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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심사업무 처

리 절차 개선, GMP 대상 제조

소 등 선정기준 명확화 등 사후

관리제도 개선안이 추진될 전망

이다. 최근 식약처 의료기기관리

과(과장 주선태)는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법규위원회가 건의한 

△GMP, △감시, △표시기재 등 

3개 분야 13개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알려왔다. 

금년 협회 법규위원회(위원장·

길문종, ㈜메디아나 대표)는 지

난 4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와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의료기

기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점검

하고 업계의 제도개선 과제를 전 

달했다. 이에 식약처는 7월 열린 

‘법규위원회-식약처 의료기기 

사후관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는 4월 건의과제를 검토한 내용

을 발표했으며, 현장에서 토론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

련한 바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회신한 건의

과제의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GMP 분야는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서류심사 신

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차 검토를 의무화하는 업무처

리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또 위

해우려제조소 판단기준 및 처리

절차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GMP 

서류심사 심사기준 지침서 개발 

및 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병

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GMP 대상 제조소 

등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

율적인 GMP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업체별 차등관리가 아닌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등급별, 

심사종류별, 제품특성별 차등관

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기 GMP 심사업무

의 지방청 이관(3·4등급 의료기

기, `15.1.9) 이후, 서울지방청의 

GMP 심사업무 대폭 증가해 일

부 심사지연에 대해서는 제한적 

유예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감시 분야는 의료기기 수입업

자 준수사항(품질관리) 개선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의 최종 시험

규격에 대한 품질검사는 제조원

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멸균검증

을 포함한 수입단위별 품질검사

기록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어

려움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의

료용품·치과재료 등 로트번호 

체계의 제품은 해외 관리 운영방

식 등을 참고해 합리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자의 준수사항(최신 기준규격 

적용)과 관련해 최근 업계에 어

려움으로 부각되고 있는 IEC 

60601-1 3판의 적용과 관련해 

국내 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여력, 

업계의 3판 적용에 소요되는 시

간과 비용 등 환경적 요소를 고

려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검토하

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표시기재 분야에

서는 체외진단제품의 경우, 여러 

구성품이 하나의 포장에 담겨 세

트를 이루는 키트형태이고, 그 

구성도 제품의 특징에 따라 매

우 다양함에 따라 밀봉된 박스 

또는 기타의 포장에 기재사항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개별 바이알 등 낱개모음으로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

하는 경우에는 제조원에서 기재

한 형명과 제조회사명을 인정하

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식약처에서 업계가 건

의한 제도개선안을 여러차례 의

견을 수렴하고 또 검토내용을 신

속하게 회신해 준 것과 관련해 

감사하다”며 “향후에도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업계 민원 해

소를 위해 소통의 기회를 활발히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법규위 의료기기관

리분과(분과장·황선빈, 한국존

슨앤존슨비전케어 부장)는 “업

계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해소

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약처 의료기기관

리과와 소통하며 그 결과물들이 

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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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도매업체 유통구조 개선제5차 이사회 신임임원 선임

12~13면

“KMDIA-식약처, 소통 통해 제도개선 활발”
법규위, 의료기기관리과와 사후관리 현안 개선 추진 

협회 법규위원회 사후관리 13개 건의과제

GMP분야

•GMP 심사 기준 개선

  - 심사 결과의 예측가능성 확보

  - 심사원의 전문성

  -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GMP 대상 제조소 등 선정기준 명확화

•GMP 차등관리

•제조소별 인증서 발급

•사전 GMP 도입에 다른 허가와의 연계

•이스라엘 GMP 심사 방안

•심사지연으로 인한 유효기간 유예방안

•체외진단용의료기기 GMP 지원방안

•등급조정(1→2∼4등급)에 따른 GMP 적용 방안

•품질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지원방안

감시 분야
•의료기기 수입자 준수사항(품질검사) 개선

•최신 기준규격 적용관련 제조 수입자 준수사항

표시기재 분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시기재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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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목차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소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요업무 안내

• 2010~2014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통계

•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현황

•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인

• 의료기기법 위반광고식별요령

■ 부록 CD

• 협회소개

• 회원사정보

• 법령자료

• 분류번호정보

• 분류번호별 통계

• 분류번호•등급별 통계

■ 발행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진흥실

■ 판매 안내

• 판매가격  : 30,000원(배송료별도(4,000원))

• 절 차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54-25-0022-019

    (예금주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문 의 : 산업진흥실 최승진 사원

    (전화 : 02-596-0848, 팩스 : 02-596-7010,

    이메일 : tmdwls@kmdia.or.kr)

신청서 송부
(팩스 or 이메일)

입금 택배 발송

2015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통계자료를 한 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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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이사회 신임 임원 4개사 참여
제5차 이사회, 추경예산 편성 및 회비체계 개편 논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달 18일 제5

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 

선임안, 추가경정예산안, 협회 

회계 및 복무 등 제규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이경국 ㈜신한

씨스텍 대표이사는 수석부회

장으로, 허민행 보스톤사이언

티픽코리아㈜ 사장, 오 도미니

크 ㈜필립스코리아 대표이사, 

안병산 동방의료기㈜ 대표이

사, 신병순 ㈜케이엠헬스케어 

대표이사가 새롭게 이사회 임

원으로 선임됐다.

또한, 하반기 협회 사업 및 

각 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됐으며, 채용

투명성 제고 및 근로자 권익 

강화에 관련 인사규정, 임원

선출에 관한 피선서권 자격요

건,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처

리규정, 의료기기 인허가 등 

컨설팅업체 자율등록관리 지

침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 

문구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

회비 체계 변경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협회 

회비의 현실화, 대 회원사 사

업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

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온 협회

는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회비체계로 변경하기로 의견

을 모았다.

황휘 협회장은 “메르스 사

태 등으로 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협회 및 이사회

를 중심으로 극복해 나가자”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추경예산

을 계획된 사업에 적절히 사용

해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각 위원회가 애써 달라”

고 당부했다.

제3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선 골프대회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3회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2013년부터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들의 단합과 우리 주변의 소외 

계층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료 소외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

건강검진활동을 수행하고 있기에 회원사의 많은 참여와 따뜻한 

후원을 희망합니다.

● 일 시 : 2015년 10월 15일(목) 11시 10분부터

● 장 소 : 레이크사이드CC(용인)

● 참 가 팀 : 20팀 이상

● 경기진행 : 신페리오방식, 4개조 동시 티업

● 참 가 비 : 30만원/인(그린피, 카트비 포함), 캐디피 본인 부담

   - 입금 : 국민은행 088201-04-067305

     (예금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참가자격 : 회원사 및 의료기기산업 관계자 

● 문 의 : 기획홍보부 안창희 사원 

   (Tel : 070-7725-1911, E-mail : chann@kmdia.or.kr)

● 기타사항 : -  나눔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동건강검진서비스

(현재 지원중) 및 신규사업(예정) 

   -  제공 : 참가기념품, 오찬 및 만찬, 

     시상 및 행운권 추첨

KMDIA, 표준통관예정보고 검토·처리시간 조정 안내
통관관리부, 원활한 수입 통관처리를 위해 하루전 신고 당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달부터 표준통

관정예정보고 업무처리 시간

이 조정돼 업계 및 회원사에 

안내했다. 

협회 통관관리부는 2011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즉시·연

차보고제(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통관예정보고 검토·처리

시간이 종전에 비해 늘어난 것

에 대한 설명과 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통관관리부는 효율적

인 통관 업무처리를 위해 각 

수입업체에서는 의료기기를 

통관하기에 앞서 24시간 전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통관 규정상의 업무처

리시간은 ‘8시간 이내’에 처리

할 것을 정하고 있다.

 <검토절차 변경에 따른 통관업무처리시간 조정>

구      분 2014년 2015년 8월 이후

처리시간 평균 2.8시간 평균 4.4시간 (최대 6.8시간)

검토절차

협회등록 DB와 비교 검토 후 

신규 품목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관리대장 비교 검토

1차 협회등록 DB와 비교 검토

2차
경미한변경·변경허가 및 신규품목 등 추가 확인 필요 

시 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관리대장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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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의료감염예방 정책 제안서’ 복지부 등 전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방지 및 별도보상제도 필요 강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

는 지난달 15일 가천대길병원 가천의생

명융합연구원(연구원장·정명희)과 의

료기술과 의료기기의 공동연구 및 개발

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가천대 길병원 뇌과학연구

원 1층 세미나실에서 체결식을 가졌으

며, 이번 협약서 체결을 통해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 및 의학기술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공동 연

구 및 개발, 임상시험, 인적 자원의 교

류, 시설·장비 등 공동 활용 및 지원, 

정보 및 출판물의 교류 등 다양하게 상

호 협력키로 했다.

황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국

내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 발돋

음하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의생

명융합연구원이 의료기기업계의 발전

에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그 결실인 높

은 수준의 의료기기가 개발돼 세계 속에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명희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장은 “의료기기산업은 임상의학과 공학

분야가 융합된 분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이다. 따라서 임상적 경험

이 많은 수요자 요구가 반영된 고품질

의 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의료

진과 업계가 만나는 문턱을 낮추겠다”

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승희)는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혈관’, ‘인공엉덩

이관절’ 등 24개 품목에 대해 이달 4일

부터 추적관리를 확대·시행한다.

이번 확대는 의료기기에 부작용이나 

결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식 전에는 

빠른 회수 등의 조치를, 이식 후에는 환

자의 부작용 관찰 등 필요한 조치를 신

속히 취하기 위함이다.

확대 대상은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 

1년 이상 삽입되는 24개 품목으로 기존

에 지정된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등 

28개 품목을 포함해 추적관리대상 의

료기기 수는 52개로 늘어났다.

앞으로 제조·수입업체는 추적관리대

상으로 지정된 품목의 제조·수입·판

매·임대·수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매월 해당 자료를 식약처에 제

출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성명이나 이식된 의료기기명 등 추적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최근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환자 및 의료인의 안

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의료 환경 개선을 촉

구하는 내용의 업계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부

처 및 기관에 전달했다.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

를 위한 의료기술의 가치’라는 

제목의 이번 정책 제안서에는 

최근 에볼라, 메르스, 신종플

루 및 홍콩독감과 같은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감염성 질

환 증가 그리고 의료관련감염

에 의한 질병의 확산 방지 차

원에서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

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을 알

리고, 정책적으로 감염관리 인

프라 확대 등 종합적 관리 확

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및 해

외국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

별 안전의료기기 법제화 현황

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관련감

염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의료

기술의 역할과 일회용 의료기

기의 재사용 문제를 강조했다.

협회는 의료관련감염의 문

제해결을 위해 △의료 종사자

들의 감염예방 훈련 및 교육

의무화 등 예방 및 관리제도 

확립 △의료관련감염 극복을 

위한 혁신적 의료기술의 적극

적 수용을 통한 의료비용 감

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방지를 위한 별도보상제도 마

련 등 세 가지를 대안으로 제

시했다.

협회, 의료기기 업계와 정부 협력관계 구축 다짐
지난달 18일 제12회 정기워크숍 성료

황휘 협회장, 창조경제에 의료기기산업 역할 강조
YTN ‘창조한국 더 밝은 미래’ 국민 인식 캠페인 참여

협회 “소통으로 의료기기 규제의 국제조화 기대”
식약처, 지난달 9일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개최

‘의사-기업’ 국산 의료기기 육성 위해 소통 강화
진흥원, 제4회 의사-기업 초청 디너심포지엄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황휘)는 지난달 18

일 ‘제12회 KMDIA 정기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의료기기업계 종사자, 의

료인, 정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를 향

한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의료기기산업의 가

치 재조명과 새로운 미래비

전을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 연자들은 △

의료기기산업 발전계획(보

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산업

진흥과장) △GMP 국내외 

실사사례-제조업체(식품

의약품안전처 주선태 의료

기기관리과장) △치료재료 

등재의 방법 및 절차(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문덕헌 재

료등재부장) △공정경쟁규

약–부정부패방지법(김영

란법)(법무법인 김앤장 박

완빈 변호사)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시장확대 전략

(JPI Healthcare 김진원 

부사장) 등이 차례로 준비

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고우석 교수의 ‘의사

가 바라보는 의료기기 영업

사원(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

까?)’, 주천기 교수의 ‘의료 

건강상식(라식수술, 백내장, 

노안)’ 특강은 참석자의 동

감을 얻으며 호응이 컸다.

황휘 협회장은 개회사에

서 “이번 워크숍은 의료기

기 규제당국과 기업 간의 정

책소통과 정보교류를 넘어 

상호 이해를 높여, 의료기

기산업의 성장·발전을 견

인하는 협력관계가 구축되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제도개선과 

정부 정책에 있어 수입사, 

제조사가 뭉쳐 통일된 목소

리를 내고, 간납도매업체

의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견인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

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협

회장은 최근 YTN 및 YTN사이언

스가 진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후원하는 공

익 캠페인 ‘창조한국 더 밝은 미래’

에 출연자로 참여했다. 황휘 회장

은 영상에서 “고령화 시대에는 건

강한 육체와 행복이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전통적인 

질병의 치료중심 의료서비스에서 

개인 맞춤형의 치료·관리·예방

으로 건강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융복합산업

인 의료기기가 있고 건강을 바라보

는 보다 넓은 변화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할 것”

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캠페인 영상은 5일부터 일주일

간 YTN·YTN사이언스 채널에서 

방송됐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제1차 국제 의

료기기 소통포럼(MDCF)’이 지난

달 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

렸다.

의료기기 소통포럼(Medical 

D e v i c e  C o m m u n i c a t i o n 

Forum, MDCF)은 민·관 소통협

력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 의료기기심사부(부장·정희

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첨단 의료기기 개발 

동향, 해외 의료기기 제조소 관리 

현황, 유럽 규제 최신 동향 등의 정

보가 공유됐다. 

협회 이광순 상근부회장은 축사

에서 “각국의 의료기기 규제 문턱

이 점점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규제변

화의 인지와 대응에 있다. 첨단의

료기기 기술의 트렌드와 융복합 의

료기기의 규제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제협력의 

작은 모델로 삼아 의료기기의 국제 

규제조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보건산업진흥원이 국산의료

기기 사용 활성화 및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최한 ‘제4회 의사

(MD)-기업(CEO) 초청 디너심포지

엄’에 참석해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기업 간 소통과 아이디어와 기술 교

류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황휘 협회장은 의료기기 업

계를 대표해 각계 전문가와의 만남

에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KMDIA-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MOU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공동 연구·개발’ 적극 협력

식약처,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인공엉덩이관절 등 1년 이상 인체 삽입 의료기기 52개 품목

 중심순환계인공혈관, 헤파린사용인공혈관, 콜라겐사용인공혈관, 윤상성형용고리, 이식형인슐린주입기, 

유헬스케어 이식형 인슐린주입기, 이식형말초신경무통법전기자극장치, 이식형보행신경근전기자극장치, 

이식형요실금신경근전기자극장치, 이식형척주측만증신경근전기자극장치, 

혼수각성용미주신경전기자극장치, 경동맥동신경자극장치, 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 척수이식배뇨장치, 

인공심장박동기리드어댑터,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수리교체재료,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 특수재질인공어깨관절, 특수재질인공손목관절, 특수재질인공팔꿈치관절, 

특수재질인공발목관절, 비중심순환계인공혈관, 인공엉덩이관절(접촉면 금속)

<1년 이상 인체삽입 의료기기 추가 품목(24개)>

‘2015 KMDIA 윤리위원회 워크숍’ 개최 안내

○ 일  시 : 2015년 10월 23일(금) 14:00부터 양일간

○ 장  소 : 영종스카이리조트

○ 참가대상 : 윤리위원 및 윤리위원회 관심 있는 회원사 임직원

○ 참 가 비 : 1인 10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참가신청서 작성 후 10월 14일(수)까지 이메일 신청

 - 문의 : 윤효상 사원(02-596-6381, yohun@kmdia.or.kr)

미래부, ‘3D 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개발’ 사업 선정
의료기기 시장서 ‘경쟁력 강화 및 전문기업 육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

희)는 지난 2일 제9차 다부처

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개

최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2건

을 선정하고, 차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발굴을 위한 6

건의 사전기획연구 대상과제

를 확정했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 

간 협업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기획하

는 사업으로 수요발굴, 사전기

획연구, 공동기획연구, 다부처

특위 심의의 절차를 통해 선정

한다.

공동기획사업 2건은 ‘재난·

치안용 무인항공기 개발’, ‘3D 

프린팅 기반 융·복합 의료기

기 개발’로 지난 2월 공모를 통

해 발굴한 40건의 수요 중 사

전·공동기획연구를 거친 9건

의 과제를 다부처 특위에서 심

의해 최종 선정한 것이다.

3D 프린팅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과제는 보건복

지부가 주관하고 미래부, 식약

처가 참여한다. 

이번 개발과제는 금속·고

분자·세포 3D 프린팅을 활용

한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

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번 선정된 2개 과제는 예

산 편성 시부터 다부처 공동사

업으로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및 평가 등에서도 부처 간 협

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

발(R&D)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문제 

해결, 미래 준비 등 범부처적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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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2015년도 회원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동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장비를 장착한 버스를 통해 의료사각지역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7가지 무료 검진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협회와 

회원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검진결과를 통해 2차로 발생 가능한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협회 850여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어린이이동건강검진버스란

특수 제작된 대형 버스에서 아이들은 신장, 체지방, 시력, 혈액, 소변, 청력, 초음파 등 총 

7가지의 검사과정과 영상진단의사, 소아과의사, 전문채혈사 선생님이 함께하며 아이들의 발육 

및 건강 상태를 검사합니다.

■ KMDIA 어린이이동건강검진 안내

 • 주 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회원사

 • 일 정 : 2015년 10월24일(토) 오전 9시~14시(5시간 소요)

 • 검진항목  : 키·몸무게/ 체지방/ 시력/ 혈액/ 소변/ 청력/ 초음파 검사 등

 • 대 상 : 3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0여명(경기 오산시)

 • 장 소 : 경기 오산시 청호로 63 벧엘교회 2층

 • 참여방법_1 :  건강검진 필요장비 지원(체성분분석기, 요성분분석기, 청력측기기, 

시력측정기기 등)

 • 참여방법_2 : 자원봉사자/ 후원물품·후원금 기부/ 영상진단의·소아과의 섭외지원 등

 • 참여혜택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기부영수증 제공/협회 매체를 통한 후원내용 공개 

 • 신청기간 :  2015년 10월 20일(화)까지

 • 문 의 : 협회 임민혁 홍보위원회 간사(02-596-0561, paper@kmdia.or.kr)

 • 협 력 : (사)온프렌즈(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협회 회원사

어린이이동건강검진 활동 참여 안내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술의 가치 

의료관련감염은 미국의 경

우 매년 17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9~10만 명의 환자

가 이로 인해 사망하며, 직

접 비용으로 370~450억 달

러(약 50조 원)의 막대한 비

용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미

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 2009). 국내 의료관

련감염발생율은 입원환자의 

5~10%이나 점점 증가 추세

에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관

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

급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에볼라, 메르스, 신종

플루 및 홍콩독감과 같은 신

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감염

성 질환이 증가되고 의료관

련감염에 의한 질병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병원 내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에

서는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및 그 후속 조치로 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감염관리 전문 인력을 확충

하는 등 감염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형병원과 중소병

원 간의 협력 체계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 안전에 관

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

진한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감염예방 

및 안전 관련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회용 치료재료

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

며, 재사용 가능한 치료재료

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는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

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의료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보상되

지 않아, 적정 보상 및 건강보

험 급여에 대한 필요성이 날

로 증가되고 있다.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 및 입원기간이 늘

어나고 심각하게는 사망으로 

이어진다. 또 이에 따른 치료

비용이 증가된다. 감염예방

이 최선의 비용효과적인 치

료라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련의 메르스 후속조치 논

의에서 일회용 치료재료 재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이를 어길 시 처벌규정을 마

련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소로 

인한 환자 안전에 대한 편익

이 인정되는 치료재료의 급

여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

다. 이는 건강보험비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건의료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의료기술은 의료관련감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일관

적이고 전체적인 접근 방식

을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관련

감염을 감지,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도입 장벽을 없애고 사

용을 권장해 의료의 질을 높

이고 전체 의료비용 감소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의료기기 세평

황  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

승희)가 의료기기 임상시험계

획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요건 명확화 등 의료기

기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

영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한 것으로, 현행 임

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제조소의 시설목록’은 

제외하고 ‘임상시험용 또는 동

일품목군의 GMP 적합인정서’

로 제출하도록 입증자료의 범

위가 조정됐다. 또한 임상시험

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수, 피

험자 관찰항목 및 관찰기간 등

이 현재에도 변경승인 대상으

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전 고

시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

아 신청인의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 잡았다.

이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 대

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험

담당자 변경 등 변경승인 대상

이 아닌 사소한 변경은 의료기

기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승인

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변경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

로 변경승인을 갈음하게 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의

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과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약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

률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의약품·의료기기법’

은 의료기기 특성에 따른 규제

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

조업 및 제조 판매업에 관해서

는 의약품과 구분지어 규정하

고 신속한 실용화를 위해 규제

나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한다.

또한 제품의 특성에 따른 규

제 구축을 위해 의약품이나 의

료기기에 비해 관리하기 쉬운 

재생의료 등의 제품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면 조건 및 기

한부로 조기 승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일본은 의료분야 국

립연구개발법인으로 ‘의료연

구개발기구를 올해 4월 창설

했다. 

이 기구는 의약품·의료기

기의 신속개발을 위해 원스톱

으로 의료분야 연구개발 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 후

생노동성 등으로 나뉘어 있

던 연구개발 예산을 일원적

으로 관리하고, 기초연구부

터 제품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는 방침이다.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지

난 7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

된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

세트를 사용하고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는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등)’ 함유 ‘수액세

트’에 대한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내용을 한국의

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한 유

관기관 및 병의원에 재차 안

내 했다. 또한 업체 및 의료기

관에서 보관중인 제품은 회

수·폐기 또는 자체 폐기, 전

량 반품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당부했다.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시행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2-ethylhexyl)-Phthalate, DEHP)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 Butyl Phthalate, BBP) 

· 제조·수입·판매금지 : 

’15 .1. 1부터

·사용 금지 : ’15. 7. 1부터

식약처는 연성기관지경 사

용에 대해 의사 및 의료기관

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FDA는 ‘연성기관

지경’ 사용 시 발생 가능

한 오염의 원인과 의료진 

및 환자에 대한 권고사항

을 안전성 홍보문(Safety 

Communication)을 통해 공

지했다. 특히, 식약처는 의료

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의료

기기 취급자는 ‘연성기관지

경’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

평가과(043-230-0455)에 

즉시 보고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요건 개정 고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 자료 요건 명확화 등

일본, 약사법 개정 의약품·의료기기 승인 간소화
의료기기 신속개발 위해 의료연구개발기구(AMED) 설립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사용 금지

의료기관, 보관중인 제품 자체 폐기·전량 반품해야

식약처, 연성기관지경 사용 주의 요청
부작용 발생시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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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주요 여정

소통은 스스로 생각하는 정책의 효

과와 외부에서 생각하는 정책평가의 

간극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

발한다. 하기에 정부의 정책이나 방

침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는 홍보(弘

報)는 소통의 선행조건일 수밖에 없

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종

합민원설명회를 첫날 개최해 <표 1>

의 여정을 채워갔다.

‘1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허가·

심사 분야의 제도변화와 합리화 방안

들을 설명하는 이 자리에 478개 업체 

693명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코엑스 콘퍼런스

룸을 가득 메웠다. △전기사용 의료기

기의 안전관리지침(IEC 3판), △인체

접촉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적용(생물

학적 안전),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총괄정리, △전자의료기기 심사 개선

방안(인체이식형, 고주파자극기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심사 

합리적 개선, △융·복합 신개발의료

기기의 제품화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진

행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관련 자료는 의료기기안전국

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홈페이

지에 게재돼 있어 열람할 수 있다. 아

울러 첨단의료기기과에서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업체 

실무자 간담회를 9월 15일에 개최해, 

지정업체 13개소의 실무자들과 함께 

제도현황과 더불어 허가절차 전반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임상통계 교육과 

허가도우미 운영의 건의사항 등에 대

해 논의했다.

그동안 심사자료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온 체외진단분야에서는 이번 

달에도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

다. 먼저 9월 1일 분자유전학적 조직

적합성항원(HLA) 검사시약의 허가

심사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모

임에서는 임상시험 시 기허가 제품과

의 결과비교와 한국인 임상 필요 여부 

및 임상 검체 수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해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의 타당성

에 대한 열띤 토론을 했다. 

또한 기존 허가받은 제품에 새로운 

측정영역을 추가할 경우, 임상시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

으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

달에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발간하

기로 했다. 다음으로 9월 3일에는 ‘체

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해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등에 관해 20개의 항목별로 알

기 쉽게 설명된 작성 예시문을 추가 

발굴하기로 논의했다. 

특히 동 가이드라인은 4개 분야별

(분자진단, 미생물, 면역화학, 면역조

직화학)로 구성되므로 많이 적용되는 

통계방법과 사례별 예시를 해당 분야

별로 작성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으

며, 아울러 이 가이드라인도 추가적인 

검토회의를 거쳐 이달까지 완결하기

로 했다.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

사 관련 민원설명회를 9월 24일 개최

해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의 내용을 

총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체

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허가증 

교체발급에 따른 변경방안, 허가·심

사 절차 및 자료 요건뿐 아니라 체외

진단분석기 제품군별 시약의 변경허

가 가이드라인이 공유돼 관련 업계의 

허가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리

라 기대한다. 

그리고 9월 9일 국내 의료기기 산업

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했다. 

‘첨단의료기기 기술의 융합과 규제의 

조화’를 주제로 총 195명이 참여한 이

번 포럼은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인 메

드트로닉, 존슨앤드존슨메디칼, 세인

트쥬드메디칼 등에서 연자로 참석해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동향’, ‘ICT 

기반 첨단의료기기 동향’, ‘선진 해외

의 제조소 관리현황 및 사례’ 등을 발

표했다.

이를 통해 선진 제도와 첨단의료기

기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교류의 

장이 됐으며, 특히 소통포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

균 8.6점(10점 만점)으로 참석자의 만

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번 행사가 

의료기기 기술발전 및 선진 규제동향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였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국제포럼이 마무리됐나 싶었는데, 언

제나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을 뜻한다

고 하더니 하반기에 예정했던 국내 소

통포럼의 일정이 바로 코앞이다. 따

라서 9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

여 국제소통포럼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3차 의료기기 소통포럼’의 

운영방식과 아젠다 및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11월 26일 또는 27일

에 코엑스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했다.

한편 9월 16일 개최한 구강소화기

기분과 간담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에 관해 논

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내시경피하

삽입유도기구 등의 2등급 동등공고제

품의 추가와 더불어 콘택트렌즈 기준

규격 중 세포독성시험항목에 직접접

촉법을 추가하는 필요성에 대해 의견

을 교환했다.

또한 시험·심사의 애로사항에 대

한 토의를 가졌던 치과재료 시험·심

사기관 협의체 회의를 9월 17일 개최

해 ‘치과재료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재

분류 방안’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최근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하

는 자리를 가졌다.

10월에 이어지는 여정

행복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하는 것이란다. <표 2>의 여정에 대

한 우리의 기억은 다가오는 시월상달

에 또 다른 행복을 더할 수 있지 않을

까? 시월의 첫 번째 일정으로 HLA 

검사시약 가이드라인 최종안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10.1)를 시작으

로 10여 건의 설명회, 협의체, 간담

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IMDRF 

Stakeholders Forum 및 DITTA Workshop

이 일본 교토시 시마즈코퍼레이션에서 

열렸다. 이날 식약처 이정림 심혈관기기

과장은 AHWP 의장국 관계자로 참석하

고, IMDRF의 협력기구로서 AHWP 현황 

등을 소개했다. 

AHWP(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는 아시아 및 전 세계 24개 회원국

의 의료기기 제도관련 정보교류, 규제조

화, IMDRF·APEC·WHO 등과 협력을 

위해 1996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한국

은 지난해 11월 AHWP 의장국으로 선출

됐고, 식약처 정희교 의료기기심사부장

이 의장을 맡고 있다.

본보는 일본에서 식약처가 AHWP 의

장국으로서 국제교류 및 협력 활동에 대

해 이정림 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

봤다.

포럼에는 혼자 참석하게 됐는데?

국정감사 등 현안으로 출국 당일까

지 정희교 의장이 참석하려고 애썼으

나 오지 못했다. 그러나 협회 국제교

류위원회를 비롯해 의료기기조합, 의

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동국대의

료기기개발촉진센터, 기업에서 포럼

에 관심을 갖고 10여 분이 참석해 해

외에서 보는 반가운 마음과 함께 든든

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올해 AHWP 

총회가 11월 2일~4일까지 나흘간 태

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워크숍, 워킹

그룹 회의가 있으며, 협력기구 및 정

부당국자, 기업관계자들과 활발한 교

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IMDRF 회의에서 활동 내용은?

공식 행사 외에 이튿날은 미팅의 연

속이었다. 중간중간 IMDRF, DITTA 

관계자들과 만나  인사도 나누고 친분

을 쌓아가는 게 일이다. 또 하루종일 

IMDRF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포럼에서 발표될 내용을 논의하는데 

IMDRF 회원국이 8개국이기 때문에 

의견이 많았다. 특히 IMDRF에서 중

요하게 다루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규

제당국자간에 의료기기 부작용 상호 

정보교환 등을 공식포럼에서 다뤘다.

이런 활동은 IMDRF 총회 및 실무 

그룹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최신의 국

제기준 등을 적극 파악하고 국제조화

에 맞는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마련하

는데 있다. 또 향후 AHWP 의장국이

라는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IMDRF의 정식 회

원국이 되려고 한다. 전세계 의료기

기시장에서 IMDRF 회원국이 차지하

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AHWP 회원국 중에 중국만 IMDRF 

회원이다.

IMDRF의 시작은?

2011년 GHTF(Global Harmo-

nization Task Force)의 강력한 사

전 작업을 근간으로 의료기기 인허

가 조화 및 수렴을 목표로 하는 각국

의 규제당국자 조직으로 출발했다. 

GHTF는 1993년 미국, 유럽연합, 캐

나다, 일본의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글로벌 의료기기기업의 대표들이 모

인 협의체로 5개의 Study Group으

로 구성돼 의료기기 규제시스템이 구

축되면서 세계적 수준에서 단일화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그 

수단에는 공통의 가이드 문서를 발행

하고 회원국이 규제 프로그램을 개

발할 때 채택 또는 차용하도록 했다.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In-Vitro 

Diagnostic, IVD) 의료기기’ 용어 정

의부터 출시전 평가, 품질시스템, 품

질관리시스템 등 심사, 임상적 안전·

성능 평가 등의 문서를 만들었다.

이후 IMDRF가 설립될 때 러시아, 

브라질, 중국이 참여했고, 한국은 참

여하지 못했다.

IMDRF 회원국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

IMDRF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문

서들에 한국의 의견이 들어가게 된

다. IMDRF에 논의 되는 문서들은 의

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정의, 위

험구분), MDSAP 평가 및 심사, 의료

기기 심사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심

사 조직에 대한 자격 및 교육 요구사

항,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제 목적의 권

한 평가 방법,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UDI) 등 다양하다. 특히 언급한 문서

들이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의 의료기

기 허가·인증·관리 등에 대한 기반

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를들면 수출기업 입장에서 전세

계에 나가서도 한국 허가를 가지고 

수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GMP 심사는 공동심사를 하게 되고 

회원국 중에 한 나라에서 심사를 받게

되면 다른나라에서 심사를 받은 걸로 

간주하게 된다. 캐나다에서 GMP 심

사를 받았으면 미국에서 GMP 심사가 

면제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크게 

이익이 줄게된다.

DITTA하고는 어떤 협력하에 있나?

DITTA는 원래 AHWP의 협력 기

관으로 2014년도에 MOU를 맺었

다. MOU 체결이후 구체적인 협력 활

동이 없었으나, 올해 11월에 방콕에

서 AHWP 총회를 통해 의료용 소프

트웨어에 대해 이슈화 하기로 했다. 

DITTA, AHWP에는 의료용 소프트

웨어를 다루는 워킹그룹이 있기 때문

에 서로 협력해서 총회에서 반일짜리 

워크숍을 주관하기로 했다.

의료용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

는 현재 스마트폰앱, 웰니스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의료용과 비의료용

의 구분이 필요해 졌다. 의료용이냐 

아니냐는 개발자가 사용목적을 의료

용으로 표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

지만 그 제품을 의료용으로 사용될 것

인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정의, 구별 기준 등이 필요하고 국가

마다 규정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에 

워크숍 주제로 다루기로 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민관국제협력팀이 활동 

중인데?

식약처 민관국제협력팀에 현재 멤

버가 124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우리나라가 

AHWP 의장국이 됐고 구심점이 되서 

우리 기업 및 식약처가 전반적인 의료

기기 수준이 국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

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규제협력을 하는 목

적은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규제를 가

능한 맞출 수 있는 수준에서 맞춰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산업

계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자는 데 

있다. 

향후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아젠

다를 발굴해서 IMDFR 등 여러 규제

협력기구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반

영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

고 있다.

끝으로 한 말씀하신다면?

최근 한국의 의료기기 제도의 우수

성을 아시아 및 후발 중진국들에게 가

르쳐줄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게 굉

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렇기 때문에 민간 국제협력팀이 하나

의 동력으로 해서, 한국이 AHWP 의

장국을 하는 동안에 IMDRF 정식 회

원국도 되고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제

도 수준을 리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는 국가 간 의료기기 규

제조화를 위해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

국 8개국으로 구성된 국제회의

*  DITTA(global Diagnost ic imaging, 

healthcare IT, and radiation Therapy 

Trade Association)는 진단 영상, 의료 IT 

및 방사선 치료 관련 국제 무역 협회

‘종합민원설명회’와 ‘국제소통포럼’ 성황리에 마무리“규제협력,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줄이기 위한 것”

소통의 여적(餘滴)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형재활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10.1~10.2)
○  체외진단용의료기기(HLA검사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2차)(10.1)

2주(10.5~10.8) ○ 품목별 일반 사용목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 회의(10.7)

3주(10.12~10.16) ○ 정형재활기기과 전문 분과위원회 간담회(4차)(10.14)

4주
(10.19~10.23)

○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문가 회의(10.21)
○ 반복사용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마련 전문가협의체(10.21)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제6차 운영위원회(10.22)
○ 창상피복재 품목분류(안)에 대한 협의체(10.22)

5주
(10.26~10.30)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효율적 허가심사를 위한 협의체(10.29)
○ 펄스옥시미터 관련 제조·수입업체 민원설명회(10.29)
○ 반복사용 가능 의료기기 관련 전문 자문단 회의(10.29)

<표 2> 10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9월1일

○ ‘15년 의료기기심사부 종합민원설명회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허가심사 관련 지침 등 총괄 정리

코엑스 693명

○ HLA 검사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1차)
 - 조직적합성 검사제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수렴

의료기기
산업협회

12명

9월3일

○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범위 가이드라인 협의체(3차)
 - 생물학적 안전성 자료 제출 면제 조사·정리 및 추진계획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1명

○ 펄스옥시미터 첨부자료 요건 지침(안) 마련 전문가 협의체
 - 개별기준규격, 품목인증 업무절차 등에 관한 지침마련 및 검토

정보기술
지원센터

10명

9월8일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효율적 허가심사를 위한 협의체(2차)
 -  임상적 성능자료 명확화, 원재료 변경 시 제출자료 차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검토

아이센스
회의실

30명

9월9일
○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 첨단기술의 융합과 규제의 조화를 주제로 한 국제의료기기 소통포럼

더프라자
호텔

195명

9월15일
○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업체 실무자 간담회
 - 허가도우미운영 관련 건의사항, 허가절차 및 통계 관련 논의

서울청 20명

9월16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
 - 구강소화기기과 ‘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계 건의사항 등 논의

식약처
별관

18명

9월17일
○ 치과재료 시험 심사기관 협의체 회의
 - 치과분야 시험·심사 시 건의·애로사항 토의

화학융합
시험연구원

13명

9월23일
○ 펄스옥시미터 관련 제조·수입업체 간담회
 - 펄스옥시미터의 합리적 성능자료 요건지침(안) 설명 및 의견 청취

의료기기
산업협회

16명

9월24일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제5차 운영위원회
 - 국제포럼 결과공유 및 제3차 소통포럼 주제 및 안건 발굴

의료기기
산업협회

14명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 가이드라인 및 개정된 해설서 등에 대한 종합 민원 설명회

페럼타워 177명

<표 1> 9월 주요 소통 내용

 인터뷰-식약처 이정림 심혈관기기과장

지난달 14일부터 일본 교토에서 열린 IMDRF 회의에서 한국관계자는 10여 명이 참석했다(오른쪽에서 네번째, 식약처 이정림 심혈관기기과장).



특별기고 Ⅱ특별기고 Ⅱ

   ▶ 기획홍보부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제도개선 협의체 2차 회의(09.08)
○ 주요내용 :  원재료, 임상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조, 수입업체의 의견제출 및 식약처와 논의

■ 제9차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09.11)
○ 주요내용 :  기부 등 5건, 학술대회개최·운영지원10건, 학술대회 참가지원 45건, 숙박이 있는 제

품설명회·교육훈련 34건 (총 94건) 심의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관련 복지부-업계 간담회 개최(09.15)
○ 주요내용 :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비교임상문헌 가이드라인(안) 관련 복지부 설명 및 

업계 의견개진
     -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근거축적 지원 요청
     -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

    - 복지부(보의연)-의료기기산업계 정기적 소통 요청

■ 제12회 KMDIA 정기 워크숍 개최(09.18)

■ 2015년도 의료기기 소통포럼 준비를 위한 제5차 운영위원회(09.24)
○ 주요내용 :   - 제1차 국제의료기기 소통포럼 결과 공유
    :   - 제3차 의료기기 소통포럼 운영방식 및 안건 등 검토

   ▶ 통관관리부 

■ 상반기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09.03) 
○ 주요내용 :  민원서비스, 접촉용이성 등의 5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민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에 대해서 즉각 업무에 반영 예정

■제2차 표준통관예정보고 교육 실시(09.09)
○ 주요내용 :  -  의료기기수입자를 위한 의료기기수입·통관절차(관세청 통관기획과)
    -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및 수입요건강화사항(협회 통관관리부)

○ 기타사항 :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더 다양화 하여 하반기 추가 교육 실시예정(11월중) 

■무역업무자동화처리신청서 삭제(9.18)
○ 주요내용 :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기 위한 신규개통 절차 시 필수사항이였던 무역업무자동

화처리신청 절차가 삭제됨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표준통관예정보고 → 신
규개통 절차 참고

   ▶ 광고관리부

■ 9월 광고사전심의 업체 민원 상담 현황
○ 민원상담품목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일회용소프트콘택트렌즈,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알칼

리이온수생성기, 부목, 수동식정형용견인장치, 의료용레이저조사기

   ▶ 산업진흥실

■ 복지부, RCEP 보건상품 1차 양허안 작성 관련 의견제출(09.04)
○ 주요내용 :  제조업체 대상 RCEP 보건상품 관세 철폐에 대한 의견 수렴 

■ 협회-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MOU 체결(09.15)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개발 공동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기술·교육사업부 

■ 산업통상자원부 요청 중미, 에콰도르 진출업계 관련 회의(09.11)
○ 주요내용 :  비즈니스 촉진반 안건 발굴 및 진출 애로사항 논의

■ 인 허가 상당 관련 회의(09.16)
○ 참 석 자 :  기술사업부 2명,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 등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상담

■ 미국 순방 경제사절단 준비 회의 참석(09.21)
○ 참 석 자 :  이광순 상근부회장
○ 주요내용 :  미국 경제사절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의

■ CHAMP 및 인재양성 교육 업무
○ 9월 교육 : -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ISO 13485) 기본과정-2차’ 교육
     -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2차’ 교육
     - ‘임상과별 질환 및 의료기기 수요에 대한 이해과정-2차’ 교육

     -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3차’ 교육
     - ‘RAC(미국약무전문가) 준비과정-2차’ 교육
     - ‘유럽 의료기기 고시 이해 및 기술문서 작성법’ 교육 

○ 10월 교육 : - ‘의료기기 R&D 기획역량강화 과정-2차’ 교육
     - ‘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대상 사후관리 과정-2차’ 교육
     -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3차’ 교육
     -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2차’ 교육

   ▶ 협회 의견제출/추천 

■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제출(09.01, 9.10)
○ 대      상 : 식약처(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경미한 제품변경 허가요건 확대를 위하여 의료기기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 

경우 등 10개사 및 체외진단제품위원회에서 제출한 총 58건의 추가의견 제출

■ 1등급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안) 개발연구 관련 의견서 제출(09.03)
○ 대      상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주요내용 :  재사용가능내시경겸자 및 의료용절삭기구 등 기준규격안과 관련 의견제출, 1등급 제품

에 대한 기준규격 개발에 대한 법제화 우려 전달

■ 의료기기분야 기술규제 및 현장애로 건의 개선 수요 조사서 제출(09.09)
○ 대      상 :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진행하는 의료기기분

야 관련 기술규제,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와 관련, 총 14건의 과

제를 제출함

■ 건강보험 관련 의료기기산업 육성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사례 제출(09.09)
○ 대      상 : 김기선 의원실
○ 주요내용 :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별도보상/원가조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개선/신의료

기술평가 절차

■  식약처 허가 인체용료기기의 동물사용에 따른 사후관리방안 협의회 결과에 대한 협
회의견 제출(09.18)

○ 대      상 : 농림축산검역본부
○ 주요내용 :  지난 2015.9.4 개최한 바 있는 협의회 결과에 대한 식약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

후관리 방안(동물용으로 판매.유통시 농림부 통보 방안 검토)에 대하여 동물병원개설
자의 구매실적 보고가 현실적이며, 원칙적으로 동물사용을 전용하는 경우만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허가 해야함을 의견 제시함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시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제관련 검토의견 제출(09.21)
○ 대      상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주요내용 :  협회는 규제개선에 적극 찬성하며, 의료기기법과 건축법의 입법 목적을 상기하여 의료

기기의 판매업 신고에 있어서 의료기기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우선되어
야 하며, 타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판매업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것은 이중규제 

이며, 법체계에 맞지 않음을 의견 제출함

■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전부개정에 따른 종전규정의 
실효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서 제출(09.00)

○ 대      상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치료재료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건의서 제출(9.24)
○ 대      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주요내용 :   가치평가 개선/적정배수 재검토, 환율의 합리적 적용, 상한금액 산정 산출식 공개/ 

별도산정 기준개선/치료재료 업체·목록 일제정비/급여기준 개선/전문평가위원회 운
영규정 개정/신의료기술 관련 치료재료 우선검토제도 활성화/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

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약제 대비 치료재료의 차별적 산정기준 개선

   ▶ 법규위원회
■ 법규위원회 분과위원장 전체 회의(제8차)(09.02)
○ 주요내용 :  -  법규위원회 조직개편 결과 소개 및 의료기기관리과 워크숍 결과, 국제소통포럼, IEC 

60601-1(3), 중기청 옴부즈만실 규제개선안 등 하반기 추진의제 논의

    -  법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시험검사제도분과 폐지, 의료기기안전평가 분과 신설 반영)

■ 식약처 허가 인체용의료기기의 동물사용에 따른 사후관리방안 협의회(09.04)
○ 주요내용 :  식약처 허가 인체용 의료기기의 동물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의 법적규정 및 세부 내용 논의

■ 법규위원회 첨단의료기기분과 회의(제3차)(09.08)
○ 주요내용 :  - 법규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 공유 및 첨단의료기기분과 위원 소개
     - 분과위원장 전체회의(9.2) 내용 등 각 분과별 진행사항 공유, 

     - 실무자 애로사항 및 의견 수집

■ 법규위원회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방문(09.16)
○ 주요내용 :  -   IEC60601-1 3판 적용 의료기기전기.기계적안전에관한 공통 기준규격 개정 협의(법

무법인 공식 검토서 필요 논의)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제한  관련 의견 제출 협의

     - 실린더형의약품주입펌프 추가 세분류건(메인텍 민원), 검토 논의

■ 식약처-법규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제3차)(09.16)
○ 주요내용 :  - 협회 법규 구강소화기기분과  위원 소개
    - 2등급 동등공고제, 비의료기기 구성품 자료요청 등 의료기기 인증 관련 개선 건의
     - 콘택트렌즈 기준규격 관련 개선 건의 

     - 기타 업체 제안 및 건의(특수재질 품목분류 및 사용목적/성능 추가 등)

■ 법규위원회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방문(09.22)
○ 장      소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전부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의 실

효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서 제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식약처 허가인증 개선 비공개 자문 간담회(09.23)
○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조정실장(1급) 주재하에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인증 분야의 개선

과 관련한 관련 단체 및 업계의 의견 청취 비공개 간담회 진행

   ▶ 보험위원회
■ HAI 프로젝트 및 후속 프로젝트를 위한 회의 개최(8.31)
○ 주요내용 :  - HAI 및 후속 프로젝트 논의
    - 치료재료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건의항목 발굴

    - 2015 KMDIA 보험위원회 워크숍 아젠다 논의 등

■ 심평원 기존기술 확인 등 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 참석(9.1)
○ 주요내용 :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제도 설명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기존기술 확인제도 설명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결정신청 제도 변경 사항
      -  기존기술 신청 시스템 안내
      -  요양급여 결정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사전상담제 운영 시스템 안내

■ 건강보험공단 재가 호흡보조기 급여적용 관련 업체 간담회 참석(9.1)
○ 주요내용 : -  재가 호흡보조기 급여적용 실행방안 논의
      - 인공호흡기 및 소모품 대여료 기준금액 산정방식 및 산출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
       
   *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공호흡기에 대한 특수성 생명유지를 위한 기기 보수 등 인력 

서비스 비용 포함, 의료기기 회전율 등 대여료 산출에 대한 업계 고려사항 요청

■ 건강보험공단 당뇨 자가관리 소모품 급여확대를 위한 간담회 참석(9.8)
○ 주요내용 :    - 당뇨 자가관리 소모품 급여확대 기준검토 등 업계 의견 수렴
       - 급여대상품목 : 펜니들(인슐린주사기), 채혈침
       - 소모품별 요양비 산정방식
      - 처방전발행 필수 
      - 1일 최대 처방일수 : 현행 90일(또는 100일)
       -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필수
       -  청구 및 지급절차 : 처방전발급-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 구입-요양비 지급청구

서 제출(세금계산서 포함)

■ 별도산정기준개선 관련 긴급회의 개최(09.09)
○ 주요내용 :  - 별도산정 기준개선 진행사항 업데이트 및 보건복지부 면담 내용 공유 
    - 별도산정 가이드라인(안) 4가지 항목 정밀화 및 명확화
    - 별도산정 시 치료재료 가격 산정 방식 제안 마련
    - 전 보험위 및 별도산정 검토품목 제출 업체 대상 별도산정 기준개선 진행사항 안내

■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 관련 심평원 방문(9.25)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간납사, 유통구조 업계 설문조사) 관련 논의

   ▶ 윤리위원회
■공정경쟁규약 개정 관련 복지부 및 관련 단체 간담회(09.02)
○ 주요내용 :  - 공정경쟁규약 ‘강연, 자문’ 관련 등 개정 추진
    -  동일한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연, 자문’ 관련 금액/시간 등 기준에 대

해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공통점 반영 논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논의(09.21~23)
○ 주요내용 :  -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강연·자문

    - 3개단체(KMDIA-KPMA-KRPIA)간 개정안 공유 및 논의

■윤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09.21)
○ 주요내용 :  - 공정경쟁규약 강연/자문 개정안 논의
    - 간납도매업체 대응 TFT 활동방안 논의
    - 윤리위원회 워크숍 개최 관련 사항 논의
    - 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 기간 관련 민원 사항 논의

   ▶ 홍보위원회
■ KMDIA-회원사 ‘어린이 이동건강검진활동’ 추진(09.01)
○ 일시/장소 : 2015.10.24(토) / 경기도 오산시 3개 지역아동센터
○ 주요내용 :  -  어린이대상 키, 몸무게, 시력, 청력, 초음파, 요성분, 혈액 검사 등 기초적인 건강검진 활동  
    -  협회 회원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일환(자원봉사, 검강검진기기, 후원

금, 후원물품 등 기부 및 참여 가능)

   ▶ 국제교류위원회
■  일본 ‘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협회 참석(09.14~17)
○ 장      소 : 일본 쿄토, 시마즈코퍼레이션
○ 주요내용 :  -  DITTA, IMDRF, GMTA, AHWP, WHO 관계자 미팅 및 프로그램 참석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규정 논의

   ▶ 체외진단위원회
■ 심평원-체외진단위원회 보험분과 미팅(09.11)
○ 주요내용 :  -  협회 체진위 보험분과 위원 및 산업계 현황 소개

    - 체외진단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논의

■ 식약처-체외진단위원회 법규분과 미팅(09.15)
○ 주요내용 :  -  체외진단위원회 법규분과 분과장, 간사 변동에 따른 업무협의
     - 임상 관련 제도개선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 체외진단 산업계 이슈사항 논의

■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체외진단분야) 간담회(09.16)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비교임상문헌 가이드라인(안) 관련 복지부 설명 및 업

계 의견개진/체외진단제품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설명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신의료
기술평가 진행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 개진

   ▶ 협회장 활동
■ K-Hospital 전시회 참관(09.12)

■ 2015년 제5차 이사회 개최(09.18)

■ YTN 캠페인 ‘창조한국 더 밝은 미래’ 협회장 동영상 인터뷰(09.24) 
○ 주요내용 :  -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일조하는 리더들이, 누구나 창조경제 리더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대국민 인식 확산 메시지 전달

■  복지부-진흥원 ‘제4회 MD-CEO 초청 국산의료기기 디너 심포지엄’ 참석(09.24)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시장의 이해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전략 논의

   ▶ KMDIA 회원사 현황     

■  기준 9월 30일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5년 855  180  157  358  695  158  2  

2014년 814  183  118  364  665  147  2  

증감 41 - 3  39  - 6  30  11  0  

[ 회원사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 ]

KMDIA 11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5년 10월 130호
KMDIA

Blue Sky
10  2015년 10월 130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Blue Sky’이라는 협회보 섹션을 통해 한달 동안 협회 및 산하 9개 위원회가 
활동한 주요 내용을 회원사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회원사 및 업계의 권익 대변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앞장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협회의 모습을 ‘Blue Sk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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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관계가 있는 경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업계

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조·수입업체 등 치료재료 업

계와의 격월 주기 정기토론회를 활용

해 유통단계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

한 어려움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

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더불어 복지부·식약처·공정거래

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의료기기산

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간납제 개선 목소리 정부 귀담아 들어야

과도한 수수료 징수·유통비용 전

가·납품기회 차단 등으로 의료기기

업계 공분을 사고 있는 간납사는 사

실 미국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처럼 잘만 활용하면 병

원과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업체 모

두에게 득이 된다.

미국 GPO는 다수의 병원으로부터 

구매대행을 위탁 받아 공급업체로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일괄 구매한다.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할인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개

별 병원은 수량할인을 받아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이때 GPO는 비용절감액의 일정부분

을 마진으로 취한다.

공급업체 또한 안정적인 제품 공급과 

함께 일괄구매를 통한 유통 및 재고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병원과 공급업체 모두에게 이

익을 줄 수 있는 간납사가 정작 국내에

서는 전혀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

오히려 유통단계만 늘어나 전체 유통

비용 상승을 불러오고, 공급업체에 과

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간납사들의 배

만 불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업계는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 의

료기기법상 설립근거가 없고 공정거래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

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

를 들어 간납사 폐지 또는 도매업 신설

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하지만 업계가 주장하는 간납사 폐지 

또는 제도개선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우선 하루아침에 간납사들의 구매대

행 업무를 폐지하기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도매업 신설 역시 간

납사를 양성화할 수 있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또 간납사 폐지 주장을 놓고 업체들

의 입장이 다른 점도 풀어야 할 숙제. 

일부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그나마 간

납사를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병원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간납

사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병원과 간납사가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을’ 입장에 있

는 업계가 ‘갑’을 상대로 한 간납사 폐지 

주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업계 또한 이 같은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신

중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업계의 지속적인 문

제 제기에 간납사가 서서히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형 간납사 ‘이지메디컴’

은 지난 8월 병원 및 공급업체 대상 고

객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위

한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갖고, 고객만족

경영 실천을 결의했다.

당시 이지메디컴은 “구매·물류·시

스템 등 서비스 영역별 고객들의 만족도 

수준과 향후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

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지

적된 문제점들은 지속적인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여부를 면

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메디컴의 자정노력은 여기서 그

치지 않았다.

9월 1일에는 업무 준거주의 정착과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및 고

객중심 책임경영 실천을 담은 윤리규

범도 선포했다.

여기서 마련한 윤리규범 5개 원칙하

에 수립한 실천규정은 △고객의견 수

렴 및 성실한 정보제공 △고객 정보와 

이익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

직무수행 상 비윤리적 행위 금지 △이

해관계자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회계제도의 투명성 및 기업정

보 제공 등 총 13개 조항과 세부지침을 

담고 있다.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무조건 순응하

던 의료기기업계 모습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신의료기술평가 

등 각종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왔고 상

당부분 제도개선 성과도 일궈냈다.

특히 이 중심에는 업계를 비롯한 회

원사 이익을 대변해 ‘정책 중심’ 회무를 

펼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있다.

업계 공분을 사고 있는 간납사 문제 

또한 협회가 나서 TF팀을 구성해 구체

적인 실행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

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유의미한 해결

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납사 문제의 본질은 공급업체에 강

요된 일방적인 희생의 대가가 병원과 

간납사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환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고자 시행한 

‘치료재료 상한제’ 취지에도 크게 어긋

나 보인다.

과거 실패를 교훈삼아 간납사 폐지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든 협회 TF팀과 업

계 목소리를 복지부·심평원 등 정부

기관이 귀담아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별기고

의료기기업계, 간납사와의 ‘악연(惡緣)’ 

이번엔 끊을까

“수행 업무에 비해 과도한 간납수수

료 책정과 높은 마진을 취해 불공정하

고 불합리한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만

든 간납도매업체(간납사)를 더 이상 좌

시하지 않겠다.”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관의 의료기

기(치료재료)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간

납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개

선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업계

를 대변해 별도 TF팀을 꾸리는 등 간납

제 제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름아닌 회

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다. 

국내 제조사를 비롯한 다국적기업들

은 과도한 수수료 징수·납품기회 차

단 등 유통질서 교란과 함께 유통단계

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비용 전가는 물

론 도매상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매년 

증가하는 등 간납사에 대한 불만이 한

계치를 넘어섰다.

고가의 구매대행 수수료에도 불구하

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갑-을’ 관계에 있

었던 간납사와 의료기기업체 간 악연은 

시간을 거슬러 3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2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

롯한 의료기기 4개 단체는 회원사를 대

상으로 간납사들의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형 간납사들의 불

법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면서 부당

거래 및 부적절한 납품 관행을 개선해

야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

았다.

실제로 당시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발

송한 의견수렴서는 간납사들이 요구하

는 △수수료율 △수수료 부과체계 투

명성 여부 △대금 결제기간(현금·어

음) △납품대금에 대한 보증제도 유무 

△간납사 역할(가격협상·계약 및 세

금계산서 발행·대금결제·의료기관 

검수납품·제품보관)을 묻는 문항으로 

작성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4개 단체는 간

납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최대한 수집

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강력하게 시

정을 촉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었다. 

업계는 이 같은 의견 수렴에만 그치

지 않았다.

2013년 초 협회는 간납제 폐지를 담

은 제도개선안을 당시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

를 이어갔다.

협회는 개선안에서 “간납사들이 의

료기기제조·수입·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그 차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리베이

트로 제공하는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덧붙여 “일부 간납사들은 담당업무

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

급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

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

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납사가 법상 설치 근거

가 없고 계약·대금결제 등 대부분 단

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

한 존치사유가 없다”며 간납제 폐지를 

건의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간납사가 존치해야 

한다면 △과도한 대행수수료 대폭 인

하 △정율 수수료 도입 △납품과 동시

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기간 

단축 △대금지급 보증 △재벌기업 투

자방지 등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제

시했다.

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간납사 

폐지 목소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졌다.

협회는 2013년 10월 28일 국무총리

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의 ‘의료

기기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간납

사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당시 협회가 제출한 제도개선안을 보

면, 간납사가 의료기기업체와 의료기

관 사이에서 ‘계약에 의한 독점적 기업 

간 거래’(B2B)를 수행하지만 법적 근거

가 없어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반하더라

도 행정처분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간납사가 의료기관으로부

터 의료기기·치료재료 구매업무를 위

탁받아 수행하지만 의료기기법상 제조

업·수입업·판매업·임대업 등 그 어

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벌 근거

가 없다는 것.

협회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

해 치료재료 보험수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되는데 반해 간납수수료는 매년 

인상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또한 과도

한 수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간납사를 폐지하거나 의료기

기 도매업허가를 신설해 허가받은 사

람만이 간납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도매업자 준수사항을 법제화해 달

라”고 주문했다.

간납사 압박 공세…정부 제도개선 ‘만지작’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는 물론 정부 

민원과 공정거래법 등 법상 간납제 문

제를 파악하는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

하고 막강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 간납

사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을까?

업계는 별다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

지 못한 채 일정시간 간납사 문제를 방

치해온 게 사실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업계가 과

거처럼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다각

적인 접근방식과 강력한 의지로 간납

제 폐지를 현실화하겠다고 나선 시점

은 지난 7월.

협회는 현 정부 규제완화 기조를 등

에 업고 간납제 완전 폐지를‘의료기기 

중점 규제과제’로 삼아 청와대를 비롯

한 정부·국회·언론 등 다양한 채널

을 이용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일자 일각에서는 

이번만큼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중심 친기업

적인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업계가 주

장하는 간납사 폐지 목소리가 상당부분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실제로 협회가 현 정부 들어 민관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

료기기 분야 개선과제 중 ‘신의료기술

평가’를 제외한 요구안들이 대부분 수

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아진 의료기기업계 위상 또한 한층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대표적으로 의료기기분야 ‘손톱 및 

가시’였던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업계

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건

의로 상당부분 진전을 이뤄냈다.

이는 의료기기업계가 무조건 순응하

던 ‘을’입장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도

에 맞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 목소

리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영향력 또한 

커졌다는 방증이다.

특히 협회 차원의 TF팀 구성과 함께 

심평원과 업계가 참여해 치료재료 유

통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구성 움직

임이 일면서 간납사 폐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심평원 치료재료실 재료기획부와 한

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

업협동조합 등 업계는 지난 8월 간담회

를 갖고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 계획안

은 심평원 치료재료실에서 마련한 것

으로 현행 치료재료 유통 현황 및 문제

점과 실태조사 계획안은 물론 제도개

선을 위한 추진일정까지 담고 있다.

특히 계획안에서 밝힌 추진배경을 보

면 그간 의료기기업계가 제기한 간납

사 폐해 주장을 심평원이 상당부분 인

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대형 도

매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납품

기회 차단 등 유통질서 교란과 함께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비용

과 도매상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평균 

1.7~17% 매년 증가하는 등 업계 불만

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실태조사 추진

배경으로 기술했다.

또 치료재료업체가 유통업체 수수료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시 납품 불가와 

유통업체 수수료(마진율·할인율·인

하율) 근거 부재를 비롯해 치료재료 상

한금액의 5~30%까지 수수료를 요구하

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 해결을 업

계가 요구한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뿐 아니라 정책 차원의 관리체계 

필요성 또한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

조사를 계획한 이유로 거론됐다.

즉, 치료재료는 의료기기에 포괄해 

관리하지만 유통을 전담하는 정책적 관

리주체가 부재할 뿐 아니라 특수 관계

자 간 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 유통업체

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근거 또한 미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47

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제4항에 따

라 도매상이 의료기관 및 약국과 특수 

 의료기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구조 개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참여 안내
우리 협회는 국외 유관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한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위원회는 해외 유관단체 및 기관 

교류를 통한 우수 바이어 연결과 영문 디렉토리집 배포 등을 통한 수출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입업 회원사에게는 해외 우수 의료기기의 국내 진입 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간 저조했던 국제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협회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3개 조직중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복수 선택 가능).

• 해외 관련 단체 및 기업 교류를 통한 수출입 지원

• 규제제도 국제조화 지원

• 식약처 관련 국제표준활동 지원

주요활동

활동조직

자격요건

신청방법

• 국제협력분과 

     -  해외유관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의료기기 거래알선 및 현지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국제조화분과

     -  AHWP, GMTA, IMDRF, DITTA 등 참여 및 의료기기 규제제도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 국제표준분과

     -  IEC, ISO 등 참여를 통한 표준 제·개정 활동 참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

- 희망분과명, 회원사명, 직급, 성명, 전화(회사 및 휴대폰), 이메일을 

    기재하신 후 이메일로 신청

- 제출처 : 기획홍보부 안창희, chann@kmdia.or.kr, 전화 : 070-7725-1911 

※ 이 글은 의료기기협회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미국 의료기기 시장 내 GPO의 위치와 역할 구도 - 자료 : 뉴욕타임즈>

구매관련 가격협상

제품소개, 가격오퍼, 로비

일반
병원

재활
단체

의사
사무실

가정방문
건강에이전트

공영/민영 의료
건강보험 프로그램

의료기기 제조사

제품 구매액 납부

상기 기관들 보험 프로그램에 구매액 요구

GPO
- 제품평가
- 구매액 일부
 환급

정 희 석

메디칼타임즈

의료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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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메덱셀(대표·차동익)은 최근 미

국 FDA, 유럽 CE에 이어 자사 펜니

들의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

국(CFDA)의 인증을 획득했다.

CFDA (China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 인증은 중국 내에

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허

가 제도로, 인증 획득까지 오랜 시간

이 소요되며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

져 있다.

이번 인증은 ㈜메덱셀이 유럽, 미국

에 이어 중국까지 시장을 확장하게 됐

음을 의미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들과 어깨

를 나란히 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메덱셀은 당뇨주사기, 인슐린 펜

니들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원활하

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독

일 및 한국 기업의 합자 형태로 2000

년 설립됐다. 올해초 차동익 대표이

사, 영업팀 신자의 이사의 합류로 세

계 시장으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메덱셀은 올해 말 중국으로 첫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약40만불

의 OEM 제품을 수주하기로 이미 계

약이 성립됐다. 향후 중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의 OEM 

제품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동익 ㈜메덱셀 대표는 “이번 인

증을 통해 고속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

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로, 중

국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세라젬(대표·황우진)은 추석을 

맞이해 지난달 12일 임직원들과 다

니엘 복지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

했다. 다니엘 복지원은 1955년에 

설립돼 60년 이상 운영된 장애우생

활 시설로 100여 명의 지적 장애우

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세라젬 임직원들은 복지원의 장애

우들과 ‘행복한 삶’을 나누고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고자 인근 공간 제초

작업 및 장애우들과의 공원 산책, 이

발, 시설 내 청소 등을 실시했다.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세라젬 황우진 부회장은 “기업이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 및 소외계층에 애정을 갖고 기

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며 강조하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을 전개함으로써 세상에 사랑을 전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고 밝혔다.

삼성메디슨(대표·조수인)이 기존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인 HM70A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M70A with 

Plus’를 출시했다. HM70A with 

Plus는 영상의학과, 심혈관계, 근골

격계 등 다양한 진단에 요구되는 프로

브를 추가하고, 향상된 영상 기능을 

탑재해 전세계 일반 내과, 종합병원 

및 응급 시설 등을 공략할 예정이다.

HM70A with Plus는 넓은 대역

폭과 높은 민감도로 체내 모습을 선

명하게 표현하는 S-Vue 프로브

(convex용, 3D용)를 장착했다. 복

부나 산부인과 진단 시 더 높은 해상

도를 제공하고, 하키스틱(Hockey 

Stick) 프로브를 통해 뼈와 인대부

위 등의 세밀한 근골격계 진단이 가

능하다. 특히 목 안으로 투입하는 심

장 스캔용 프로브 및 심장의 정상적

인 작동을 검사하는 Strain과 심장 

부하 검사 Tool인 Stress Echo 기

능을 추가, 주요 심혈관계 진단을 지

원한다.  

이외에도 HM70A with Plus는 

영상 강화 기능인 MultiVision도 

탑재해 초음파 이미지의 공간 표현

을 개선했다. 추가 배터리를 카트에 

장착으로 최대 4시간 30분까지 작

동이 가능하다. HM70A with Plus

는 노트북형의 컴팩트한 디자인이 

제공하는 사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영상 품질개선과 진단 영역 확대로 

더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적합한 성

능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HM70A with Plus는 올 하반기 

국내, 유럽과 미국 시장에 선보인 

후, 내년 중국, 러시아, 남미 지역에 

출시되며, 주요 글로벌 전시회 및 학

회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메덱셀, ‘펜니들’ 중국 CFDA 인증획득 
중국 시장 진출 발판 마련, 신제품 개발 박차

세라젬 임직원, 다니엘 복지원서 봉사활동
‘행복한 삶, 행복한 동행’ 위해 산책 및 청소 실시

한국의 황반 레이저 치료술이 유

럽 망막 전문의들에게 ‘새로운 치료

술’로 소개됐다. 

루트로닉(대표·황해령)은 지난

달 17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니스

에서 열린 제15회 유럽망막학회

(EURETINA)에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 R:GEN’을 활용한 두 건의 

연구임상 치료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중 경희대병원 안과 곽형우 교

수(아시아태평양 망막학회 회장)팀

이 진행한 ‘선택적 망막 치료 후 망

막의 형태학적 변화’ 연구가 ‘새로운 

치료제 및 기술 세션’에 소개돼 망막 

전문의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같은 연구팀의 유승영 교

수가 발표를 맡았다. 

관련 연구는 토끼를 활용한 기초 

연구임상으로, R:GEN으로 RPE(망

막색소상피층)에 대한 선택적 레이

저 조사 후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다른 망막 조직으로

의 부작용 없이 28일 후 RPE 세포

가 재생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노

영정 교수팀에서 진행한 ‘만성 중심

성장액맥락망막병증(CSC,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환자에 

대한 치료 임상’ 결과도 함께 발표됐

다. 연구에 따르면, R:GEN 치료를 

받은 12명의 CSC 환자 중 9명은 치

료 3개월 후 망막 내 장액이 100% 

사라졌다. 

또 이중 재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서 시야 축소 등의 망막 부위 부작용

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R:GEN’은 루트로닉이 개발한 황

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다. 전체 망막

층 중에서도 60분의 1에 해당하는 

RPE 세포만을 타겟으로 한다. 부작

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술로 시력을 

담당하는 시세포의 50% 이상이 밀

집한 황반 부위를 겨냥해 쏠 수 있다.

루트로닉은 R:GEN에 대해 지

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와 유

럽에서 당뇨병성황반부종(DME, 

Diabetic Macular Edema), 중심

성장액맥락망막병증으로 제조 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루트로닉, ‘황반 치료술’ 유럽망막학회 소개
‘R:GEN’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 연구임상 2건 발표

삼성메디슨, 초음파 ‘HM70A with Plus’ 출시
다양한 프로브 추가 및 영상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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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헬스케어(대표·박현구)은 

지난달 17일 몽골에서 KOTRA 및 

일성건설, 케어캠프, 클래스원, 게

르베 코리아와 함께 한국의 의료솔

루션을 소개하는 케이컨소시엄 설

명회(K-Consortium Congress)

를 개최했다. 

몽골영상의학회와 KOTRA가 주

관한 이번 설명회는 몽골 정부, 의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설,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병원

설비 및 조영제에 이르기까지 병원

에 필요한 ‘통합 의료 패키지’가 소

개됐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몽

골영상의학회를 기념하며 한국 의

료전문 기업들이 공식적인 설명회

를 갖는 것은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튿날에는 한국의 영상의학 분야 

전문의들이 최신 연구결과 및 트렌

드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한국 의료의 선진 지식과 경험을 

소개했다. 

KOTRA 전병석 신사업지원실장

은 “해외 유망 전문학회 세미나에 

국내기업을 홍보 할 수 있는 기회

의 장을 점차 확대해 나아가겠다”

며 “국내 의료관련 기업들이 몽골

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박현구 지멘스헬스케어 대표는 

“한국지멘스는 2007년부터 몽골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주도해 왔으며 몽골은 한국 의료 

수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편”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단

일 품목이 아닌 한국의 의료패키지

를 수출해야 할 시대로 국내 의료기

기 기업들과 동반 성장의 계기가 되

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메디칼드림(대표·이규대)이 세

계 최초 국산 요화학분석 의료기기

가 장착된 헬스케어로봇 국산 안마

의자로 지난달 8일 ‘제16회 중소기

업기술혁신대전(2015 Inno-Tech 

Show)’에서 기술혁신 명예의 전당

에 선정됐다.

‘하이서울브랜드’ 선정기업인 메

디칼드림(구 대경산업)은 전기·전

자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

정받아 섬유, 소프트웨어, 서비스, 

화학, 바이오 분야에서 선정된 기업

들과 함께 명예의 전당 TOP 10으로 

선정됐다.

선정기업들은 중소기업기술혁신

대전에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포상 

등을 수상한 기업들로, 각 기업들

의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할 수 있

는 기업 전시관을 운영하며 관람객

들에게 기술혁신 우수사례를 소개

했다.

메디칼드림이 개발한 ‘요화학분석

기 장착 헬스케어로봇 안마의자’는 

소변 검사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각

종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발명특허

제품 휴대용 요화학분석기와 발명

특허 안마의자를 세계 최초로 결합, 

발명특허 5건이 장착된 헬스케어로

봇 국산 안마의자(마사지체어)다.

특히 이 제품은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인 해외전시회 참

여 및 수출상담(81개국, 550개 업

체)과 CE및 CFDA인증획득을 바

탕으로 미국, 중국, 독일, 인도, 네

덜란드, 멕시코, 필리핀, 카자흐

스탄, 말레이시아 총 9개국과 총

1,50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도 했다.

도시바가 올해로 헬스케어 사업 

100주년을 맞이했다. 1915년 일본

내 첫 X-ray 튜브 생산을 시작으로 

헬스케어사업에 진출해 진단영상장

비 분야에서만 100년의 길을 걸어

왔다. 100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Made For Life’라는 경

영 슬로건을 통해 생명 존중의 철학

을 실현하고 있다.

첫 X-ray 튜브 생산을 시작으로 

1955년에는 X-ray Angio 시스템

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966년에 

초음파 시장에 진출했다. 1978년에 

홀바디(Whole-Body) CT를 출시

하고 1983년 세계 최초 MRI 시스

템을 소개하면서 마침내 CT, MR, 

X-ray, 초음파 4개 의료기기 분야

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그 후

에도 투자와 연구를 지속한 결과, 

2003년에는 도시바 그룹에서 ‘도시

바메디칼시스템즈코퍼레이션’을 설

립, 전 세계 135개국에 법인과 지사

를 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

장했다.

도시바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으로 성장한 데에는 끊임없는 연구

와 개발이 있었기에가능했다. 이런 

연구를 향한 지속적인 갈망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능케 했다. 1983

년 ‘세계 최초로 상용 MRI 시스템 

소개’를 비롯해 1992년 ‘세계 최초 

Angio CT 시스템 개발’, 1995년도

에는 ‘세계 최초 CT fluoroscopy’를 

개발했다. 현재에도 양성자 치료기, 

중입자 치료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9일 ‘대한영상의학

회 학술대회(KCR) 2015’에서 도

시바는 그룹 설립 140년, 헬스케

어 비즈니스 사업 100주년을 맞아 

부스 내 ‘History Zone’을 별도로 

만들어 도시바의 역사와 철학을 전

했다.

올림푸스한국(대표·오카다 나오

키)은 지난달 14일, 인하대병원(병

원장·김영모)과 보건의료산업 발

전 및 고속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공

동연구 수행 업무 협약을 위해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림푸스한국과 

인하대병원은 내시경을 포함한 의

료기기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사

업 수행, 의료기기 성능 및 안정성 

평가,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상호협

력 및 공동 연구 등 의료기기 개발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 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림푸스한국 의

료총괄부문장 겸 GI

사 업 본 부 장  타 마

이 타케시 부문장은 

“이번 인하대병원과

의 업무 협약을 통

해 의료기기의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가 가능

하게 되어 기쁘다”

며, “인하대 병원을 시작으로 훌륭

한 한국 의료진과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더욱 확대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 역시 

“인하대병원의 임상경험과 연구 노

하우가 의료기기 개발에 적용돼 보

건의료산업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이번 협약이 상호간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시너지를 발휘해, 연구

성과를 실용화, 상업화시켜 서로 상

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공모델 창

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씨젠(대표·천종윤)은 글로벌 의

료기기기업 벡톤디킨슨(BD)과 분자

진단 제품 공급을 위한 글로벌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분자진

단 제품 개발에 나선다.

씨젠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Real 

-time PCR) 기반의 멀티플렉스 감

염성 검사 제품을 BD의 자동화 시

스템인 ‘BD Max’에 사용 가능하도

록 ODM으로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

다. 반면 BD는 이미 확보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전세계 병원 및 검사

센터에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BD는 미국 혈액 배양 자동화시스

템 시장 1위 기업이자 세계 분자진

단 시장 6위인 기업으로, 박테리아 

감염증 진단 시장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씨젠 천종윤 대표이사는 “씨젠의 

기술력과 BD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

가 결합해 전세계 의료진과 환자 모

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분자진

단 제품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의 잇따른 

공급계약 체결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

며, 앞으로도 수출을 기반으로 씨젠

의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BD의 분자진단과 여성건강부문 

총괄부사장인 더그 화이트(Doug 

White)는 “씨젠의 멀티플렉스 시약

은 한번의 검사로 다양한 병원균에 

대한 신속한 동시 다중 진단이 가능

한 제품으로 전자동화돼 있는 BD 

Max 플랫폼에 사용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엔 리사운드(GN ReSound)가 

지난달 8일 말레이시아 조호르의 쿨

라이자야에서 자사의 최신 생산 및 

유통시설의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규 생산 시설은 지엔리사

운드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대시

키고 지역의 새로운 유통 허브 역할

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엔 리사운드의 CEO 앤더스 헤

데가르드(Anders Hedegaard)가 

주관한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국제통

상산업부 장관 등 말레이시아와 덴

마크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

으며 시설 투어, 제품 시연 및 미디

어 회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헤데가르드는 “지엔 리사운드의 

말레이시아 확장은 청각 솔루션의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나타낸다”

며 “최고 수준의 시설이 우리의 미션

을 발전시키고 청각 접근성의 관점

에서 가능한 것을 계속 혁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지엔 리사운드의 말레이시아 조호

르 위치는 전 세계적으로 10여개 이

상의 위치에 대한 철저한 평가 후에 

선정됐다. 싱가포르 물류 인프라 및 

우수 공급업체와 근접해 있어 시설

의 일상적인 운영에 유리하며 다수

의 지역 기업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사운드 스마트 보청기 포트폴

리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

resoun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멘스, 몽골 ‘의료 한류’ 이끈다  
병원 건설, 의료소모품·장비 등 한국 ‘의료 패키지’ 수출 

메디칼드림, 기술혁신 명예의전당 선정 
‘요화학분석기 장착 헬스케어로봇 안마의자’ 수출 활발

“도시바, 헬스케어 사업 100주년” 
1915년 ‘X-ray 튜브’ 개발 글로벌으로 기업 성장

올림푸스한국, 인하대병원과 MOU 체결
‘보건의료산업’ 발전 위해 협력 관계 구축

씨젠-BD, 멀티플렉스 감염성 검사 제품 협력
BD 글로벌 공급망 통해 병원·검사센터에 제품 공급

지엔리사운드, 말레이시아에 공장·유통센터 설립
청각 솔루션의 글로벌 수요 충족하기 위해 부지 선정

인 사

□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인구정책실장 이동욱

◇국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 보건

의료정책관 김강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정책지원본부장 이중근 △

R&D진흥본부장 윤건호 △산업진흥본부

장 김초일 △국제의료본부장 김삼량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명희봉 △운

영지원실장 손명철 △보건산업기획단장 

이상원 △의료산업혁신단장 오종희 △

건강노화산업단장 정명진 △R&D기획단

장 김현철 △중개연구단장 김성윤 △신

기술개발단장 김윤근 △건강기반구축단

장 한형수 △성과관리혁신단장장 김동

석△R&D지원단장 안인환 △창의기술경

영단장 엄보영 △제약산업지원단장 정

윤택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 박순만 

△의료해외진출지원단장 김수웅 △외국

인환자유치지원단장 한동우 △중동센터

장 임영이

부처 및 기관별 공고·교육 모집

□ 미래창조과학부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신규과제 선정계획

 - 차세대 의료기기 플랫폼 기술

 -  헬스케어 관리기기 약물관련 시뮬레

이션 플랫폼

 - 신청기한 : 10월 16일까지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차세대 의료기기 창업 공모전 개최

 - 의료기기 제조 관련 헬스케어 분야

 - 신청기한 : 11월 4일까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제7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 보험료의 최대 80~50% 지원

 -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 삼성서울병원

• 의료기기 기업지원 프로그램

 - 동물실험/임상시험 비용 일부 지원

 - 신청기한 : 10월 23일까지

• PACS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11월 5일

 -  장소 : 삼성서울병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료기기 수출 입문과정

 -  일시 : 10월 13일

 -  장소 : 진흥원 서울회의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치료재료 결정(조정) 신청 

 - 신청 : 10월 1~22일(매주 목요일전)

 -  일시 : 매주 목요일 총 4회

 -  장소 : 심사평가원 별관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제품 디자인 과정 10/22~23 

 -  일시 : 10월 22~23일

 -  장소 : 개발원내 보건산업교육본부

 - 접수기한 : 10월 16일까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10월 CHAMP 교육 안내

 - 제조/수입자 대상 사후관리

 - GCP 및 임상시험 기본

 -  일시 : 10월 15~21일

 -  장소 : 협회 9층 교육장

• 의료기기 SW 개발 및 품질 향상 세미나

 - 의료기기 SW 이슈 및 동향

 -  의료기기 글로벌 품질 확보를 SW 

Validationd의 중요성 등

 -  일시 : 10월 22일

 -  장소 : 코엑스콘퍼런스룸(남) 300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아시아의료기기조화기구(AHWP) 총회

 -  각 국가의 규제 개정사항 등 워크숍 

 -  일정 : 11월 2~6일(5일간)/태국 방콕

 -  참가신청 : 10월 15일까지

         (9일까지 신청시 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8, 9층(역삼동, 여삼빌딩)

● 기사 제보 / 보도자료 / 구독 신청 / 광고 문의
● 임민혁 기자 : 02-596-0561     
 paper@kmdia.or.kr

의료기기 정보, 모바일앱으로!

www.kmdianews.com

- 5,000여 의료기기 업체를 위한 오프라인 신문
의료기기산업과 그 종사자의 권익 대변을 위해 2005년 1월 첫 발행,
의료기기업계, 정부기관(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종합병원 등에 
매월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협회보

- 2014년 7월 인터넷신문 ‘의료기기뉴스라인’ 창간
의료기기산업의 종합매체로써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최신의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업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모바일앱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의료기기협회보, 의료기기뉴스라인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품출시, 회사 행사, 사회공헌활동, 인사동정 등 
크고 작은 소식을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뉴스라인

It’s Your Magazine

①네이버 모바일웹 접속 ②웹 메인에서 ‘더보기’ 선택 ③홈 바로가기 ‘추가’ 클릭 ④모바일앱 홈 화면 추가

①네이버 모바일웹 접속 ②웹 메인에서 ‘작업창’ 선택 ③‘홈 화면에 추가’ 클릭 ④홈에 ‘추가’ 클릭 ⑤모바일앱 홈 화면 추가

아이폰용

일반

스마트폰용

스마트폰에서 보는 의료기기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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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케치

전북 남원에서 오는 23일부터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제23회 흥부제가 개막한다. 사흘 

동안 열리는 흥부제에서는 제비가 가져온 행운

의 박 퍼포먼스, 단막 창극 흥부전, 시립국악단

과 농악단의 퓨전국악 등 흥겨운 무대를 볼 수 

있다. 사랑의 좀도리 쌀 나눔행사, 흥부놀부 춤

판 한마당, 창극 흥부와 놀부, 흥부길 답사, 생

활고수 경연 등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흥부 출생지로 알려진 남원시 인월면 성산

마을, 흥부가 제비를 몰고 온 박씨를 심어 부자

가 된 아영면 성리마을이 판소리 ‘흥부가’의 발

상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두 마을은 언제인

지부터는 모르지만 매년 삼월 삼짓날 박첨지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가로 열쇠> 

(1)하늘이 높고 말이 살찜. 하늘이 맑아 

높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

철을 이르는 말 (3)풀뿌리와 나무껍질. 

맛이나 영양 가치가 없는 거친 음식. 농

민들은 ~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 희망

을 잃지 않았다 (5)지방분과 불순물을 제

거하고 소독한 솜 (7)한 살 터울로 낳은 

아이 (9)총탄 등이 몸을 꿰뚫고 나간 상

처 (10)불에 피부를 뎀 (12)새로 돋은 사

슴의 연한 뿔 (13)물고기, 동물의 피 따위

에서 나는 냄새 (15)칫솔에 이것을 묻혀 

이를 닦죠 (16)오래도록 삶 (19)곡식을 빻

거나 찧으며 떡을 치기도 하는 기구 (21)

A, B, AB, O. Rh(+), Rh(-) (22)이이는

사, 이삼은육, 이사팔… (24)말린 조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25)온갖 곡식과 과실. 가을은 ~가 무

르익는 시기이다

<세로 열쇠> 

(1)하늘에서 미리 정해 준 것처럼 꼭 맞

는 부부 인연 (2)산이나 언덕 따위가 기

울어진 곳 (3)처음으로 대하는 얼굴 (4)

살가죽과 뼈(골)가 맞붙을 정도로 몹시 

마름 (6)손이나 손가락 따위로 누르거나 

두드림 (8)살아 있는 화초에서 꺾은 진

짜 꽃 (9)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

거나 용서함 (11)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늘 준비하여 두는 약 (12)안압이 높아져

서 시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는 질환 (14)

백 번 꺾여도 결코 굽히지 않음 (15)이가 

아픈 증상 (17)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환

자의 혈관 내에 주입하는 것 (18)인체의 

겉에 나타난 선천적 후천적인 기형이나 

변형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고치는 외과 

(20)허리가 잘록한 국악 타악기 (22)~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박목월) (23)음력 

5월 5일. 그네뛰기 등을 하죠

<10월호>

“제비 몰러 나간다! 흥부축제 개막” 

제23회 남원흥부제, 오는 23일부터 

•기간 : 2015년 10월 23일(금)~25일(일)까지

•장소 : 전북 남원시 사랑의 광장, 춘향문화예술회관 등

•홈페이지 : www.heungbu.or.kr

10월의 책

세상 물정의 물리학
김범준 지음/동아시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  

제프리 삭스 지음/홍성완 옮김/21세기북스

‘세상물정’과 동떨어져 연구실에

만 갇혀있을 것 같은 물리학자가 사

회학적 고민과 물리학-통계학적 철

학과 방법론을 통해 세상을 다른 방

식으로 볼 기회를 제공한다.빅데이

터를 이용해 민주주의 사회의 소통

방식을 논하면서 ‘뒷담화를 권’하고, 

연결망 과학으로 메르스 사태를 분

석하면서 초기 방역 실패와 정부의 

‘비공개’ 원칙을 상황 악화의 주범

으로 ‘과학적으로’ 비판한다. 개미는 

알고 정치인은 모르는 비밀, 집단지

성의 가능성이라든지 학교와 병원, 

공공성과 경제효율의 딜레마를 논

하는 글을 보면 ‘지금 여기’ 좋은 삶, 

풍요로운 사회를 이야기하던 사회

학자와 공명하는 물리학자의 면모

에 반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UN의 새로운 현안과 우리의 미래

를 담은 공식 도서라 일컫는 이 책

은 2015년 9월 개막된 제70차 UN 

총회의 UN개발정상회의에서 공

식 채택된,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s)’를 집대성한 책이다. 총회에

서는 세계인의 빈곤 종식과 기아 해

소, 건강한 삶과 양질의 교육 보장, 

양성평등 달성, 위생적인 생활 보장 

등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제시된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이다. 

<9월호 정답>

※ 매월 25일까지 낱말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정답자를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역삼동, 여삼빌딩 8층)

10월의 축제

<9월호 정답자>

김선미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이연진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낱 말 퀴
즈

공    연    명 뮤지컬 ‘신데렐라’

공  연  장  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공  연  기  간 2015년 11월 8일(일)까지 

공  연  시  간 평일 4시·8시, 주말·공휴일 3시·7시

티  켓  가  격 VIP 14만원/R석 11만원/S석 8만원/A석 5만원

왕자 크리스토퍼는 즉위를 위해 대학을 마치고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심 어린 선행을 베푸는 한 여인을 

만난다. 그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계모와 함께 사는 신데렐라. 짧은 순간의 만남으로 두 사람의 가슴

은 뛰기 시작한다.

한편, 궁전에서는 왕의 부재로 집정관 세바스찬의 부패가 지속되고, 이에 맞선 혁명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왕궁이 혼란해지자 세바스찬은 백성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도회를 연다. 왕자의 신붓감을 찾는 성대한 

무도회에 마을 사람들은 들뜬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값비싼 베네치아 유리로 치장하고 무도회로 간 마담

과 가브리엘, 샬롯과 달리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떠맡은 채 홀로 남는다. 그때, 볼품 없는 모습의 신데렐라 앞

에 요정 마리가 나타난다. 마리의 황홀하고 환상적인 마법으로 아름답게 변한 신데렐라는 반짝이는 유리구

두를 신고 궁정으로 떠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왕자님과의 만남도 잠시일뿐 12시가 다가오자 마법은 사라

져가고 신데렐라는 급히 무도회장을 빠져 나오다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트린다. 쫓아온 왕자는 유리구두를 

사이에 두고 신데렐라와 마주한다. 그 순간 신데렐라는 예기치 못한 선택을 하는데...

왕 진 수 제 비 추 석

충 수 염 바 나 나

보 이 리 요

진 국 염 불 입 법 부

통 의 복 황 구 뚜

제 비 족 철 야 고 막

행 사 골 량

접 착 제 장 사 진

홍 시 간 병 인 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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