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치과 산업 협회 
(등록 협회) – 능력과 역량을  
갖춘 귀하의 파트너 

>>> www.vddi.de

Quality made in Germany – 2019년 제38회 국제 치과 박람회에서 글로벌 플레이어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체험하십시오.

VDDI는 100여 년 전부터 치과 의료 기술과 치의학 분야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매진한 200개의 회원사가 소속된 
기업과 그룹의 공동체입니다. 

국제 치과 박람회 IDS는 VDDI의 상업 기업 및 GFDI 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Dental-Industrie mbH(독일 
치과 기자재 산업진흥원)에 의해 개최되며 Koelnmesse GmbH가 주관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VDDI, 독일 치과 산업 및 치과 분야의 세계 선도 박람회인 IDS에 관한 가장 주요한 팩트 및 수치를 
제공하는 신속한 개요가 있습니다.

독일 치과 산업 협회 
200개 회원사, 관련 통계:

• 20,000명 이상의 직원
• 매출 50억 유로
• 수출 비율 62 %
• 1916년 창립

www.vddi.de

치과 검색 엔진 DentalPlace
• 전자식 VDDI 회원사 목록
• 일목요연한 치과 제품 소개 및 두 번 클릭
• 42개 제품 그룹에서 수 천 가지 제품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
• 제조사와 즉시 연락
• 197만 명 이상의 방문자(2016/2017)

www.vddi.de, www.dental-place.de

국제 치과 박람회
• 전 세계에서 치과 의사, 치기공사, 치과 전문 딜러 

및 치과 산업을 위한 가장 큰 만남의 장
• 전시자, 방문자를 위한 모든 정보
• 전시자용 뉴스 데이터베이스
• 만남의 장 및 미디어 이벤트

www.ids-cologne.de,
www.gfdi.de, www.vddi.de



VDDI(등록 협회)  
최고 수준의 치의학

VDDI 및 독일 치과 산업: 

>>> www.vdd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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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회원사

VDDI는 치과 산업 협회이며 소유자가 경영하는 가족 기업부터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룹까지 포함합니다.

우리의 사명

독일 치과 산업은 사람의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응증 분야를 위
한 숙련된 제품을 전 세계의 치
과 의사와 치기공사에게 공급합
니다.

연구 파트너

• 과학적인 치의학 및 치과 기술 수공업과의 긴밀한 협력 
• 새로운 진단 및 치료 적용 분야의 연구
• 사용자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방법 및 재료의 개발

전 세계적 혁신, 기술, 품질, 정밀 

치과 산업은 최신 학문과 기술 수준에 따라 혁신적인 기기, 기구 
및 재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
수적인 기여를 합니다.

시장 선도력

독일의 치과 산업은 높은 혁신
력, 치과 기업의 경쟁력, 그들
의 분명한 서비스 집중력 및 평
균치를 넘는 공급 서비스를 통
해 많은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
합니다.

VDDI – VDDI 회원사의 총매출, 
수출 비율, 종사자

• 200개 기업
• 20,000명 이상의 직원
• 50억 유로 이상의 매출
• 수출 비율 64%



100년 – VDDF에서 VDDI까지 

100여 년 전에 독일 산업은 독일 치과 제조사 협회(VDDF)를 창립했습니다. 
현재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성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독일 치과 산
업 협회는 200개의 혁신적인 중소기업 및 20,000명의 매우 의욕적인 직원
과 함께 전 세계 치과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명성을 얻고 있는 산업 협회입
니다.

모든 회원사는 두 개의 특별한 고객 그룹인, 치과 의사와 치기공사를 위한 
제품을 함께 생산합니다. 독일 치과 산업의 목표는 치과 의사, 치의학 연구, 
치기공사, 재료 연구자 및 치과 전문 상거래와 함께 환자의 구강 건강을 유
지하거나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100여 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고 미래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
입니다!

독일 치과 산업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순간 

   1916 1923 1928  1950 1992/1995            2016/06  2019

>>> www.vddi.de

국제적인 치과 박람
회 개최자로서의 성
공적인 전통을 계
승하기 위한 목표로 
VDDI를 새로 창립

독일 치과 산업의 첫 
번째 치과 박람회

독일 치과 산업에 속
한 기업은 VDDF(독
일 치과 제조사 협
회)와 통합합니다.

목표: 치과 박람회 
창립

이제부터 IDS의 개최자
는 VDDI의 상업 기업 
및 GFDI 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Dental-Industrie mbH(
독일 치과 기자재 산업진
흥원)입니다. 

VDDI 100년첫 번째 국제 치과 
박람회

38회 IDS
12일–16일 3월
2019



독일 치과 산업: 한 번의 클릭으로 
성과 스펙트럼 표시 

>>> www.dental-place.de

독일의 제품과 해당 제조사를 위한 귀하의 검색 엔진 – 매해 190만 
회 이상의 검색 조회
DentalPlace는 VDDI 회원사 목록이고 전 세계로부터 검색 조회를 위해 자주 이용
하는 플랫폼입니다. 검색 엔진 DentalPlace에서 제공하는 언어: 독일어, 영어, 프랑
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및 아라비아어 독일 치과 산업이 구현하는 성과 
스펙트럼은 다음 분야에서 60,000개 이상의 제품입니다: 
 

치의학
고급 제품은 진단부터 예방을 포함하여 복원까지 치의학의 전체 스펙트럼을 충족
합니다:
최소 침습적 치료 방법이 독일 치과 산업의 제품을 통해 최적화됩니다.

치과 기술
아울러 치과 산업은 치과 기술의 모든 사용 분야를 위해 높은 품질의 제품과 시스
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entalPlace를 이용하여 총 241개의 하위 개념이 포함된 42개의 제품 그
룹에서 수 초 내에 "Made in Germany" 치과 제품, 해당 제조사 및 공급 프로그램
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설비
• 기구

• 기기 
• 재료

• 미학
• 수술적 치료
• 치내 치료학
• 이식학
• 개별 예방법

• 치과교정학
• 보존적 치료
• 임상치주학
• 치과 보철술

지속적 가치, 최대 표준
독일 치과 산업은 제품과 적용에서 최고의 요구사항을 충족
합니다. 아울러 내부 품질 관리 시스템도 의료 제품 가이드라
인의 충족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ISO 및 환경 요인에 따른 추가 인증은 생체적합성, 사용자와 
서비스 편의성이 우선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위한 전제조
건입니다.

• 다중 브리지
• 인레이
• 치관

• 온레이
• 부분 보철
• 전체 보철 등 기타 많은 사항



세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 www.dental-place.de

VDDI 회원사 목록 및 강력한 제품 검색 엔진

검색 엔진 "DentalPlace"는 독일산 치과 제품을 위한 중요한 
검색 도구입니다. 전 세계의 치과 의사, 치기공사 및 치과 전
문 상거래가 독일 치과 산업에 속한 200개 회원사의 제품과 
시스템 솔루션을 190만 회(2016/2017) 검색했습니다.
 
DentalPlace는 7개의 언어(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
어, 중국어, 아라비아어 및 러시아어)로 여러 검색 방법을 제
공하는데, 예를 들어 제조사 검색 또는 제품 그룹이나 제품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치과 의사 영역" 및 "치과 기술 영역"으로 분류된 40
개의 제품 상위 그룹이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의 약 280개 검색어가 제품 그룹 내에서 "복제-소
독제"부터 "치과 기술 기기용 액세서리"까지 개별 제품 검색
을 세분화합니다.

2003년 이후 650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DentalPlace"를 방
문했습니다.

190만 명의  
방문자
(2016/2017)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라비아어



GFDI 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Dental-Industrie mbH(독일 치과 기자재 산업진흥원)

IDS 개최자 – 분야의 1인자 
Köln에서 개최되는 IDS는 국제 치과 시장 및 전체 치과 분야
를 위한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IDS(국제 치과 박람회)는 2년마다 Köln에서 열리고 GFDI 
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Dental-Industrie mbH(독
일 치과 기자재 산업진흥원) 및 독일 치과 산업 협회(VDDI)
의 상업 기업에 의해 개최되고 Koelnmesse GmbH가 주관
합니다.

유일무이한 제품의 다양성
전체 글로벌 치과 시장이 IDS에서 보여준 제품의 다양성으
로 표출됩니다. 치과 분야의 관련된 모든 대상 그룹이 정보
를 수집하고 제품을 체험하며 대화하고 치의학과 치과 기술 
분야의 최신 경향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여기에서 서로 
회동합니다.
• 치과 의사 영역
• 치과 기술 영역
• 감염 방지 및 정비
• 서비스: 정보 시스템, 통신 시스템, 조직 시스템,  

조직적 수단

전시자를 위한 희망찬 전망
• 고객, 공급업체 및 사업 파트너와 관계 관리
• 전 세계의 새 고객
• 국제적인 판매 파트너 관계
• 모든 국제적인 치과 분야와 네트워크 형성

>>> www.gfdi.de

37회 국제 치과 박람회 2017의 기록적인 결
과를 보면

59개 국가의 2,305 전시자 및 157개 국가에
서 방문한 약 155,000명의 전문적인 방문자
가 박람회를 찾은 것입니다. 전시자 중 외국 
비율이 72%이고 방문자 중 외국 비율이 60%
인 것을 보았을 때 IDS가 더욱 국제적인 행사
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다음 IDS: 38회 국제 치과 박
람회, 3월 12일 - 16일 2019년 
Köln2019



IDS – 국제 치과 분야의 정상 회담

IDS – 국제 치과 분야의 정상 회담

IDS는 전체 치과 시장의 흐름을 제시하고, 완전한 부가가치 
사슬이 Köln에서 회동합니다: 치과 제품과 시스템 솔루션의 
개발자 및 제조사, 제품 사용자, 병원과 실험실에서 근무하
는 직원을 동반한 치과 의사 및 치기공사 이곳에는 장차 치
과 시장의 흐름에 동참하려는 학생과 직업 훈련생도 있습니
다. 아울러 부가가치 사슬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및 치과 

분야의 중요한 소통 채널이며 잊지 않아야 할 치과 전문 미
디어도 있습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 노력하며 사용자가 자
신의 업무와 환자를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
도록 기여하는 모든 사람이 IDS에서 회동합니다. 

>>> www.ids-cologne.de

 

국제 치과 박람회의 지속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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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www.ids-cologne.de



VDDI(등록 협회)
독일 치과 산업 협회(등록 협회) 
Aachener Str. 1053–1055
50858 Köln

GFDI mbH
GFDI Gesellschaft zur Förde-
rung der Dental-Industrie mbH(
독일 치과 기자재 산업진흥원) 
VDDI의 상업 기업기

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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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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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 2년마다 치과 분야의  
중심이 되는 박람회

국제 치과 박람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독창적인 특징, 분명하게 
구별되는 브랜드 가치 및 감동적인 명망을 갖춘 자체 "IDS 브랜드"
가 되었습니다.

IDS의 특징:

"개방성", 이것은 "손님에게 친절함", "공동체 후원" 및 아울러 "정

직"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은 IDS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의 감동적인 면을 표

현합니다.

"수준 높음", "방향 제시", "완전함" 및 "분야에 대한 책임감"  
등과 같은 개념이 IDS의 높은 품질과 독창적인 능력 수준을 표현합니다. 

"지속적" 및 "성공을 추구하는" 등의 개념은 모든 참여자의 장기적이며 성
공을 목표로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전시자, 방문자, 행사 개최자, 주관 
회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IDS는 혁신과 시장 경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치과 커뮤니티를 위한 
세계 선도 박람회입니다."  
(IDS 브랜드 코어)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