
축으로만 대퇴골을 정렬할 수
있음

2.

4.

2. 4.

수술지원시스템
1.

수술지원시스템의 기술흐름

수술지원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한 수술방법, 이미징, 수술플랜, 네비게이션 장치 등에
관련된 것이며, 주로 2000년대 이후부터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다.
1980년대에는 드물게 이미지 촬영을 이용한 수술방법과 관련된 출원이 있었으나, 그리

많지 않았고, 1990년대에 들어서 OSTEONICS CORP가 hip의 기능적 중심위치와 관련된
이미지스피어를 계산하는 수술지원시스템을 출원하였으며, DELP SCOTT L는 이미지데
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이용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US05871018)를 출원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부터는 위치 센서를 이용하여, 신체부분 화상을 획득한 후, 네비게이션 시스템

을 이용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포지션 센서
(US20040243148), 대퇴, 경골위치의 모니터링(US20050251148, AESCULAP)등이 출원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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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 수술지원시스템의 기술흐름도
1993

1995

US05611353

US05871018

(OSTEONICS

(DELP SCOTT L)

CORP)
hip의 기능적 중심
위치와 관련된 이
미지스피어를 계산

이미지데이터를 이용
하여 3차원모델을 이
용

2001
US07547307
JP20040523297
(SMITH & NEPHEW)
위치센서에 의하여 신
체부분화상을 획득하
고 네비게이션 트래킹
EP01450696
DEPUY

수술지
원시스
템

대퇴, 경골위치관련 정
보이용하여 무릎보철
물 선택

2002~2003

US20050251148
(AESCULAP)
네비게이션시스템으
로 경골대퇴위치 모
니터링

2004~2005

2006

US20060235538
(TORNIER SA)
슬개골과
의

m a rk in g - o u t
의

US20090240169
US20090264737

제1, 제2 하지데이터
슬개골트랙킹 장비

EP01905388
DEPUY

ZIMMER

함하는 포지션센서
US20050096535
STRYKER
기계적인 축데이터를
이용하여 2차원이미
지 등록하는 네비게
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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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이식물
의 위치계획

수단

US20040243148

무선트랜스미터를 포

(BRAINLAB AG)

(DEPUY)

대퇴부
s p a t ia l

2008

cellular network 를
통한 이식물의 모니
터링

2. 4.

2.

수술지원시스템의 주요 특허 요약리스트

[표 66 ] 수술지원시스템
특허번호
(기준일)

출원인

대표도면

특징

hip의 기능적 중심은 환자의
acetabulum을 고정시킴으로 위치시킨
US05611353(199

OSTEONICS

후, 대퇴부의 참고포인트의 위치변화를

3.06.21)

CORP

측정하고 hip의 기능적 중심의 위치에
관계된 중심을 가지는 이미지 스피어를
계산

이미지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이미지
데이터를 컴퓨터에 읽히는 단계, 삼차원
US05871018(199
5.12.26)

컴퓨터 모델을 형성하는 단계, 수술에

DELP SCOTT L

대한 해부학적 특징을 확인하는 단계,
해부학적구조를 교정하는 단계로 구성된
컴퓨터 어시스트 수술방법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체부분의 이미지
US07547307(200

SMITH &

를 획득, 등록, 네비게이션 트레킹하고,

1.02.27)

NEPHEW

얼라인먼트 모듈과 장비의 얼라인먼트를
지정

스페이싱과 tensioned 대퇴경골의 위치
EP01450696(200
1.11.05)

와 관련된 spatial data, HKA각도와 관

DEPUY

련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무릎보철물의
선택하는 방법

신체부분 화상장치가 적어도 1개의 위치
JP20040523297(2

SMITH &

센서에 의해 추적가능한 기준기에 장착

001.02.27)

NEPHEW

하여, 신체부분의 화상을 획득하는 과정
을 포함하는 단일구획 슬관절 수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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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al tibial head 또는 distal femur
US20050251148(
2002.11.05)

와 관계하여,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
AESCULAP

하여 경골과 대퇴부의 위치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 knee-joint
endoprosthesis의 위치결정 방법

수술장비, 이식물, 수술장비의 포지션 센
US20040243148(
2003.04.08)

서, 무선 트랜스미터를 포함하는 포지션
ZIMMER

센서, 무선 리시버와 signal conditioning
circuitry,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미니어쳐
포지션 센싱디바이스

US20050096535(
2003.11.04)

기계적 축 데이터를 가지고 2차원이미지
STRYKER

를 등록하여 이용하는 네비게이션 시스
템

슬개골과 대퇴부의 spatial marking-out
US20060235538(
2005.04.13)

의 수단이며, 보철물의 슬개골 이식물을

TORNIER SA

가지고 가상으로 제공하여, 이 슬개골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함

US20090264737(
2006.04.07)

환자의 슬개골 후면에 착탈가능한 제1부
DEPUY

재, 외측표면을 가지는 제2부재로 구성
되어 있는 슬개골 트레킹 장치

computing device (16), a controller
EP01905388(200
6.09.29)

(14)와

DEPUY

orthopaedic prosthesis (12)를

포함하는 cellular network 를 통한 이식
물의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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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limb data set을 제공, a second
US20090240169(
2008.03.19)

limb data를 제공, plurality of envelope
BRAINLAB AG

points를 나타내는 데이터 셋을 결정하
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식물 위치계획방
법

2.

5.

2. 5.

트라이얼 부재
1.

트라이얼 부재의 기술흐름

트라이얼 부재의 주요 특허를 분석한 결과 절삭 가이드 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로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WRIGHT MEDICAL TECH INC는 대퇴부용 밀링가이드에 트라이얼 부재가 포

함되어 있는 특허(US05100409)를 출원하였으며, 그 이후, MEDIDEA가 대퇴부 내에 절
삭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트라이얼 부재(US06102916, US05957926)를 출원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199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형태의 대퇴부, 경골 트라이얼 부재를 출원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Zimmer, SMITH & NEPHEW에서 대퇴부재에 절삭홈이 구비되어 있

는 트라이얼부재(US06827739, EP02083713)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트라이얼 부재로는 1995년, JOHNSON & JOHNSON에서 다양한 사이즈를 가
진 대퇴부 트라이얼과 어댑터를 출원(US05776201) 하였으며, SMITH & NEPHEW에서는
트라이얼 스템커플러로 구성되는 경골트라이얼이 개발되었다. 이후에는 SMITH &
NEPHEW가 다수의 스페이서를 가지는 경골트라이얼(US05702464)을 1999년에, , 2004년

에는 지시선이 있는 대퇴부 트라이얼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8 -

[표 67 ] 트라이얼 부재의 기술흐름도
1993

1995

1996

2002~2003

2004~2005

US05100409

US06102916

US06827739

EP02083713

WRIGHT MEDICAL

US05957926

ZIMMER

SMITH & NEPHEW

MEDIDEA
절삭가이
드포함

US20050283249
US05702464
US05776201

SMITH & NEPHEW

SMITH & NEPHEW

JOHNSON&JOHNSON
다양한 사이즈를 가진 대
퇴부트라이얼

기타

2006

지시선존재

JP19990500036
SMITH & NEP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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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라이얼 부재의 주요 특허 요약리스트

[표 68 ] 트라이얼부재
특허번호
(기준일)

US05100409(199
1.03.07)

출원인

대표도면

특징

WRIGHT
MEDICAL

대퇴부 밀링가이드용 트라이얼 부재

TECH INC

US05776201(199

JOHNSON &

다양한 사이즈를 가진 대퇴부 트라이얼

5.10.02)

JOHNSON

과 어댑터

US05776200(199

SMITH &

5.02.15)

NEPHEW

US06102916(199
5.11.02)

US05957926(199
5.11.02)

트라이얼 관절면과 테이퍼 포션으로 결
합되는 트레이멤버, 한쌍의 트라이얼 스
템커플러로 구성되는 경골트라이얼

골 절삭가이드와 트라이얼부재가 결합
MEDIDEA

되어 있으며, 대퇴부 내부에 절삭홈이
위치하고 있는 트라이얼 부재

골적삭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트라이

MEDIDEA

얼대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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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퇴부 테스트보철구, (b) 개방 소켓
을 가지는 주연부를 갖춘 경골 테스트
JP19990500036(1

SMITH &

보철구, (c) 대퇴부 테스트보철구와 경

995.02.15)

NEPHEW

골 테스트보철구를 서로 상대적으로 조
작하기 위한 핸들, 을 적어도 갖춘 테스
트 슬관절보철구

proximal and a distal surface를 가지는
US05702464(199

SMITH &

경골트레이, plastic liner insert,

6.02.20)

NEPHEW

plurality of spacers 등으로 구성되는
경골트라이얼

US06827739(200
2.08.26)

골수 커낼로 삽입되는 스템을 포함하는
ZIMMER

제1부재, 슬라이딩 리텐션 멤버를 포함
하는 제2부재로 구성된 임시 이식물

US20050283249(

SMITH &

2004.06.22)

NEPHEW

EP02083713(200

SMITH &

6.10.31)

NEPHEW

지시선이 있는 대퇴부 트라이얼

트라이얼 대퇴부재, 커팅가이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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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표면처리분야

3.

1.

소재/표면처리분야의 기술흐름

인공무릎관절의 소재/표면처리와 관련된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금속입자 이중층으로
구성된 다공성 층으로 표면처리한 기술이 1982년에 출원된 이래로, 표면처리기술과 폴리
에틸렌의 생체내 산화를 막는 기술이 주요 흐름으로 나타났다.
표면처리 기술은 HOWMEDICA와 PFIZER HOSPITAL PROD에서 형상의 금속입자 2
중층 구성된 다공성층을 형성하는 기술이 1982년에 출원되었으며, 그 이후, 코발트 기반
합금에 티타늄 등으로 코팅하는 기술(US04969907, SULZER), 금속층에 생체활성물질로
코팅하는 기술(JP19890249049, KYOCERA)로 이어졌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지르코늄
을 이온빔으로 코팅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DEPUY에서 금속본체에
크롬을 포함하는 세라믹코팅과 관련된 기술을 출원하였으며, 나노크리스탈로 금속기재를
코팅하는 기술(US07048767)이 SPIRE CORP에 의하여 출원되었다.
폴리에틸렌(PE) 기술은 열처리방법, 방사선 조사, 무기충전제의 첨가 등의 기술이 주로
출원되었으며, 마모감소 및 생체내에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의 강화가 주를 이루었다.
US06168626에는 compression-deformed state에서 냉각경화하는 기술이, 한국화학연구원

에서는 코로나방전처리 후 그래프트를 실시하는 기술, ORTHOPAEDIC HOSPITAL에서
는 폴리머에 감마선을 조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이온빔을 조사하는 기술이 1990
년대에 출원되었다. 2000년대에는 충전재를 변화시켜 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과 관련된
출원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MERCK PATENT의 실리콘 입자를 포함하는 방법, 고려중
앙학원의 탄소나노튜브를 첨가하는 방법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세라믹 부재와 관련된 특허는 티타늄에 코발트 기반 합금(US05323954, ZIMMER),
티타늄, 니오븀, 지르코늄합금(JP19940233811, SMITH & NEPHEW)을 제조하는 방법이
1990년대에 출원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산화세륨, 산화이트륨 등으로 합금에 쓰이

는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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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 소재/표면처리분야의 기술흐름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US04550448
US05192324

US04969907

JP19890249049

US05198308

US05383934

표

PFIZER,

SULZER

KYOCERA

ZIMMER

IMPLANT

면

HOWMEDICA

처
리

금속입자 2중
층으로

구성

KP20040038976
DEPUY

SPIRE CORP

SCIENCES

금속본체에

코발트기반합금

금속층에

중간층에

에 티타늄등으로

생체활성물질

니켈포함

지르코늄을

코팅

결합

코발트합금

이온빔 코팅

US06168626

KP19970000254

US06228900

BMG INC

한국화학연구원

ORTHOPAEDIC

compression-de
formed state에
서 냉각경화

HOSPITAL
코로나방전처리

폴리머에

후 그래프트

감마선 방사

금

US05323954

JP19940233811

속/

ZIMMER

SMITH &
NEPHEW

세

크롬을

나노크리스탈로

포함하는

메탈기재를 코팅

세라믹코팅

된 다공층

PE

US07048767

KB0264153

JP20030246811

과학기술연구원

MERCK PATENT

UHNWPE에 이
온빔 조사

충전재로
실리카입자포함

JP20050131081
KYOCERA

KP20030005710
고려중앙학원
UHNWPE에 탄
소나노튜브첨가

EP02130516
DEPUY

CeO2, Y2O3를

티타늄합금 폼으

라

티타늄에 코발

티탄, 니오븀,

포함한 산화 지

로 구성된 경골

믹

트 기반 합금

지르코늄 합금

르코늄

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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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0 ] 소재분야 주요특허 요약리스트
세
부

특허번호

기

(기준일)

출원인

특징

술
US04550448

PFIZER

(1982.02.18)

HOSPITAL PROD

US04834756

PFIZER

서로 결합되어 있는 볼형상의 금속입자 2중층으로 구성

(1982.02.18)

HOSPITAL PROD

되어 있는 다공성 층을 가진 금속성 보형물로서 pore의

US05192324
(1982.02.18)
US05441537
(1982.02.18)

HARRINGTON

(1985.07.25)

ARTHRITIS RES

(1985.01.08)

면

HOWMEDICA

US04714473

US04969907

표

크기가 350~500마이크론임, 골성장을 저해
HOWMEDICA

JP19890249049
(1988.03.30)

SULZER

1,vital activator material layer 11a,

조인트부재
wear resistance

material layer 11b를 가진 thighbone Db
코발트기반의 기질에 다공성구조의 티타늄합금, 중간층
ZIMMER

에 니켈을 포함하는 코발트기반합금으로 구성되며, 마모
저항성과 강도를 향상

IMPLANT

(1992.03.04)

SCIENCES CORP

(2000.09.05)

표면이 있으며, 그 표면상에 티타늄, 탄탈륨, 니오븀 합

Co-Cr alloy, titanium alloy로 구성된
KYOCERA CORP

US05383934

US20030186914

않은 커낼이 존재

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조직 친화형 금속코팅을 실시함

리
(1990.12.21)

코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접합면 사이에 코팅되지

cobalt-based cast alloy의 바디와 조직과 융합하는 제2

처
US05198308

대퇴부의 겹합면에 뼈 성장 저해를 위한 다공성 물질로

지르코늄이온을 이용하여, 강도 높은 지르코늄산화물 층
을 형성하기 위해 이온빔 코팅으로 표면을 처리하는 방
법
Y-B-PO3H2(B는 알킬 등, Y는 수소등의 기능성기)의 구

ZEPTOSENS AG

조를 가지는 유기포스포릭산의 다층구조를 가지는 인체
보철물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 합금으로 형성되어 환자의 몸
의

조직에 삽입하는 이식 부분과 지지면과 지르코늄

JP20040535229

SMITH &

또는 지르코늄 합금으로 형성되어 전기 지지면과 마주

(2001.06.01)

NEPHEW

보는 대향 지지면을 가지는

인공 장비 본체에 있어 지

지면과 대향 지지면이, 파랑 흑색 또는 흑색의 산화 지
르코늄의 얇은 피막으로 코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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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20040038976
(2001.07.06)
US07048767
(2002.06.11)
US07410502
(2002.04.09)
US06168626
(1994.09.21)

금속 본체는 베어링 표면에 도포된 세라믹 코팅을 구비
DEPUY

의 두께를 가지는 관절 인공삽입물
SPIRE CORP
NUMAT AS

BMG INC

ORTHOPAEDIC
HOSPITAL

KP19970000254

재단법인

(1995.06.14)

한국화학연구소

US06228900

ORTHOPAEDIC

(1996.07.09)

HOSPITAL

NEW YORK SOC
FOR THE
RUPTURED

폴
리
에
틸

KB0538915
(1996.02.13)

탈기재를 코팅처리
titanium hydroxide 같은 메탈

하이드록사이드 층을 코

팅한 메탈성분
compression-deformed state에서 냉각 경화시키는 과정

51%결정화된 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코로나 방전처리 또는 코로나 방전처리후에 아크릴 계
통의 단량체를 그라프트 반응한 저밀도 폴리에틸렌 층
을 포함하는 뼈 시메트와 접착력이 우수한 인공 삽입물
폴리머에 감마선을 방사하고, 재용융, 단련의 과정을 통
하여 열처리한, 마모를 감소시키는 폴리에틸렌의 가교방
법
분말화된 UHMWPE를 몰드에 채운 후, 피스토으로 몰드
를 140도~225도사이에서 온도를 상승시킨 후,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지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UHMWPE
의 형상화된 물체를 제조하는 방법

THE GENERAL

조사로 발생된 열에 의해 형성된 2 내지 3개의 용융 피

HOSPITAL

크, 및 가교결합을 갖는 방사선 처리된 초고분자량 폴리

CORPORATION

렌
(PE)

1~999 nm를 가지는 나노크리스탈로 메

을 포함

(1995.01.20)

(1996.02.16)

평균사이즈가

분자량 500만 이상을 가지는 UHMWP이 제조방법으로

US06281264

US05721334

하며, 상기 코팅은 크롬 화합물을 포함하고 약 5㎛ 이상

KB0264153

한국과학기술연

(1997.12.31)

구원

JP19990239611

MITSUI

(1998.02.25)

CHEMICALS INC

에틸렌과 이를 이용한 의료 보철물
UHNWPE의 표면에 크기가 작고 생체에 무해한 이온을
선택하여 0.5~1.5keV의 이온가속에너지로 이온주입하고,
분위기가스로 산소를 사용하여 UHNWPE의 표면을 개질
135℃의 o－디클로로 벤젠중에서 측정한 극한 점도
［η］가 1 dl/g이상의 폴리에틸렌라고 비타민 E를 포함
한 폴리에틸렌 조성물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금속염 및 무기산을 함유하는

KB0280352

한국과학기술연

용매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타크릴산, 아크릴산 또

(1998.05.07)

구원

는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단
량체로 방사선 조사에 의해 그라프트시킴

JP20010017455

BRISTOL MYERS

(1999.06.29)

SQUIBB CO

JP20030246811

MERCK PATENT

(2001.12.07)

GMBH

초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 블록은, 초고분자량의 폴리에
틸렌의 적어도 일부분을 가교 시키기위해 10분간 방사
에너지에 의해 방사하여 제조하는 베어링용 관절 블럭
폴리올레핀 매트릭스 및 중전재로서 실리카입자를 포함
하며, 실리카 입자를 중합프로세스 종료 전에 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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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20030005710

학교법인

(2001.07.10)

고려중앙학원

KB0593422

한국과학기술연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과 카올린, 탈크, 스멕타이트, 몬

(2003.07.26)

구원

모릴로나이트, 마이카 등에서 선택된 무기입자를 포함

UHMWPE에 탄소나노튜브첨가0.1~0.5중량부를 첨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접동부재에 감마선 조사, 그리고
JP20050312505
(2004.04.27)

KYOCERA CORP

제1, 제2열처리공정후에 냉각하는 공정으로 구성되며,
제2열처리공정은 전기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융점보
다 낮은 온도로 처리

US05323954
(1990.12.21)

ZIMMER

금

JP19940233811

SMITH &

속/

(1992.12.07)

NEPHEW

세
라
믹

티타늄에 코발트 기반 합금을 결합한 대퇴부재

티탄, 니오븀, 지르코늄 합금으로 구성되며 90 Gpa보다
작은 탄성모듈러스를 가져, 생체에 잠재적인 독성이온을
제지함
CeO2, Y2O3를 포함한 산화 지르코늄 결정상과 알루미

JP20050131081
(2003.10.30)

KYOCERA CORP

나상, 산화 지르코늄 결정상 및 전기 알루미나상의 평균
결정지름이 함께 1μm이하인 복합 세라믹스로부터 되는
생체 부재

EP02130516
(2008.06.03)

DEPUY

다공성 티타늄합금 폼으로 구성된 경골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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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내특허 현황 분석

1.

1.

국내특허의 등록현황

1.

국내 특허의 연도별 등록현황

현재 국내에 출원된 인공무릎관절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체 86건의 특
허 중 2010년 2월 현재 등록유지 중인 특허가 전체의 61.6%로 절반이 넘는 특허의 권리
가 형성되어 있으며, 잠재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심사 중 또는 심사 미청구 중인 특
허도 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90년대 94~95년에 출원된 특허의 등록건수가 많았으며, 2000년 이후에 출원
된 특허는 매년 4~6건 정도가 등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 특허의 경우, 등록유지 중인 특허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
아, 특허 출원건수에 비해서 특허장벽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0 ] 국내 특허의 등록특허 점유율 및 연도별 등록상황
1. 분석구간 : ~2009년(최우선 출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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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세부기술별 법적상태 현황

세부 기술별 법적 상태 현황을 살펴보면, 구조분야에서는 전치환과 관련된 특허는 전체
31건 중 23건이 현재 등록유지 중이며, 심사 중인 특허가 1건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장비

분야에서는 절삭장비가 7건, 측정장비, 방향가늠장비가 각각 2건이 현재 등록 유지 상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표면처리의 경우, 폴리에틸렌 관련 특허가 12건이 등록유지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구조 분야의 전치환 관련 기술과, 폴리에틸렌 관련 기술의 특허장
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시 관련 특허들의 권리
범위와 침해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 ] 세부기술별 법적상태 현황표
기술분야

세부기술
전치환

구조

수술장비

소재/
표면처리

부분치환

거절

등록유지

소멸

2

23

-

1

-

심사중

취하

포기

총합계

-

1

4

1

31

-

-

1

-

-

2

미청구

기타

2

-

-

-

-

-

-

2

절삭장비

3

7

-

1

-

1

-

12

측정장비

2

2

-

-

3

2

-

9

방향가늠장비

-

2

-

-

-

-

-

2

수술지원시스템

-

-

-

-

1

1

-

2

트라이얼부재

1

-

-

-

-

-

-

1

기타

1

4

-

-

-

-

-

5

표면처리

1

1

-

1

-

1

-

4

폴리에틸렌

1

12

1

-

1

-

-

15

1

-

-

-

-

-

1

53

1

2

7

9

1

86

기타
총합계

심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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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특허의 요약리스트

2.

1.

구조분야의 등록특허 요약리스트

구조분야의 등록특허 요약리스트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치환과 관련된 기술이며,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JOHNSON

& JOHNSON, BIOMEDICAL ENG,

SMITH & NEPHEW와 같은 외국계 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분야도 PS형,
CR형, 힌지형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공무릎관절과 관련된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출원인은 2008년에 출원한 코렌텍에서, 4건의 특허를 등록받았으며, 주로 대퇴부재
와 배어링부재, 포스트의 형태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구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의 존속기간은 2012~2024년에 걸쳐있으므로, 그 이전에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
거나, 제품을 출시할 시에는 관련 특허에 대한 침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상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2 ] 구조분야의 국내 등록특허 요약리스트
특허번호
(기준일)

출원인

존속기간

대보철에 과상 돌기부 하면에

JOHNSON
KB0134188
(1988.12.27)

배치된 보강 캐비티와, 대퇴골

&
JOHNSON

특징

만료일

2012.12.29

ORTHOPAED

부분의 두께를 조절하는 적어도
하나의 보강 장치와, 상기 보강
캐비티내에 상기 보강 장치를

ICS

고정시키는 수단을 포함
관절작용을 위한 베어링을 가진
보철장치는 중간요소(122)를 더

KB0178362

PAPPAS

(1992.04.23)

MICHAEL J

2012.07.29

포함하고 있다. 중간요소는 경골
요소에 대한 베어링의 회전과
중간요소에 대한 베어링의 종방
향 병진운동을 허용
기본 하중 베어링부를 가진 복
합 회전면에 의해 정의된 관절

KB0314509
(1992.12.14)

BIOMEDICAL
ENG TRUST
INC

면을 가지는 제1요소, 중앙의 길
2013.09.08

이방향 축을 따라 병진 이동시
킴에 따라 정의된 나선형면인
베어링면을 가지는 제2요소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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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경골 고정장치는 환형으로, 요부
KB0396430
(1994.10.27)

가 있는 금속제 트레이로 구성

BIOMEDICAL
ENG TRUST

2015.10.20

INC

되며, 요부의 내부 깊이는 적어
도 약 1.5 mm이며, 여기에서 고
정대가 경골 원추형 골강 속에
축방향으로 삽입
플랫폼 원형면의 에지영역은 플
랫폼 에지에서 비교적 작은 곡

KB0375563
(1994.11.28)

선 구역과 플랫폼 원형면 사이

BIOMEDICAL
ENG TRUST

2015.11.22

INC

에서 점증적인 곡선의 경사로를
제공하도록 테이퍼지고, 상기 테
이퍼진 영역은 구역에지와 플랫
폼 원형면에 점선이 있는 구성
으로 접촉응력을 감소하는 구조

KB0382055
(1994.12.12)

KB0421161
(1995.01.31)

BIOMEDICAL
ENG TRUST

과상지지대(베어링부)가 경골플
2015.12.12

INC

주연 방향으로 이격된 복수개의
2016.01.30

INC

(1995.03.13)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골

경골 베어링 부재의 관절구 엘

&
JOHNSON

핀이 스템의 길이에 걸쳐 연장
보철 무릎 부품

JOHNSON
KB0385827

이동

가능

SMITH &
NEPHEW

랫폼의 전후면 방향으로

리먼트의 관절이음면의 설계
2016.03.13

및 형상은 관절이음면사이의 접

PROFESSION

촉면적이 완전한 정렬 및 정렬

AL

부정상태에서 최대가 되도록 함

- 220 -

플랫폼의 지지대 면에 미끄러지
도록 결속된 하나의 지지대 면
을 갖춘 플라스틱 지지대와 상
KB0408478

PAPPAS

(1995.03.13)

MICHAEL J

2016.03.12

기 지지대는 또한 플랫폼의 반
지름보다 작은 반지름을 가지는
두 개의 정원통형 활꼴을 한정
하는 스러스트 면을 구비하는
구조

JOHNSON
KB0458340
(1995.09.29)

&
JOHNSON

2016.09.23

PROFESSION

대퇴부품 지지표면의 관상반경
증가시켜 접촉면적을 늘임

AL

연결부재는 상기 경골부의 세로
축 방향으로 연장되며, 회전가능
하게 저널링된 핀(4)을 가지고,
상기 가이드 피스(2) 및 연결부
KB0592895

ZIMMER

(1997.10.28)

GMBH

2018.10.28

재는 별개의 핀으로 형성되며,
가이드 피스로 작용하는 핀과
상기 경골부(1)는 경골부(1)에서
가이드 피스로서 작용하는 핀을
회전하지 않게 고정하는 배열을
형성
무릎 보철물 장치는 두 개의 활
주 공동(7)을 갖는

KB0697163
(1999.11.09)

LINK
WALDEMAR

단일 조각

경골 플래토(2) 및 두 개의 관절
2020.10.27

GMBH CO

구 활주면(6)을 갖는 단일 조각
대퇴골 부품(3)을 포함하며, 이
들 사이의 거리 및 형상은 경
골 활주 공동(7)에 적합하게 됨
대퇴부는 접촉면을 구비한 중앙
부(2) 및 관절부(3)를 가지며, 중
앙부(2)는 종지뼈(19)용 안내면
(20) 및 서로에 대하여 α≤90°의

KB0628446

ZIMMER

(2001.03.26)

GMBH

2021.12.27

예각을 이루는 외측 접촉면(4a,
5a)을 갖고, 관절부(3)는 관절 운
동을 위한 작동면(27, 28) 및 서
로에 대하여 β≤90°의 예각을 이
루는 외측 접촉면(6b, 7b)을 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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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0776079
(2001.04.25)

LINK
WALDEMAR

2022.04.15

GMBH CO

회전 베어링(14, 15)은 경골 구
성 요소(3)에 대해 차단

포크 내로 그 굽힘 축에 대해
횡으로 삽입된 중심편(14)과, 힌
KB0839717
(2001.04.25)

지 포크 내로 중심편(14)의 삽입

LINK
WALDEMAR

2022.04.15

GMBH CO

후 종방향으로의 이동을 통해,
일직선 상에 정렬되는 힌지 포
크 및 중심편(14)의 힌지 보어
(10, 20) 내에 조립될 힌지 핀으
로 구성되는, 굽힘 힌지를 구비
대퇴골 구성 요소(1)와 함께 굽

KB0879834
(2001.06.27)

LINK
WALDEMAR

힘 베어링(11)을 형성하고, 경골
2022.06.21

GMBH CO

구성 요소(2)와 함께 회전 베어
링(12)을 형성하는 커플링 장치
(10)로 구성

상대적으로 큰 폭의 베이스는
KB0831864
(2003.10.29)

WRIGHT
MEDICAL

높은 무릎 굽힘 상태에서
2024.10.25

TECH INC

후방

으로 향하여 관절 연결 접촉
(articulating contact)하기 위한
추가적인 영역을 허용

KB0522360
(2005.05.06)

(주)
코리아나메
디칼

2025.05.06

경골삽입리브 주름

플레이트(11) 저면에 다수의 요
KB0782564
(2006.04.26)

철부(12)가 구비되고 저면 중앙
이부락

2026.04.26

부 및 양측에 고정돌기(13)와 외
면에 요철부(12)를 갖는 보강돌
기(14)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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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곡률반지름을 갖는 복수
KB0901524
(2008.01.08)

의 측면곡률부를 포함하는 것을
코렌텍

2028.01.08

특징으로 하는 대퇴골 결합부재
에 복수의 곡률부가 형성된 인
공 슬관절

대퇴골 결합부재의 후방관절구
KB0901528
(2008.01.08)

끝단은 외측 챔퍼를 포함하여
코렌텍

2028.01.08

측면인대와의 충돌을 막음으로
써 인대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인공 슬관절.
베어링 부재는 실제 무릎운동과
흡사하게 무릎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상부면에 평면 곡률

KB0904087
(2008.01.08)

부가 형성된 홈부와, 보다 자연
코렌텍

2028.01.08

스러운 무릎관절의 운동을 위하
여 상이한 곡률반지름을 갖는
측면 전방곡률부와 측면 후방곡
률부가 형성된 측면 곡률부를
포함
대퇴골 결합부재는 상기 포스트

KB0930727
(2008.01.08)

에 접촉하여 평면상 회전할 수
코렌텍

2028.01.08

있도록 상기 후방 곡률부에 대
응된 곡률로 이루어진 포스트
접촉곡률부가 형성된 캠을 포함
대퇴부 내,외측 중 어느 한 곳에
대퇴부성분을 배치하고, 환자의

KB0813654
(2006.11.17)

경골 내,외측 중 어느 한 곳에
오상수

2026.11.17

경골성분을 배치하며, 상기 대퇴
부성분과 경골성분 사이의 위치
에 맞춰 경골베어링부재를 설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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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수술장비 분야의 등록특허 요약리스트

수술장비 분야의 등록특허 요약리스트를 살펴보면, 국내출원인의 등록특허가 다수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기업의 특허는 2000년 이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삭장비 분야는 1990년대까지는 SMITH & NEPHEW, JOHNSON & JOHNSON이 등
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국내의 서재곤, 오상수 등이 절삭장비 관련기술
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재곤은 절삭, 얼라인먼트, 측정장비 등 수술장비 분야에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 수술장비 분야의 국내 등록특허 요약리스트
세
부

특허번호

기

(기준일)

출원인

존속기간

특징

만료일

술
고정 안내면에 대해 평행한 편평
한 표면을 가진 가동판(23)과, 절
KB0146052
(1988.12.27)

단날을 수용하고 고정면에 대하여

JOHNSON &
JOHNSON

2013.05.07

ORTHOPAEDICS

절단날을 유지하기 위해 고정 안
내면과 가동판의 표면 사이에 공
간을 형성하도록 고정면 쪽으로
가까이 및 멀리 가동판을 이동시
키기 위한 수단
골수 도관을 따라갈 수 있는 로드

절

KB0430362

SMITH &

삭

(1995.02.15)

NEPHEW INC

와 외과의사의 절개 블레이드를
2016.02.15

안내하기 위한 절개가이드, 절개구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스타일러

장

스 수단으로 구성

비

절개 요소(78)와,(d) 절개 장비가
사용 중에 제1 절개 가이드 표면
KB0431911

SMITH &

(1995.02.15)

NEPHEW INC

및 제2 절개 가이드 표면과 맞닿
2016.02.15

도록, 제1 절개 가이드 표면(91)
및 제1 절개 가이드 표면과 함께
평면을 형성하는 제2 절개 가이드
표면(90)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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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대퇴골 절골기와 경골 절골기를
KB0399489
(2000.02.10)

서재곤

2021.02.09

연계시켜 수술자가 의도하는 임의
의 직사각형의 신전간격을 절골
할 수 있는 연결장치

인공삽입물 장착위치 표시, 장착위
KB0562518
(2004.08.16)

치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서재곤

2024.08.16

표시핀이 삽입되는 표시홀이 절골
홈을 따라 전방에서 후방으로 형
성

KB0838743
(2007.03.08)

KB0925282
(2007.06.26)

대퇴부 측정기, 경골 얼라인먼트
오상수

2027.03.08

가이드, 펀치가이드 등과 결합하는
이 구획치환술 무릎관절보철물

이송

2027.06.26

외부정렬로드를 이용하여, 절삭블
럭으로 구성

전면 중앙에는 가이드홈이 형성되
며 상기 가이드홈 측면으로는 고
KB0566767
(2004.04.27)

서재곤

2024.04.27

정핀이 삽입되는 관통공이 형성되
며 지시선이 표시된 고정부를 포
함하는 경골절골기 정렬 연계장

얼

치

라
인
먼
트

축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지 않고
KB0626212
(2005.09.09)

단지 기계적 축만을 기준으로 하
서재곤

2025.09.09

여 가이드장치를 기계적축과 수직
으로 대퇴골에 장착할 수 있는 대
퇴골정렬 가이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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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슬관절의 규격에 대응되는 눈
금과 사이즈가 표시된 바디와;
KB0528121
(2003.03.27)

서재곤

2023.03.27

상기 바디의 슬라이드 홈에 슬라
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며 상부에
상기 바디의 눈금을 지시하는 지

측

시선이 표시된 슬라이더로 구성

정

KB0918012
(2007.11.30)

인공무릎관절의 굽힘 및 비틀림
대한민국

2027.11.30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 시험용 지그

KB0638949

HOFMANN

(2000.03.27)

AARON A

2018.07.27
경골(40)의 상부 말단부를 세이핑
한 후, 경골 부품(10)을 접합시키

KB0682684

HOFMANN

(2006.07.11)

AARON A

2018.07.27

는데 사용되는 인터루더 툴(38)

티비아 임팩터의 일측에 경골의
KB0822471
기

(2006.11.22)

기계적 축(슬관절 중앙에서 발목
서재곤

2026.11.22

중앙을 잇는 선)과 평행하게 놓일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지게 가

타

이드바를 설치하는 경골임팩터

커터는 환봉 형상으로 되어 있음
과 함께 슬리브 내에 모터에 의해
회전할 수 있도록 결합 위치되고
KB0873014

의료법인

(2008.05.16)

장산의료재단

슬리브 외측으로 연장된 외팔보
2028.05.16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샤프트와, 슬
리브 외측으로 연장된 샤프트의
선단부에 형성된 헤드를 포함하는
로봇을 이용한 절삭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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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등록특허 요약리스트

소재/표면처리 분야는 국내 출원인의 상당부분의 등록특허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폴
리에틸렌의 처리방법에 권리가 집중되어 있으며, 폴리에틸렌의 방사선 조사, 무기물첨가,
열처리 방법등 다양한 기술의 등록특허가 존재한다. 기업보다는 주로 연구소에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 소재/표면처리 분야의 국내 등록특허 요약리스트
세
부

특허번호

기

(기준일)

출원인

존속기간

특징

만료일

술
표
면

KB0876444

처

(2007.06.07)

코렌텍

2027.06.07

티타늄코팅층에 마이크로아크산화에 의해 형성된 다
공성의

산화막을 포함

리
분자량이 500만 이상이고, 약간 가교되어 있으며, 압
축 면의 직각 방향으로 압축되고, 압축 가압되면서 냉
KB0293587
(1994.09.21)

BMG KK

2015.09.18

각 및 고화되어 압축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결정(結
晶) 면이 배향되고, 압축 면과 직각 방향의 두께가 5
내지 10 mm 인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성형된 블록

THE
KB0538915
(1996.02.13)

GENERAL
HOSPITAL

2017.02.11

CORPORATI

자유 라디칼이 검출되지 않는 방사선 처리된 초고분
자량

폴리에틸렌

ON
인공관절의 상대운동 부위에 사용되는 UHNWPE의 표

폴
리

KB0264153

한국과학기

에

(1997.12.31)

술연구원

면에 크기가 작고 생체에 무해한 이온을 선택하여
2017.12.31

0.5~1.5keV의 이온가속에너지로 이온주입하고, 분위기
가스로 산소를 사용하여 UHNWPE의 표면을 개질시킴

틸

으로써 UHNWPE의 내마모성을 향상

렌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금속염 및 무기산을 함유하

(PE)
KB0280352

한국과학기

(1998.05.07)

술연구원

는 용매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타크릴산, 아크릴
2018.05.07

산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
되는 단량체로 방사선 조사에 의해 그라프트시켜
UHMWPE를 표면개질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가공성형한 후 즉시 0 ~

KB0307799

한국원자력

(1998.12.31)

연구소

5℃로 급냉시키고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내마모성을
2018.12.31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
렌의 가공방법

KP20030080025
(2001.02.23)

SMITH &
NEPHEW
INC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를 가교후
2022.02.25

,UHMWPE를 어닐링하고, UHMWPE를 기계처리하여
이식물을 형성하고,상기 이식물의 마모 시험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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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모 입자를 발생시키고, 마모 입자를 수집 후, 입
자를 0.05 μm 이하의 세공 크기를 갖는 필터를 이용
하여 여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UHMWPE로부터 마
모입자 단리방법

KP20030005710
(2001.07.10)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100중량부에 대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

2021.07.10

원

여 탄소 나노튜브(CNT) O.1 내지 0.5중량부를 첨가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가 첨가된 초고
분자량 폴리에틸렌
분자량이 1,750,000 내지 6,000,000인 초고분자량 폴

KB0593422

한국과학기

(2003.07.26)

술연구원

리에틸렌과 카올린, 탈크), 스멕타이트 몬모릴로나이트
2023.07.26

및 마이카 등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무기
입자를 포함시켜 내마모성 향상

KB0620567

한국원자력

(2003.12.02)

연구소

KB0590136

한국과학기

(2003.12.15)

술연구원

2023.12.02

용융상태 폴리에틸렌 방사선 조사
올레핀 중합 촉매 및 조촉매가 담지된 무기 입자에

2023.12.15

에틸렌을 부가하여 무기 입자 표면에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중합시켜 각각의 무기입자를 초고분자
량 폴리에틸렌으로 캡슐화
올레핀 중합 촉매 및 조촉매가 담지된 탄소나노튜브

KB0590138

한국과학기

(2003.12.15)

술연구원

2023.12.15

에 에틸렌을 부가하여 탄소나노튜브 표면에서 초고분
자량 폴리에틸렌을 중합시켜 각각의 탄소나노튜브를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으로 캡슐화

KB0917986

한국화학연

(2007.08.14)

구원

U관절면이 닿는 몰드에만 열을 가해 압축성형 하는
2027.08.14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인공관절
의 제조방법
폴리포스페이트와 칼슘 포스페이트 시멘트를 포함하
고, 상기 칼슘 포스페이트 시멘트가 β-트리칼슘포스페

기

KB0371559

타

(2000.04.03)

경원메디칼

2020.04.03

이트 50-58 중량%, 모노칼슘포스페이트 10-15 중량%,
칼슘 설페이트 헤미하이드레이트 8-12 중량%, 잔여성
분 5-20 중량%를 함유하는 생체적합적 골재생을 촉
진하는 골대체 및 재생 소재용 인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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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결론
인공무릎관절의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특허 2358건을 대상으로 특허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기술분류는 인공무릎관절구조, 무릎수술용 장비, 소재/표면처리로 나누었다.
전체특허의 점유율 및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등록/공개 특허가 1113건으로 전체
의 48.0%를 점유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미국,
일본, 유럽은 2000년대에 들어서 특허출원수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감소추세, 한국특
허는 2005년부터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특허의 경우 2002
년부터 특허출원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한국보다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 특허는 외국인(유럽은 비유럽권)의 특허출원이 50%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30~50%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특허의 경우, 미국내 출원인 79.7%를 점유하고 있어, 미국내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공무릎관절과 관련 기술은 미국에 의해서 주도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의 지재권 역시 미국에 의해 선점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간의 상관관계를 통해본 포트폴리오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모두 특허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로 나타났다.
인공무릎관절 전체 분야의 각국별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국내출원인으로는
서재곤, 코렌텍이 있으며, 해외 출원인은 SMITH & NEPHEW, JOHNSON & JOHNSON,
LINK WALDEMAR GMBH CO 등이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은 DEPUY와
KYOCERA CORP, 미국은 ZIMMER, DEPUY, SMITH & NEPHEW 등의 미국기업이 다

출원을 하였으며, 유럽과 중국은 DEPUY가 다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DEPUY, SMITH
& NEPHEW, ZIMMER 등의 미국계 기업은 대부분의 국가에 다수의 특허출원을 하고 있

어, 해당국가의 지재권을 선점을 위한 해외출원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각 국별 주요출원인의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한국특허에서는 서재곤,

SMITH &

NEPHEW는 수술분야, JOHNSON & JOHNSON, 코렌텍은 인공무릎관절의 구조분야, 한

국과학기술원은 소재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DEPUY,
KYOCERA, ZIMMER는 인공무릎관절 구조분야, SMITH & NEPHEW사는 구조, 소재/

표면처리, 수술장비 분야에 골고루 출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에서는 ZI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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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 NEPHEW, WRIGHT MEDICAL TECH INC 등 주요 출원인 모두가 구조, 수

술장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특허와 중국특허에서는 DEPUY
를 비롯한 대부분의 출원인이 인공관절의 구조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허점유율과 평균증가율을 이용한 기술분야별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한국특허에서
는 수술장비 분야는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활발, 구조는 최근 특허감소 추세로 나타났
으며, 일본특허에서는 구조, 수술장비 모두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미국에서는 수술장비, 유럽과 중국은 구조분야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구조는 전치환 관련 기술, 수술장비는 절삭장
비, 소재분야는 폴리에틸렌과 표면처리분야의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특허는 소재, 구조, 수술분야가 균형있게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무릎관절
의 구조분야에서는 전치환 관련 기술이, 수술장비 분야에서는 절삭장비와 측정장비가, 소
재/표면처리 분야는 폴리에틸렌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일본특허는 인공무릎관절의 구조 분야가 전체의 62.0%를 점유하고 있어 가장 많은 출
원량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구조분야의 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기술
별로는 구조 분야는 전치환 관련 기술이, 수술장비는 절삭장비와 수술지원시스템 관련
출원이, 소재/표면처리 분야에서는 폴리에틸렌 기술과 표면처리 관련 기술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특허는 구조와 수술분야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공무릎관절 구조 분야는
전치환 기술이, 수술장비는 절삭장비, 소재 표면처리는 폴리에틸렌, 표면처리 기술이 우
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특허의 기술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구조와 관련된 출원이 대부분이며, 구조분야
에서는 전치환 기술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수술장비분야는 절삭도구가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재분야는 표면처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특허의 경우 구조분야가 전체의 74.2%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부기술로는 전치환 관
련 기술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수술장비는 절삭장비와 수술지원시스템 관련 기술이
다수 출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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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별 세부기술별 역점분야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특허 모두 구조
분야의 주요출원인은 전치환 관련 기술에 역점을 두고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장비의 경우, 한국은 절삭장비, 측정장비에 특허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일본의 주요
출원인은 절삭장비, 트라이얼부재, 수술지원시스템, 측정장비 등 비교적 고른 분야에 특
허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특허는 절삭장비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표면처리분야는 한국특허의 주요출원인은 폴리에틸렌 기술,
일본특허와 미국특허의 주요출원인은 표면처리와 폴리에틸렌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등록특허를 통해본 각국의 기술경쟁력을 살펴보면, 미국 내 출원인의 특허는 질적
수준은 높으나, 시장확보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스위스, 프랑스
는 CPP, PFS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기술력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인공무릎관절 분야의 경우, 미국계 기업이 미국
내 특허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술력 지수가 타국가에 비해 압도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가의 연구개발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국적의 등록특허
의 경우 특허인용수와 비특허인용수 모두 평균을 상회하여,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응용
기술 모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은 특허인
용수와 비특허인용수 모두 평균 근처이거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분석에서는 패밀리를 제거한 특허를 대상으로 Zimmer(US), Depuy(US), Smith &
Nephew(US), Johonson & Johnson(US), Biomet(US), Howmedica(Stryker)(US), Wright
Medical Tec. (US), KYOCERA(JP)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ZIMMER INC는 인공무릎관절의 구조와 수술장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전 세계에 출

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출원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최
근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출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일단은 정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
인다. 구조 분야에서는 주로 PS형으로 경골부의 포스트가 대퇴부재에 핀으로 고정된 힌
지형과, 테이퍼 캠을 가지는 대퇴부재, 회전 또는 병진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동베어링
등의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장비는 절삭가이드, 무릎
정렬텐서 등이 출원되었다.
DEPUY사는 인공관절의 전치환 관련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일본, 미국, 유

럽 및 중국에 특허출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관절의 구조 분야에서는 후방십자인
대절제형(PS형)에 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수술장비는 최근 네비게이션 시스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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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SMITH & NEPHEW는 삽입을 위한 wedge가 존재하는 경골부재가 출원된 이래로,
1990년대에는 CR형 관련 출원이, 2000년대 이후에는 PS형 인공무릎관절이 기술을 주도

한 것으로 보인다.
JOHNSON & JOHNSON은 1998년 이후로 인공무릎관절 분야의 특허가 보이지 않았으

며,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PS형과 관련된 인공무릎
관절 구조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체중 유일한 미국외 기업인 KYOCERA CORP는 대부분의 특허출원이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스템부재가 핀으로 결합된 인공무릎보철물, 결합볼트로 고정되는 인공
보철물 등이 인공무릎관절 구조분야에서 출원이 되었다.
세부기술별로 기술흐름을 살펴보면, 구조 분야에서는 PS형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PS형 중에서도 힌지형보다는 포스트가 캠에 고정되어 탈구가 방지되는 단순한 구조로 발

전하고 있으며, 대퇴부와 베어링부재의 곡면 형성과 관련된 기술도 출원되어 있다.
수술장비의 경우는 절삭장비에 방향가늠장비(얼라인먼트장비), 측정장비 등이 지금까지
흐름을 주도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신호센서를 이용한 네
비게이션 시스템과 관련된 출원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재/표면처리 분야는 금속표면에 산화시키거나, 다공성 물질을 코팅하는 표면처리방
법과, 생체 내에서 베어링 부재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UHMWPE의 열처리 또는 방사
선 조사 등의 기술이 주로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출원된 특허에 비해, 등록률이 매우 높게 나왔으며, 구조 분
야의 경우,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외국기업이 출원한 특허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공무릎관절의 구조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국내 제
품을 출시할 시에는 관련 특허의 등록여부와 권리범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권
리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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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시사점
인공무릎관절 관련 분야의 기술은 주로 미국의 의료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특히
구조와 수술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기타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다. 특허출원현황 역시, 한
국, 일본, 유럽, 중국에서 미국국적의 출원이 절반 이상 또는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지재권 역시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의 경우, 인공무릎관절과 관련된 특허가 다수 출원 및 등록되
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국가에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
개발된 제품을 상기 국가에 실시(판매 혹은 제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중국특허의 경우 일본, 미국,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원건수가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한국과 중국에는 일본, 미국, 유럽에 비해, 특허장벽이 낮다는 의
미이므로, 한국과 중국에서 관련 기술을 실시할 경우, 침해의 소지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출원건수에 비해 등록률이 60%를 상회하며, 그 중 전치환 관련 구
조 련 기술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출원 및 등록을 받은 특허
가 다수이므로, 연구 개발시 또는 제품 출시전에 침해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공무릎관절의 구조 분야와 기술은 일본, 미국, 그리
고 유럽에 다양한 구조적 모델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특허가 출원 공개
및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특허 출원 시에도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결여로
인하여 특허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무릎관절의 개발 시, 국내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인공무릎관절의 모델을 개발하
거나, 기존의 관련 특허 및 기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
의 회피하여 설계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인공무릎관절의 기본적인 구조의 경우, 원천기술급의 외국 기업의 특허들
이 국내 지재권을 선점하고 있으나 2015년을 전후하여 상당수가 만료가 될 것으로 보이
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존의 구조를 개량하여, 방어적인 특허를 꾸준히 출원하여,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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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별첨 】국가코드
1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T
AU
BE
BR
CA
CN
DE
DK
EG
EP
ES
FI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덴마크
이집트
유럽
스페인
핀란드

FR
GB
GR
HK
ID
IL
IN
IT
JP
K
MX
MX

프랑스
영국
그리스
홍콩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공개
한국등록
멕시코

NL
NO
NZ
PH
PL
RO
RU
SE
TR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터키
대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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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
KB

M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