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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의 기능은 exocad와 함께하면 무한합니다. exocad는 
어떤 요구 조건이나 하드웨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대한 
디자인 옵션과 원활한 통합성을 제공합니다. 

exocad는 개방형 플랫폼 솔루션을 지원하고 최상위 CAD/
CAM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케이스의 단순함과 복잡함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의 디지털 치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ocad 포트폴리오에는 임플란트 계획, 심미 

치과, 디자인 및 제작이 포함되며 최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exocad의 개별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임상의, 치기공사, 제작 센터 사이의 디지털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플랫폼인 dentalshare를 통해 서로 원활히 
작동하고 연결됩니다. 광범위한 추가 기능 모듈들은 
디지털 워크플로우에 따라 뛰어난 유연성과 손쉬운 협업을 
제공합니다.

CAD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하라

하나의�
플랫폼

완벽한 디지털 치과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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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을 미소 짓게 하다
무려 150개국의 수많은 치과 전문가들이 exocad를 사용 중입
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협업하기 위해 exocad는 
대상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전 세계 동료들과 함께 exocad 담당

자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들과 리셀러
들에게 퍼스트 클라스 서비스와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50,000
개 이상의 라이센스 판매

150
개국 이상의 사용자

12
년 이상의 성공

exocad 미국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인도

중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exocad 본부

미국 서부

exocad 
아시아(한국)

exocad 지사

exocad 본부(독일)
베네룩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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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cad는 디지털 치과 진료의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데에 
전념하는 다이내믹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유연하고 신뢰
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쉬운 exocad의 CAD/CAM 소프트웨어

는 전 세계 치기공소와 치과 진료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
니다. 이곳에서 최신 제품의 개발 현황을 확인하시고 저희 뉴
스레터인 News Bites에 가입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신의 정보

간편한 구매 동료들에게 배운다
현 DentalCAD 사용자들은 exocad webshop
에서 업그레이드 및 애드온 모듈들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도움과 교육 프
로그램 및 최신 Dental CAD 업데이트 관련 내
용들을 지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산업의 리더들과 관련 업계의 신규 종
사자들에게 디지털 덴티스트리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들어봅니다.

exoBlogexocad�웹샵

불법 복제 방지 캠페인

피해 방지
데이터 손실과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exocad의 공식 
라이선스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함과 유연성 디지털 수술의 우수성 향상
45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과 85 개가 넘는 향
상된 기능들로 설계과정을 간소화하고 CAD
에서 CAM으로의 직관적인 워크플로우를 생
성합니다.

양 턱의 임플란트 계획과 수술가이드 디자인을 
동시에 완성시킬 수 있고, 보다 빨라진 성능의 워
크플로우는 이 소프트웨어를 생산성 부스터로 만
들어 줍니다.

당일 원내 제작의 새로운 시대
Instant Anatomic Morphing과 AI-assisted 스
마일 디자인은 복잡한 케이스를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DentalCAD 3.1 Rijeka exoplan 3.1 Rijeka ChairsideCAD 3.0 Galway

더 많은 뉴스를 원하시나요? 추가 정보 업데이트는  
exocad.com/pres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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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cad 는 디지털 치과계의�‘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거스트 드 올리베이라 박사,�미국�
치과-임플란트 전문의

전문가들이 당사의 디지털��
� 치과 솔루션을 신뢰하는 이유
exocad의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급변하는 치과 의료 
산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툴을 지원합니다. 치과 전문
가들은 다양한 이유로 exocad를 선택합니다: 견고함, 일상적 
워크플로우의 손쉬운 향상,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지원, 지속

적으로 개선되는 소프트웨어 보안 등. exocad는 “당신의 자유
가 우리의 열정이다”라는 모토를 철칙으로 광범위한 스펙트럼
의 장치 및 시스템과 연동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신속성과 효율성
exocad 사용자는 크고 복잡한 
케이스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빠르게 
실행되는 초강력 고성능의 
소프트웨어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당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디테일에 중점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exocad의 제품이 신뢰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이유입니다.

 유연한 소프트웨어,�유연
한 비즈니스 모델
당사는 모듈식 개방형 접근 방법으로 
유연성과 자유성을 보장합니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 모듈을 
선택하거나 영구 CAD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미래 지향
당사는 타사의 스캐너, 밀링기, 
프린터, 소재 등과 호환 가능한 종합 
솔루션의 치과용 CAD/CAM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입니다. 당사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최상의 혁신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
단순화
케이스가 복잡하더라도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쉬워집니다.

 독립성과 혁신성
당사의 개방형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구매 고객이 디지털 치의학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사의 엔지니어와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치과의학의 
경계를 확장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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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파트너

기술 파트너

장비

소모품 및 치아

임플란트 및 부품

글로벌 네트워크
exocad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신뢰받는 파트너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됩니다. 장비 제조업체도 개방형 시스
템 기술 플랫폼, 원활한 통합 가능성 및 사용의 간편성을 위해 
exocad를 선택합니다. 

광범위한 인터내셔널 리셀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치과 
전문가들이 exocad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
다. 또한 exocad 사용자는 리셀러와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 설
치,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의 애프터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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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cad 사용자

 

 

exocad는 치과 CAD/CAM 시스템의 선두 제조업체와 치과 전
문가 모두가 선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사의 개방형 플랫
폼은 다양한 하드웨어와 원활하고 유연하게 통합시켜줍니다. 
사용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 기능 모듈을 선택하고 활
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exocad의 포트폴리오는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치기공소 및 진료실을 위한 현
재 응용 프로그램에는 DentalCAD, ChairsideCAD 및 exoplan이 

포함됩니다. exocad의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은 매끄
럽게 결합되며 추가 모듈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치기공용 소
프트웨어 DentalCAD의 사용자는 다음 두 가지 라이선스 모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구독 기반의 플렉스 라이선스 또
는 선택적 업그레이드 계약이 포함된 영구적 퍼페추얼 라이 
선스.

exoplan

dentalshare

DentalCAD

ChairsideCAD

이 편리한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원활한 임플
란트 설계 및 수술 가이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exocad의 다방향 데이터 전송 툴은 임상의, 치기공
사 및 제작 센터 간의 소통과 협업을 단순화시켜줍
니다.

치기공사는 정밀하고 수월하게 세련된 치아 수복물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ocad는 개방형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로 수복물의 
당일 원내 제작을 돕습니다.

디지털 수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다방향 협업 플랫폼

치기공소를 위한 CAD 소프트웨어

치과 치료실을 위한 CAD 소프트웨어

기공소와 진료실을 넘나드는 exocad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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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입문자 모두를 위한 강력한 툴

DentalCAD

DentalCAD 개요

 ●  다목적성 -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  견고성 - 복잡한 케이스에서도 신속한 운용

 ●  일관성과 합리성 - 풍부한 사용자 경험

 ●  자유로운 선택 - 타사 제작 장비와 원활한 
통합

 ●  사용자 친화성 - 마법사 모드의 가이드 
워크플로우

 ●  포괄성 - 멀티 데이터 소스의 결합

DentalCAD 사용으로 나의 생각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왈도 사르코 노스티�
스페인 치기공사

exocad의 DentalCAD는 매년 수천 개의 라이선스가 판매되는 
선도적 치과 CAD 소프트웨어 중 하나입니다. 치기공사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DentalCAD는 작업의 생산성, 유연성 및 뛰어
난 치과 수복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속한 양산에서 복잡한 맞춤형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exocad
의 모듈식 CAD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exocad의 광범위한 추가 기능 모듈의 포트폴리오 덕분에 치기
공소는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비용으로 서비스 범위를 손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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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원내 제작으로 손쉬워진

ChairsideCAD
ChairsideCAD는 4년 연속 셀러런트 어워드의 “Best of Class”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ChairsideCAD는 당일 원내 제작을 위
한 최초의 완전 개방형 아키텍처 CAD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
다. 신뢰성과 강력한 기능으로 유명한 exocad 최고의  
DentalCAD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ChairsideCAD는 다양한 증상, 치아 수복물 및 설비를 지원하며 
수많은 추가 기능 모듈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광범위한 
구강 스캐너, 제작 시스템 및 소재가 지원됩니다. 진료실에서 
제작되지 않는 케이스의 경우, ChairsideCAD 사용자는 통합 커
뮤니케이션 플랫폼인 dentalshare를 활용하여 원하는 기공소
와 손쉽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ChairsideCAD 개요

 ●   호환성 - 다수의 구강 스캐너 지원

 ●  다목적성 - 다양한 증상의 내원 당일 진료 
가능

 ●  사용자 친화성 - 마법사 모드의 가이드 
워크플로우

 ●  포괄성 - 제작 소재의 개방형 라이브러리

 ●  자유로운 선택 - 타사 제작 장비와 원활한 
통합

 ●  확장성 - 부가 기능을 위한 추가 모듈 보급

ChairsideCAD 를 이용하면 환자들의 내원 당일�
예측 가능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리바 졸파가리 박사�
영국 교정-미용 치과의

2019, 2020, 
2021, 2022년  
연속 수상자

셀러런트�어워드 
BOC 부문�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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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술의 우수성 향상

exoplan
임플란트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환자 치료법입니다. exoplan은 
치기공사, 치과의, 임플란트 전문가 및 외과의가 하나의 직관
적인 디지털 워크플로우에서 임플란트 계획부터 수술 가이드 
디자인 및 제작까지 안내해줍니다.

exocad의 통합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디지털 워크플로우 전
반에 걸쳐 원활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exoplan 사용자는 
exocad의 선도적인 OEM 브랜드 치과용 CAD 소프트웨어인 
DentalCAD와의 원활한 통합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oplan 개요

 ●  가이드 크리에이터 모듈을 이용한 
인하우스 수술 가이드 제작

 ●  자유로운 선택 - 종합적인 임플란트 및 
소재 라이브러리

 ●  정확성 - 스캔 데이터의 향상된 정렬

 ●  최고의 사용성 - 마법사 및 전문가 모드

 ●  초고속 - exoplan의 DICOM 뷰어

 ●  보안 - 설계 보고서 및 수술 프로토콜

exocad 는 진료실,�기공소,�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완벽한 툴이에요!

김동환 박사�
한국 치과의-디지털 전문가

exoplan

Scan Production

CBCT

Optical

Milling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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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과 소통

dentalshare
exocad의 차세대 협업 툴인 dentalshare는 임상의, 치기공사, 
제작 센터 간의 다방향 디지털 데이터 전송의 전체 스펙트럼을 
망라합니다. 제작 전 디자인의 교환, 수정 및 검토 과정에 수수
료가 들지 않습니다.

dentalshare는 빠르고 간단해서 분산된 워크플로우와 효과적
인 온라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 세트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dentalshare의 모든 데이터 교환은 암호화 기술
을 사용합니다.

exocad의 개방형 협업 툴은 다양한 CAD/CAM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통합되어 협업을 단순하고 원활하게 만
들아줍니다.

 

 

exocad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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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새 본사
exocad 본사를 독일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신규 사옥으
로 확장 이전

2022

DentalCAD의 탄생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라운호퍼 연구소, 치과 전문가
를 위한 최초의 CAD/CAM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 
2009년 출시.

북미로 무대 확장
exocad, 201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워번 진출로 사
업 확장.

2011

동양으로 서양으로
exocad, 홍콩 및 룩셈부르크에 사무소 개소.

2014

칼라일 그룹의 투자 
칼라일, 글로벌 차원의 조직 제도화 지원.

2016

ChairsideCAD, 치과의에게 새로운 기회
를 제공
exocad, 치과 치료용 당일 원내 제작 CAD 소프트웨어 
ChairsideCAD 출시.

2018

얼라인 테크놀로지, exocad 인수
exocad,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 기업에 합류

2020
12개월 만에 R&D 팀의 규모 2배 증가 2021

Smile Creator - 미용 치과의 미래
exocad, 치아의 심미적 향상을 위한 Smile Creator를 소개.

2019

exoplan, 포트폴리오를 확장
디지털 수술 및 수술 가이드 디자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exoplan 출시.

2017

영국 사무소
exocad, 미들즈브러에 사무소 개소.

2015

급변하는 업계에서 개방형 시스템은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exocad는 
집중적인 연구와 혁신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유연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역사

2010창립
프라운호퍼 연구소, exocad를 계열사로 설립, 
DentalCAD 기술을 이전.

dentalshare 
exocad, 케이스 교환을 위한 다방향 협업 플랫폼 
dentalshare를 출시.

20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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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cad 의 파장
브로셔�
9개 국어로 제공되는 브로셔에서 exocad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모든 언어의 버전을 웹사이트에
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oplan에서 지원하는 리셀러 및 임플란트 라이브러리에 관한 
추가 정보도 참조하세요.

소셜 미디어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세요.
당사의 최신 소식과 exocad 세계에 관한 식견은 소셜 미디어 
창구인 위챗,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링크드인에 정기적으로 포
스트됩니다. 사용자는 당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많은 exo-
cad의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ocad.com에서는 당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개요
를 제공합니다.

회사 뉴스레터
exocad는 신제품 출시 및 기타 회사 소식에 대한 세부 정보가 
실린 뉴스레터인 News Bites를 정기적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보도자료 구역
몇 차례의 클릭만으로 당신이 필요한 모든 주요 언론 정보와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최신 보도자료를 검색하셔서 새
로운 미디어 자료를 다운로드하시고 최신 정보도 얻으십시오. 
exocad.com/press

저희는  exocad 티셔츠 판매 수익과 추
가 기부를 통해 다양한 비영리 치과 단
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 수혜자
로는 동유럽의 고아원들을 방문하여 이
동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verland for Smile(o.n.l.u.s.)와 자연재
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공 종사자들에
게 도움을 제공하는 국립 치과기공협회
(NADL)의 재난구호기금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overlandforsmile.it
nadl.org/disaste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사회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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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verlandforsmile.it/
https://exocad.com/brochures
https://exocad.com/reseller
https://exocad.com/integration/exoplan-library-integration
https://mp.weixin.qq.com/s/HEMEMl72J4QtewbId_W_Dg
https://www.instagram.com/exocadofficial/
https://www.facebook.com/exocad/
https://www.linkedin.com/company/exocad-gmbh/
https://www.facebook.com/exocad/
https://exocad.com/newsletter
https://www.overlandforsmile.it/
https://exocad.com/brochures
https://exocad.com/reseller
https://exocad.com/de/integration/exoplan-library-integration
https://mp.weixin.qq.com/s/HEMEMl72J4QtewbId_W_Dg
https://www.instagram.com/exocadofficial/
https://www.facebook.com/exocad/
https://www.linkedin.com/company/exocad-gmbh/
https://www.youtube.com/c/exocadvideos
https://exocad.com/press
http://
https://exocad.com/
https://www.overlandforsmile.it/
https://exocad.com/brochures
https://exocad.com/reseller
https://exocad.com/de/integration/exoplan-library-integration
https://mp.weixin.qq.com/s/HEMEMl72J4QtewbId_W_Dg
https://www.instagram.com/exocadofficial/
https://www.facebook.com/exocad/
https://www.linkedin.com/company/exocad-gmbh/
https://www.youtube.com/c/exocadvideos
https://exocad.com/newsletter
https://nadl.org/disaster/index.cfm


언제 어디서나
exocad는 전 세계 치과전시회와 언론행사에 참가하여 최신 소
프트웨어 솔루션, 기능 및 서비스를 현장에서 시현하고 네트

워킹과 핸즈온 교육 세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
니다.

exocad가 참가하는 주요 무역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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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캐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 및 마케팅 관련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7
97

크리스틴 맥클리몬트 
글로벌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총
괄 책임자 
cmcclymont@exocad.com

나탈리아 곤지오 
시니어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ngonsior@exocad.com

추가 질문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세요? 저희는 미디어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보다 
빠른 회신을 위해 요청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크리스틴 맥클리몬트와 나탈리아 
곤지어는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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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cad.com/press 에 방문하시면 당사 소프트웨어, 이벤트 또 는 기
타 주제에 관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 니다.

mailto:ngonsior%40exocad.com?subject=
https://exocad.com/press
https://exocad.com/press
https://exocad.com/press
https://exocad.com/press/media-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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