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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ent Trend Analysis of the Toothbrush
Jin Sung Choi1)†, Youmg Hee Lee1)†, Hye Joung Cho1), Seo Jin Kim1), Hye Eun Kim1), SUN QIAOCHU1),
Hyeong Joon Ji1), Kyu Hyeon Ahn1), Hong Ran Choi1), Ok Joon Kim1)*

Dental Research Institute, Department of Oral Pathology, School of Denti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1)
The basic instrument for oral hygiene is toothbrush. Many patents that are announced to enhance efficiency and convenience
by changing shape and using new material. There are also patents regarding its various functions. This study, the purpose of study,
was surveyed the toothbrush patents from 2005 to 2014. The patent search was done in site 'kipris' using keyword ‘toothbrush’.
Among sorts of administrative measure, enrollment and extinction patents was searched, followed by classified patents into its shape,
materials, function and electronic toothbrush. For the patents with function, detailed analysis was done. Total numbers of toothbrush
patents decreased in 2006 to 2008, lowest in 2008, and steadily increased to 2014. The patents regarding shape was outnumbered
material. Shape and material patents could be divided by handle portion and head portion patents, which patents of head portion
is more than handle portion. The patents of function could be classified into certain situation or combinate functions to its natural
function. Function patents increase with the ratio of total patents. For brush patents, they have a tendence of increase. In addition,
from a shape and function, toothbrush patents going to be more variable. It choose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From a shape
of toothbrush, patents regarding head portion are going to increase. And it has a tendency to change the shape rather than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for efficiency of toothbrushing. Electronic toothbrush will be placed certain position, however, conventional
toothbrush also will place large portion by estimating patent number and there be more progressive. Some patents will catch popularity
like combination of brush and paste, replacement of brush head, attraction for toothbrushing, and hygiene tooth brush. Also disposable
toothbrush and portable toothbrush are getting popularity along with social phenomenon.

Key words：Patent trend analysis, Toothbrush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고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Ⅰ. INTRODUCTION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1). 치면 세균막은 치아우식
칫솔질은 치아 표면에 존재하는 치면 세균막을 제거하여

증과 치주병의 주요 원인 요소로서2), 칫솔질은 치아 표면의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여 치면 세균막의 형성을 방지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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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치면 세균막과 불완전하게 형성
된 치석을 제거하고 치면을 매끄럽게 연마하여 음식물 잔사
의 재부착이나 치면 세균막의 재형성을 억제하는 치면 청정
작용과 치면 활택 작용을 한다3,4).

칫솔질의 주요 도구인 칫솔은 예전부터 많은 발전을 거쳐

허, 실용신안 메뉴에서 ‘칫솔’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왔다. 중국인들은 당나라 시절(618년~907년)에 강모(britle)

행정처분상 거절, 등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 공개 중 특허

5)

와 손잡이로 구성된 칫솔을 발명하였는데 , 현대적 모델과

로써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등록, 소멸된 특허만을 선택적

비슷하게 돼지털을 사용하였다. 1780년에 영국에서 William

으로 검색하여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였

Addis는 “최초의 현대적 칫솔”이라고 명명된 칫솔을 만들었

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141개의 특허가 검색되었고 각

5-7)

다 . 1900년대 초에 뼈로 만들어진 손잡이는 셀룰로이드로

특허의 초록을 확인하여 칫솔 자체의 특허라고 판단되는 512

교체되기 시작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중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의 특허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공급되던 고품질의 돼지털 강모 공급이 중단되어 나일론 강
5)

(1) 모양과 재질에 관한 특허

모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천연 강모와 비교해서 나일론

(2) 칫솔 기능에 관한 특허

강모의 장점은 일정한 직경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고

(3) 전동칫솔에 관한 특허

둥글게 끝처리한 강모는 치은 조직에 좀 더 부드러운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5-15)

.

2) 칫솔 기능에 관한 특허 세부분석

칫솔에 대한 연구는 질적인 면 뿐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위에서 조사한 세 가지의 기준 중에서 기능에 관한 특허가

증가하였다. 1991년과 1992년에 세계치의학연구회(The

다양하고 복잡하여 세부분석을 하였다. 기능에 관련된 특허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Research)와 미국 치의

는 222개로서 분류기준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다. 그

학연구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Dental Research)에

중 상위 5개의 품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서 발표된 초록들의 핵심단어 색인에서 칫솔은 주제어로 포

(1) 치약 통합 기능

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에 발표된 초록에서는 치약과

(2) 칫솔모 교체 기능

구강 양치액 보다 숫자는 적었지만 주제어로 포함되었고, 이

(3) 빛, 멜로디 기능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 미국치의학연구회 학회에

(4) 위생, 항균 기능

16)

서는 치약과 구강 양치액보다 많은 초록 수를 기록하였다

칫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칫솔 두부의 크기와 형태,
강모의 배열, 손잡이 길이나 크기, 손잡이 및 두부의 경사
8)

(5) 일회용 칫솔
(6) 잇몸 마사지 기능
(7) 혀 클리너 기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최근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8) 유아용 칫솔

이 높아져서 칫솔에 대한 모양, 재료, 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

(9) 휴대용 칫솔

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칫솔에

(10) 칫솔구별기능

관한 특허를 조사하여 최근 10년간 칫솔특허의 동향이 어떻

(11) 치간칫솔 기능

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칫솔 특허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

(12) 치실 통합 기능

지에 대해 추측해 보고자 한다.

(13) 세척수 공급 기능
(14) 면도기 겸용 기능
(15) 음파진동 기능
(16) 교체날짜 표시기능

Ⅱ. CASE REPORT

(17) 여행용 칫솔
(18) 거울 통합 기능

1. 연구방법

(19) 칫솔질 확인 기능
1) 칫솔에 대한 전체 특허 및 특허 분류
특허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www.kipris.or.kr)17)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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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석션 기능
(21) 친환경 기능

(22) 틀니용 기능

재질에 대한 특허는 대부분 두부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23) 음이온 방출 기능

모양에 대한 특허의 추이를 살펴보면, 두부 부분에 대한 특허

(24) 초음파 이용 기능

는 10년간 총 150개로 연평균 15개 정도이고, 손잡이 부분에

(25) 근적외선 기능

대한 특허는 10년간 총 22개로 연평균 2개 정도였다 (Table

(26) 치약계량 기능

1). 두부 부위의 특허 수의 변화는 전체 칫솔 특허와 비슷하

(27) 자립칫솔 기능

게 변화하여 2014년에 38개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8) 교정용 칫솔 기능

(Fig. 2).

(29) 칫솔 시간 표시기능

칫솔 두부모양에 대한 특허에서 부드러운 강모부분을 변

(30) 불소이온 기능

형시킨 특허와 단단한 부분을 변형시킨 특허들을 나누어 보

(31) 컵 부착 기능

았다. 최근 10년간 각 특허의 총 개수를 보면 강모부분과 같
은 부드러운 부분에 대한 특허가 77개이고 강모가 심어져
있는 단단한 부분에 대한 특허가 73개로 두 부분에 대한 특허

Ⅲ. RESULTS

의 수가 비슷하였다(Table 2).
칫솔 기능에 대한 특허는 전체 특허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

초록을 확인한 결과, 칫솔과 연관된 특허는 최근 10년 동안

하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 맞추거나 칫솔 본연의 기능에

512개, 매년 평균 51개의 특허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허의

다른 기능들을 통합시킨 형태이다. 전체 특허 수는 2008년에

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하여 2008년에 최소치를

가장 적었던 것에 비해 기능에 대한 특허는 2010년에 가장

보이고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 최대치를 나타

적었다(Fig. 3). 기능에 대한 특허들은 즉, 2005년에 38개,

내었다(Fig. 1).

2006년에 35개, 2007년에 18개, 2008년에 8개, 2009년에 14

칫솔의 모양과 재질에 대한 특허는 크게 두부 부분에 대한

개, 2010년에 7개, 2011년에 18개, 2012년에 17개, 2013년에

특허와 손잡이 부분에 대한 특허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모

32개, 2014년에 35개를 기록하여, 매년 평균 22개 정도의 특

양과 재질에 대한 특허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재질 보다는 모

허가 발표되었다.

양에 대한 특허의 수가 8배 정도 더 많고 종류도 다양하였다.

전동칫솔에 대한 총 특허 수는 10년간 97개를 확인하였다.

Fig. 1. Total toothbrush patent number for 10 years (200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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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othbrush patents about shape and material for recent 10 years (2005~2014)

shape

material

year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total

head

14

14

10

4

7

13

11

22

17

38

150

handle

2

1

0

0

2

1

3

3

8

2

22

head

1

4

5

2

1

6

0

0

0

0

19

handle

0

0

0

0

0

0

0

0

1

1

2

Fig. 2. Patents about the shape of toothbrush for recent 10 years (2005~2014)
Table 2. Toothbrush patents type about head shape for recent 10 years (2005~2014)

head

year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total

soft part

8

7

6

2

3

4

5

13

8

21

77

hard part

6

7

4

2

4

9

6

9

9

17

73

칫솔에 대한 다른 특허들이 매년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기능과 관련된 특허들을 세분하여 살펴보았다(Table 3). 칫

달리 전동칫솔에 대한 특허들은 매년 일정한 숫자로 발표되

솔에 치약이 통합되어 칫솔질 할 때 치약이 자동으로 분출되

었으나, 2013년에 21개로 평균보다 2배 정도 상회하는 것을

는 기능을 가진 특허가 10년 동안 매년 나왔는데 총 특허

확인하였다(Fig. 4).

횟수도 51번으로 가장 많았다. 2005년과 2006년에는 12개
정도로 많은 양을 기록했고 2007년에서 2013년까지는 3개정
도로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2014년에 다시 8개로 증가하였다

2. 칫솔 기능에 관한 특허 세부 분석
칫솔에 대한 특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칫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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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칫솔모를 교체 할 수 있게 되어 칫솔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 특허는 발표되지 않은 해도 있었지만 특허

Fig. 3. Patents about toothbrush function for recent 10 years (2005~2014)

Fig. 4. Patents about electronic toothbrush for recent 10 years (2005~2014)

횟수가 21번으로서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었다. 2005~2012

을 보였다(Fig. 9).

년까지 매년 2개정도를 기록하였고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다음으로 잇몸 마사지 기능을 넣은 특허는 10년 동안 12번,

7개, 4개로 증가 하였다(Fig. 6). 칫솔에 빛이나 멜로디 장치

칫솔에 혀 클리너 기능을 더해 백태를 제거할 수 있는 칫솔은

를 설치하여 아동에게 칫솔질에 호감을 가질 수 있게 한 특허

11번 나왔다. 휴대용 칫솔에 대한 특허는 총 11번, 유아용

는 10년간 특허 횟수는 15번 이었다. 특허 수는 매년 다양한

칫솔에 대한 특허는 10번 나왔다. 칫솔에 다양한 색깔이나

양상을 보였다(Fig. 7). 칫솔에 위생이나 항균 기능을 더한

모양을 입혀 개인의 칫솔을 구별하게 하는 특허는 8번, 칫솔

특허는 10년간 총 15번 나왔다. 2005~2010년까지는 다양한

에 치실 기능을 통합한 특허는 4번 나왔다. 칫솔 안에 세척수

양상을 보이지만 2011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를 통과하게 시켜 바로 헹굴 수 있는 특허기능도 5번, 다음으

8). 일회용 칫솔에 대한 특허는 10년 동안 꾸준히 개발되어

로는 빈도가 크게 감소하여 면도기 겸용 칫솔, 음파진동을

총 14번 나왔다. 특허의 수는 2010년 이후로 증가하는 양상

이용해 치아를 세척하는 칫솔, 칫솔교체 날짜를 표시해 주는

713

Table 3. Patents analysis about function of toothbrush for recent 10 years (2005~201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total

toothpaste combined

11

13

3

2

4

2

4

3

1

8

51

bristol replacement

1

3

1

1

2

2

7

4

21

light, melody

1

3

hygiene, antibacterial

1

1

3

2

1

3

15

1

5

3

1

1

2

2

15

disposable

2

1

2

1

3

2

14

gum massage

2

2

3

1

1

1

12

tongue cleaner

2

4

1

portable

4

1

1

for infant

3

1

1

distinguished toothbrush

1

1

interdental brush combined

1

1

1

1

1

1

2
2
1

1
1

dentalfloss combin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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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atents about toothpaste combined function for recent 10 years (2005~2014)

Fig. 6. Patents about bristol replacement function for recent 10 years (2005~2014)

칫솔, 여행용 칫솔의 특허가 10년 동안 3번 나왔다. 칫솔에

Ⅳ. DISCUSSION

거울이 연결된 칫솔, 칫솔에 특별한 염색물질을 넣어 치태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칫솔질 확인특허, 칫솔에 석션 기능

칫솔질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의 구강질환을 예방하

을 통합한 특허, 생분해성 재료 칫솔을 만든 친환경 칫솔,

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18-19) 칫솔질은 치아

틀니 세척용 칫솔에 대한 특허 등은 10년간 2번 정도 나왔다.

표면의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여 치면세균막의 형성을 방해할

그 이외에 초음파를 칫솔질에 이용하는 특허, 음이온을 방출

뿐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치면세균막과 치태 및 불완전

하는 특허기능, 근적외선을 이용한 칫솔질의 특허, 치약을 계

하게 형성된 치석을 제거하고 치면을 매끄럽게 연마하여 음

량하는 특허,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칫솔에 관한 특허, 교정

식물 잔사의 재부착이나 치면세균막의 재형성을 억제하는 치

환자를 위한 특허, 불소 이온이 포함된 칫솔, 컵이 부착된

면 청정작용과 활택작용을 한다20). 또한 칫솔질은 잇몸 등

칫솔에 대한 특허가 10년 동안 1번씩 나왔다.

구강 연조직을 적절히 마사지하여 구강조직이 건강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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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atents about light, melody function for recent 10 years (2005~2014)

Fig. 8. Patents about hygiene, antibacterial function for recent 10 years (2005~2014)

되도록 한다21). 칫솔은 칫솔질의 이러한 목적들을 효율적으

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구강 관리에

로 달성하면서 치아조직 및 치주조직에 유해한 작용을 하지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현 상황26)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

않도록 고안되어야 한다22).

각된다. 칫솔에 대한 특허는 칫솔 부위에 대한 특허와 기능에

칫솔질이 원활하지 않으면 구강은 치주질환에 이환되기

대한 특허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칫솔 부위별로 살펴보면

쉽다. 치주질환은 세균성 치태에 의해 시작되며, 치주질환의

칫솔 손잡이 부위와 두부 부위에서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재

23)

치료와 예방적 측면에서도 치태 조절은 상당히 중요하다 .

질을 바꿈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칫솔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치은 연상 치태를 제거하는 데는 기계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

생각된다27).

적이다24-25).

모양과 재질에 관한 특허를 살펴보면 모양을 변형시키는

칫솔에 대한 특허의 전체 숫자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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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재질에 대한 특허의 수는 많지 않

Fig. 9. Patents about disposable toothbrush for recent 10 years (2005~2014)

았다. 모양에 대한 특허에서 살펴보면, 손잡이 부위에 대한

이는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5-10개 정도를 확인하였다.

특허는 10년간 해마다 3개 정도 나왔고, 두부 부위의 특허가

여러 연구에서 전동칫솔이 수동칫솔보다 치태와 치은염의 감

손잡이 부위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

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30-33). 특허 결과를 보

세였다. 이는 칫솔에서 치태제거의 효과와 성능에 두부부위

면전동칫솔도 칫솔의 한 영역으로써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 모양과 재질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전동칫솔이 생산될 것이라고

28)

생각되었다34).

. 또한 최근 치은염 및 만성 치주 질환으로 인하여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29)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칫솔의 기능 특허를 살펴보면, 특허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
여 전체 특허의 수와 같은 경향을 보였고 특허의 내용은 매우

두부 부위의 모양에 대한 특허들을 강모와 같은 부드러운

다양하였다. 치약을 칫솔에 통합하여 칫솔질 할 때 편하게

부분과 강모를 잡고 있는 단단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

해 주는 기능에 대한 특허는 10년간 매년 빠지지 않았으며

면, 10년간 특허의 수가 비슷하였다. 손잡이 부분은 기구를

전체 기능 특허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조작하기 편하게 파지 영역을 개량한 특허들이 많았다. 미끄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의 사용은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치

럼 방지 효과나 조작성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손잡이의 모양

약을 칫솔에 통합시켜 하나의 과정을 생략하는 특허는 꾸준

을 변형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부 부분에 대한 특허는 다양하

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회용 칫솔이나 휴대용

였다. 두부부위를 변형시켜서 치아세척을 강화하거나 치은

칫솔에 관한 특허와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특허가 나올 것으

열구 부위의 세척을 강화하였다. 또한 두부부위를 양면으로

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칫솔모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특허

만들거나 회전하게 만들어서 적은 힘으로 칫솔질을 효율적으

가 있다. 칫솔의 수명은 두부의 수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

13)

로 할 수 있게 하였다 . 두부 부위에 특정한 성분을 함유하

따라서 손잡이 부분에 두부 부분을 교체하여 사용한다면 칫

여 세균의 번식이나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고 구강 내에 상

솔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버려지는 손잡이 부

주할 가능성이 높은 호기성 및 혐기성 세균과 진균류 모두를

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제거하는 제품도 있었다.

있을 것이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전동칫솔 특허의 개수는 2013년에 특이하게 많은 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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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특허의 측면에서도 칫솔모 교체에 대한 특허는 더욱 많

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튼튼하게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칫솔에서 빛과 멜로디가 나오는 특허가 세 번째로 많은
특허 수를 차지하였다. 특허의 수를 보면 특이한 동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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