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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 대한 출원현황을 체크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검토한다

1. 의료기기 분야의 최근 10년간 출원동향
2. 최신 의료기기의 특성
3. 의료기기 및 웰니스 기기의 특허출원요령
4. 특허출원의 목적
5. Patent troll
6. 특허분쟁
7. 의료분야와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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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 출원 동향
(미국)

- 출처: 미국 특허청(USPTO) 2015.08



의료기기
특허 출원 동향
(국내)

-출처: 특허청의료기기분야 특허동향조사보고서(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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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 출원 동향

- 10년간 특허출원의 평균증가율은 7.39%, 최근 3년간('13-'16년) 증가율은 9.25%

- 생체계측 분야는 장‧단기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체외진단, 치료보조
분야는 최근 출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출처: 특허청 의료기기분야특허동향 조사보고서(17.05)



생체계측/체외진단

IoT 체외진단기기모바일 심전도 측정

모바일 심전도 측정

IOT 체외진단기기



진단/재활치료

인공지능(AI) 암진단

BCI, VR적용재활로봇



https://www.youtube.com/watch?v=OMBxuWzfyko


의료기기산업의 경향/특성-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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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의 경향/특성-의료기기와웰니스 제품



의료기기/웰니스기기 판단기준

의료기기 웰니스 기기



의료기기 및 웰니스 기기의특허출원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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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제10-1538916 호 ‘EEG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특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

특허는 컨셉으로 출원 및 등록 가능, 구체적인 기술 구현 불필요



tDCS의사용예

등록특허 제10-1538916 호 ‘EEG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특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  도면



의료기기 및 웰니스 기기의특허출원요령-특허성

1. 기술 특허
“수단 자체가 새로운 것”  종래기술 대비 진보한 부분 특정

2. 아이디어 특허
“수단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방법)이 새로운 것”  응용방법을 특정



특허출원을해야 하는 이유

1. 마케팅 수단(Business 효과)

3. 연구실적(성과)

2. 보험(손해배상, 라이센싱)

4. 시간 ∙∙∙ 경쟁자 진입저지, 수출입금지



특허의 비지니스적효과

• 기업 value-up & 투자 deal 에 활용
(VC, 엔젤투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IP 담보대출)

• 정부지원과제 가산점 & 벤처 인증 등 혜택

• 경고장 만으로도 충분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음

• 마케팅에 활용 – 기업의 적극성/아이템에 대한 확신을 표출하는 수단

• IP 매매 등 회수 수단

• 기술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요소



라파스- 10억원 투자 유치



Patent troll

가산 특허법인 _ 박지혜 변리사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



Patent troll



의료분야로확장중인 Patent troll

Medical Monitoring and Paging LLC, Hospital Systems Corporation

- 대형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의 자회사로 의료분야 특허들을 확보하여 특히 의료기
기 업체들에 대해서 침해소송을 제기한 후, 라이센싱을 맺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음

- 특허 라이센싱 기업인 Acacia Research Corporation은 그의 자회사인 Medical 
Monitoring and Paging LLC가 GE(General Electronic Company)와 라이선싱 계
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힘(2010-03-18)

- 특허 라이센싱 기업인 Acacia Research Corporation은 그의 자회사인 Hospital 
Systems Corporation이 Carestream Health, Inc.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텍
사스동부지방법원에 계류된 당사자들의 특허소송을 종결지음.(2010-03-16) 



대표적인의료기기분야의 특허분쟁 하이로닉(국내기업) vs 울쎄라(미국 社)

국내 법원, 심판원에서 진행(2013)

1. 특허침해소송

2. 특허무효심판청구

3. 심판청구 및 소취하
&

부제소합의
- 하이로닉 –

침해소송 피고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 울쎄라 –

침해소송 원고
특허무효심판 피청구인



대표적인의료기기분야의 특허분쟁 기븐이미징(이스라엘 社) vs 인트로메딕(국내기업)

국내 법원, 심판원에서 진행(2014)

1. 특허침해소송

2. 특허무효심판청구
: 인용, 기븐이미징 특허 무효 확정

- 기본이미징 –

침해소송 원고
특허무효심판 피청구인

- 인트로메딕 –

침해소송 피고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Blockchain for
Pharmaceuticals and Health

&  Medical Device





의료분야에서 Blockchain의활용예

개인 의료정보 관리  블록 체인에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하고, 

의료기관이 공유

의료기기 일지  IoT 와 결합하여 의료기기의 상태를 파악

의약품 온도 관리  온도에 민감한 제약 제품의 온도 기록을

블록 체인에 전송하여 제약 제품의 안전성 결정

임상 시험에서의 협업  제약 회사, 임상 연구 기관 및 규제당

국 간의 공동작업 가능하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