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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원고인 인트로메딕은 기븐이미징을 상대로 캡슐내시경의 광학돔 아래
광학계와 조명원 구조의 특허에 관련된 기븐이미징의 특허 2건(제
800040호, 제798048호)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를 제기했음
-

인트로메딕은 특허심판원에서 승소와 패소를 거듭한 끝에 2013년 3
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인트로메딕은 국내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븐이미징의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 비용
전액은 기븐이미징이 부담하게 됐음

□ 진단 기관들은 딥러닝과 패턴인식을 이용해 진단 시간을 단축하고 이
를 통해 의료 효율을 제고하면서 진단부문에서 인공지능 접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스마트의료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
능, 클라우드 컴퓨팅을 헬스케어와 접목한 분야임
-

소비자가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데이터 전문
기업이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의료 및 건강관리 기업이 다시 활용
하여 소비자에게 자문 및 치료해주는 구조임

□

프로스트 설리반(Frost&Sullivan) 및 BCC(BCC Research)의 예측에 의하
면 AI 스마트 기기 관련 시장 규모는 2014년 63억 달러(약 7조 원)에서
2024년 412억 달러(약 46조 원) 규모로 성장 예상함
-

스마트 기기 AI 시장은 2024년 기준 각 분야별로 자동로봇(139억$),
AI 시스템(124억$), 디지털(지능형) 보조(80억$), 인공신경망(46억$),
임베디드(20억$)순으로 전망되며 각 분야 성장률은 두 자리 수 이상
으로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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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의료 기술 관련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한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의 특허는 총 1,952건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증가 추세가 나타났으며
2013년에 222건으로 최다 출원건수를 보임

□ 전체 1,951건 중 미국에서 1,015건(52%)이 출원되어 관련 분야 기술개
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이 703건(36%), 일본이 212건(11%), 유럽이
22건(1%)을 출원하여 그 뒤를 잇고 있음

□ 스마트의료 기술

분야

주요

상위

출원인

분석

결과

독일국적의

SIEMENS가 107건을 출원하여 최다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아일랜드 국적의 COVIDIEN (IL), 미국의 TYCO HEALTHCARE,
한국의

㈜미래컴퍼니,

COVIDIEN

(IL),

포항공과대학교(KR)

등이

주요출원인으로 나타남

□ 스마트의료 기술관련 상위출원인들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생체데이터등을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기술, 의료용 의료기기, 센싱디바이스, 수술용 로봇등의 특허가 출원됨
-

상위출원인에는

한국의

주요

국가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술용 로봇, 건강상태 예측진단 이용 서비스 시스템, 원격의료
무선통신 스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련된 기술이 출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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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배경
1) 스마트의료 분석배경

□ 헬스케어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과 그로 인한 변화가 급속도로 증
가하고 있고, 활발한 산업부문 중 하나임
-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이며, 의료영
상 및 진단기업에 의해 많은 성장이 이뤄지고 있음

-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 생태계에서 헬스케어 IT기업들은 임상적
연구데이터를 제공하고, 바이오 기업은 분석 결과를 활용해 맞춤의료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개인의 환자에 대해 맞춤형 치료를 실현할 수 있음

□ 진단 기관들은 딥러닝과 패턴인식을 이용해 진단 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의료 효율을 제고하면서 진단부문에서 인공지능 접목이 가장 빠르
게 증가하고 있음
-

의료분야는 대규모 의료용 빅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빅데
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

-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전문의료 정보에 대
한 접근성 향상은 딥러닝, 머신러닝, 영상인식기술, 음성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료비 절감과 치료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와 서비
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확산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인공지능은 진단 및 치료의 정확도와 정밀성을 높일 뿐 아니라 환자
참여도 및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음

1

2018.12

i-PAC Issue Report

-

환자-의료진의 효과적인 매칭, 건강정보 통합기반의 환자특성 파악,
치료 최선책 제안, 치료 결정 보조 등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
공지능 기술이 치료 비용을 감축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스마트의료 부상배경 및 성장요인
요인

내용
- Quantified Self 트렌드 확산: 스마트 기기로 정량적 수치를 통해 자신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건강을 관리하려는 트렌드
- 예방중심 의료서비스로의 전환: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를 받는 치료가
병원 중심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빅데이터 등 ICT 인프라의 획기적인 발전과

기술발전

의료 영상전송장치의 기술적 완성
- ICT, 의료기술, 빅데이터는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혁신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IDC 에 의하면 의료데이터 양이 2012 년 500PB 에서 2020 년에는

의료데이터의
빠른 증가

25,000PB 로 약 50 배가 증가할 전망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사회적 니즈
증가

대응하여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비 경감 수요 증가
- 생활 수준 향상, 소득증가 등으로 전 연령층에 걸쳐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
- 스마트의료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과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인해 부상하고 있음

요약

- 특히, 정부차원에서 스마트 의료 산업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산업도 ICT 기업들과 협업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면서, 관련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된 의료산업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IDC('IDC Worldwide Black Book: 3rd Platform

Edition')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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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요
1) 스마트의료 기술개요
□ 스마트의료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을 헬스케어와 접목한 분야임
-

소비자가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데이터 전문기
업이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의료 및 건강관리 기업이 다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자문 및 치료해주는 구조임

▲ 스마트 의료 산업 구조
*출처: 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ETRI 미래전략 연구소 재인용

□ 개인이 생성해낼 수 있는 데이터는 유전체 정보, 개인건강 정보, 전자의
무기록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유전체 정보는 한 사람당 약 30억 개, 1TB에 달하는 유전체 염기쌍의
서열로, 정밀의료나 개인 맞춤형 신약 개발, 유전자 편집, 합성 생물학
을 구현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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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건강정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헬스케어 앱 등을 통해 수집되
는 개개인의 혈당 수치, 혈압, 심전도, 식단 정보 등 개인 일상생활 활
동에 관한 모든 데이터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확대되
고 있음

-

전자의무기록은 과거 의료기관에서 종이차트에 기록했던 인적사항, 병
력,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처방 정보, 처방 결과 등을 전산화한 형
태를 말함

□ 전자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분석됨에 유전체 정보와 개인 건강정
보가 건강 개선, 질환 치료 및 예방 등의 구체적인 임상적 가치와 연결이
가능해짐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의무기록의 디지털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과 헬스케어의 접목으로
탄생한 스마트의료는 기존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를 변화하고 있음
-

스마트 의료 산업은 점차 모바일 OS, 통신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영
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

-

다양한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폰 보급, 활동량과 생체신호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 바이오센서 기술의 발달, 저
전력 초소형 하드웨어 기술 발전에 따라 ICT와 의료기기의 융합이 활
발해지고 있음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헬스케어분야 적용 현황
기술

적용형태

적용부문

딥러닝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 플랫폼은

(Deep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이용해 대량의 의료 영상기록을

Learning)

처리함으로써 의료진의 치료 결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소

로보틱스

수술용 로봇 시스템은 수술 과정의 정밀함과 정확도를

의료기기,

(Robotics)

높여 질 높은 치료를 제공

영상장치

디지털 개인

개인 비서 솔루션은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을

비서 (Digital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돌봄이 필요할 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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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간호사에게 알림으로써 치료를 개선

Assistant)
자연언어처
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영상처리
(Image
Processing)
음성인식
(Speech
Recognition)

자연언어처리 시스템은 원자료에 있는주요 개념과
문구들을 식별해냄으로써 진료 기록과 같은 긴 서술형
문자 묶음들을 실행 가능한 견해로 변환
머신러닝은 투약과거력과 같이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예측하거나 경향을 분석
의료영상기록들을 몇 초 안에 처리해 질환 경과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솔루션은 머신러닝과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s)을 이용해 환자의 음성과
언어를 포착해 중요한 정보를 전자건강기록에 넣음

(Statistical

불가능한 빠른 속도로 대용량 환자 의료데이터를 조사하고

Analysis)

개별 환자의 치료 결과를 예측

Data
Analytics)
예측 모델링

Healthcare
IT/Imaging
Equipment
Healthcare IT

견해를 내놓는 컴퓨터 보조 진단에서 시도되고 있음

예측 분석은 고급 컴퓨팅을 통계방법과 통합해 인력으로는

분석 (Big

의료기기

퍼지 논리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대규모

통계 분석

빅데이터

헬스케어 IT,

인공지능 기반 분석 플랫폼은 다양한 규모의 헬스케어
기관들이 보유한 방대한 환자 의료데이터를 처리하고
환자와 치료제공자들에게 맞춤형 권고를 제공
예측 모델링은 특정 환자군을 관리하는 데 따르는 가능한

(Predictive

비용이나 위험과 같은 진료 결과를 예측하는 데 수학

Modelling)

모델을 적용

진단영상,
헬스케어 IT
의약품,
헬스케어 IT

의약품,
헬스케어 IT
의약품,
헬스케어 IT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인공지능(AI) 트렌드와 헬스케어분야 활용 현황, Frost & Sullivan 재인용 (2018)

2) 스마트진단 현황

□ 진단 기관들은 딥러닝과 패턴인식을 이용해 진단 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의료 효율을 제고하면서 진단부문에서 인공지능 접목이 가장 빠르
게 증가하고 있음
-

Mayo Clinic과 같은 주요 병원은 IBM Watson을 이용해 암을 조기에
진단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계획을 제공하며,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Zebra Medical Vision, Enlitic, qure.ai, McKesson과 같은 헬스케어 IT
솔루션 개발자들은 딥러닝과 인지 컴퓨팅, 머신러닝, 신경회로망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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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이용해 암과 정신질환 등 질환 조기 진단을 위한 AI 기반 솔
루션을 개발하고 있음
-

Gauss Surgical과 같은 바이오기업은 딥러닝, 패턴인식, 음성인식 등
AI 기반 솔루션을 사용해 임상시험과 평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음

□ IBM은 “Cognitive era of Healthcare”라는 슬로건과 함께 헬스케어 분야를
개척하는 컴퓨팅 회사로 변신함
-

IBM은 2015년 업계 최초로 인지컴퓨팅 헬스케어 서비스 ‘Watson
Health’와 ‘Watson Health Cloud Platform’을 출시함

-

암 환자 치료부터 신약개발, 임상시험 등 의료 영역의 여러 분야에
Watson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영상 분야로 서비스
를 확장 중에 있음

-

IBM은 왓슨 인식 컴퓨팅 시스템은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천식, 비만
등 폭넓은 만성 질병에 최적화되어, 개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을 경우도 진단해 환자를 사전 대책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도 있음

□ 원격의료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멕케슨
(Mckesson),

필립스헬스케어(Philips

Healthcare),

GE헬스케어(GE

Healthcare), 서너(Cerner)등이 미국 원격의료 시장의 대표적 기업임
-

헬스케어와 IT 기술을 접목시킨 건강관리 업체로써, 대형 민간보험업
체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 Healthcare)가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의
사들과 관련 인프라 업체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해관계를 절충
하고 있음

□ 빅데이터 분석은 대용량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질환의 진행 패턴과 진단
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개선하는데 이용되고 있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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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공지능(AI)으로 신약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글로벌 제약사(Pfizer, Novartis, Merck 등)들은 딥러닝과 패턴인식 등을
활용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글로벌 임상시험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다국적 제약사 얀센은 영국 AI 기업 베네볼런트와 독점 라이선스 계
약을 체결하여, AI를 적용해 임상 단계 후보 물질에 대한 평가와 난치
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화이자는 IBM의 AI '왓슨 포 드러그 디스커버리'를 이용해 면역 및 종
양학 연구와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화이자는 왓슨으로 자사가 보
유한 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신약 발굴과 병용 요법 연구 등에 활용
할 계획임

-

세계 복제약 기업인 테바는 호흡기 및 중추신경계 질환 분석과 만성
질환 약물 복용 후 분석 등을 위해 IBM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테바의
제품을 복용하는 환자 중 약 2억 명 상당의 복용 후 데이터를 모아
부작용 사례와 추가 적응증을 확보해 신약 개발을 진행할 계획임

□ 안실리코 메디슨과 아톰와이즈, 버그 등 AI 스타트업들은 독자 개발한 신
약 개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대학 등과 글로벌 협력 연구를 활
발히 진행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AI를 활용한 장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안실리코 메디슨은 국내 경
북대병원, 길병원 등과도 연구 협약을 체결했음

-

아톰와이즈는 AI로 하루 만에 에볼라에 효과가 있는 신약후보 2개를
발견했으며, 버그는 14조 개에 이르는 암 관련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함

□ 치료결정을 향상시키는데, 현재 AI는 대용량 의료 및 건강기록을 처리하
는 데이터마이닝(data-mining)을 통한 시장 진입이 활발함. 데이터마이닝
을 통한 유전체 분석 분야관련 글로벌 기업으로는 구글 벤처스(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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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es), 애플(Apple), 아이비엠(IBM), 23andME, Pathway Genomics 등이
있음
-

구글은 미래투자 사업으로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으며, 이미 유전자 검사 업체인 23andME, 노화속도
감속 DNA 테스트 업체인 Calico 등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애플은 2016년에 헬스ㅔ어 플랫폼인 헬스키트(Healthkit)를 출시한바
있으며, 의료 연구 플랫폼인 리서치키트를 출시할 예정임. 이는 유전
자 정보를 온라인 상의 서버에 저장하여, 추후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DNA를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23andME는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
양한 다국적 제약업체와 공동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3) 스마트의료기기 현황
□ 의료기기는 다학제적 융합기술 분야이자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IT 기술
의 발전과 초고령화 사회의 본격화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전망되는 분야
임
□ 새로운 형태로 개발될 의료기기 중 높은 관심을 받는 분야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ICT 기반 의료기기, 로봇 의료기기 등이 존재함
-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인체나 환부
에 맞게 인공장기 등을 제작할 수 있으며, 향후 생체적합성 소재 등이
개발되면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ICT 기반 의료기기’의 경우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기기를 융합해 의료진
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진단하며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음
-

ICT 기반 기술은 환자의 개인용 스마트폰 등에서 의료정보를 수집한
후 인터넷으로 의료기관 서버에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을 통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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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치료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ICT 기반 의료기기 산업은 현재 원격의료, 모바일헬스, 무선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추세로써, 의료용 기기·정보와 관련된 소프트
웨어부터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 등에 이르기까지 향후에는 적용 분야
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로봇 의료기기’는 다양한 의료 현장에 로봇기술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
은 분야임
-

로봇 의료기기가 활용되는 분야는 진단, 수술·치료, 재활 등으로, 마비
로 걷지 못하는 환자의 거동을 돕거나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은 환
자의 환부를 대체해 주는 기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로봇 의료기기는 앞으로 스스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자율수술 로봇, 혈
관 속을 타고 다니며 환자를 치료 및 검사하는 마이크로 치료 로봇,
원격 진료 로봇 등의 형태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메드트로닉,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이 수술용 로봇에 인
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존슨앤드존슨은 수술용 로봇 분야 혁신 제품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
2015년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과 존슨앤드존슨의 의료기기 자회사
에티콘은 2억 5000만 달러(약 2877억원)를 투입해 의료용 로봇개발
회사 버브서지컬을 설립한 바 있음

-

버브서지컬은 2017년 첫 디지털 수술로봇 시제품을 출시했으며, 이
수술로봇은 영상처리, 데이터 분석, 로보틱스 등 핵심 기술들을 융합
했음. 또한 구글의 이미지 검색 기능에 활용되는 인공신경망 기술을
접목해 수술 중 의사에게 환자 체내 영상 이미지를 분석, 관련 정보를
바로 제공함

-

메드트로닉은 수술용로봇 플랫폼 개발에 돌입했으며, 결장·흉부 등에
대한 수술이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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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용 로봇 예시
*출처: The Science Times, 미래명의, 로봇과 AI가 만든다(2017)

▲ 미래 스마트 의료기기 전망
*출처:스카이데일리, 신기술 바람 탄 의료혁명…생명연장 꿈 실현 초읽기 (2018)

4) 스마트의료 전망

□ 의료서비스는 정밀 · 예측 · 예방 · 개인 맞춤형 의료로 탈바꿈되고 있으
며, 기존의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소프트웨어 및

10

2018.12

i-PAC Issue Report

인프라 공급자가 협업하면서 기존 의료서비스를 스마트화하고 있음

□ 빅데이터는 정밀의료나 맞춤형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예측 및 예방 등
의료서비스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VR/AR, 로보틱스 등은 의료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스마트 헬스
케어의 주요 기반 기술들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로 부상되고 있음
-

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혹은 핵심기술 보유 기업과
의 M&A 등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며,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스마트 헬스케어는 다양한 전문 기술 및 서비스 영역 간의 융합을 통해
구현되는 영역으로 파트너십이 중요한 영역으로, 의료기기 기업, 제약회
사 및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통신사들과 같은 신규 사업자들의 협업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됨

□ 미래에는 병원-의료보험-환자로 이어지는 중심적 가치사슬을 둘러싼 보
완적 가치사슬이 확대 성장하고, 일반인까지 수요자가 확대될 전망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 웨어러블 등 보완적
가치사슬이 확대 성장할 전망임

* OTC=Over the Counter=일반의약품, DTC=Direct to Consumer=소비자 의뢰
▲ 헬스케어 가치사슬의 변화 전망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동향과 정책 시사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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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동향
1) 스마트의료 시장동향
□

삼정KPMG는 글로벌 2015년에 790억달러였던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
장 규모가 2018년 142억원에서 연평균 21.1%로 성장하면서, 2020년 206
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헬스케어 산업 내 데이터 양은 2012년 500PB(페타바이트)에서 2020
년 2만5천PB로 50배 증가할 전망임

-

헬스케어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1천9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750억∼1천500억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임

□

프로스트 설리반(Frost&Sullivan) 및 BCC(BCC Research)의 예측에 의하면
AI 스마트 기기 관련 시장 규모는 2014년 63억 달러(약 7조 원)에서
2024년 412억 달러(약 46조 원) 규모로 성장 예상함
-

스마트 기기 AI 시장은 2024년 기준 각 분야별로 자동로봇(139억$),
AI 시스템(124억$), 디지털(지능형) 보조(80억$), 인공신경망(46억$), 임
베디드(20억$)순으로 전망되며 각 분야 성장률은 두 자리 수 이상으로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함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의료산업 관련 시장 전망
조사기관

대상
영상음성처리분야

IDC

Cognitive SW
플랫폼

BCC 리서
치

음성인식

2015 년

2017 년

CAGR

1,270 억 달러

1,650 억 달러

14%

10 억 달러

37 억 달러

92%

840 억 달러

1,130 억 달러

16%

12

2018.12

i-PAC Issue Report

Tractica

AI 시스템

2 억 달러

111 억 달러

IBM

’25 년 2,000 조 원 시장창출

맥킨지

’25 년 6 조 7 천억 달러(7,000 조 원) 파급 효과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 인공지능 현황 및 과제 (2016).

□

씨비 인사이트(CB INSIGHTS)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015년 AI 스타
트업 투자는 전년도의 약 10% 성장, 특히 2013년 대비 약 200%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5년에 약 400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2016
년은 1분기에만 약 145건에 달함

▲ 전세계 AI 스타트업 투자현황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 인공지능 현황 및 과제 (2016).

□ 프로스트앤설리반(Frost&Sullivan)에 의하면, 의료분야의 전세계 AI 시장수
익규모는 2014년 633.8백만(약 7,120억 원) 달러에서 2021년 6,662.2억
달러(약 748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연평균 성장률 40%)
□ Markets and Markets(2016)은 AI 헬스케어 세계 시장 규모는 71.3백만 달
러(약 800억 원)에서 2020년 754.7백만 달러(약 8,475억 원)로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함
-

Markets and Markets(2016)는 AI 기술 중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 가능
한 기술을 기계학습/딥러닝, 자연어처리, 영상인식, 음성인식으로 나누
어 각 기술의 시장 규모를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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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러닝을 포함한 기계학습 시장이 531.6백만 달러(약 5,970억 원)로
약 69.3%을 차지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자연어처리
(16.5%)와 이미지인식(13.3%), 가장 시장규모가 작게 추정된 분야는
음성인식 (0.9%)분야로 나타남

□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5년 17.9억 원에서 2020년 256.4억 원
으로, 세계 AI 헬스케어 시장보다 CAGR이 높은 70.4%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 전망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 인공지능 현황 및 과제 (2016).

□ 국내에서는 심장질환, 폐질환, 유방암 등 각종 암질환 및 뇌졸중 등 다양
한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과의 접목이 진행되고 있으며, 영상진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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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동향분석
1) 연도별 출원동향

[무인이동체 기술의 연도/나라별 특허동향]

□ 스마트의료 기술 관련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한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의 특허는 총 1,952건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증가 추세가 나타났으며
2013년에 222건으로 최다 출원건수를 보임
-

2010년 초반부터 2017년까지 관련 특허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관련 특허가 급증한 해의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2013년 모
기업이 메드트로닉인 COVIDIEN이 222건 중 31건을 출원하였으며, 해
당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스마트
의료기술은 다국적 다수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후발주자들의 특허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향을 보임

□ 한국의 경우 전체 1,952건 중 703건을 출원하여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 관련특허가 급격하게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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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951건 중 미국에서 1,015건(52%)이 출원되어 관련 분야 기술개발
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이 703건(36%), 일본이 212건(11%), 유럽이 22
건(1%)을 출원하여 그 뒤를 잇고 있음

-

한국의 경우 2010년대 초반부터 2013년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경우 포항공과대학교, 전남대학교와 같은 대학뿐만 아니
라 ㈜미래컴퍼니, 고영테크놀로지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일본은 TYCO HEALTHCARE, COVIDIEN 등
글로벌 기업의 출원인들이 주요 상위 출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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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출원인 동향

[주요 출원인 현황]

□ 스마트의료

기술

분야

주요

상위

출원인

분석

결과

독일국적의

SIEMENS가 107건을 출원하여 최다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아일랜드 국적의 COVIDIEN (IL), 미국의 TYCO HEALTHCARE, 한국의
㈜미래컴퍼니, COVIDIEN (IL), 포항공과대학교(KR) 등이 주요출원인으로
나타남

□ 스마트의료 기술관련 상위출원인들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생체데이터등을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기
술, 의료용 의료기기, 센싱디바이스, 수술용 로봇등의 특허가 출원됨
-

상위출원인에는 한국의 주요 국가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술용
로봇, 건강상태 예측진단 이용 서비스 시스템, 원격의료 무선통신
스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련된 기술이 출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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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출원국별 상위출원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한국 국적의
㈜미래컴퍼니가 69건을 출원하여 최다출원인이며, 고영테크놀로지(37건),
포항공과대학교(30건), 한국과학기술원(25건)이 주요출원인으로 나타남
-

㈜미래컴퍼니의 경우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수술용 로봇
의 마스터 그립퍼 구조, 수술용 로봇의 마스터 인터페이스 및 수술용
로봇 시스템 등의 기술을 출원함

□ 일본은 TYCO HEALTHCARE(49건), COVIDIEN(29건), MEDICALROID CORP
(15건) 등이 주요 출원인으로 도출됨
-

TYCO HEALTHCARE는 2006년 Covidien이라는 사명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써, TYCO HEALTHCARE는 원격조작을 위한 수술
기구 조립체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독일기업인 SIEMENS가 57건을 출원하여 미국 내 최다출원
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COVEDIEN(43건), STEREOTEXIS(35건)을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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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스마트의료 주요 특허들은 의료진단을 위한 센싱 시스템, 원격
의료 시스템, 메디컬 데이터 교환용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인증시스
템 등 헬스케어 관련 IoT데이터를 인증하거나, 진단을 할 수 있는 시
스템 관련 기술들이 출원된 것으로 확인됨

□ 유럽의 경우 SIEMENS HEALTHCARE(5건), ROCHE DIABETS(3건), TYCO
HEALTHCARE(3건)이 상위 출원인으로 나타났음. 건강상태예측 진단 이용
시스템,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기술들이 주로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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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출원인 심층분석
□ 본 분석에서는 주요출원인의 전체 출원특허 중 패밀리 중복특허를
제거한 등록특허에 대해 연도별 출원 기술분야를 살펴봄으로써, 출원인별
기술개발 흐름 및 동향을 살펴보고, 이 중 피인용도가 가장 높은
핵심특허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권리범위 및 기술범위를 살펴봄

1) SIEMENS

□ 독일의 SIEMENS는 2007년부터 스마트의료와 관련하여 출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2007년에서 2012년에 출원한 주요특허들을 살펴보면,
환자의 검사되는 조직의 의료용 영상화 장치에 관한 기술,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시스템, 디지털 엑스레이 등을 통한 진단 효율성이
향상되는 기술들이 출원된 것으로 확인됨

□ SEIMENS는 의료 기기의 검사 공간에서 객체의 위치 데이터를 검출하는
3D 레이더와 같은 의료기기에 관한 기술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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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US 9888889 B2
[출] 2013.08.29
Siemens Healthcare GmbH
(DE)
Interventional imaging system
-

US 9953136 B2
[출] 2014.02.20
Siemens Healthcare GmbH
(DE)
System for displaying and
editing data for a medical
device
-

US 9675310 B2
[출] 2014.04.30
Siemens Healthcare GmbH
(DE)
Regression for periodic
phase-dependent modeling
in angiography
-

US 2017-0173801 A1
[출] 2015.04.01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Inc. (US)
ROBOTIC PICK AND PLACE
DEVICE WITH COM BINED
GRIPPING AND ROTATIONAL
FUNCTIONALITY
-

JP 2018-517473 A
[출] 2015.09.10
SIEM ENS HEALTHCARE
GM BH
로봇 수술 중에 갱신된 환자 화
상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 및 장
치
-

US 2016-0239615 A1
[출] 2013.09.26
SIEM ENS HEALTHCARE
GM BH (DE)
M ETHOD AND SYSTEM FOR
M ANAGING AND EDITING
DATA OF A M EDICAL
DEVICE
-

US 10058877 B2
[출] 2014.03.07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Inc. (US)
Centrifuge loading/unloading
apparatus, systems, and
methods
-

US 2017-0065243 A1
[출] 2014.07.07
SIEM ENS HEALTHCARE
GM BH (DE)
AUTOM ATIC DOSE
CONTROL FOR IM AGING
M EDICAL DEVICES
-

US 2018-0129896 A1
[출] 2015.06.09
Siemens Healthcare Gmbh
(DE)
REAL-TIM E COLLIM ATION
AND ROI-FILTER
POSITIONING IN X-RAY
IM AGING VIA AUTOM ATIC
DETECTION OF THE

US 2017-0237565 A1
[출] 2015.10.12
SIEM ENS HEALTHCARE
GM BH (DE)
M ETHOD AND APPARATUS
FOR LOGGING INTO
M EDICAL DEVICES
-

US 10001499 B2
[출] 2013.10.11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Inc. (US)
M odular w orkcells for lab
automation
-

US 10065198 B2
[출] 2014.03.10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Inc. (US)
Centrifuge loading apparatus,
systems, and methods
-

US 9880297 B2
[출] 2014.09.09
Siemens Healthcare GmbH
(DE)
Quality controlled
reconstruction for robotic
navigated nuclear probe
imaging
-

US 2018-0242946 A1
[출] 2015.09.03
Siemens Healthcare GmbH
(DE)
M ULTI-VIEW, M ULTISOURCE REGISTRATION OF
M OVING ANATOM IES AND
DEVICES
-

□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출원한 기술을 살펴보면, CT, MRI 등 검사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환자의 예상 질환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및
알고리즘과 같은 기술들이 출원한 것으로 확인됨

□ 2015년에 출원된 특허기술은 각 질환에 대한 검사의 정확도와 신속한
진단에 도움을 주는 기술들이 주를 이룸. 혈압모니터, 체중계·체온계 같은
기기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수집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에
전송하고, 스마트 의료기기들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이게
질환을 예방하는 기술들이 출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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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US 2017-0186157 A1
[출] 2016.12.14
Siemens Healthcare GmbH
(DE)
M ETHOD AND SYSTEM FOR
OUTPUTTING AUGM ENTED
REALITY INFORM ATION
-

US 9947503 B2
[출] 2016.07.05
SIEM ENS HEALTHCARE
GM BH (DE)
M agnetic shielding of an Xray emitter
-

JP 2017-129585 A
[출] 2017.01.20
SIEM ENS HEALTHCARE
DIAGNOSTICS PRODUCTS
GM BH
조절 시스템
-

US 2017-0347979 A1
[출] 2017.06.01
SIEM ENS HEALTHCARE
GM BH (DE)
M ETHOD AND DEVICE FOR
M OTION CONTROL OF A
M OBILE M EDICAL DEVICE
-

EP 3305232 A1
[출] 2018.01.17
Siemens Healthcare GmbH
(DE)
CONTROL DEVICE AND
CONTROL M ETHOD FOR
OPERATING A M EDICAL
DEVICE
-

US 2018-0333116 A1
[출] 2018.05.16
Siemens Healthcare GmbH
(DE)
M EDICAL EXAM INATION OR
TREATM ENT FACILITY,
COM PRISING A C-ARM
-

US 2016-0371442 A1
[출] 2016.06.16
Siemens Healthcare GmbH
(DE)
M ETHOD AND SYSTEM FOR
CHECKING THE
COM PATIBILITY OF DEVICE
COM PONENTS OF A
M EDICAL DEVICE

US 9952878 B2
[출] 2016.07.22
Siemens Healthcare GmbH
(DE)
System w ith a medical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startup and
shutdow n of the system
-

US 2017-0316562 A1
[출] 2017.04.20
Siemens Healthcare GmbH
(DE)
DETERM INING AT LEAST
ONE PROTOCOL
PARAM ETER FOR A
CONTRAST AGENTASSISTED IM AGING

EP 3329853 A1
[출] 2017.09.04
Siemens Healthcare GmbH
(DE)
M ETHOD FOR
AUTOM ATICALLY
POSITIONING A PATIENT,
M EDICAL DEVICE,
COM PUTER PROGRAM AND

US 2018-0247433 A1
[출] 2018.02.21
Siemens Healthcare GmbH
(DE)
M ETHOD FOR DETERM INING
A PROJECTION DATA SET,
PROJECTION-DETERM INING
SYSTEM , COM PUTER
PROGRAM PRODUCT AND

US 2018-0344284 A1
[출] 2018.05.23
Siemens Healthcare GmbH
(DE)
M OVING A ROBOT ARM
-

US 2016-0378938 A1
[출] 2016.06.23
Siemens Healthcare GmbH
(DE)
CONTACTLESS DEVICE
CONTROL SYSTEM IN
STERILE M EDICAL
ENVIRONM ENT
-

US 2017-0151025 A1
[출] 2016.12.01
Siemens Healthcare GmbH
(DE)
M EDICAL ROBOTIC DEVICE
AND M ETHOD FOR THE
OPERATION THEREOF
-

EP 3239873 A1
[출] 2017.05.09
Siemens Healthcare GmbH
(DE)
M ETHOD AND DEVICE
SYSTEM FOR M ANAGING
THE FUNCTIONALITY OF
M EDICAL DEVICES
-

EP 3340250 A1
[출] 2017.10.24
Siemens Healthcare GmbH
(DE)
IDENTIFICATION OF
COM PONENTS IN THE
ERROR HANDLING OF
M EDICAL DEVICES
-

US 2018-0277998 A1
[출] 2018.03.23
Siemens Healthcare GmbH
(DE)
SELF-ALIGNING
CONNECTOR AND M EDICAL
DEVICE WITH SUCH A
CONNECTOR
-

US 2018-0344198 A1
[출] 2018.05.30
Siemens Healthcare GmbH
(DE)
M ETHOD AND IM AGING
SYSTEM FOR OPTIM IZING A
M AGNETIC RESONANCE
EXAM INATION TO BE
PERFORM ED ON A PATIENT

□ 2016년에서 2018년에 출원한 특허를 살펴보면, 질환의 진단기술 뿐만
아니라, 융합 영상진단기기나 의료용 로봇에 관한 기술들도 확인됨.
SIEMENS는 의료진단 뿐만 아니라, 스마트 의료로봇, 스마트 의료기기 등
의료분야의 다방면의 기술들을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Authentication system for mobile devices for exchanging medical data
문헌발생국

미국

권리상태

등록

출원번호

14/372794

특허번호

9747653 B2

(출원일)

(2013.01.30)

(특허일자)

(2017.08.29)

우선권 주장번호

DE 10-2012-201505
(2012.02.02)

대표 IPC

G06F-021/00

(우선권주장일)
대표출원인

SIEMENS

발명자

Sultan Haider 외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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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TIENGESELLSCHAFT
패밀리특허

목적

EP 2795569 B1| US 9747653 B2| CN 104094308 A| DE 10-2012201505 B4| WO WO2013-113756 A1

• 의학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모바일 장치를 위한 보증 방법
• 개별화된 애플리케이션은 서명을 가진 레지스트리로 메시지를

수단

신호를 위해 이동체 무선 장치 상에 로드되고 설치
• 서명은 데이터 허용을 위해 원격의 환자를 점검하기 위해
레지스트리에서 트리거링될 수 있음
An authentication system, a mobile electronic device, an
instantiating unit and a method, as well as a computer program
product are disclosed for the authentication of a patient against a
central registry which exchanges data with a repository for the

요약

storage of medical data records. In an embodiment, an
individualized application is loaded and installed on the mobile radio
device in order to sign messages to the registry with a signature.
The signature can be triggered in the registry to check the
authenticity of the remote patient in order to provide data access.

도면

1. An authentication system for authentication of a respective mobile
device from a plurality of mobile devices against a server for secure
exchange of medical data between the respective mobile device and the

청구범위

server, wherein the server is configured to access a repository
containing the medical data, the system comprising:
the server, wherein the server includes memory storing computerreadable instructions; and one or more processors configu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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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e the computer-readable instructions such that the one or more
processors are configured to
receive a request from one of the plurality of mobile devices for an
individualized device-specific application,
respectively instantiate one of the plurality of mobile devices by
installing the individualized device-specific application as an encryption
application on the respective mobile device, wherein the encryption
application is configured to store a key and a device ID in hidden form
in a program memory of the respective mobile device, and
store an association between device ID and key in a central protected
memory of the respective mobile device;
the encryption application being installed locally on the respective
mobile device and configured to generate a digital signature, wherein
the digital signature is encrypted using the key stored by the server and
is generated from a signature prototype, comprising at least the device
ID and a time stamp, and wherein the encryption application is
furthermore configured to send at least the digital signature and the
device ID to the server; and wherein the server includes
a decryption application, installed on the server and including an access
module to the central protected memory, the decryption application
including computer-readable instructions such that the one or more
processors are configured to receive the digital signature sent by the
respective mobile device with the device ID and configured to read out
the respective associated key for decryption from the device ID by
accessing the central protected memory in order to decrypt the received
signature using the key and from the signature prototype to read out
the device ID as a decryption result, wherein the decryption application
is further configured to compare the decryption result with the device
ID for a match and when a match is found, the decryption application is
further configured to execute an access to the repository using the
device ID which has been rea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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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PID ASSESSMENT AND OUTCOME ANALYSIS FOR MEDICAL PATIENTS
문헌발생국

미국

권리상태

공개

출원번호

15/499934

특허번호

2018-0315182 A1

(출원일)

(2017.04.28)

(특허일자)

(2018.11.01)

-

대표 IPC

G06F-019/00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주장일)
대표출원인

패밀리특허

목적

SIEMENS
AKTIENGESELLSCHAFT

발명자

Saikiran Rapaka 외
4명

EP 3404666 A2 | CN 108784655 A

• 기계학습에 의한 환자에 대한 데이터 평가

• medical scan data 를 포함하여, 환자의 의학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
수단

• 기계학습으로 학습된 시스템은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적은
데이터에도 정확한 예측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

Machine learning is used to assess data for a patient in an emergency,
providing rapid diagnosis based on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Assistance in triage may be provided. Given the large variety of

요약

patients and conditions that may occur, the machine learning may rely
on synthetically generated images for more accurate prediction. The
machine learning may accurately predict even with missing information
and may be used to determine what missing information for a given
patient is more or less important to ob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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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A method for assessment and/or outcome determination in a
medical system,
the method comprising: acquiring medical scan data representing
anatomical structures of patients being triaged in an emergency
department of a hospital;
obtaining other data for the patients; extracting a set of features from
the medical scan data and the other data;

청구범위

inputting, by a processor, the features to a machine-trained classifier,
the machine trained classifier trained, at least in part, from
synthetically generated images not specific to training data for existing
patient cases; determining, by the processor with application of the
machine-trained classifier to the features, conditions of the patients
and risks for the conditions;
providing an order for triage of the patients based on the risks;
and outputting a missing source of information based on the features
that are available for a first of the patients and the condition for the
first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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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IEN

□ COVIDIEN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회사로써, 글로벌시장 2위 미국
의료기기 회사인 메카트로닉스가 인수했음. 출원인이 COVIDIEN으로
출원한 특허건수는 82건인 것으로 확인됨

□ COVIDIEN과 메카트로닉스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병원용 장비 부문에서
규모가 더 커졌으며, 수술용 제품관련 의료기기 기술 출원에서 최근으로
갈수록 스마트 로봇을 통한 의료기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7
US 8309222 B2
[출] 2007.04.25
Covidien LP (US)
Coated filaments
-

2009
US 8041964 B2
[출] 2009.05.19
Covidien AG (CH)
Ultra low pow er w ake-up
circuit
-

US 8708969 B2
[출] 2009.06.23
Covidien LP (US)
Safety device actuation
system
-

2010

US 9023314 B2
[출] 2009.09.30
Covidien LP (US)
Surface treatment for a
medical device
-

US 9555154 B2
[출] 2010.02.19
Covidien LP (US)
M edical devices having
activated surfaces
-

대표도면이 존재하지 않습
니다.

대표도면이 존재하지 않습
니다.

US 8435256 B2
[출] 2009.11.17
Covidien LP (US)
Double ended intravascular
medical device
-

US 9592043 B2
[출] 2010.03.11
Covidien LP (US)
M ultizone implants
-

US 9039749 B2
[출] 2010.10.01
Covidien LP (US)
M ethods and apparatuses for
flow restoration and
implanting members in the
human body
-

US 8900616 B2
[출] 2010.11.29
Covidien LP (US)
System and method for
satellite drug delivery
-

대표도면이 존재하지 않습
니다.

□ 2007년부터 2010년사이 출원한 특허 기술은 복강경, 수술용 스템플러,
전기 수술기 스텐트 등과 수술/치료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특허기술인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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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US 8372014 B2
[출] 2011.02.18
Covidien LP (US)
Post-operative bacteria test
strip spool and method
-

US 8487017 B2
[출] 2011.06.27
Covidien LP (US)
Biodegradable materials for
orthopedic devices based on
polymer stereocomplexes
-

2012

2013

US 9750839 B2
[출] 2012.03.26
Covidien LP (US)
Drug eluting medical devices
-

US 8969485 B2
[출] 2013.07.03
Covidien LP (US)
Surface induced ringopening polymeriz ation and
medical devices formed
therefrom
-

2014
US 2014-0348054 A1
[출] 2014.06.19
Covidien LP (US)
Wireless Relay M odule for
Remote M onitoring Systems
-

JP 2017-506919 A
[출] 2014.11.03
COVIDIEN LP
전기 외과 수술용 엔드이펙터
-

US 9554782 B2
[출] 2014.06.20
Covidien LP (US )
M edical devices
incorporating functional
adhesives
-

JP 2017-517297 A
[출] 2014.12.08
COVIDIEN LP
로봇 인터페이스 위치 조정 결
정 시스템 및 방법
-

대표도면이 존재하지 않습
니다.

US 8579926 B2
[출] 2011.11.28
Covidien LP (US)
Plaque removal device w ith
rotatable cutting element
-

US 8690913 B2
[출] 2011.07.27
Covidien LP (US)
Electromechanical drive and
remote surgical instrument
attachment having computer
assisted control capabilities
-

US 9326774 B2
[출] 2012.08.03
Covidien LP (US)
Device for implantation of
medical devices
-

US 8968278 B2
[출] 2013.07.15
Covidien LP (US)
Robotic arms DLUs for
performing surgical tasks
-

대표도면이 존재하지 않습
니다.

US 9782957 B2
[출] 2012.08.20
Covidien LP (US)
M edical device films
-

US 9364310 B2
[출] 2013.11.12
Covidien LP (US)
Implantable devices including
a mesh and a pivotable film
-

US 9439636 B2
[출] 2014.09.15
Covidien LP (US)
Wound plugs
-

대표도면이 존재하지 않습
니다.

□ 2011년에서 2014년에 출원한 특허를 살펴보면, 외과 수술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로보틱 아암, 로보틱 아암을 포함하는 수술 로봇,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무선 중계 모듈 등 수술/치료용 의료기기에서
수술용 로봇시스템, 로봇틱 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등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6년에서 2018년에 출원한 특허를 살펴보면, 로봇 외과수술 어셈블리
및 그 전기 외과수술 기구, 소프트웨어 및 유도관을 구비한 로봇 제어의
원격 조종 시스템, 외과수술 로봇 시스템에 있어서 카메라 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등 스마트 로봇을 활용한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술이 최근에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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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US 9750623 B2
[출] 2015.04.23
Covidien LP (US)
Vascular stent w ith improved
vessel w all apposition
-

JP 2018-500058 A
[출] 2015.10.14
COVIDIEN LP
로봇 외과수술용 시스템 액세
스 포트의 감지
-

JP 2018-504992 A
[출] 2016.01.20
COVIDIEN LP
로봇 외과수술 어셈블리 및 그
전기 외과수술 기구
-

JP 2018-507724 A
[출] 2016.03.09
COVIDIEN LP
로봇 수술 시스템, 기구 구동
유닛 및 구동 어셈블리
-

JP 2018-522632 A
[출] 2016.06.16
COVIDIEN LP
로봇 외과수술 어셈블리
-

US 2017-0245950 A1
[출] 2017.05.15
Covidien LP (US)
SYSTEM AND M ETHOD FOR
TRANSFERRING POWER TO
INTRABODY INSTRUM ENTS
-

US 2018-0221024 A1
[출] 2018.04.06
Covidien LP (US)
SURGICAL INSTRUM ENTS
INCLUDING M EM S DEVICES
-

JP 2017-525401 A
[출] 2015.05.06
COVIDIEN LP
외과수술 로봇 시스템에 있어
서 카메라 위치를 제어하기 위
한 시스템 및 방법
-

US 9763725 B2
[출] 2015.10.26
COVIDIEN LP (US)
External reader for device
management
-

JP 2018-506358 A
[출] 2016.01.21
COVIDIEN LP
소프트웨어 및 유도관을 구비
한 로봇 제어의 원격 운동 중심
-

JP 2018-518280 A
[출] 2016.06.15
COVIDIEN LP
로봇 외과수술 어셈블리
-

JP 2018-520762 A
[출] 2016.06.20
COVIDIEN LP
로봇 외과수술 어셈블리
-

US 2018-0070945 A1
[출] 2017.11.20
Covidien LP (US)
TOOL ASSEM BLY FOR A
SURGICAL STAPLING
DEVICE
-

US 2018-0256239 A1
[출] 2018.05.08
Covidien LP (US)
SYSTEM AND M ETHOD FOR
SENSING TISSUE
CHARACTERISTICS
-

JP 2018-519057 A
[출] 2016.06.22
COVIDIEN LP
로봇 외과수술 어셈블리
-

US 2018-0092765 A1
[출] 2017.12.05
Covidien LP (US)
M EDICAL DEVICE DELIVERY
-

JP 2017-529907 A
[출] 2015.09.21
COVIDIEN LP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 제어를
위한 동적 입력 스케일링
-

JP 2018-507727 A
[출] 2016.03.08
COVIDIEN LP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의 커넥
터 부재 정상성 측정
-

1.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의 커넥터 부재 정상성 측정
문헌발생국

일본

권리상태

출원

출원번호

2017-545342

특허번호

2018-507727 A

(출원일)

(2016.03.08)

(특허일자)

(2018.03.22)

우선권 주장번호

US 62/130672

(우선권주장일)

(2015.03.10)

대표 IPC

A61B-034/35

대표출원인

COVIDIEN

발명자

カパディア외 3 명

패밀리특허

AU2016229897A1 | CA2977413A1 | CN107405172A | EP3267920A1 |
JP2018-507727A | WOWO2016-144937A1 | US2018-0064498A1

•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은 로봇 암을 지지하는 콘솔과 손목
목적

어셈블리를 통해 로봇 암에 설치되는 겸자 또는 파지 기구 등의
적어도 하나의 엔드이펙터를 포함
• 커넥터 부재로 인한 특정 사용 횟수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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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 부재 정상성을 판정하기 위해, 엔드이펙터로부터 힘 피드백
수단

확립과, 정밀도를 개선하고 오차를 제한하기 위해 엔드이펙터의
파지력을 적절하게 판정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은 컨트롤러, 엔드이펙터를 지지하는 외과용 기구
및 엔드이펙터에 연결되어 또한 엔드이펙터를 동작시키도록 이동 가능한
하나 이상의 커넥터 부재를 포함한다. 메모리는 컨트롤러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어 또한 하나 이상의 커넥터 부재의 참조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구성된다. 센서가 하나 이상의 커넥터 부재에 고정되어 또한

요약

컨트롤러와 전기 통신해 배설된다.
센서는 하나 이상의 커넥터 부재의 실시간 데이터를 등록하여 이 실시간
데이터를 컨트롤러에 통신하도록 구성된다. 컨트롤러는 실시간 데이터를
참조 데이터와 비교하여 실시간 데이터의 참조 데이터에 대한 비교에
응답하여 출력 신호를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1 쌍의 커넥터 부재가
엔드이펙터에 연결되어 3 종의 출력을 부여할 수 있다..

도면

【청구항 1】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으로서, 컨트롤러와 엔드이펙터를 지지하는
외과용 기구와 상기 엔드이펙터에 연결되어 상기 엔드이펙터를
동작시키도록 이동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커넥터 부재와 상기
컨트롤러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커넥터
부재 참조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구성된 메모리와 상기 적어도
청구범위

하나의 커넥터 부재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컨트롤러와
전기통신해 배설된 센서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커넥터 부재
실시간 데이터를 등록하여 상기 실시간 데이터를 상기 컨트롤러에
통신하도록 구성된, 센서를 구비하고, 상기 컨트롤러가 상기 실시간
데이터를 상기 참조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기 실시간 데이터의 상기
참조 데이터에 대한 비교에 응답하여 출력 신호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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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TRIBUTED HEALTH CARE MONITORING
문헌발생국

미국

권리상태

출원

출원번호

14/840375

특허번호

2016-0058286 A1

(출원일)

(2015.08.31)

(특허일자)

(2016.03.03)

-

대표 IPC

A61B-005/00

Covidien

발명자

DEV JOSHUA 외 3 명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주장일)
대표출원인
패밀리특허

목적
수단

WO WO2016-036694 A1

• 환자의 건강관리 모니터링 및 디바이스
• 건강 관리 디바이스는 환자를 모니터링한 건강 관리 디바이스를
연결시키여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통신함
Methods, apparatuses and systems are described for distributed
health care monitoring. In one example method, a plurality of

요약

functions associated with a health care monitoring process are
defined and distributed among a plurality of health care devices. The
plurality of health care devices communicate using a network
connecting the health care devices to monitor a patient.

도면

청구범위

1. A method for health care monitoring, comprising: defining a
plurality of functions associated with a health care monitoring
process; distributing the plurality of functions associated with the
health care monitoring process among a plurality of health care
devices; and communicating among the plurality of health care
devices using a network connecting the plurality of health care
devices to monitor a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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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미래컴퍼니
□ ㈜미래컴퍼니는

국내

최초의

복강경

수술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으로써, 2018년에 2007년부터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로봇시스템

‘레보아이(Revo-i)를

상용화했으며,

‘레보-심(Revo-

Sim)’이라는 가상 트레이닝 시뮬레이터를 통해, 기본적인 동작 연습 모듈
뿐 아니라 장기의 3D 모델링을 통해 실제 수술을 연습할 수 있는
모듈까지 탑재할 수 있음

2008
KR 10-0936494 B1
[출] 2008.01.04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보조 로봇
-

KR 10-2009-0089928 A
[출] 2008.02.20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 암의 링크구조
-

KR 10-0994931 B1
[출] 2008.05.27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 암의 링크구조 및
그 세팅방법
-

KR 10-1062189 B1
[출] 2008.07.17
(주)미래컴퍼니 (KR)
멀티 출력 장치를 구비한 수술
용 로봇 시스템
-

KR 10-1013081 B1
[출] 2008.07.25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의 마스터 인터페
이스
-

KR 10-0956549 B1
[출] 2008.01.04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보조 인스트루먼트
-

KR 10-0961428 B1
[출] 2008.02.20
(주)미래컴퍼니 (KR)
침대 일체형 수술용 로봇
-

KR 10-0980247 B1
[출] 2008.05.27
(주)미래컴퍼니 (KR)
복강경 및 이를 이용한 영상 처
리 시스템
-

KR 10-1004690 B1
[출] 2008.07.17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 시스템 및 그 구동
방법
-

KR 10-0998182 B1
[출] 2008.08.21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의 3차원 디스플레
이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

KR 10-0975047 B1
[출] 2008.02.15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인스트루먼트의 커플링
구조
-

KR 10-0955431 B1
[출] 2008.03.06
(주)미래컴퍼니 (KR)
의료용 트로카
-

KR 10-2009-0129252 A
[출] 2008.06.12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인스트루먼트
-

KR 10-0936928 B1
[출] 2008.07.25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
-

KR 10-0944412 B1
[출] 2008.10.13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슬레이브 로봇
-

KR 10-1054222 B1
[출] 2008.10.24
(주)미래컴퍼니 (KR)
직렬 연결된 모터 조립체
-

□ ㈜미래컴퍼니는 2008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로봇 관련 특허를 출원한 것
으로 파악됨. 2008년에 출원한 특허를 살펴보면, 수술용 로봇 암의 링크
구조, 복강경 및 이를 이용한 영상 처리 시스템, 멀티 출력 장치를 구비
한 수술용 로봇 시스템 등과 같은 기술들이 출원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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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KR 10-1241809 B1
[출] 2009.07.31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
-

KR 10-0944410 B1
[출] 2009.08.26
(주)미래컴퍼니 (KR )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작동력
측정 방법
-

KR 10-2010-0023929 A
[출] 2010.01.11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보조 인스트루먼트
-

KR 10-1795720 B1
[출] 2011.05.12
(주)미래컴퍼니 (KR)
수술 상황 판단 및 대응을 위한
수술 로봇 시스템의 제어 방법
과 이를 기록한 기록매체 및 수
술 로봇 시스템
-

KR 10-1267237 B1
[출] 2011.07.13
(주)미래컴퍼니 (KR)
싱글포트 수술용 로봇 암 커플
러 및 이를 구비한 수술용 로봇
-

KR 10-1802464 B1
[출] 2011.08.03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의 마스터 암 구조
및 수술용 마스터 로봇의 제어
방법
-

KR 10-1693355 B1
[출] 2009.08.10
(주)미래컴퍼니 (KR)
외과 수술용 장치의 인스트루
먼트
-

KR 10-0954732 B1
[출] 2009.09.09
(주)미래컴퍼니 (KR )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외력
측정 방법
-

KR 10-1859702 B1
[출] 2010.05.19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인스트루먼트
-

KR 10-1802463 B1
[출] 2011.06.02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의 마스터 그립퍼
구조 및 이를 구비한 수술용 로
봇의 제어방법
-

KR 10-2013-0015440 A
[출] 2011.08.03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의 마스터 그립퍼
구조
-

KR 10-1643188 B1
[출] 2011.08.19
(주)미래컴퍼니 (KR)
수술기구용 굴곡장치
-

KR 10-0944409 B1
[출] 2009.08.24
(주)미래컴퍼니 (KR )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반력
측정 방법
-

KR 10-1234618 B1
[출] 2009.09.17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
-

KR 10-2010-0075428 A
[출] 2010.06.18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 및 그 세팅방법
-

KR 10-1830389 B1
[출] 2011.06.10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의 마스터 그립퍼
구조 및 이를 구비한 수술용 로
봇의 제어방법
-

KR 10-2013-0015441 A
[출] 2011.08.03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 시스템
-

KR 10-1830390 B1
[출] 2011.09.06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인스트루먼트의 구동부
구조
-

□ 2009년부터 2011년까지출원한 특허기술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의 수술
용 로봇 시스템,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로봇의 마스터 조작 디바이스 및 이를 구비한 수술용 로봇의 제어방법
등과 관련된 기술들이 출원됨

□ 2012년부터 2016년에 출원한 특허기술은 수술 로봇 시스템 및 이에 구
비되는 액티브 가이드 유닛,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제어/보상 방법 및 장치,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복강경
조작 방법 등 수술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특허들을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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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R 10-1426842 B1
[출] 2012.12.06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의 캐뉼라 홀더
-

KR 10-1418718 B1
[출] 2012.12.26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 암의 인스트루먼
트 커플러 구조
-

2013

2014

2015

2016

KR 10-1461093 B1
[출] 2013.02.22
(주)미래컴퍼니 (KR)
내시경 검사 지그 및 이를 이용
한 내시경 검사 방법
-

KR 10-2015-0030900 A
[출] 2013.09.13
(주)미래컴퍼니 (KR)
컨트롤 암 구조 및 컨트롤 암
설계방법
-

KR 10-2015-0100137 A
[출] 2014.02.24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인스트루먼트의 구동부
구조
-

KR 10-1633618 B1
[출] 2015.06.05
(주)미래컴퍼니 (KR)
수술 로봇용 어댑터 구조
-

KR 10-1662837 B1
[출] 2016.03.07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제어/보
상 방법 및 장치
-

KR 10-1418715 B1
[출] 2012.12.17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의 마스터 그립퍼
구조 및 이를 구비한 수술용 로
봇의 제어방법
-

KR 10-1460704 B1
[출] 2013.02.22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의 구동 장치 및 이
를 구비한 수술용 로봇
-

KR 10-1527176 B1
[출] 2013.12.09
(주)미래컴퍼니 (KR)
수술 로봇 장치 및 수술 로봇
장치의 제어 방법
-

KR 10-1630794 B1
[출] 2014.07.02
(주)미래컴퍼니 (KR)
수술 로봇 시스템 및 이에 구비
되는 액티브 가이드 유닛
-

KR 10-1717437 B1
[출] 2015.07.08
(주)미래컴퍼니 (KR)
휠의 체결 구조 및 수술용 인스
트루먼트의 체결 구조
-

KR 10-1645969 B1
[출] 2016.07.15
(주)미래컴퍼니 (KR)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제어방
법
-

KR 10-1418717 B1
[출] 2012.12.18
(주)미래컴퍼니 (KR)
수술용 로봇의 마스터 그립퍼
구조
-

KR 10-1392706 B1
[출] 2013.03.05
(주)미래컴퍼니 (KR)
정하중 스프링 및 이를 구비한
수술용 로봇의 컨트롤 암 구조
-

KR 10-1632034 B1
[출] 2014.11.06
(주)미래컴퍼니 (KR)
수술 로봇 시스템 및 수술 로봇
시스템의 제어 방법
-

KR 10-1740286 B1
[출] 2015.12.17
(주)미래컴퍼니 (KR)
수술 로봇 시스템 및 적응 제어
방법
-

KR 10-1709911 B1
[출] 2016.10.17
(주)미래컴퍼니 (KR)
수술 로봇 시스템 및 그 복강경
조작 방법
-

1.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제어/보상 방법 및 장치
문헌발생국

한국

권리상태

등록

출원번호

분할 10-2016-0027017

특허번호

10-1662837 B1

(출원일)

(2016.03.07)

(특허일자)

(2016.09.28)

-

대표 IPC

A61B-034/30

㈜미래컴퍼니

발명자

최승욱 외 2명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주장일)
대표출원인
패밀리특허

-

•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제어/보상 방법 및 장치
목적

• 인스트루먼트 등이 인체 내부에 삽입된 상태에서 수술용 로봇을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제어/보상 방법 및 장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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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부의 일 측에 수술용 인스트루먼트(instrument)가 장착되는
수단

수술 처리부가 결합된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보상 장치에
있어서, 인식점 정보 해석부와, 제어명령 생성 및 출력부를
포함하는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보상 장치가 제공

요약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제어/보상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본체부의
일 측에 수술용 인스트루먼트(instrument)를 포함하는 수술 처리부가
결합된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보상 장치에 있어서, 카메라부로부터
수술부위를 촬영하여 제공되는 영상 신호에 상응하는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영상 정보 생성부와, 지정된 차수의 영상 프레임들에
해당되는 영상 정보들 각각에서 인식된 인식점과 미리 설정된
기준점간의 거리 및 각도에 대한 해석 정보를 생성하는 인식점 정보
해석부와, 생성 순서가 연속된 2 개의 해석 정보간의 거리 및 각도에
대한 변위량 정보를 생성하는 변위량 해석부와, 변위량 정보에
포함된 거리 및 각도의 변위량이 0 이 되도록 수술 처리부의 위치
조정을 위한 제어 명령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제어명령 생성 및
출력부를 포함하는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보상 장치에 의하여,
인스트루먼트 등이 인체 내부에 삽입된 상태에서 수술용 로봇을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술용 로봇의 위치
이동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절차를 별도로 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술 시간의 단축 및 의사의 피로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

도면

본체부의 일 측에 수술용 인스트루먼트(instrument)가 장착되는
수술 처리부가 결합된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보상 장치에 있어서,
지정된 인식 차수별로 인식되는 인식 마커의 위치인 인식점과
미리 설정된 기준점간의 거리 및 각도에 대한 해석 정보를
청구범위

생성하고, 생성 순서가 연속된 2 개의 해석 정보간의 거리 및
각도에 대한 변위량 정보를 생성하는 트래킹 유닛; 및 상기
변위량 정보에 포함된 거리 및 각도의 변위량이 0(zero)이 되도록
상기 수술 처리부의 위치 조정을 위한 제어 명령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제어명령 생성부 및 출력부를 포함하는 수술용 로봇의
움직임 보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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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용 로봇의 구동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수술용 로봇
문헌발생국

한국

권리상태

등록

출원번호

10-2013-0019339

특허번호

10-1460704 B1

(출원일)

(2013.02.22)

(특허일자)

(2014.11.05)

-

대표 IPC

A61B-034/00

㈜미래컴퍼니

발명자

장형준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주장일)
대표출원인
패밀리특허

KR 10-1460704 B1

• 구동 장치의 풀리가 과도하게 동작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목적

방지함으로써 수술용 로봇의 오작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술용 로봇의 구동 장치를 제공
• 수술용 로봇의 구동 장치는 수술용 도구로 동력을 전달하는
유연한 연장 부재와, 일 방향 및 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상기
연장 부재를 권취 또는 권출하는 구동 풀리와, 상기 구동 풀리의

수단

일 방향 또는 타 방향의 회전에 연동하여 일 방향 또는 타
방향으로 이동되도록 상기 구동 풀리에 기계적으로 결합되는 이동
부재와, 상기 구동 풀리의 회전량을 제한하도록 이동 부재의 이동
경로를 미리 정해진 범위 내로 제한하는 이동 제한 부재를 구비
본 발명은 수술용 로봇에 구비되는 구동 장치를 이를 구비하는 수술용
로봇에 관련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술용 로봇의
구동 장치는 수술용 도구로 동력을 전달하는 유연한 연장 부재와, 일
방향 및 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상기 연장 부재를 권취 또는

요약

권출하는 구동 풀리와, 상기 구동 풀리의 일 방향 또는 타 방향의
회전에 연동하여 일 방향 또는 타 방향으로 이동되도록 상기 구동
풀리에 기계적으로 결합되는 이동 부재와, 상기 구동 풀리의 회전량을
제한하도록 상기 이동 부재의 이동 경로를 미리 정해진 범위 내로
제한하는 이동 제한 부재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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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 수술용 로봇 30, 31 ... 수술용 로봇의 구동 장치
100 ... 로봇 조작 장치 140 ... 로봇 암
151a, 151b ... 연장 부재 152 .. 구동 풀리
154 ... 모터 200 ... 수술용 도구
330,331 ... 이동 부재 312,314,333 ... 이동 제한 부재
420,421 ... 엔코더
수술용 도구로 동력을 전달하는 유연한 연장 부재와,
일 방향 또는 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상기 연장 부재의 일부를
권취하고 다른 일부를 권출하거나, 상기 연장 부재의 상기 일부를
권출하고 상기 다른 일부를 권취하는 구동 풀리와,
상기 구동 풀리의 일 방향 또는 타 방향의 회전에 연동하여 일 방향

청구범위

또는 타 방향으로 이동되도록, 상기 구동 풀리에 기계적으로 결합되는
이동 부재와,
상기 구동 풀리의 회전량을 제한하도록, 상기 구동 풀리에 감겨있는
상기 연장 부재가 완전히 풀리기 전에 상기 이동 부재의 이동 경로를
미리 정해진 범위 내로 제한하는 이동 제한 부재를 구비하는 수술용
로봇의 구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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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사례
□ AI 기술에서 스마트의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과 네트워
크 기반의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시스템이 융합된 기술로써, 의료시스템
및 기기와 ICT 기술의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특허분쟁이 부상하고 있음.
이에, 기업들의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됨

□ 스마트의료 분야 특허분쟁 사례로 전 세계 위장 캡슐내시경시장의 85%
를 점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업체 '기븐 이미징'(Given Imaging)이 특허소
송을 통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분쟁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지난 2006년 10월 기븐 이미징은 올림푸스를 상대로 캡슐내시경 원천기
술에 대한 미국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
으며, 2008년 4월 기븐 이미징은 올림푸스와 Cross-license를 체결하고,
올림푸스로부터 약 233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음

□ 기븐 이미징은 올림푸스에 이어 한국 의료기기업체 '인트로메딕'을 상대
로도 특허분쟁 전략을 펼친바 있으며, 기븐 이미징은 2011년 3월 인트로
메딕을 캡슐내시경 관련 유럽특허 2건ㆍ독일실용신안 1건에 대한 특허침
해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소했음
-

인트로메딕은 2012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에서 실
용신안 1건은 승소했으나 특허 2건에 대한 사건에서는 패소했으며,
인트로메딕은 독일시장에서 캡슐내시경 미로캠의 판매금지 처분을 받
았으나 실제 집행은 유보됨

-

이에 인트로메딕은 2012년 패소한 침해소송 사건에 대해 독일 고등법
원에 항소하는 한편 연방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무효사건에 새로운 무
효자료 및 항변을 제출해 무효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2013년 독일연방특허법원은 기븐 이미징 특허 2건 및 실용신안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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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청구항 전부에 대한 무효결정을 내리고, 고등법원 역시 인
트로메딕이 승소함
-

이는 독일에서 이미 무효가 된 실용신안등록의 한국패밀리 특허 2건
으로서 인트로메딕은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해 특허법원에
서 모두 무효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이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임

□ 원고인 인트로메딕은 기븐이미징을 상대로 캡슐내시경의 광학돔 아래 광
학계와 조명원 구조의 특허에 관련된 기븐이미징의 특허 2건(제800040호,
제798048호)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를 제기했음
-

인트로메딕은 특허심판원에서 승소와 패소를 거듭한 끝에 2013년 3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인트로메딕은 국내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븐이미징의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 비용 전액은
기븐이미징이 부담하게 됐음

1. 인트로메딕 V. 기븐이미징 리미티드
심판번호
청구일
청구의 취지
주문

2011당2580
(2011100002580)
2011.10.17

청구인

주식회사 인트로메딕

피청구인

기븐 이미징 리미티드

1. 특허 제800,040호 체내 촬상용 캡슐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각 (2012.06.28)
특허번호

KR 10-0800040 B1

발명의 명칭

체내 촬상용 캡슐
US 9432562 B2 : Device and system for in vivo imaging

관련특허정보

US 9386208 B2 : Device and system for in vivo imaging
패밀리 정보

JP 5689145 B2: 생체 내 촬상을 위한 장치 및 시스템
US 8681209 B2: Device and system for in vivo imaging
EP 1693000 B1: A device for in vivo imaging

출처 : WINTE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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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의료기술술은 의료시스템 및 기기와 ICT 기술의 융합이 활발해지
면고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에 대한 예방과 진단의 실용화 가능성이 높아
짐에 따라 미래 신성장 분야로써 부상하고 있음. 주요 IT업체, 의료기기업
체, 병원 등은 스마트의료 시장의 선점화를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개
척을 위해 기술개발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허분쟁 역시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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