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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mann Group



Straumann at a glance 

Global leader in implant, restorative 
and regenerative dentistry.

• 스위스 바젤에 본사 위치

• 1954년 설립 60년 이상의 역사

• 1974년 치과용 one-stage 임플란트 최초 출시

• 35년 이상의 장기 임상 데이터 보유 

• 매년 100여건 이상 발표되는 다양한 임상 논문 

• 전 세계 5,000여명의 직원

• 100개국 진출/ 26개 해외 법인

• 덴탈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업 

• 전 세계 1,700만명 이상에게 식립된 임플란트

• 2017년 그룹 매출 1조 2,508억원

Straumann 그룹은 다양한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traumann 그룹은 스위스에 위치한 상장기업 입니다. (SIX: STMN)

Straumann은 덴탈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판매 1위 임플란트 기업입니다.



Straumann Group

A group of brands servicing premium  
and non-premium segment.



Values and Core Behaviors

Culture is the way to get  
things done.

고객 중심 협력 주인정신 기회창출

신뢰구축 자발적 참여 효율적인 소통 신속한 대응

 

 

  

Straumann은 Player와 Learner 마인드를 지향하며 

아래 8가지 Core Behaviors를 통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Straumann



 Straumann masterbrand – Vision

More than creating smiles.  
Restoring confidence. 

• Straumann은 치아 대체 및 수복 솔루션 관련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Straumann은 치아 손실을 막기 위한 임플란트, 수술기구, 보철, 연-경조직 재생용 
    바이오 머테리얼 등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Quality and innovation

Quality and innovation must go together.

• Straumann은 제품 개발, 설계 및 제조에서 영업,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제품에 가치를 더하고 임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Straumann의 기업 철학이며, 오늘날 Straumann을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이끈 근간입니다.



 

  
 

 
 
 

 

Straumann history

 
science based innovation.

2005 2007 2013 2014 2015 2016 2017
SLActive 표면기술
출시

높은 강도의 
Roxolid 재질 
임플란트 출시

세라믹 임플란트 
PURE 출시

Bone Level Tapered 
(BLT)임플란트 출시

etkon 인수 Ø2.9mm Small 
Diameter Implant 
출시

Clear Correct 인수
Dental Wings 인수
Geniova 인수
Rapid Shape 인수

 
 

 
 

 
  

   
 

1954 1960s 1974 1980 1986 1997 1999 2003
스트라우만 
설립

치주조직재생 
치료제
엠도게인 출시

Internal 타입 
임플란트 개발

국제임플란트학회(ITI)
파트너십

Morse taper
커넥션 출시

SLA 표면기술 
출시

SynOcta 보철 
시스템 출시

세계 최초 
One- stage 
임플란트 
출시



Competences & science



• High – Performance 문화 조직

• 치아 대체 및 수복 관련 토털 솔루션 제공

• 새로운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공략 

Competences & Science

Your confidence. Supported  
by scientific evidence.

 

• Straumann은 전 세계 주요 클리닉, 연구 기관 및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강력한 과학적 데이터는 Straumann의 품질을 만드는 기준 입니다. 

• Straumann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과학 논문이 매년 100건 이상 발표되고 있습니다.

• STARGET –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 입니다. 

QRCode
STARGET 웹사이트



Product portfolio



Our business

Implant, restorative and regenerative dentistry.  

Emdogain®

CADCAM prosthetics

Soft Tissue and
Bone Level Implants
(Roxolid®, Titanium,  

Ceramic)

SLA®/SLActive® 
surface

Restorative components

Bone  
augmentation  

materials Standard Ti 

 
cementable

Standard

Custom

 
ceramic

Standard  
Plus

Soft Tissue Level

Standard Ti

 
screw-retained

 
angled

Tapered  
E�ect

Variobase®

 
abutment

Bone Level

Angulated

 
abutment

Bone Level   
Tapered (BLT)

PURE Ceramic  
Implant



Implant, restorative and regenerative dentistry. 
Straumann® Product Portfolio    

QRCode 
Straumann Products & Solutions

Dental implants Implant-borne prosthetics

The straumann® Dental Implant System-
simplicity with a unique Freedom of
choice.

Elegance beyond e�ciency.

Biomaterials

When one option is not enough.



Implant, restorative and regenerative dentistry. 
Straumann® Product Portfolio    

Instruments

Reliability and easy handling.

Digital Solutions

Straumann® CARES® Digital Solutions -
Plug & Play For labs and dentists.

Guided Surgery

More than integrated workflows.
Immediate digital tooth replacement.

QRCode 
Straumann Products & Solutions



Straumann Korea



Straumann Korea

One Spirit One Straumann

2007년 설립된 Straumann 한국법인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며 치아 수복 및 구강 조직 재생 분야 최고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7 Straumann 한국법인 설립

• 2009 Bone Level 임플란트/ Emdogain/ SLActive 런칭

• 2012 Roxolid Ø 3.3mm 임플란트 런칭 

• 2015 Roxolid BLT SLActive 런칭 

• 2016 Biomaterials 런칭 (Cerabone, Jason membrane)

• 2017 Straumann 한국법인 설립 10주년 기념 전국 렉처투어 진행

• 2018 Ø 2.9mm Small Diameter 임플란트 런칭



Global presence

Competence and  
support around  
the world.

Main sites and Competence centers Sales O�ces
글로벌 본사 : 스위스 바젤 

제조공장 :  스위스 빌르렛 

제조공장 : 미국 앤도버

CADCAM : 미국 알링턴

Biomaterial : 스웨덴 말뫼

Neodent : 브라질 쿠리치바 

네덜란드 ㅣ위트레흐트

노르웨이 ㅣ오슬로

덴마크 ㅣ 브뢴드비

러시아 ㅣ 모스크바

벨기에 ㅣ 브뤼셀

스웨덴 ㅣ 예테보리

스위스 ㅣ 바젤

스페인 ㅣ 마드리드

영국 ㅣ 런던

오스트리아 ㅣ 비엔나

체코 ㅣ 프라하

포르투갈 ㅣ 리스본

핀란드 ㅣ 헬싱키

헝가리 ㅣ 부다페스트

캐나다 ㅣ 토론토

멕시코 ㅣ 멕시코시티

대한민국 ㅣ 서울

싱가포르 ㅣ 싱가포르

일본 ㅣ 도쿄

중국 ㅣ 베이징

호주 ㅣ 멜버른

브라질 ㅣ 쿠리치바 

아르헨티나ㅣ 부에노스 아이레스

콜롬비아 ㅣ보고타



International Headquarters
Institut Straumann AG
Peter Merian-Weg 12
CH-4002 Basel, Switzerland
Phone +41 (0)61 965 11 11
Fax +41 (0)61 965 11 01
www.straumann.com

스트라우만 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005호
06164 
Phone +82 (0)2 2149 3800
Fax +82 (0)2 2149 3880
www.strauman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