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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의료기기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의료기기업계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의료기

기 공급이라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국내외 경제불황 그리고 온 국민에게 걱정과 공포를 주었고 의료기

기산업에 경제적 치명타를 가한 초유의 메르스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건강지킴이로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업계 종사자분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의료기기 가족 여러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해 회원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회원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우리 의료기기의 해외 수출 증

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사업 지원을 약속드렸고, 상반기 터키 전시회, 

하반기 러시아 전시회에 한국관을 조성, 회원사의 우수 제품이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중국, 미국, 동유럽 체코 등 대통령이 앞장선 경제사절단에 의

료기기기업과 같이 참여하여 시장을 파악하고 해외 진출과 협력의 물

꼬를 트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허가기술지원

상담, 의료기기업계 종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챔프교육·전문가 양

성교육이 해를 거듭하며 교육과정을 보강하여 업계에 무료로 제공했

습니다. 

두 번째, 의료기기 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간납업체의 불공

정거래 관행으로, 회원사 및 의료기기업계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 

피해가 날로 늘어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간납업체 개선 TFT’를 구

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간납업체의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시장 규범 속에서 개선될 때까지 간납업

체 TFT를 유지하고 업계의 권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협회 각 위원회는 회원사 및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및 법령을 관계부처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합

리적으로 개선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당장 수출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던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IEC 

60601-3판)’의 최신규격 적용 문제를 법규위원회가 1년여 동안 간담

회, 규제개선 제안, 업계의견서 제출 등 다각적인 활동 및 식약처와의 

소통으로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었고, 이미 허가받은 제품은 기존 2판 

적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었습니다.

보험위원회는 치료재료 7개군 원가조사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제안

을 통해 정부가 상정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적용 시행시기를 당초 지난

해 1월 1일에서 금년 6월 시행으로 이끌어냈으며, 평균인하율 역시 처

음안 보다 개선되어 업계가 황당지간에 입을 충격을 줄이고 사업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회원사와 함께하는 의료 소외 어린이 대상 이동건강검진사업

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국제의료기기 소통포럼, AHWP 총회, IMDRF 

회의 참여로 국내외간 협력·소통에 주력하여 협회 위상을 높였습니

다. 또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 ‘BlueSky’라는 월간 협회 활동보고를 

의료기기협회보, 의료기기뉴스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전달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이 발굴되고 해결되어 가는 과정·결과·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기기 가족 여러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현재 864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명실상부

한 의료기기 대표단체입니다. 매년 50개사가 신규 가입을 하고 있습니

다. 짧은 역사를 가진 협회임에도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

익대변, 국민 건강보건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바람

직한 방향에서 협회 활동이 이뤄지고 결과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올해 경제전망은 중국, 베트남 등 52개국과 FTA 체결 및 15건이 발

효 되어 의료기기 수출에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까지 시장점유율 기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사업화에 대한 

R&D투자 확대를 발표했고, 식약처, 복지부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위치를 갖추고, 세계 시

장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나아갈 길이 험난하지만 우리 

회원사와 업계가 하나가 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기기 가족 여러분!

2016년에도 협회는 여전히 남아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와 협의하고 소통하여 의료기기산업의 환

경을 개선하면서 또한 건강한 의료기기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난해 12월 협회 창립 이후 16년 만에 협회 회비

체계 개편을 의결했으며, 이사회는 임원회비를 시작으로 협회 활동에 

기여키로 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회원사 여러분께 양해와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이번 회비체계 개편은 보다 나은 회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

대가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료기기 규제환경 마련과 치료재료의 가

격보상 기전 개선,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체외진단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법안 제정 추진, 의료기기 안전 홍보 캠페인, 교육위원회 신설 

통한 의료기기 종사자 교육 강화, 의료기기산업육성 정책제안, 업계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전시회·R&D·지적재산권 등 지원사업 등을 추진

하여 회원사의 권익이 우선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

립니다. 

병신년(丙申年)에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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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를 맞이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메르스라

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감염병에 철저

하게 대처하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다행

스럽게 보건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메르

스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철

저히 하겠습니다. 국가 방역체계를 획기

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할 병원

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국민

이 없도록 중증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지

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서지역에 계시는 산모가 어려움이 

없이 출산하고, 신생아도 안정된 의료 혜

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수 공공의료 서비

스를 더욱 촘촘하게 확충하겠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나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한 맞춤형 기초생

활보장제도, 맞춤형 보육제도 등 생애주

기별 맞춤형복지제도를 더욱 내실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확

충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지속 추진해 

온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와 3대 비급여 경감정책을 철저히 추진

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

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의료의 해외 진출

과 해외환자 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우리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보건의료분

야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한미

약품 사례가 더욱 확산되기 위한 첨단 

재생의료제품,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바이오 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

성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

건의료 분야 R&D를 대폭 확충하고 관

련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

한 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하였고, 금

년부터 본 기본계획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

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해 국민 여러분

의 신뢰와 지지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보건복지부도 저희가 만든 정책을 국민

들께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

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식약처는 2016년을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국

민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없애고 기업 일

선 현장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

겠습니다. 이것이 ‘제로의 도전’입니다. 

또한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

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

고 먹을 수 있도록 국민 불안을 제로화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기존 8

개 의무화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

운 규제는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는 만

들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

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의약품, 바이

오의약품,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하

는 동시에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

록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수출국 관련 허가, 규제 정보를 제

공하는 ‘바이오의약품 IT 플랫폼’ 및 ‘의

료기기 통합정보 뱅크’를 운영하고, 1:1 

맞춤형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실시하겠

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프

리존’을 도입해 특구 내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규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임산부, 주부 등 정보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식의약안전교실’을 확

대·운영하는 동시에 의약품 오남용예

방을 위해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한

발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감

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해 

국내 백신 자급 역량을 강화하고, 의약

품안전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

울러 의료기기 전문가, 어르신, 주부들

로 위촉된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 떳

다방, 무료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과 우수한 의료

제품을 공급해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

릴 수 있도록 기존 식약처의 껍질을 깨

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약처 직원 

모두는 ‘제로’와 ‘최고’를 향해 열정적인 

자세로 국민 행복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요약>

신년사

“새해 소통의 정책·공감의 정책 실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세계 경쟁력 확보

김 승 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 진 엽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기기 등 신속개발 전주기 맞춤형 지원”

국민과 기업에 만족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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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후관리, 소비자 참여행정 확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 국민의 안전의료기기 사용기반 마련

지난해 추진 업무 요약

지난해 의료기기관리과는 연

초부터 미용·성형용 의료기기

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선제

적 단속과 불법 유통 의료기기

에 대한 회수 및 검사 등을 통

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을 위해 노력했

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규

정’ 개정을 통한 행정 간소화로 

민원부담을 낮췄으며, 새로 도입

된 GSP 제도가 판매업체의 품

질관리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다.

2015년도 업무 성과 및 의의

우선적으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

기 위해 선제적으로 성형용 필

러 108개 제품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해 불법광고 관리

를 강화했다. 무료체험방, 떴다

방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불법 광

고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상·하

반기 광고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체 82개소를 적발해 행

정처분 등 조치했다. 

자주 적발되는 품목을 중심으

로 10개 품목에 대한 광고 위반

사례를 수록한 ‘위반 광고 해설

서’를 개정·발간하고 소비자 단

체 등에 1,400여부를 배포하는 

등 사전 피해 예방 활동도 적극

적으로 실시했다. 소비자 단체

와 분기별 회의를 통해 소비자 

불만 사례 등을 발굴하고자 노

력했고, 소비자 상담의 접점에 

있는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위

반 광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

해 효율적인 상담을 지원했다. 

의료기기광고사전 심의위원을 

10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해 광고

심의 기능을 강화해 광고 심의

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

록 했다.

의약품 등 타분야에 비해 의

료기기 분야가 유통품의 수거·

검사 비율이 낮고,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거·검사를 300개에서 

600개 제품으로 두배 확대 시

행했다. 

소비자 불만 제품, 국민 다소

비 제품 등 품질관리 취약 분야

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

한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기반을 

구축했다. ’15년도에 도입된 의

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이 판

매업소 및 임대업소 등에 안정

적으로 정착되고 관리 유지되도

록 21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정기점검 시 취급자별 법령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

고, 기획 및 수시 점검 시 업체

별·주제별 이슈사항에 대한 점

검을 실시해 위반업소를 적발 

및 조치했다. 인공혈관, 인공엉

덩이 관절 등 인체에 이식되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 24개 

품목을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

기로 추가 지정하고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

화했다. 

2016년도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소개 및 의의, 특징

2016년에는 다음과 같은 사

후관리 분야별 추진 방향을 위

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만전

을 다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험요소 시정·예방 중심의 감

시방식 대폭 전환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중심

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감시 

방식을 대폭 개편해 문제 발생 

시 사회적 파급이 큰 제품이나 

다수 소비자에게 대량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 등 위험요

소 관리 중심의 선택과 집중 감

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감시 활동을 통해 중대

한 피해나 치명적 영향에 대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정·예

방 조치(CAPA) 중심의 현대적 

감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행정 처분 이외에 위반 사항

의 위해 정도 및 내용별로 시

정·예방 조치 명령하고 조치 결

과에 대해 끝까지 피드백 관리

를 통해서 의료기기 업체의 리

스크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광고 등 감시를 위한 소비

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도입 및 

운영

그간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을 위촉 운영했으나, 법적 근

거가 ’15년 12월 9일자로 마련

됨에 따라 불법 의료기기 유

통 및 거짓·과대광고 정보 수

집 등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을 위촉해 운영한다. 소비자의 

행정 참여라는 긍정적 효과와 

다년간의 특정분야 경력이 있

는 소비자 전문가를 특정분야 

“Specialist”로 위촉해 MRI, 

CT 등 의료영상 분야의 의료기

기 불법 변·개조 적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취급업체 지도·점

검 및 불법 의료기기 정보 수

집 등 부족한 감시인력 보완과 

전문성 향상으로 의료기기 안

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ICT 기반의 추적관리 의료기기 

관리 체계 강화

인체에 이식되는 추적관리대

상 의료기기의 이력 추적을 위

한 ‘고유식별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를 도입

해 의료기기 제조 단계부터 사

용 후 폐기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친 모든 정보를 DB화해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는 표준화된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를 도입하고 바코

드 부착 의무화와 이력정보 수

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

진한다. 

또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의 안전사용 정보를 스마트 폰

으로 제공해, 소비자에게 의료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도

록 할 예정이다.

수입에서 유통까지 온·오프라인 

감시체계 구축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수

입 의존도가 전체 유통량 대비 

60%를 상위하고 있어 의료기기 

수입 통관 단계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위해우려 원재료는 의

료기기와 같은 수준으로 통관 

단계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금

지 대상 물질을 사용할 가능성

이 있는 품목은 특별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통관단계

에서 자동 인식하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규 판매업소 뿐

만 아니라 기존 판매업소까지 

GSP(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

기준)가 전면 의무화돼, 판매업

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

기 판매 형태별로 유통품질관리

기준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

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

진한다.  

수입에서 유통까지 온·오프라인 

감시체계 구축

최근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

면서 미용·성형 목적 의료기기

에 대한 거짓·과대광고가 ’12년 

23건에서 ’15년 11월 현재 99

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62개 

광고 매체를 중심으로 상시 불

법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

속 운영해 학생과 여성 등을 대

상으로 미용·성형용 의료기기

를 거짓·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의

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자동 

검색 및 차단할 수 있는 e-로봇 

시스템을 구축해 방송통신위원

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로 

불법 광고 단속과 차단의 실효

성을 높일 계획이다. 

맺음말

올해는 의료기기 사후관리 

분야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이 도입돼 감시 및 단속 등에 소

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 

참여 행정이 확대되고, GSP가 

전면 시행돼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수

거검사는 600개 품목에서 900

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된다. 위

험요소 중심의 검사항목 선정과 

품질불량 시 사회적 파장이 큰 

제품 위주로 수거검사를 실시해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하

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런 과정에 필요한 업계 및 전문

가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

고, 관련 기관과 협력 및 공유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행위는 신속히 

적발·조치하는 의료기기 사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

고자 한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와 산업발전에 관한 산업계의 

제안 등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심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15년

도의 성과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원숭

이의 지혜를 빌어 다짐함에 앞

서 청양과 함께해온 지난해를 

반추해본다. “심사체계의 선

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

화”라는 텍스트를 기치로 매

진해왔던 을미년의 한해의 성

과는 ‘허가·심사 체계의 선진

화’,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과 

‘국제협력과 소통의 활성화’분

야로 크게 나눠 정리해볼 수 있

다. 무엇보다도 심사체계의 선

진화를 위해 의료기기 업계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다양한 소

통채널을 통해 개발한 43종에 

이르는 각종 가이드라인과 국

제표준화기술문서(STED)의 

정비는 허가심사의 질적 도약

에 도움이 됐다. 또한 350건

에 이르는 동등공고제품의 확

대를 통한 산업계 지원과 더불

어 정례적인 ‘민원사례분석’ 회

의와 심사기관협의체의 운영

은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일조를 했으리라 자부한다. 또

한 신개발 의료기기의 신속제

품화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

사업, 그리고 79회에 걸친 전

문인력에 대한 육성교육과 생

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한 다

양한 홍보는 적극적 행정과 소

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

형 정보의 제공으로 많은 호

응을 받았다. 또한 지난 4월과 

11월의 AHWP의장국 활동 및 

AHWP/IMDRF WG의 10개 

분야 작업반의 국제협력과 더

불어 ‘국제의료기기소통포럼

(MDCF)’은 규제조화 주도국

으로서의 위상제고뿐만 아니

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

벌 경쟁력강화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고 있다.

헬스케어 패러다임과 의료환경의 

변화

최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

전과 가속화되는 인구고령화 

사회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더

불어 헬스케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질병치료에 따른 기대수

명의 연장에서 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의 연장(헬스케

어 3.0)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

한 원격수술 로봇이나 인공망

막과 같이 IT, NT, BT 등 다양

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융복합

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질병유전자에 대한 이해

를 기반으로 한 개인맞춤치료

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3D 프

린팅을 이용한 제품의 등장으

로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실현

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의료환경의 변화

에 대한 선제적인 허가심사의 

기반마련을 통한 퍼스트무버

(First mover)의 역할이 올해 

우리 의료기기심사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미래의료 환경 대비 선제적 허가

심사 기반 구축

이러한 퍼스트무버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난 12월에는 최

근의 3D 프린터를 이용한 의

료기기 개발 및 수요에 발맞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했으며, 올해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질병의 진단과 개인의 

유전체 분석결과를 이용한 개

인맞춤의료를 구현하는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허가심사 

체계구축을 준비하고자 한다. 

특히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

퓨팅을 적용한 의료기기(소프

트웨어)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

의 발전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에서도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의료기기로서 빅데이터 및 클

라우드 컴퓨팅의 정의와 필수 

구성 요소, 의료기기 해당 범

위 등을 마련하고 보안과 데이

터 표준화 등을 포함한 기술문

서(첨부자료)에 대한 심사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응

급상황에서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를 신

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적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유전자와 질병과의 상

관관계가 밝혀지고 저비용

의 신속한 유전체 분석이 가

능해 짐에 따라 최근 많은 각

광을 받고 있는 개인맞춤의료

(Personalized medicine)에 

대비해 개인 간의 유전체염기

서열 차이를 분석하는 차세대

유전체분석기술(NGS)의 성

능 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다. 

이들 새로운 의료기술 분

야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기반구축은 혁신시장 선도

(First Mover)와 신시장 개척

(Market Creator)을 위한 추

진 동력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질병예방과 의료비의 절감뿐 

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런 기대효과의 달성

을 위해서는 허가심사의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완제품에 대

한 최종 허가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

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따라

서 최종제품에 대한 개발단계

에서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각 

단계별로 검증해 신속한 허가

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

단계별 허가심사의 세부방안

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화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

사업의 확대운영

첨단의료기술을 이용한 의

료기기의 제품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제

적 허가심사기반의 구축과 제

도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적 지

원도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부처 간이나 분

야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되

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

부지원 인프라의 연계·개발

(C&D)을 강화하고 융복합 신

개발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

를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사업

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제품화가 임박한 7개

의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시험

검사방법과 임상시험 프로토

콜 등 안전성·성능 평가기술

을 개발하고, 정례적으로 범부

처 합동의 실무협의체와 워크

숍 등을 개최해 부처상호간 뿐

만 아니라 의료기기 개발자와

의 소통·협력도 강화해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와 첨단의료복

합단지, 원주의료기기테크노

밸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

센터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을 포함한 다기관의 협력 체

계로 확대전환한 허가도우미

의 운영을 활성화해 개발 초기

부터 허가과정에 요구되는 다

양한 기술정보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AHWP 의장국 활동을 통한 국제

조화 선도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보호

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의 필요성

에 부응해 최근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특히 선진국 중심

의 국제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국내의 산업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기관련 국제기구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도 AHWP 의장단회

의와 규제당국자 초청간담회

를 개최해 중국, 인도, 말레이

시아 등의 주요 수출국의 규제

현황 파악과 국내 산업계의 애

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

(IMDRF)의 참여를 통해 국제

규제조화를 선도하고, AHWP 

활동강화로 IMDRF 가입기반

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공동 가

이드라인의 제·개정을 주도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국제 의료기기 소통

포럼’을 확대·운영해 IMDRF 

및 AHWP와 연계해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협력활동은 국제 규

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신속

한 국제시장의 진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규제조화를 위

한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기준

의 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

라 기대한다. 

의료기기 전주기과정의 핵심인재 

역량강화교육 ‘디딤돌’ 사업 추진

지난해의 누적인원 1,737명

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문인력 

육성교육에 이어 올해에는 더

욱 체계적인 핵심인재 역량강

화(디딤돌) 사업을 추진할 예

정이다. 

의료기기의 제품화에 수반

되는 제품개발자과정, 심사자

과정, 임상시험설계자과정, 제

품화과정 등 세분화된 교육과

정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각 분야별 핵심인

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인 

디딤돌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교육은 의료기기 안전관

리에 대한 인프라의 저변확대

에 많은 기여를 하여 궁극적으

로 의료기기의 안전성제고와 

신속한 제품화에도 기여할 것

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빨간 원

숭이의 지혜를 기대하는 새해

를 맞으며,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허가심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주 선 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장

정 희 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

“미래의료 환경 대비한 선제적 허가심사 기반 구축”
첨단융복합 의료기기의 퍼스트무버 역할 위한 지원방안 마련

2016

의료기기정책
2016

의료기기정책

GSP 전면 시행,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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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체외진단제품 허가·심사 중점 방향

“‘신뢰성’ 확보된 체외진단제품 국민 공급”
인체 유래검체 확보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시급

2015년은 체외진단용 의료기

기 분야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과거 공산품이었던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이 2012

년부터 의료기기로 허가의무화

가 시작됐고, 약사법 체계 하

에서 의약품으로 관리되던 체

외진단용 의약품은 2014년 5

월 9일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

행규칙이 시행(2015. 11. 10)되

면서 의료기기로 전환됐다. 따

라서 2015년 1월 1일부터 비로

소 모든 체외진단용 제품들이 

의료기기로 일원화돼 관리되기 

시작했고, 진단검사 결과의 신

뢰성 확보를 통한 국민보건 측

면, 관리 수준의 국제조화를 통

한 산업육성 측면을 모두 고려

한 안전관리 및 산업지원 체계

를 구축했다. 또한 2009년 1월 

4일 이래 임시조직으로 운영되

던 ‘체외진단의료기기TF팀’이 

2015년 1월 9일자로 정식직제

인 ‘체외진단기기과’로 발족하는 

기쁨도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규모

는 국제적으로는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매

년 10.8%의 높은 성장률을 이

루고 있다. 이번 체외진단용 의

료기기의 일원화로 시장규모나 

성장속도 증가추세가 더욱 가

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

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제

조화 노력을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사결과

의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국

민에게 제공하고 국산 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측

면에서 2016년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분야의 주요 업무계획

을 살펴보고자 한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첫째는 체외진단용 의료기

기 허가와 관련된 효율적/합리

적 법령 개정 추진이다. 현행법

에 따르면 체외진단용 의료기

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

성 확인을 위해 인체 유래 검체

를 이용한 임상적 성능시험 자

료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의

료기기관에서만 검체확보가 가

능하므로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관에 임상시험을 의뢰할 수밖

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

과 같이 자사 시험성적서 등을 

인정받으려면 인체유해 검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이에 2016년에는 국가별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 

환경(검체 수급 및 실시기관 현

황) 조사,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

시험 관련 규정 조사를 바탕으

로 임상시험용 검체 수급을 위

한 관련 법령 개정을 체외진단

용 의료기기 관련 단체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상시험 개선방안 마련

할 예정이다. 산업 활성화 차원

에서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

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승

인을 면제를 위해 의료기기법

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

으나 현재는 시행규칙만 개정

(2015. 7. 29)돼 있어 법개정 추

진과 함께 임상시험계획승인지

침 개정을 추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대상 지정으로 IRB 

승인만으로 시험 실시가 가능

하도록 개선하고 및 식약처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외의 검사기관 

등에서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임상시험계획 승인 기

간 단축으로 신속 제품화 및 비

용 절감이 예상되며 국제경쟁

력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의 임상시험 기반이 마련되리

라 예상된다.

차세대 유전체분석기술 기반 체

외진단용 의료기기 성능평가 방

안 마련

개인의 유전체에 분석결과에 

따라 질병예측, 치료방향결정, 

예후예측이 가능한 개인맞춤의

료(Personalized medicine) 

시대 도래하고 있다. BT·IT 기

술의 발전으로 유전자와 질병

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지고 저

비용으로 신속한 유전체 분석

이 가능해 짐에 따라 관련 시장

이 급속도록 확대되고 있어 미

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미래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기 위

해 유전체 분석 시장을 국가 주

도로 육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2015년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유전자 검사제도 개

선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연구

중심 병원 등 인증된 실험실에

서 사용되는 장비 및 시약 등은 

허가 면제하는 공인실험실 검

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차

세대 유전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장

비를 품목류별 인증대상으로 

정하여 동일 제조사의 시리즈 

제품은 인증 면제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이에 NGS 장비

를 이용한 유전체 분석으로 질

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의 성

능평가 지침과 NGS 분석 장비 

품목류 인증을 위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함으로써 첨단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신속허가를 지

원할 예정이다. 

의료용 빅데이터를 이용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질병 예측 시

스템의  허가·심사 방안 마련 

BT·IT기술발달로 한 가지 

마커를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

던 제품에서 다수의 바이오마

커측정결과와 의료용 빅데이

터를 분석해 질병의 진단, 경

과, 예후 예측의 가능성을 높이

는 체외진단 다지표검사(IVD-

MIA : In-vitro diagnostic 

multivariate index assays)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바이오마커 측정시약과 

측정값을 분석하는 특정알고리

즘인 IVD-MIA 제품의 성능 

및 유효성 검증을 통해 질병예

측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한 허가심사 방안 마련이 시급

한 현실이다. 

이에 의료용 빅데이터를 이

용한 질병 예측 시스템으로 바

이오마커 시약과 소프트웨어

가 결합된 개인별 맞춤형 진단 

제품인 체외진단 다지표검사

(IVD-MIA) 제품 허가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유효

성이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질병 예측 및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고위험성 감염체 진단을 위한 체

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

안 마련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3번째로 흔한 여성암으로 고위

험성 인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oma Virus)가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최

근 HPV를 분자진단법으로 확

인하기 위한 다양한 체외진단

용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으

므로 이런 분자진단법 발달에 

따른 새로운 제품을 반영한 합

리적 허가·심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우리나

라는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아 정

확한 진단을 통한 결핵 감염자 

관리 및 발병예방이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결핵은 결핵과 유사한 증상

을 나타내나 치료제가 다른 비

결핵항상균의 국내 감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균과 비결

핵항산균의 구별할 수 있는 제

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의료 

환경 변화와 바이오 기술의 발

달로 개발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합리적 허가·심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인유두종바이러스

(HPV) 검사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와 결핵균 및 비결핵 

항산균 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

기 허가·심사방안 마련을 통해 

결핵균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

으리라 기대되며 국제조화된 허

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공

급함으로써 우수한 국산 의료

기기의 신속 제품화 및 국제 시

장 선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상기에 언급한 추진 계

획 외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

되는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시

로 청취해 합리적인 제도 및 관

리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

력할 것이며 나아가 창조경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오 현 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체외진단기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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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책

  

12월의 주요 여정

이제 한 걸음만을 남기고 있는 청양

(靑羊)의 발자취, 을미(乙未)의 모든 

것이 청양의 한 발자국에 기억의 저

편으로 사라지는 12월이다. 아쉬움만

으로 붙잡을 수 없는 마지막 달이기에 

사라지기 전 회한과 희망을 함께 담아 

〈표 1〉의 여정을 되돌아본다. 

마지막 달의 첫 여정은 체외진단

용 방사성의료기기의 ’16년도 특별재

평가 공고에 따른 설명회로 한국방사

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7개 수입업

체 관계자와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는 재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의 

요건과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재

평가의 신청절차와 접수방법 등 재평

가 공고문의 상세 내용에 대한 안내

를 했다. 세부적인 재평가의 대상 품

목과 신청기간 등의 행정사항에 대해

서는 재평가실시 공고문(식약처 공고 

제2015-49호)을 참조해 업무에 차

질이 없도록 관련업체에서는 유념하

길 바란다. 

또한 체외진단기기과에서는 한 해

를 마무리하며 ’15년도 하반기에 마련

된 가이드라인 3종의 주요내용을 설

명하는 자리를 12월 10일에 개최했는

데 100여명에 이르는 허가·심사 관

계자들이 서울청 대강당을 가득 메워 

많은 관심을 보였다. ‘분자유전학적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시약의 허

가·심사 가이드라인’, ‘체외동반진단

기기(IVD-CDx)의 허가·심사 가이

드라인’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

시험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많은 질의응답

을 거쳐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체외진단용 의

료기기의 업체 대표들과 함께 모여 임

상시험 자료와 제품의 변경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

회를 가졌다. 이번 일정에서는 임상자

료를 제조사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임상

적 성능시험과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

상시험기관에서 시험해야 하는 임상

시험으로 구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다만, 현재 제조

업체는 인체유래 검체의 수급이 어려

우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타 부처 

법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의 개정

선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한 제품 구성의 변경 정도에 따라 기

술문서심사가 불필요한 변경허가 대

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

해서는 ‘포장단위 변경’이나 ‘외관(색

상) 변경에 따른 모델명 추가’는 단

순·경미한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고시개정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향

후 체외진단 산업의 발전방향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CEO와의 간담

회를 1월에 갖기로 예정했다.

그동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사부의 공동노력으로 쌍방

향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의 협치 플랫

폼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각 

전문분과회는 한해의 소통결과를 공

유하는 한편 내년도의 업무계획에 대

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12월 8일의 첨단의료기기분과를 시

작으로 12월 9일에는 정형재활기기

분과, 16일에는 심혈관기기분과 그

리고 23일에는 구강소화기기분과에

서 각각 간담회를 가져 한해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심혈관기기분과

에서는 ’16년 의료기기제품화 지원을 

위한 핵심인재 역량강화(「디딤돌」사

업)와 관련해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과 규제조화의 글로벌리더 도약을 위

한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내년도 추진업무

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12월 

14일 ‘의료기기 분야 3D 프린터 활용

사례’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최근

의 3D프린팅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

기나 하듯 146명에 이르는 의료기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도 함께

하는 자리가 됐다. 3D 프린터를 이용

해 제조하는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

이드라인의 설명과 더불어 다양한 허

가심사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으

며, 특히 식약처의 연구사업 현황과 

허가심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많았다. 3D 프린터의 의료기기 분야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가이

드라인을 발간·홍보하고 가이드라

인의 제·개정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으며, 민원설명회

의 발표자료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

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많이 참조

하길 바란다. 

2015년의 소통일정 정리 및 올해의 여정들

연말연시, 정리와 계획이 필요한 때

이기도 하다. 남들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자신을 헤아리

면 성찰(省察)이 된다고 한다. 하기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표 2〉와 같이 지

나온 일들을 정리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 지난 을미의 한 해 동안 114

회의 모임을 통해 누적인원 4천여 명

이 모여 소통 및 참여의 확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작년에 비해 

125%의 증가율을 보인 참여인원은 

소통을 위해 노력해온 모두의 땀방울

에 대한 지표이기에, 분과회의 활동

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협회 관계

자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서 감사의 말

씀을 전한다.

그리고 새해의 첫 모임은 지난 협회

와의 워크숍에서 제기됐던 건의사항

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원재료의 자사

규격을 작성하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

한 협의체(1.8)를 필두로 의료기기 국

제협력분야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마

련을 위한 전문가회의(1.8)도 계획하

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소통포럼의 

새로운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수여와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제1차 운영위원회

(1.21)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16년도의 구강소화기기과 

업무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치과재료

의 품목 재분류를 비롯한 생물학적 안

전성 평가서 사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을 함께할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 회의(1.26)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산업 발

전을 위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

기 위한 CEO 간담회(1.26)도 〈표 3〉

의 일정에 포함시키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구태의연한 문구이지만 다시금 송

구영신(送舊迎新) 근하신년(謹賀新

年)이다.

4천명에 대한 감사(感謝)로 새해의 소통일정을 기대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1.4~1.8)
○의료기기 국제협력분야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1.8)
○의료기기 허가·심사 원재료 작성 개선을 위한 제1차 협의체(1.8)

3주(1.18~1.22)
○’16년도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제1차 운영위원회(1.21)
○’16년도 정형재활의료기기 전문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21)

4주(1.25~1.29)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 1차 회의(1.26)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CEO 간담회(1.26)

분기 개최횟수 참석인원

1/4 27 805

2/4 35 504

3/4 29 1,407

4/4 24 954

합계 115 3,670

〈표 3〉 1월 주요 소통 일정

〈표 2〉 2015년도 주요 소통 현황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12월2일
○ 체외진단용 방사성 의료기기 수입업체 대상 민원설명회

 -  ̀ ’16년도 특별재평가공고에 따른 제출자료 요건 및 작성방법 안내
한국방사선
진흥협회

14명

12월8일
○ 첨단의료기기분과 간담회

 -  ̀ ’15년 주요 업무추진현황 공유 및 ’16년도 추진계획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9명

12월9일
○ 정형재활기기분과 간담회

 -  ̀ ’15년 주요 업무추진현황 공유 및 ’16년도 추진계획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4명

12월10일

○ 산소포화도 측정기 관련 기술문서심사기관 간담회

 -`성능자료요건 가이드라인 설명 및 기술문서 심사 방안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6명

○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대상 민원설명회

 - ’̀15년도 하반기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 안내
서울청 
대강당

95명

12월14일
○ 3D 프린터로 제조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방안 민원설명회

 -  ̀ 3D프린터로 제조한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산업기술
시험원

146명

12월16일
○ 심혈관기기분과 간담회(5차)

 -  ̀ ’15년 주요 업무추진현황 공유 및 ’16년도 추진계획 논의
오송첨복 
C&V센터

31명

<표 1> 12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KMDIA 협회비 체계 변경 안내

1. 유관기관 및 업계소식과 각종 최신 정보 제공

    (협회 통계정보 활용 포함)

					-	홈페이지,	협회보,	뉴스라인,	뉴스레터,		실적편람,	이메일,	팩스	등

2. 무료 교육 또는 컨설팅, 최신정보 등 제공(CHAMP, 사이버교육 등)

3. 해외 전시회‘한국관’참여 우선권 제공 

4.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대관업무 지원

5. 구인/구직 (의료기기뉴스라인 제공)

6. 국내·외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알선 등 서비스 지원

7. 위원회 활동 참여 및‘정부 등 외부기관’전문가 추천

8. 의료기기산업편람(통계 및 업체 정보 등) 제공

9. 다양한 우대할인 제공

 			*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수료	20%	할인

				*	공정경쟁규약	기부	관련	규약심의수수료	50%	할인

				*	의료기기협회보,	의료기기뉴스라인,	뉴스레터,	홈페이지,	편람	광고	할인

				*	교육·세미나·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초청	및	참가비	할인	등	우대

10. 기타 각종 애로사항 발생시 협회 지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999년	7월	설립	당시부터	2015년	말까지	16년간	회원사	규모와	관계없이	연회비	36만원(월	3만원)을	일률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연회비	등	수입	1억	8천만원으로	회원사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회비체계를	변경하여「회원사	중심의	보다	수준있는	지원」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협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성과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올해는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회비	체계는‘회비체계개편	

TFT’를	통하여	8개월에	걸쳐	유관	단체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임을	알아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등 변경사항 : 2016.1.1 시행

[변경 연회비 및 가입비]

구분

연회비 가입비

 전년도 실적보고 금액 종전 현행 종전 현행

정회원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1,000억원 이상

36만원

960만원

30만원 100만원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480만원

2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24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20만원

100억원 미만 60만원

준회원
(판매업, 임대업, 수리업, 컨설팅 등)

- 12만원 18만원 10만원 20만원

[연회비별 신규 제공 서비스]  

연회비 우대혜택 환산금액

96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 지면광고 6회(600만원)

1,225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2회(20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10회(200만원)

의료기기편람 : 지면광고 1회(150만원)

워크숍 초대 : 참가비 5명(75만원)

48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지면광고 3회(300만원)

560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10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5회(100만원)

의료기기편람 : 지면광고 1회(60만원)

24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지면광고 2회(160만원)

270만원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5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3회(60만원)

120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90만원)

13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2회(40만원)

[특별회비	신설]	2016.1.1	시행						
                                         

구분 임원회비 비고

협회장 2,000만원

 연회비와  
 별도임

부회장 300만원

이사

150만원

감사

회원사 지원사업 강화와 연회비 현실화를 위한 회비체계 개편 

회원사 제공 혜택 강화, 적극적인 협회 활용 필요 

www.kmdia.or.kr  |  www.kmdianews.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8~9층(역삼동, 여삼빌딩)  TEL 02)596-7404

>> 협회 제공 서비스 
협회 활동

※ 금액별 광고사이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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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메디칼솔루션㈜은 국내 디지털 엑스

레이(X-ray)시장의 선두주자로 올해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30년 전 불모지와 

마찬가지인 의료기기 제조업에 뛰어든 이

창규 DK메디칼솔루션 회장은 국민보건과 

직결돼 있는 핵심 의료장비의 국산화와 공

급을 위해 회사를 세우고 국내 의료기기 

제조 대표회사로 키웠다.

특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설립에 

힘쓰고, 협회 초대 회장을 맡아 업계의 권

익대변과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에 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협회보는 새해를 맞아 반평생 동안 국민보

건향상과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온 이창규 DK메디칼솔루션 회장을 만나 

그간의 경험과 덕담을 들었다.

엑스레이(X-ray) 국산화의 개척자로서 

의료기기와의 인연은?

20대 중반, 샐러리맨 생활중 무언

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리고 우연히 

X-ray와 만나고 회사를 창업하게 됐다. 

60~70년대 한국경제는 열악했지만 점

차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란 생각

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제조에 필요한 자

재의 조달이 어렵고 수요 또한 한정됐던 

시절이라, 3년 만에 접고 의료기기를 비

롯한 각종 기계를 수입하는 무역회사에 

입사했다.

실무를 배우려고 무역회사에 입사했

는데 13년간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부사장이 돼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쌓

은 경험을 바탕으로 1986년 의료기기를 

수입·유통하는 동강무역을 설립했다. 샐

러리맨 생활 중에도 언제나 본업이 의료

기기라는 것을 잊었던 적이 없었다. 

DK메디칼솔루션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초창기 동강무역은 수입·판매를 목

표로 창업했으나, X-ray를 만들겠다는 

욕망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1992

년 제조업 법인인 동강의료기(주)를 설

립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역시 

제조업은 어려웠다. 경험과 기술력 부

족, 시행착오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

다. 그러나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엑스레이 

장비의 국산화에 집중했다. 수입업을 

하며 얻은 선진국의 의료기기 동향, 해

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향후 의료기

기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것

이라 예측했고 적중했다.

2008년 디지털 X-ray(DR)를 출시했

고 이제 한국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 긍

지와 자부심이 크다. 앞으로도 기술개

발에 힘쓸 것이다.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이 회사를 성장시키고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게 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설립과 초대 회장

을 역임하셨는데?

의료기기업을 시작하고 상당기간 업

계와 감독관청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

는 창구역할을 할 기구가 없었다. 일일

이 감독관청을 출입하며 업무를 진행했

으니, 이에 따르는 불편과 업무효율 문제

가 발생했다. 감독관청도 일일이 개별 기

업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의료기기는 약사법에 속해 있어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의료기기 단독법

이 필요했고, 이 시절 협회에서 의료기

기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협회는 많은 업계의 염원과 노력으로 

설립됐다. 1998년 협회가 설립되기 1년 

전,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던 의료기기 

업무가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됐다. 셀 수 없이 식약청 관계관들

을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고생 끝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식약청 허가 1

호로 법인등록을 하게 됐다. 

초창기에는 무슨 일이든 힘든 법이다. 

협회가 인지도가 낮아 회원확보에 어려

움을 겪었고, 재정도 열악했지만 역대 

회장들의 노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어

려움을 극복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참

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열정을 가지고 제조사 CEO로서 제품개

발과 수출을 하고 있다. 성장의 비결은?

창업 당시부터 일관되게 추구해 온 경

영이념은 ‘고객신뢰’, ‘투명경영’, ‘구성원 

만족’이었다. X-ray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병·의원

의 기본 진단 장비로 오래 사용하는 장

비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사후관리(A/

S)가 가장 중요하다. 고객 신뢰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과 그만큼의 

수고가 들어가도 힘든 일이다. 당연히 

품질은 우수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병·의원에서 환자의 생명

과 직결되는 장비이기에 A/S를 신속 정

확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금도 전체 직

원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 엔지니어일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전국에 

지점을 두고 영업과 A/S를 직영하고 있

다. 대리점을 두고 위탁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나, A/S를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책임을 지는 회사가 되기 위해 

30년간 일관되게 직영을 고집하고 있다. 

자연스레 고객이 신뢰를 주고 오늘의 

DK가 있게 됐다.

864개 회원사의 협회가 더 나은 협회가 

되려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은 의료

기기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5,000여 업체 중 절반 이상은 가입해야 

한다. 협회에 많은 제조·수입사들이 스

스로 찾아와 애로 사항을 말하고, 협회

는 필요하고 가려운 데를 해결해 줘야 한

다.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상생

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건전한 

재정의 확립을 위해 회비차등제를 시행

해야 한다. 여러 차례 협회에 건의해 협

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난해 이사

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안다.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혼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젊은이들의 창업

붐이 업계에도 불어왔으면 한다. 청년 실

업문제가 큰 이때, 협회가 ‘의료기기창업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기술과 아이디어

는 있으나, 경험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창

업자들을 능력있는 회원사들과 연계하

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또는 관계기

관 등에 적극 추천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 협회에서 

다방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

기를 기대해 본다.

업계의 발전을 위한 덕담 한 말씀?

모든 업계가 그렇듯이 우리 업계도 혼

자만 잘 돼서는 절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16 새해에

는 업계 모두가 큰 발전을 이루고 국민

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기산

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 

2016년 새해 계획은?

DK메디칼솔루션 임직원 모두 30주

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많은 이벤

트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3월에 개

최되는 KIMES 2016 전시회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대대적으로 전시할 예정

이다. DK의 과거·현재를 돌아보고, 비

전(vision)을 제시하고,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조망할 것이다.

“DK, 창업이래 신속·책임있는 A/S로 ‘고객신뢰’ 실현”
협회, 리더십 가지고 제조사·수입사 상생의 길 이끌어야

 DK메디칼솔루션(주)-이창규 회장(KMDIA 초대 회장)

CEO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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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로 본 한국의료 유통시장의 미래’
“간납업체 유통왜곡 해결없이 의료기기 유통시장 선진화 요원해”

최근 간납사의 유통왜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의료기기산업에

서 작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

고 이것은 더 이상 의료기기유

통의 선진화를 미뤄서는 발전이 

어렵다는 메아리일 것이다. 반

면 병원은 눈부신 성과를 만들

어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서

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연합

의 왕립전문병원에 위탁운영사

로 선정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병원행정 및 물류의 전

문성을 인정받은 사례이다. 이

것을 보면 한국의 의료유통 및 

원내물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세계의 의료기기는 시장 규모

가 약 3천억달러 이상 추산되

며 과거 두 자리 수 성장을 지

속하던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연 2~3% 수준의 성장을 유지

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00년

대 초반의 고성장 시대를 마무

리하고 2010년에 들어 성장추

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의료

기기업체의 어려움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의료기기산업의 사촌 정도 

되는 의약품산업의 도매유통

업 경향을 보면 지난 15년을 보

면 2000년 초반 약 550개의 의

약품도매업체가 2014년에는 

2,000개 이상으로 약 4배 정도 

급증했으며 최근 연쇄부도사태

의 홍역을 겪고 있다. 이것은 의

약품 유통의 선진화보다는 도

매업체 난립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일부 업체들의 무리한 

물류시설 차입투자 등으로 인

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

과열은 적자까지도 감내하는 약

가 덤핑과 불법리베이트 판촉 

등을 촉발시켜 업체 존속이 불

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을 악화

시켰다. 심지어 국공립병원의 

입찰에 1원짜리 초저가 투찰현

상은 과열경쟁에 의한 산물이기

도 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올바

른 유통기관 및 선진유통 윤리

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

는다.

유통환경의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준비된 기업

에게는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

상한가 삭감은 의료기기 제조업

체의 이익을 축소시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

체는 대리점 마진을 삭감하게 

되고 이것은 대리점의 붕괴를 

촉발시켜 결국 의료기기 제조업

체는 직접판매(직판)모형을 증

가시킬 수 있다. 직판모형은 영

업비용을 증가시켜 비효율성을 

낳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의료

기기 제조업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의료

기기 유통에 대해 알아보고 우

리나라 의료기기 유통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

의료제도 속에서 의료기기 유통

의료기기의 유통은 해당국가

의 의료제도, 유통기관, 제조사

들이 연결돼 결정된다. 우선 세

계의 의료제도를 크게 3가지로 

나눠 보면 미국의 민간보험방식

과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이태

리의 국가보건서비스방식 그리

고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대

만 등의 사회보험방식으로 나

눌 수 있다. 유통의 입장에서 본

다면 공공기관, 정부, 민간보험

사 등이 주도해 의료기관이 국

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제품을 의료기관에 어

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

는 것이다. 

미국은 민간보험방식을 적용

하는 유일한 나라로서 사립의

료기관이 많이 존재하고, 전수

보험 단계에 있으며 보장범위

가 좁고, 고부담 고급여가 특징

이다.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

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서 90% 이상이 공공의료기관

이고 의료공급자는 의료기관의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며 의료비

에 대한 국가통제가 강한 반면 

전 국민이 균등하게 의료보장

을 받는다. 국민의 부담은 중간 

정도이며 비급여항목을 최소화

하고 고급여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진료를 위해서

는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단점

이 있다. 일본은 사회보험방식

을 채택하고 있는데 지자체 단

위로 전수보험을 하고 있고, 공

공기관의 75% 이상이 적자로 

운영되며 저부담 중급여로 의

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사회보험방식을 운

영하고 저부담 저급여로 의료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국공

립병원, 사립병원 등이 혼재돼 

있으며 국가보험과 사보험을 동

시에 운영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어 미국, 영국, 일본의 

의료제도가 혼합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유통에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가 제

품에 대한 공정시장가격을 결

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병원마

다 제품의 공급가를 정해야 하

는 어려운 행정절차가 필요하므

로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라는 회사에 자

생하게 됐다. 그리고 GPO는 행

정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

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한국은 보험상한

가가 있고 병원은 보험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는 가격의 제

품을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

질적으로 병원의 납품가는 거

의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따라서 병원 측이나 혹은 

병원의 설립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의료제도인 저부담 저

급여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에는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의

료서비스를 제외하고 전문적이

지 않는 부대행정은 외부화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부대행정 중에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사

로부터 공급약정을 하는 업무

를 외부화하면서 한국형 간납

사가 설립됐다. 

미국 GPO의 발전과 규제

민간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

는 미국은 제품별로 표준 시

장가가 없고 민간보험사가 주

도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에

서 GPO는 제품의 가격을 결

정하고 공급사들과 협의해 공

급을 약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본

다면 GPO는 구매 중계인으로

서 회원병원사 및 기타의료기

관과 연계해, 공급사로부터 보

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

는 것이 목적인 회사이다. GPO

의 매출액은 공급사로부터 받

은 계약행정수수료(Contract 

Administrative fee) 혹은 일

반수수료가 원천이 되고, 계약

행정수수료 및 공급사 수수료

를 동시에 받는 GPO도 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됐으며, 식품, 전기, 

의료사업에서 일반적이다. 

병원 입장에서 보면 구매하고

자 하는 제품의 수량할인을 받

게 해주고, 불필요한 구매협상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구매인

력을 최소화해 병원경영을 합

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 본다면 영업

인력을 최소화해 인건비를 줄

일 수 있고, 1년 동안의 공급량, 

공급금액을 GPO를 통해 보장

받음으로써 경영의 안정성 꾀

할 수 있어 좋은 거래상대자가 

된다. 

미국의 GPO는 약 600개 정

도 되고 96%의 급성기병원 및 

98%의 지역병원, 97%의 비영

리병원이 가입한 일반적인 회

사이고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회사도 있다. 이렇게 역

사도 길고 많은 병원에서 이

용하는 회사이다 보니 미국정

부측에서도 면밀한 관찰을 하

게 됐으며 여러 report를 통

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

록 지침을 주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1991년에 리베

이트금지법(Anti-Kickback 

Regulation)에서 GPO를 예

외규정에 추가해 병원에 합

법적인 비용을 전달할 수 있

게 했고, HHS(Department 

of hea lth and Human 

services)에서는 GPO 관련 비

용을 3% 내로 관리하게 하고 

불필요한 수익이 나지 않게 하

고 있다. 2002에는 미국 감사

원에서 GPO의 비용절감 효과

에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를 진

행했고,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는 면책지대

(Safe Harbor) 설정이 반독점

법에 제한될 수 있다고 발표하

기도 했다. 

원 병 철 

간납업체 개선 TFT 

위원

 의료기기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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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용 서류 작업의 대가로 의료

기기 시장에서만 약 2,000억 정

도의 수익을 만들어 낸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

통 1~2개월 이내에 결제를 해주

고 있고, 병원은 시점에 맞추어 

간납사에 결제를 해주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간납사는 공급사

에 보통 4~5개월 후 결제해 주

고 있으며, 모 병원은 약 11개월 

후 결제를 해주고 있다. 그렇다

면 약 1조 2천억 정도로 추산되

는 운전자금(運轉資金)이 이런 

구조에서 유보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되며, 또한 약 6천억 정

도가 가납재고로 병원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기에 의료물류의 효율성을 발

휘한다면 경제학적인 자원의 효

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지고, 의

료기기의 대부분이 외국산이므

로 그만큼의 외화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GPO처럼 계약행정수수료 수준

의 행정운영비로 효율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에 환원된다면 건

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대형전문간납사의 진화

제품공급계약과 계산서 발행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간

납사는 미국의 GPO 모형을 벤

치마킹해 한국형 병원물류솔

루션을 개발하게 됐다. 병원물

류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현재 약 12조 정도 되고 있으

며, 의약품이 50%, 진료재료가 

45%, 의료장비 외 기타가 5%

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기 관

련한 대형전문업체는 5개이며 

전체물동량에 40% 정도를 운

영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형

전문업체는 병원 입장에서 보면 

구매물류절차를 개선하고, 외

주를 통한 비용을 축소하며, 구

매관련 불만을 축소시켜 주므

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간납사 측에서 보면 기존에 하

던 단순행정서비스에서 사업확

대 및 신규서비스를 제공해 양

적 성장이 가능하게 됐다. 병원 

혹은 공급사와의 교섭력을 증

가시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

게 됐으며, 규제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공

급자 입장에서 보면 제품공급

망의 중복에서 발생하는 총 유

통비용을 축소할 수 있고, 복잡

한 구매물류절차에 의한 행정

비용 및 인건비용을 축소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

러나 의료기기 전문구매물류사

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질적

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 가

능한 일이다. 일부 악성 간납사

들이 자행하고 있는 우월적 지

위를 바탕으로 거래 행위를 진

행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며, 리베이트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경제 사회의 문제

가 될 것이고 결국 공공의료제

도에 흠집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의료기기 유통개선을 위한 제안 

유통은 모든 산업의 기초이

고 유통이 왜곡되면 산업의 발

전도 보장할 수 없다. 의료기기

는 결국 의료인이 이용해 환자

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 환자

로 하여금 삶의 즐거움 되찾게 

해주는 특수품목이다. 이런 의

료기기의 유통이 복잡하기를 

원하거나 왜곡되는 것을 바라

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의료기기 유통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의료기기 전문유통 회사에 

대한 관련법령 제정 및 자격 강화

가 필요하다.  

한국형 GPO가 등장한지도 

약 15년이 넘었고 법률적으로

도 검토가 됐으며, 제도적으로 

의료기관 영리자회사가 인정됐

으므로 이제는 의료기기의 유

통에 대한 관련법령을 제정해 

의료기기 유통기관의 순기능

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도

적인 승인을 받은 영리자회사

는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투자

를 통해 수익을 얻는데 이것이 

의료에 재투자돼 국민건강에 기

여하기 보다는 투자자의 수익

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는 안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기기의 전문유통관련 제도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의료기기 

전문유통사의 자격도 강화되

고 설비도 선진화됨에 따라 불

필요하게 투자된 자원도 줄이

고 그에 따른 손실도 최소화한

다면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건강보험제정의 안정

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여러 정부기관에

서 의료기기 유통에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아쉬운 상황은 가

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에 관련규정에 대

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

은 의료기기에도 제약유통과 마

찬가지로 특수관계자 간의 판

매행위금지, 가납재고 요청금

지, 표준결제기간설정 등이 있

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제품주

기 따라 추적관리, 채권에 대한 

담보 및 보증강화, 거래강제행

위 감찰강화, 의료기기 입찰제

도개선, 영국식정부주도형 의료

유통공급망 추진, 혁신형 의료

기기업 인증제도 및 치료재료 

상한액 산정 시 가산율 적용 등 

선진의료기기 유통모형을 위한 

제도화가 절실하다.

둘째, 의료기기 유통관련 회사 및 

병원이 같이 상용할 수 있은 전산

시스템 개발이다.

의료기기는 정밀기계산업처

럼 다품종 소량생산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

면 발전할수록 환자 개인에 맞

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높은 수준의 의료복지를 요구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품의 

종류가 천문학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제품류들이 인체에 남아 

장기적으로 보고 및 관찰이 요

구되는 제품들이다. 그리고 각 

제품들에 해당되는 보험코드를 

바탕으로 의료재료비를 건강심

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고 청

구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되기 

때문에 전산적인 도움이 없이

는 거의 업무가 불가능할 것이

다. 그러나 병원마다 혹은 대형

전문 간납사마다 다른 전산시

스템을 만들어 활용하고, 또 병

원에서 간납사를 몇 년 주기로 

바꿀 때마다 다시 전산시스템

을 개발하게 된다면 수억 혹은 

수십억의 자금이 전산시스템 

개발에 중복적으로 투여될 것

이다. 따라서 현재 병원에서 사

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EDI, 

OCS, EMR, VMI, WMS 등)

을 통합해 하나의 병원관리로 

시스템화한다면 의료유통의 투

명성을 높이고, 중복적인 투자

로 발생하는 유통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

당청구사례도 줄일 수 있고, 의

료기기의 추적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급사물류 선진화 및 국제

감각이 있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병원물류는 과거 15

년을 거치면서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반면에 공급사물류는 

병원물류와 비교하면 매우 부

족하다. 그 이유는 의료기기 유

통의 폐쇄성 때문이다. 이제는 

의료기기의 유통을 개인적인 관

계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

량에 기초한 구조로 이동해야 

할 때이다. 현재 외국의 의료유

통회사가 한국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제약유통회사들 역시 의

료기기 유통에 관심을 갖고 있

다.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를 유

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

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

는 유통전문가들은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유통질서의 왜곡을 

막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선진

화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

비용에는 반드시 가치가 뒤

따라야 한다. 과거의 가납사의 

역할은 관계에서 비롯된 잘못된 

구조의 한 단편이다. 하지만 현

재의 한국형간납사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병원 위중의 

서비스만을 구축하고 발전된 선

진국회사의 시스템과 국제감각

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선진화된 경쟁사의 출

현이 있을 경우 한국의 전체의

료 산업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비용 지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

의 회사의 성장이 필요하면 다

양한 경쟁을 유도 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현재 일부 글로벌 

회사는 원외, 원내 물류뿐만 아

니라 세계에 맞는 품질관리시

스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

국의 전통적인 간납사와 대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

는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

제감각이 있는 의료기기전문 유

통인재들의 육성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넷째, 의료기기산업의 해외진출이다. 

서울대는 아랍에미레이트

(UAE)병원에 1조가량의 의료

시스템 수출을 시작했고, 이제 

의료시스템의 주요 진출국으

로 중국, 미국, 몽골, 베트남 등

의 나라가 물망에 오르고 있으

며 따라서 국가별, 진료과목별, 

규모형태별 전략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의료시스템 

혹은 병원 수출 시 의료유통절

차 및 유통물류 프로그램도 수

출되고 일부에서는 한국제품도 

동시에 수출이 가능하다고 한

다. 한국의 사회보험방식 의료

제도 하에 병원물류는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그 기

반이 되는 병원관리 시스템 또

한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여기에 공급사물류까지 

선진화한다면 국제적인 경쟁력

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해외진

출 또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언

지금까지 의료기기 유통의 선

진화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를 위해 의사, 간호사, 병원행정

인, 의료유통사, 공급사 등은 각

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왔

다. 거의 모든 관계자들이 열정

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한 결과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

할 만한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

과 의료유통 능력을 가질 수 있

게 됐다. 이제는 각자의 최선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기

회로 승화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기를 희

망한다.

그래서 미국상원법사위 반독

점 소위원회에서는 GPO에게 

보다 강력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를 요구했다. 2010년 

선샤인법(The Sunshine Act)

을 기초로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및 GPO는 건당 10불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사 

및 대학병원에 이전할 경우 이

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비록 민간보험방식으로 자

유경쟁을 하더라도, 일정의 규

제를 통해 GPO 본연의 기능을 

향상시켜 의료유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의료기기 유통구조는 

의료기기제조사, 대리점, GPO, 

병원, 보험회사가 복잡하게 연

결돼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의료기기 제조사는 병원

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GPO

와 공급약정을 진행하고, 제품

을 자사의 유통망을 통하거나 

FedEX, UPS나 혹은 3PL(3rd 

Party Logistics)과 같은 로

지스틱회사와 연결해 납품하는 

직판방식과 대리점을 통해 제

품을 제공하는 대리점 이용방

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렇게 단순한 유통구조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서비

스향상이 편리하다. GPO의 약

정에 따라 공급가와 공급방식

이 결정되고, 병원에서는 사용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매출인식 

방법도 간단해지게 된다. 즉 한

국처럼 가납이니 선납이니 하

는 복잡한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동종 

제품군을 경쟁적으로 회사마다 

병원에 쌓아 놓고 사용될 때까

지 기다리는 재고비용손실 혹

은 자원낭비도 적게 된다. 일반

적인 결제기간도 1~2개월이기 

때문에 채권관련 막대한 자금

으로 투자할 필요도 없다.

영국의 의료제도와 의료유통

영국은 대표적으로 국가보건

서비스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가가 정부

이고 전 국민을 강제적으로 의

료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으며 

모든 재원은 조세로 운영한다. 

국민에게 사보험을 허용하고 있

지만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

담하는 무상치료 원칙을 가지

고 있는 복지국가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의료서비스 

근간이 된다. 유통차원에서 본

다면 국가주도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국가

적 차원에서 입찰형태로 구매하

고 구매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NHS 구매 유통기관을 설립

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공

급사와 병원에 어떠한 수수료

도 부과하지 않고 스스로 자금

을 확보해 운영해 왔고 현재는 

NHS supply chain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NHS Supply 

chain은 NHS 산하기관과 대

형물류 유통회사인 DHL의 합

작투자회사이다. 이 회사가 영

국의 거의 모든 의료유통 및 유

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

부와 병원을 위한 비용관리뿐

만 아니라 환자대상의 품질관

리도 하고 있다. NHS supply 

chain은 10억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영국을 위한 구매 

물류통합을 진행했다고 발표했

다. 그리고 자원낭비를 최소하

고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의

료유통 공급망을 위한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다. 병원 측면에

서 본다면 국가예산으로 전체 

의료체계가 운영되므로 비용절

감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병원이 본연의 업무인 진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행정지원을 하므

로 효익이 있다.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를 돕고, 매출향상

에 기여하며, 병원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정보를 전

달하고, 병원의 요청사항을 정

보화시켜 전달해주므로 그 역

할에 대한 효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사들은 사업

의 규모와 제품의 성격에 따라 

대리점 혹은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병원 혹은 NHS supply 

chain에 공급하는 간단한 유통

모델을 갖게 된다. 

일본, 대만의 의료유통

일본, 호주, 대만 등은 사회보

험방식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

으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형

태이다. 중요한 것은 모두 의료

제품에 보험상한가가 있고 공공

기관이 보험자 역할을 하는 구

조이다. 우선 일본의 유통을 본

다면 특징적인 것은 지자체가 

보험자 역할을 하므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 경영지원회사

(MSO)와 공급사의 대리점들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

는 미국식 GPO모형으로 영역

을 넓혀가고 있고, 원내물류, 비

용절감 및 병원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지원회사는 

의사 및 병원들의 투자로 설립

된 주식회사 형태이며 회원병원

들의 행정지원 진행을 목적으

로 하고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SPD

라는 모형의 물류회사들이 병

원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

다. 병원 측면에서 본다면 병원

을 대신해 비용절감, 구매지원, 

경영지원을 하는 사업체가 있다

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

문이다. 의료기기회사는 일반

적을 제품의 성격과 사업규모에 

따라 대리점 혹은 직판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의

료기기 유통과 영업을 직접 진

행한다. 유통마진은 약 5~10%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대

리점은 GPO와 거래 계약 시 상

대자 역할을 진행한다. 그래도 

정형외과 제품 등 응급 사용을 

위해 비치하는 공급사의 가납

제품을 제외하고는 병원에 납

품을 통해 매출을 인식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고, 결제기간은 

1~6개월 정도로 진행된다. 유

통업체 관점에서 본다면 GPO

의 보험상한가가 있는데 가격할

인을 요구하고 있어 불편하다

는 입장이고 병원에 효율적인 

물류서비스 및 경영컨설팅을 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병원입찰에서의 의

료유통, 공급사 입장에서 의료

유통으로 분리돼 선진적인 의료

유통망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대만인 경우 의료정책의 개

혁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1995

년 국민건강보호법을 발표한 이

후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시

작해서 몇 년마다 새로운 제도

를 발표해 현재는 총액예산제 

및 대만형 DRG까지 확대했다. 

몇 년마다 바뀌는 제도로 인해 

의료기기유통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

부 외투회사는 제품 철수까지 

하게 됐다. 물론 정부예산에 맞

게 비용이 집행되는 것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의료기기산업 및 

의료유통의 발전에 기여하지는 

못했다. 한국과 비슷한 GDP 가

지고 있을지라도 대만에 의료서

비스를 위해 혹은 의료인들이 

특정술기를 배우기 위해 대만

을 방문하는 것은 드문 일이 됐

다. 의료기기 유통차원에서 본

다면 공급사에서 병원과 직접

거래를 선호하고 일부분만 대리

점으로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회사는 아니지만 “D”사

는 대만의 의료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

로 한국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 

의료유통서비스를 진행하고 있

으며, 한국 “D”사는 “H” 제약회

사와 유통약정을 진행해 해외 

유통망을 넓히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

첨단 IT를 기반으로 한 병원행

정, 의료유통에 높은 수준의 기

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형전문유통회사가 없는 것

은 국가행정가들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

라고 생각한다.

한국 의료기기유통

한국은 일본, 대만과 같이 사

회보험방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별로 보험상한가가 존재한

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의 유

통구조를 병원측면에서 보면 

국공립병원은 병원이 주체가 

돼 제품을 입찰로 구매하는 구

조이므로 공급사에서 직접 제

품을 공급받아 운영하는 구조

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대형사

립병원들은 설립재단 중심으

로 간납사와 독점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

며 공급사는 대리점 혹은 자사

유통조직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의료기기 

유통차원에서 보면 과거에는 공

급사나 공급사와 약정이 있는 

대리점에서 병원에게 제품을 공

급하고 병원에 제품이 도착하

면 매출이 인식되고 병원의 결

제기간에 따라 제품공급자에게 

결제를 하는 모형을 취해 왔다. 

그러나 병원에서 2000년경 간

납사를 지정하면서 제품은 병

원에 결제는 간납사에서 하는 

한국형 간납사 이동모형이 한

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간납사는 미국식 GPO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에 도입됐으며, 

병원의 구매행정을 외부화해 행

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매관련 

비리를 축소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전국민의료

보험을 시작하고 보험상한가가 

생기면서 설립됐다는 것이다. 국

민으로부터 소득의 일부를 건강

보험료로 징수해 운영되는 의료

보장체계는 공공재 성격이 강

하므로 사적 이윤추구의 대상

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간납

사는 병원과 특수관계를 바탕

으로 독점계약권을 획득하고 공

급사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해 높은 할인율 요구하고 계약

을 진행하며 보험상한가로 병원

에 계산서를 발행해 통행세 형

식의 수익을 남기는 모형을 취하

고 있다. 이것은 공공의료의 기

본질서인 실거래가 상환제의 직

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의

료유통의 가치창조를 위한 역할

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

만 아니라 공정시장가격(fare 

market value) 형성 및 구매비

용축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

국 GPO의 모형과 비교해 보아

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GPO는 여러 병원들이 연합해 

공급사의 물량을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저가로 구매해 병원들의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병

원 혹은 공급사의 최소 행정수

수료를 수취해 운영되는 모형으

로 한국의 간납사 이용모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간납

사는 계약대행 혹은 계산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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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면에서 계속

<한국의 의료기기 단순 유통모형>

공급사 병원

공급사 대리점 병원

공급사 대리점 간납사 병원

공급사직판모형

대리점판매모형

간납사이용모형

제품의 흐름 결제의 흐름

KMDIA 간납업체 개선TFT(위원장·이준호)는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납업체의 유통왜곡 문제해결
을 위한 법제화·제도마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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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계도 정부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다”
간납업체, 불법리베이트 그리고 의료기기 

수많은 약과 치료재료, 의료

기기 등을 사용해야 하는 보

건의료분야에서 구매대행업체

(GPO)가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생산업체들이 일일이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판매 

및 가격협상을 한다는 것은 인

력, 시간 등의 낭비일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규모로 

구입할 경우보다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의약품이나 의

료기기의 구매대행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

다. 한마디로 구매대행업무는 

병원들은 다양한 제품을 보다 

싼값에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공급업체들은 유통과 재고 관

리에 대한 부담 등을 줄이는 역

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보건의료산업의 혈관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체

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

난달 초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

매대행업체, 즉 ‘간납업체’들이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병원들

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

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성

토했다. 간납업체가 의료기기 

공급업체들에게 과도한 할인

을 요구하고, 그 차액을 리베이

트 용도로 쓰면서 병원에 불법

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료기기 공급

업체들로서는 ‘의료기기 공급

업체-간납업체-병원’으로 이어

지는 일원화된 유통구조 때문

에 간납업체들의 과다한 할인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

했다. 그러나 제3자인 간납업

체를 통한 병원의 이익편취는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리베이

트 쌍벌제 등 법적 규제도 어려

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사례를 수집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향후 

조치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간납업체 

등 제3자를 통한 병원의 이익

을 규제토록 한 김성주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

대하기도 했다.

요는 간납업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불법적인 거래 관

행이 투명하고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을 막고 있다는 것인데, 그

럼 정부는 이런 상황을 모를까? 

사실 간납업체들을 통한 불

법리베이트 의혹은 어제오늘 일

도 아니고, 관련 업계에선 비밀

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실제로 검찰 등 사법당국에 적

발된 사례도 있다. 정부가 이 문

제에 대해 모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이다.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계의 불

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그 사정의 칼

날은 주로 제약업계를 향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된 

공정경쟁규약 등은 의료기기업

계와도 관련돼 있지만 주 타깃

은 제약사들이었다. 제약사들

이 가장 우려하던 ‘리베이트 대

상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제도’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지

난해부터 더해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분명한 점은 이런 불법리

베이트 근절책으로 인해(여전히 

일부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가 

적발되고 있지만) 제약업계 전

반에 투명한 유통 및 판매 관행

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주장

대로라면, 의료기기와는 달리 

말이다.

협회가 불공정사례 설문조사

를 심평원에 전달하는 등 간납

업체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만

큼, 올해 의료기기업계에도 ‘건

전한 유통’, ‘투명 경영’이 화두

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

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은 간납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를 바로잡는다고 의료기기가 공

정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자

리를 잡겠느냐는 것이다.

제조사, 수입사를 포함한 의

료기기업계도 불법리베이트 문

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주지

의 사실이다. 즉, 협회가 이번에 

간납업체의 불법리베이트 문제

를 본격 거론하고 나섰지만, 비

단 간납업체만으로 그치지 않

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물

론 협회가 이를 인지하지 않고 

간납업체에 선전포고를 했을 

것이라곤 생각지 않는다. 

다만 제약업계의 전례에 비춰

볼 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를 나무란다는 비아냥거림을 

듣지 않으려면 뼈를 깎는(?) 자

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약업계는 수년전부터 불법리

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형제약사, 중

소제약사, 수입사 등 회원사들

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

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가 이

미지 실추만 거듭했다. 그러다

가 최근에야 공정위 고발, 불법

리베이트 정황이 의심되는 회원

사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등 

강경책을 꺼냈고 조금씩 그 효

과를 보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중

심으로 한 의료기기업계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또 간

납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고자 한다면 강력한 자정 움

직임이 동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박 기 택

청년의사 

기자

 기자 칼럼

㈜코스모21은 보건의료제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식약청 인허가 및 심평원 보험등재를 도와주는 컨설팅 
기업입니다.

귀사의 보건의료제품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

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컨설팅 

Tel  02-718-3546  E-mail  COSMO@COSMO21.CO.KR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83, 205호(당산동2가, 시티21빌딩) www.cosmo21.co.kr

품목허가 해외인증 KGMP 심평원 등록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95번길 144(사노동)  TEL  031)570-5700  FAX  031)570-5799  www.kmhealthcare.co.kr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30, 3층(삼성동, 유니콘빌딩)  TEL  02)552-0781  FAX  02)555-7791  www.dhcare.co.kr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43, 7층(논현동, POBA강남타워)  TEL  02)6201-3114  FAX  02)6201-3672  www.gehealthcare.co.kr

 - 대표이사  신 병 순 외 임직원 일동 -

 - 대표이사 안 병 산 외 임직원 일동 -

 - 대표이사 사장  시아 무사비 외 임직원 일동 -

㈜케이엠헬스케어

동방의료기㈜

지이헬스케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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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협력, 끊임없는 신뢰쌓기에서 시작”
품질시스템, 품질문제 대비하고 예방 위한 과정 ‘인식전환이 중요’

메디아나는 현재 Medtronic 

(과거 Nel lcor  P u r it a n 

B e n n e t t 으 로  시 작 해

M a l i n c r o d t ,  T y c o 

Healthcare, Covidien 등, 

인수 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Medtronic에 이름)과 15년째 

사업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요구된 제품사양을 바

탕으로 외관 디자인부터 기구

설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일체를 메디아나에서 개발

하고 모든 시험과 인증을 한국

에서 진행한다. 설계과정에 대

한 여러 차례의 주요 심사를 거

치게 되며 최종 시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들을 Medtronic에 

제출한다. 이 회사로부터 최종 

납품승인을 받으면 계약에 의

거해 주문이 들어오는 사업구

조이다. 15년 동안 총 7개 제품

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 지속적

인 사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품질

군대에서나 들었던 대포소

리 같은 “쿵”, “쿵...” 하는 소리

에 깜짝 놀랐다. 2002년 3월 

말  Tyco Healthcare의 모니

터사업부가 있던 미국 샌프란시

스코에서 유럽에 납품하기로 한 

환자감시장치 N5500의 시제

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던 중

이었다. N5500 제품은 당시 이 

회사에 납품하기로 한 3번째 제

품이었다. 그 시험은 제품 충격 

시험으로 100kg 이상의 금속

판과 함께 장비를 매달아 1.5m 

정도 높이에서 한 면당 3번씩 6

면에 대해 총 18번의 충격을 가

하는 시험이었다. 그 시험이 완

료되자 LCD 고정 플라스틱 보

스들이 모두 깨지고 내부의 케

이블 연결부위가 빠지는 등, 성

한 부위가 거의 없었다. 그 당시 

메디아나 뿐만 아니라 국내 품

질인증시스템은 의료기기에 필

요한 각종 시험, 인증, 인허가 

등을 위한 체계나 내부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다. 

2010년 이후 의료기기 국제

규격 중에 응급시장용이나 홈

헬스케어용 장비인 경우 강제적

으로 충격시험을 요구하고 있지

만, 그 당시만 해도 메디아나에

게는 생소한 시험이었다. 그 시

험 이후 장비의 기구적 결점들

을 모두 보완했다. 유럽 고객들

도 제품품질에 만족스러워했으

며 서비스 발생률도 현저히 감

소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메

디아나 제품들은 필수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 품질 개선작업

을 하고 있다. 그 시험을 참관하

고 했던 당사의 길문종 회장은 

필자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지금도 가끔 당시 시

험장면을 무용담처럼 회상하곤 

한다.

이처럼 제품 품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숙제는 어떤 시험을 언제 어떻

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문제

였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귀찮다고 느껴졌던 품질시스템 

ISO13485나 미국의 GMP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품질시스템 심사

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소 직

원이 1~2주 길게는 한 달씩 밤

을 세우기도 했다. 초기에는 1년

에 한 번이던 품질심사는 사업

을 확장할수록 매년 횟수가 증

가했다. 품질시스템이 비용이 

아닌, 말 그대로 제품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도록 방

향을 전환해야만 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최근 “재난을 복구하는 비용이 

재난을 대비하는 비용에 비해 

5~7배 더 크다”라는 말을 한 

것과 같이, 품질시스템은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복구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적

은 품질문제를 대비하고 예방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서구 근

대화 이후 선진국들이 이미 검

증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닫

게 됐다. 어떤 시험을 언제 어떻

게 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품 설계 전에 우리가 어

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지 명

확히 하고 문서화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설계하고자 하는 내용

이 분명하고 충분해야지만 이

를 가지고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 전환이 Medtronic

과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 

Medtronic은 안정된 품질시스

템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제품

을 납품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

다. 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장비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미덕이고 안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품질유지가 생

명인 셈이다.

기획

2001년 Malincrodt 일본으

로부터 제품개발 의뢰를 받았

다. 일본 담당자는 영업 출신으

로 제품개발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개발계약 후 제

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방향성

을 명확히 제시해 주지 않아 설

계변경이 잦았다. 시제품을 만

들어 보내주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변경사항이 빈번하게 발생

했다. 하지만 모두 대응해 주었

다. 지금 생각하면 이 상황으로 

인해 두 가지를 배웠다고 생각

한다. 하나는, 사전에 고민을 많

이 하고 개발에 필요한 설계사

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

할수록, 개발진행 중에 설계변

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

게 하면 개발기간을 줄이고 결

국 개발비를 줄이는 것이 된다. 

다른 하나는 일본영업담당의 

설계변경 요청이 우리를 괴롭히

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

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

현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개인적인 성향으

로 편향되거나 사사로운 것으로 

트집을 잡는 소비자가 있다. 하

지만, 소비자나 고객의 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성공적인 판

매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험

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우리

의 고집과 자존심으로 혹은 귀

찮다는 이유로 일본 담당자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의견 충돌

이 있었다면 15년간 지속해 온 

협력 관계를 보장하기는 힘들었

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뢰

글로벌 기업이 한국이나 중

국 또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협력 업체를 찾는 목적은 통상

적으로 비용절감보다는, 자체 

R&D 및 생산을 위해 많은 자

원이 투여돼 외주업체를 발굴하

게 된다. 이때 품질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공하기 힘들

다. 다가오는 2016년 현재 한국

의 위상은 15년 전과 많이 달라

져 있다. 대외적으로도 한국이

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글로벌 업체와 일할 때

도 보이지 않는 벽도 있었다. 신

뢰가 높지 않으면 확인하는 과

정이 늘어나 일 진행을 더디게 

한다. 사업진행에 있어 신뢰 구

축은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해

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2001년 이후 Medtronic과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2005

년 이후부터는 타 일본회사와

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

다. 메디아나와 일하게 된 어떤 

일본회사 담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메디아나와 일하기 

전 다른 국가의 모 업체를 방문

했다. 그 업체에서 저를 위해 공

항에 리무진을 보냈다. 그리고 

가방에 가득 든 돈을 보여줬다. 

나를 잘 접대해 주고 환대해 줘

서 고마웠다. 하지만, 사업적 파

트너로서 신뢰가 가지 않았다. 

그 업체가 좋은 의료기기를 개

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

요했기 때문이었다.” 

글로벌 업체는 품질 좋은 제

품을 공급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원한다. 메디아나

는 설계품질, 생산품질, 고객대

응품질, 서비스품질, 필드 재작

업 등의 관리를 위한 제도와 체

계를 글로벌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

화했다. 이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메디아나가 살아있는 조직

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응답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질문

이나 요청에 대한 답변의 정확

성, 신속성은 신뢰구축의 핵심

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주요사안들에 대해서는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이메일보

다 전화로, 전화보다 출장 방문

을 통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5년은 

글로벌 기업의 품질 눈높이를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흉내 내

고자 노력했던 시간들로 기억된

다. 최근 Medtronic사에서 이

런 말을 했다. “메디아나는 제

품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진심

으로 성심성의껏 대응하는 회

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

의 협력사 중에서 한 손안에 드

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지난 15년의 노력이 품질과 

태도에 대한 신뢰가 쌓였고, 현

재까지 Medtronic과 사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

결이 됐다고 믿고 있다. 이 성공

을 토대로 메디아나는 자체적인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고 

더 큰 성공을 이뤄갈 것이다.

김 이 웅

메디아나 

이사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제조사와의 지속가능한 협력

“정부의 수출지원책, ‘선택과 집중’ 요구돼”
국가별 입찰정보·현지 A/S센터 설립·유통업자 등 정보 제공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

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는 2014년 4조 9,700억원으로 

2013년(4조 6,300억원) 대비 

7.4% 성장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6.3%로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Global Data)에 따르면 2014

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40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

타났다. 

수출에 집중하는 국내기업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내

수 시장에서 확대해 해외 수출

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 의

료기기 제조 기업들이 100인 

이하의 운영인원에, 상당수가 

생산인원에 해당해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

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해

외 학회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해 

바이어 및 유통 업자를 개별적

으로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쏟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국

적 기업들의 거대한 부스에 수

많은 참관자들이 몰리고, 국가

관을 통해 참가한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영업사원들이 다른 

부스들을 열심히 돌아다닌다. 

경쟁사 제품을 확인하기도 하

지만,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염없

이 파트너가 우리 회사 부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

기 때문이다.

올해 초 러시아 정부는 의료 

부문의 정부 입찰과정에서 2

개사 이상의 러시아 기업이나, 

EEU 회원국(벨라루스, 카자흐

스탄, 아르메니아) 기업이 참가

를 신청할 경우, 다른 외국기업

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

국 의료기기업체는 경매나 입

찰에서 어떤 업체도 해당 입찰

을 응하지 않거나 관세동맹 국

가 중 단 하나의 기업만 입찰을 

원할 때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

게 됐다. 러시아는 최근 현지화 

조건도 강화했다. 제품 구성 중 

수입품 가격이 최종 생산품 가

격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

했고, 초음파 장비는 러시아 내

에서 조립에서 포장까지 하도

록 하여 외국 기업의 러시아 시

장으로 진출하는데 장벽을 높

였다.

높아가는 무역기술 장벽

중국 역시 공공 시장에서 자

국 시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

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주게 

되면서, 기존의 중국 업체를 통

한 판매에서 이제는 생산까지 

중국 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

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중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로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 정책과 비관세 

장벽 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

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위의 두 경우는 그나마 뉴스

를 통해 국내에 공개된 정보이

다. 하지만 수많은 입찰 정보들

을 확인하는 것은 개별 기업으

로써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 자치성에서 입

찰 품목, 일정 그리고 가격 정

보가 공개됐는데, 국내 의료기

기 기업 중 과연 그 정보를 미

리 알아 준비해 뛰어드는 업체

가 몇 군데나 있을까? 어쩌면 

단 한 군데 기업도 모르고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 기회를 빼

앗겼을 수도 있다.

코트라에서는 국가별 의료기

기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을 읽

다 보면 대부분의 국가 시사점

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A/S를 우선적으

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지의 의료기기 실사용자 및 

유통업체의 A/S 요구에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계 있는 정부의 수출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부

터 해외종합지원센터 구축 사

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베트

남과 인도네시아 2개소를 구축

해 현지 거점형 A/S 지원센터

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느낌이다. 대부분의 의료기기 

제조 기업들이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을 거라 생각된다. 현지 

대리점 및 사용자로부터 제품

에 대한 A/S 요구가 발생하면, 

현지 재고가 없거나, 제품 수정

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보

건복지부에서 센터 사업을 지

원하고 있지만, 여러 기업이 공

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제품보관창고 문제 

및 현지에서 간단한 제품 수리 

및 수정이 가능한 엔지니어 확

보 등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의료기기 업력이 어느 정

도 되는 기업들은 많은 고생

과 노력을 통해 현지 유통업자

(distributor)를 확보해 제품

을 해당 국가에 제공한다. 하지

만 이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

과 신생기업들에는 너무나 어

려운 일이다. 또한 기존 업체들 

역시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계

획할 경우, 상황은 신생기업과 

다를 바 없다. 현지 유통 업자

에 대한 정보를 코트라에서는 

현재 무료 및 유료 서비스로 별

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지

고 있지만, 국가 및 세부품목별 

각각의 서비스를 요청하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며, 정확히 매칭되는 정

보를 제공받는 것도 어려운 일

이다.

앞의 세 가지에 대한 기업들

의 니즈는 무엇일까?

국가별 더 세부적으로는 자

치단위별 입찰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다면 우리 기업들은 내

가 생산하는 제품을 해당 국가

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다양하게 확보될 것이다. 국가

간 또는 유관 부처간 조달정보

협약이나 업무협약이 이뤄져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면 관련 기업들은 추가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해당 국가는 

우수한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별 공공조달 파트너링이 점차 

확대됨으로 인해, 이런 서비스

는 앞으로 반드시 기업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해외종합지원센터는 좋은 사

례이다. 다만 기업들이 수출하

고 있고, 앞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숫자에 비하면 아직 걸음

마 수준이다. 기업들이 신뢰하

고 제품을 맡길 수 있는 보관창

고 분류가 필요하며, 동종 품

목군의 현지 A/S가 가능한 엔

지니어가 확보돼야 한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간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현지에서 처리

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우

선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Boundary를 구성할 것인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부

분 수출 국가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 

대한 현지 A/S는 기업별 제품

의 질(Quality)를 동반 상승하

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나라 제품에 대한 신뢰성 향상

을 꾀할 수 있다. 

유통업자 부분은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거의 매년 비슷한 요구가 기업

들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품목

군별 유통업자 정보를 담은 디

렉토리를 구축하는 것은 어떨

까? 특정 품목에 대한 서비스 

요청을 통해 답변이 오도록 기

다리는 현 시스템이 아닌 품목

별 디렉토리를 기업들이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다. 협회나 조

합 등 유관단체가 현지 전시회 

부스를 통한 다양한 유통업자 

및 바이어 정보를 차곡차곡 확

보하고, 이를 품목별로 정리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느 기업

이 마다하겠는가?

정부 지원의 선택과 집중

정부 및 지자체들은 연구개

발 지원 사업 이 외에도 다양

한 비R&D 사업을 지원하고 있

다. 너무나 다양해서 기업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사업도 많다. 

2013년 기준 해외 수출을 하

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은 

750개이다.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어떤 사례들

이 있었는지 애로 사항들을 면

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별 국가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올 것으

로 예상되나, 대부분의 기업들

이 느끼고 겪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들이 분명 집약될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들은 이걸 해결

해주면 된다. 너무나 많은 지원 

사업들은 특정 기업들에게 집

중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필

요로 하는 사업들로 집중해 지

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는 더 많은 기회들로 연결될 것

이다. ‘선택과 집중’ 우리는 이 

문구를 많이 들어왔다. 현장에

서 필요로 하는 지원은 너무나 

다양해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

렵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요구

하는 사항들을 골라 집중해서 

지원하면, 기업들은 매출을 올

리고, 지속적인 R&D 투자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

의 보건의료산업은 한층 업그

레이드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에 바라는 해외 수출지원 정책

임 준 영

메디쎄이 

실장

“사업적 파트너로서 

신뢰가 있으려면, 

그 업체가 좋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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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후

로 연평균 9.8% 성장해 왔으

며, 2014년 연구개발 기업 수 

역시 546개 수준으로 2015년

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규

모는 2014년 8.43% 소폭 낮아

졌으나, 향후에도 9%대는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 의

료기기 분야 정부연구개발비

는 2014년에 2,87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연평균 

9.6%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지

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치료/진단기기 분야

에 대한 투자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예방, 진단 

등의 트렌드를 반영해 스마트 

헬스케어, IT헬스 융합기술개발 

등의 산업 변화와 관련이 있다. 

2016년에도 진단기기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가 예상된다. 

결언

2015년 의료기기 산업의 전

반적인 상황 및 트렌드를 고려

해 2016년에 대한 전망을 제시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를 전제로 2016년 글로벌 의료

기기 시장이 소폭 성장할 것으

로 보인다. 2015년 세계 경제는 

그리스 재정위기, 유가 하락 등

으로 전반적으로 경기 하락을 

경험했다. 이런 경제 상황으로 

2015년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6년에

는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

을 찾으며, 글로벌 의료기기 시

장은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수준

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생

산액 증가 등 성장을 유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은 

중국의 경제 성장, 러시아, 브

라질 등 원자재 국가들의 경제 

회복세, EU의 경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

화, ICT 등의 융복화 등으로 성

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

다.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의료비 

급등,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

으로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주요 국가들은 의료비 절감 등

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의료계의 

ICT에 대한 수요 증가로 ICT

를 활용한 의료 융합 시장은 핵

심 비즈니스로 부상하면서 관

련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의

료기기 시장이 IT헬스 융복합

화로 인해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2016년 역시 스마

트헬스, IT헬스 등의 트렌드로 

의료기기 시장이 활성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Frost & 

Sullivan(2015)은 한국이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의료기기, 의료 IT분야에

서 첨단기술과 혁신제품을 보유

하고 있어 홈헬스 케어, 원격 환

자 모니터링 분야에서 크게 성

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넷째, 인수합병 등이 지속되

면서 의료기기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

료기기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들은 심화되는 

경쟁하에서 성장과 수익성의 

압박으로 인수합병 및 구조조

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타 기업 또는 타 기업

의 사업부를 인수해 기업규모 

확대 및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Medtronic이 Covidien을 인

수해 글로벌 기업 1위로 올라섰

으며, Danaher는 치과분야 선

두기업인 Nobel Biocare 등을 

인수해 규모를 확대하면서 성

장했다. 반면, 수익 개선, 비핵

심 분야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

정을 추진하고 있다. J&J(MD)

은 자회사 Cordis를 Cardinal 

Health에 매각했으며, Philips 

Healthcare는 보청기사업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

했다. 향후에도 상위 기업 간의 

조정 및 경쟁 심화는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들이 신기술과 우수 신제품

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경제 안정화, 금년 의료기기시장 소폭 성장
국내 의료기기시장, 원격 환자모니터링 등 헬스케어 분야 확장 추세

들어가는 글

지난해 10월경 현대경제연

구원(2015.10)은 2015년 상

반기에 우리 경제는 메르스 충

격, 유가 급락 등으로 내·외

수 동반 부진에 빠졌으며, 하

반기에는 메르스 충격이 완화

되고 추경이 힘을 발휘하며 내

수가 살아날 것이나 수출 부진

이 이어지면서 2015년 경제성

장률이 2.5%(상반기 2.3%, 하

반기 2.6%)에 그칠 것으로 전

망했다.. 또한 LG경제연구원

(2015.9)은 세계 경제의 저성

장·저물가 기조가 2016년에

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미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

일 것이나 중국경제의 성장 저

하가 예상되고, 저유가로 원자

재 생산국가들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질 전망 했다. 선진

국의 수입수요 위축, 글로벌 분

업구조 약화로 세계 경제 성장

에 비해 교역이 더 부진한 모

습을 보이면서 수출중심 국가

도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2015

년 및 2016년 세계경제성장률

은 3.2% 수준에 머무를 것으

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

리나라는 수출부진이 이어지

고 소비회복도 기대하기 어려

워 국내경제 성장률은 2015년 

2.6%(LG경제연구원), 2.5%(현

대경제연구 원)로 떨어지고 

2016년에도 2.7%~2.8% 수준

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국

내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4년 전년 대비 1.26%로 나

타났으며, 2015년은 3분기까

지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증가

율은 마이너스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분기, 2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4.7%, -4.3%

였으나, 3분기에는 -1.59%로 

감소율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2

분기 이후 매출액이 소폭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소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반적인 경제여건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 역시 내수 

및 수출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

로 추정된다.

세계시장 및 주요국 동향

글로벌 조사업체 BMI(2015)

에 의하면 2015년 세계 의료

기기 시장규모는 3,244억달러

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년 대

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10년 전년 대비 9.8%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 3%

대 성장을 해 오다가 2015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

고 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2015년 그리스 재정위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유

럽 국가들과 러시아, 브라질 등

의 신흥국들이 경제적으로 타

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

이 2015년에도 견실한 성장

(4.9%)을 함에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

의 시장규모는 마이너스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한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

국 들이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20%대의 마이너스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된다. 

BMI의 전망에 따르면 2016

년에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다

시 회복세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경제의 안정적 성

장으로 2016년 미국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5.4% 성장하고, 전

반적으로 2014년 수준으로 의

료기기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세계의

료기기 시장규모 약 3,395억달

러 규모로 2015년 대비 4.6%

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국내 시장동향(생산·수출입)

2014년 우리나라 시장규모

(생산수출입 기준)는 약 5조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생산액 규

모는 4.6조원, 수출액 2.7조원, 

수입액 3.1조원으로 나타났다. 

시장규모는 2010년 이후 연

평균 6.5%로 성장했다. 2010

년 이후 생산액 규모는 연평균 

11.6% 성장했으며, 수출액은 

12.7%, 수입액은 4.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15년 생산수출입 실

적보고 자료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나, 생산 실적을 

2014년 수준(전년대비 9% 성

장)으로 가정하고, 수출입은 1

월~9월까지의 무역협회자료

(전년대비 수출액 2.0%, 수입

액 5.0%)로 추정하면, 2015년 

생산액은 5조원, 수출액은 약 

2.7조원, 수입액은 약 3.3조원

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규모는 2015년 약 5.5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에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2015년 대비 회복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생산, 

수출입이 2014년 수준으로 회

복될 것으로 가정하면, 2016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6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수출은 중국, 브라

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 경제

국들의 경제 상황, 그리스 사태

에 영향을 받은 EU 국가들의 

경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연구개발 동향

2014년 의료기기 연구개발

비 규모는 약 4천억원 규모에 

서 건 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계팀장

 국내외 의료기기산업 현황 및 2016년 전망

<표 1> 국내 상장기업 분기별 매출액증가율 현황

구분 2014.1/4 2014.2/4 2014.3/4 2014 2015.1/4 2015.2/4 2015.3/4

전산업(ALL) 1.50 -2.87 -3.23 1.26 -4.68 -4.32 -1.59 

대기업 1.35 -2.95 -3.37 -0.39 -5.55 -5.71 -3.39 

중소기업 7.73 0.56 3.00 4.44 -0.55 2.04 6.55 

제조업 0.94 -4.21 -5.19 -1.59 -5.71 -6.30 -2.15 

제조업(대기업) n.a n.a n.a -3.46 -6.79 -7.52 -3.60 

제조업(중소기업) 　n.a 　n.a 　n.a 3.48 -0.58 -0.59 4.45 

주 : 연간은 전년대비, 분기는 전년 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분기별 기업경영분석(각 분기별 속보자료) ; 2014년 기업경영분석(2015.11) 주 : 2015, 2016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BMI(2015)

<그림 1>  세계 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표 2> 주요 국가의 의료기기 시장 동향(2011~2016)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2016년(E)

규모 YOY 규모 YOY

1 USA 117,535 121,133 127,159 133,594 140,144 4.9% 147,722 5.4%

2 Japan 30,437 32,929 28,208 28,101 26,013 -7.4% 26,939 3.6%

3 Germany 24,352 23,544 25,554 26,256 22,668 -13.7% 23,352 3.0%

4 China 11,883 14,079 16,075 17,207 17,774 3.3% 18,787 5.7%

5 France 14,055 13,520 14,619 14,609 12,567 -14.0% 12,839 2.2%

6 UK 9,713 9,769 10,186 11,316 10,864 -4.0% 12,108 11.5%

7 Italy 10,132 9,064 9,621 10,043 8,281 -17.5% 8,299 0.2%

8 Canada 1,727 6,878 6,837 6,720 6,157 -8.4% 6,557 6.5%

9 South Korea 4,786 4,930 5,083 5,441 5,504 1.2% 5,820 5.7%

10 Brazil 5,205 5,387 5,537 5,633 4,591 -18.5% 4,726 2.9%

11 Spain 5,140 4,640 4,902 5,330 4,552 -14.6% 4,469 -1.8%

12 Russia 6,813 8,426 6,718 6,118 4,369 -28.6% 4,498 3.0%

13 Australia 4,557 4,842 4,904 5,001 4,181 -16.4% 4,050 -3.1%

14 Mexico 3,244 3,405 3,683 4,036 3,919 -2.9% 4,257 8.6%

15 Switzerland 3,354 3,273 3,501 3,689 3,504 -5.0% 3,416 -2.5%

주 : 2015, 2016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BMI(2015) 

<표 3>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동향 및 전망(2010~2016)           (단위 : 백만원, %) <표 5> 우리나라 의료기기 정부연구개발비 동향(2010~14) (단위 : 개, 억 원)

<표 4> 의료기기산업 기업체 연구개발 투자 추이       (단위 : 개, 억 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2016년(E) CAGR
(10-14) 

생산(A)
29,644 33,665 38,774 42,242 46,048 50,198 54,721 11.6

(7.2) (13.6) (15.2) (8.9) (9.0) (9.0) (9.0)

수출(B)
16,816 18,538 22,161 25,809 27,141 27,672 29,100 12.7

(10.7) (10.2) (19.5) (16.5) (5.2) (2.0) (5.2)

수입(C)
26,199 27,937 29,310 29,882 31,291 32,860  34,409 4.5

(9.2) (6.6) (4.9) (2.0) (4.7) (5.0) (4.7)

무역수지(E) -9,383 -9,399 -7,149 -4,074 -4,151 -5,188 -5,309 　

시장규모(F)
39,027 43,064 45,923 46,315 50,199 55,386 60,030 6.5

(7.1) (10.3) (6.6) (0.9) (8.4) (10.3) (8.4)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 2015년 수출입 성장률은 무역협회 자료로 추정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수출입실적보고, 각 년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공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CAGR 

(10-14)

연구개발 기업수
287 386 409 455 546 17.4

(10.8) (34.5) (5.96) (11.2) (20.)

연구개발비
2,736 3,178 3,494 3,576 3,976 9.8

(29.2) (16.2) (9.9) (2.3) (11.2)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2.36 10.17 8.97 9.07 8.43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각 년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공(2015)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CAGR
(10-14) 

치료/진단기기
1,037 1,244 1,398 1,644 1,825 15.2 

(10.3) (11.6) (12.7) (13.7) (13.9)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
585 608 584 613 612 1.1 

(5.8) (5.7) (5.3) (5.1) (4.7) 　

의료정보/시스템
283 240 253 318 329 3.8 

(2.8) (2.2) (2.3) (2.7) (2.5) 　

의료기기안전관리
84 116 124 121 109 6.7 

(0.8) (1.1) (1.1) (1.0) (0.8) 　

합계
1,989 2,208 2,359 2,696 2,875 9.6 

(7.4) (11.) (6.8) (14.3) (6.6) 　

주 : 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 기준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정부 연구개발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201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공(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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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환경

“인재양성 토대 위에 의료기기산업 발전 가능”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RA전문가 자격 인증제’ 운영

세계 의료기기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연평균 6.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은 6.4%, 

수입은 6.6%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의료기

기 시장규모는 약 5.1조 원으

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평

균 6.2%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이 3.3%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아쉽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5%에 불

과하며, 점유율은 11위권에 머

물러 있다. 중저가 품목의 소기

업이 80% 이상이며, 무역수지

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

료기기산업이 질적으로 성장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

까?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을 간략

히 살펴보자.

의료기기는 첨단 기술의 집

약 및 융합체로써 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체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규제를 통해 관리되는 산업군

이다. 다시 말해, 의료기기산업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

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강소

기업 육성, 최신 동향 및 규제 

등의 정보습득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적 

인재양성 및 인재배치가 밑거

름이 돼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의료기기 

기업이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

니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

리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거나 자체적

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

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다. 정부에서도 의료기기산

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

해 신개발 의료기기 개발 지원 

등 R&D투자, 임상지원, 규제

개선, 인재양성 등 지원을 확대

하고 있다. 

그 중 인재양성 지원의 대표

적인 제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주관하는 의료기기정보기술

지원센터의 ‘의료기기 RA 전문

가 양성사업’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의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

학원’ 지원사업이다.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사업’은 의료기

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복잡하

고 까다로운 규제정보를 이해

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

는 인력, 즉 ‘RA(Regulatory 

Affairs)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

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의료기기 국내·외 

인허가 제도, 국제규격, GMP, 

임상에 관한 교육을 무료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

으며,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

재를 검증하기 위한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인증제’를 운영

하고 있다.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인

증제’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시험을 통해 실무능력과 지식

을 단계별로 평가해 신뢰성 있

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

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시험

을 통해 총 339명의 2급 전문가

를 배출했다. 또한 취업연계프

로그램을 운영해 자격증을 취득

한 인재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는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의료

기기 경력관리 프로그램, 전문

취업포탈서비스 등을 통해 궁

극적으로 전문인력들이 각 분

야에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와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의료기기산업 특

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도 다양한 교육

을 통해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지원만으

로는 부족하며, 이를 활용해 기

업에서도 자생력을 키워 경쟁

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특히 인재양성에 대한 필

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

며, 이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필

요하다. 재직자를 위한 직무능

력 향상 프로그램, 신입직원을 

위한 업무 적응 프로그램, 인력 

재배치 등 사내 직원을 위한 맞

춤형 인재양성 방법을 시행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문적 지식 

뿐 아니라 산업계에서 필요한 

실무를 교육과정에 포함할 필

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졸업

생들이 취업 후 적응기간이 짧

아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에서도 신입사원 재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재양성은 다른 투자에 비

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

여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의료

기기산업이 질적으로 발전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하고 이를 위해 정부 등 지원지

관, 기업, 학교 모두가 인재양성

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인재양성

이 경 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주임연구원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3, 9층(우면동, 중평빌딩)  TEL  02)578-0350  FAX  02)571-7617  www.juthis.com

 - 대표이사  유 철 욱 외 임직원 일동 -

㈜쥬디스코퍼레이션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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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이사  도미니크오 외 임직원 일동 -

㈜필립스코리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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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37, 4층(역삼동, 동영문화센터빌딩)  TEL  02)6909-2500  FAX  02)6909-2509  www.sjm.com/corporate.aspx

 - 대표이사  김 덕 재 외 임직원 일동 -

세인트쥬드메디칼코리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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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료기기규제
2016

의료기기규제

총국령 4호령과 5호령에서는 

수정《조례》에서 규정하는 임상

시험 면제 조건 중 중국 CFDA

에서 발표한 《임상시험 면제 목

록》에 포함되지 않은 2,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동품종 의료

기기의 임상시험 혹은 임상사

용을 통해 얻은 데이터에 대해 

분석 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

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시에는 임상 시

험을 면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생산 기업이 

만든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유

효성 즉 적용 범위가 타사 제품

과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임

상 평가 자료 제출 시 많은 애

로 사항을 겪게 된다(한국 제품

의 경우 원산지 품목 허가증을 

취득할 때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임상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

는 경우가 많아, 동품종 의료기

기와의 임상적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음).

특히 최근 CFDA에서는 의료

기기 임상평가 기술 지도원칙 

(체외진단제의 적용 안됨, 체외

진단제의 경우 체외진단제 임

상 시험 기술지도원칙6) 참조)에

는 각 상황에 대한 임상 평가 

제출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본 지도원칙7)의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임상평가란 임상시

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되, 임상적 성

능 및 안전성 데이터, 유리하고 

불리한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임

상평가의 정도, 범위, 데이터 유

형, 데이터량 또한 제품 설계특

징, 핵심 기술, 적용 범위 및 위

험 정도와 대응돼야 할 뿐 아

니라, 비임상 연구를 실시할 때

도,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출 것

을 명시하고 있다. 

임상평가 내용에는 기본적으

로 제품의 적용 범위(대상군, 적

용 부위, 인체접촉방식, 적응증

상, 질병 정도 및 사용 단계, 사

용 시 요구, 환경 등), 사용 방

법, 금기 증상, 보호조치, 경고 

등 사용 정보에 대한 확인도 포

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임상 평

가를 통해 등록 신청인은 정상 

상태에서 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능, 위험 발생 시 예상

되는 수익과의 비교 후 수용 가

능 여부를 도출해 내어야 하며, 

이때 사용된 증명성 근거 자료

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CFDA에서 발표한 2, 3등급 

임상시험 면제 목록8)(이하 “목

록”이라고 칭함)에 포함되지 않

은 신청 제품에 대해 동품종 의

료기기9)의 임상시험 혹은 임

상경험 데이터에 대해 분석 평

가를 하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청 제품과 한 개 혹

은 여러개의 동품종 의료기기

를 비교해 양자간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양자

간 비교 내용에는 하기 그림 1, 

2와 같은 비교 항목을 포함하

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으며, 정

성 및 정량적 데이터, 검증 및 

확인 결과를 포함 시켜야 하고, 

상동성 및 차이성 그리고 그러

한 차이성이 제품 안전성, 유효

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기

술하고, 신청 제품 자체의 데이

터 즉 비임상 연구 데이터, 임

상 경험 데이터, 차이성에 대해

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 시험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혹은 확

인을 진행해야 한다. 

주 목 해야  할  것은  최근 

CFDA에서는 비교 항목 중 생

산 공정 및 동품종 의료기기의 

비공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합법적 취득 여부를 명확

히 하기 위해, 동품종 의료기기

의 생산 공정, 임상 데이터 자

료 사용 시, 사용 동의서를 제

출 요구를 통지10)했다.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권한 

부여가 필요 없다.11) 

중국 내 등록된 동품종 의료

기기의 임상 시험 혹은 경험 데

이터를 가지고 임상평가 자료

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등록 

신청인은 비교 항목표를 근거

로 아래의 그림 3과 같은 양자 

간 대비표를 작성하고, 적용하

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

한 사유서를 제출해 설명해야 

한다. 

현재 CFDA의료기기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제출 자료 준

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

다. 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

애해야 하는 부분이 이 임상평

가 자료의 준비이다. 특히 최근 

이 기술 심사 지도 원칙 발표 

후, 기술 심사 진행 중 보완요구 

사항으로, 기제출한 임상 평가 

자료를 이 지도원칙에 따라 다

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기업은 

CFDA 인허가 업무 시작 전, 

신청 제품의 안전성뿐 아니라 

제품 적응 증상 등을 고려해 중

국 내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목록”에 포함

된 제품(2016년 초, 추가 2, 3

등급 의료기기 임상시험면제 

목록 발표 예정12)임)으로서 준

비할 것인지, 혹은 중국 내 등

록된 동품종 의료기기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

한 후 본 지도원칙에 따라 임상

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본 

의료기기 임상평가 기술 지도

원칙은 일반적인 2, 3등급 의료

기기 임상 평가 자료에 적용되

므로, 개별 제품에 대해 발표된 

기술 심사 지도원칙 혹은 제품 

표준(개별규격)이 있다면, 해당 

요구에 따라 임상 평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

시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본 

임상평가 지도원칙의 해당 내

용13)을 참조해, 사전에 임상평

가 제출 자료 준비를 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싶다.

“CFDA 의료기기 인허가 임상평가자료 요구 강화”
기술심사지도 원칙 발표, 기 제출한 임상평가자료 재작성 빈번 주의

 중국 의료기기시장 진출 위한 인허가 정보

2014년 6월 1일, 중국의 의

료기기 산업의 가장 핵심 법률

인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

례》(이하 수정《조례》라 칭함1) 

실시 후, 수정《조례》를 근거로 

재개정 된 법률이 발표되기 시

작했다. 특히 수정 《조례》를 근

거로 제정된 의료기기(체외진단

제) 인허가 관련 실시 세칙에 해

당하는 《의료기기 등록관리 방

법》(이하 총국령 4호령이라 함) 

및 《체외진단제 등록관리 방

법》(이하 총국령 5호령이라 함)

에서는 CFDA 의료기기 인허가

진행 시 제출할 임상 평가 자료 

형식의 규범화를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은 의료기기의 위험 정도

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2)

이 중 위험 정도가 낮은 1등

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부터 신고 관리를 실시하고 있

으며, 2, 3등급 의료기기에 대

해서만 기존 형식에 따른 등록 

관리를 실시3)하고 있다.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승인서

는 유효 기간이 없지만, 2, 3등

급 의료기기 등록증은 5년인 유

효기간4)이 만료되기 6개월 전

에  연장 등록 신청을 해야 지속

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또

한 2,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등록 후, 제품의 안전

성, 유효성 변화 유형에 따라 등

록 변경 신청을 한 후, 취득한 

변경 문건을 지속적으로 관리

해야 하며, 등록증을 분실할 경

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수정《조례》에서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할 때, 등급과 관

계없이 임상 평가 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 하지만 

1등급 신고 제품을 제외하고는 

하기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 함을 명

시하고 있다. 

(1)  작동 원리가 명확하고, 설계

가 정형화돼 있으며, 설계공정

이 성숙하고, 기 판매된 동품

종 의료기기의 임상이 다년간 

실행되는 동안 심각한 부작용 

사고 기록이 없으며, 일반적 

용도 변경이 없을 경우

(2)  비임상 평가를 통해 해당 의

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동품종 의료기기 임상 시험 

혹은 임상에서의 사용 경험

을 통해 얻은 데이터 분석 평

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경우 

그 밖에 상기 조건에 근거해 

임상 시험 면제 제품 목록을 발

표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목록에 포함된, 동일한 사용 목

적을 갖는 동종 제품 이외의 의

료기기의 중국 내 임상시험을 

케이스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수정《조례》의 관련 규정 등

을 근거로 볼 때, 2, 3등급 의료

기기제품 등록 신청 시, 임상 평

가 자료는 필수적으로 제출해

야하며 CFDA 인허가 취득을 

위해 신청 기업들의 사전 대비

가 매우 절실하다. 

수정《조례》에 근거해 발표된 

총국령 4호령 《의료기기 등록

관리방법》과 《체외 진단제 등

록관리 방법》에서는 의료기기

의 임상 평가 자료에 대한 정의

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우선 

임상평가란 등록 신청인 혹은 

신고인이 임상 문헌 자료, 임상 

경험 데이터, 임상 시험 등 정

보를 통해 제품 사용 요구 혹은 

적용 범위를 만족하는지를 확

인하는 과정이며,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임상평가 자료란 임

상 평가를 진행한 후 만든 자료

를 말한다. 

최 은 하 

㈜시노서울 

부장

 1) 중화 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650호

 2)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제 4조

 3)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제 8조 

 4)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제 15조 ,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 

 5)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제 9조 

 6) 2014년 CFDA 제 16호 통지, 2014년 9월 11일

 7) CFDA 의료기기 임상평가 기술 지도원칙에 대한 통지, 2015년 제 14호, 2015년 5월 19일 발표  

 8) CFDA 통지, 임상 시험 면제 제 2, 3등급 의료기기 목록 발표에 관한 고지, 2014년 제 12호 및 제 13호

 9)  신청 제품의 기본 원리, 구조 조성, 제조 원자재(유원 제품은 인체 접촉 부분 원자재를 말함), 생산 공정, 성능 요구, 안전성 평가, 부

합하는 국가/산업 표준, 사용 목적 등이 기본적으로 동등한 이미 중국 내에 기 등록제품을 의미한다. 신청 제품과 동품종 의료기기

의 차이가 제품 안전, 유효성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간주함.

 10) CFDA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제 등록관리 방법 문제에 관련한 통지, 식약감계관[2015] 247호 

 11) 의료기기 등록관리 방법 법규해석(5), 2015년11월 19일 

 12) CFDA 2차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2,3) 목록에 대한 의견 수렴안 , 2015년12월 15일

 13) <의료기기 임상자료 기술지도원칙> 제 7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17회 정기총회를 내달 24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7층 세레나홀(Selena Hall)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40(논현동 248-7), 

 지하철7호선 학동역/강남구청역

•의결안건 : 제1호 의안 :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회 위임의 건

•보고사항 : 협회비 체계 변경

시간 내용 비고

10:00〜10:01 개회선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10:01〜10:03 성원보고

10:03〜10:30 의결안건

10:30〜10:39 보고사항 사회자

10:39〜10:40 서명이사지명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시간 내용 비고

10:50〜11:05 개회 국민의례/내빈소개

11:05〜11:10 개회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11:10〜11:20 축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 외빈

11:20〜11:50 시상식

•국회의장 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
•감사패

11:50〜11:55 폐회 사진촬영 및 오찬안내

11:55〜13:30 오찬 및 환송

※ 일정 및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회 (1부)

■개회 및 시상식 (2부)

<동품종 의료기기와의 비교 항목>

<동품종 의료기기와의 대비표>

그림1. 동품종 무원의료기기 비교항목 그림2. 동품종 유원의료기기 비교항목

그림3. 비교 항목은 적어도 그림 1, 2의 내용을 포함할 것

아  래



특별기고 Ⅱ특별기고 Ⅱ

   ▶ 기획홍보부

■ 중국 식약총국(CFDA) 국장급 실무협의회 및 현장방문(12.06~10)
○ 주요내용 :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방문, 의료기기업체 간담회, 식약처-CFDA 국장급 실

무협의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회원사 오스템임플란트 방문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제도개선 협의체(제3차)(12.15)
○ 주요내용 :  임상 및 원재료 관련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 쟁점사항의 상호 검토 및 향후 계획 논의

■ 공정경쟁규약 제12차 심의위원회 개최(12.11)
○ 주요내용 :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보

고사항 등

■ 의료기기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국제협력팀 간담회(4차)(12.11)
○ 주요내용 :  제20회 AHWP 연례총회, 제19회 AHWP 기술위원회(TC) 회의 및 워크숍 개최결과 공유

■ 2015년도 제2차 의약외품 물품분류 협의체 회의(12.18)
○ 주요내용 :  식약처는 의약외품·의료기기 중복·경계 물품의 분류 일원화를 위한 개정 필요 관

계 법령, 절차 및 문제점 등 논의

■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의 등급 재분류를 위한 간담회(12.21)
○ 주요내용 :  중기청 ‘의료기기 등급분류 전면 재검토’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 등록에 따라 

업계와 논의

■ ‘의료기기 품목허가(인증) 전 GMP 심사’ 제도 시행방안 마련 회의(12.22)

   ▶ 통관관리부 

■ 2015년 하반기 의료기기수입자를 위한 교육 개최(12.19)
○ 주요내용 :  ’16년 달라지는 수입요건강화사항 및 의료기기 통관·수입절차 강의

■ 통관관리부 민원서비스만족도 및 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완료 

■ 관세청 주관 제4세대 국가종합관세정보망 구축 사업 완료 
○ 주요내용 : - 표준통관예정보고 시스템 변경 완료 
     - 2016년 4월 16일(토) 대국민 공개 오픈

   ▶ 광고관리부

■ 12월 광고사전심의 업체 민원 상담 현황
○ 민원상담업체(품목) :   ㈜우성피앤씨(제조, 초음파자극기), 트리아뷰티코리아(유)(수입, 개인용광선

조사기/반도체레이저수술기), ㈜바슈롬코리아(수입,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
즈), ㈜비에스앤코(판매,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 ㈜한국보원바이오(판매, 의
료용레이저조사기), 한나제이(주)(제조, 확장용의료용흡인기), 성심메디칼상
사(판매, 산소공급기), ㈜이화바이오메딕스(제조/수입, 의약품주입기구), 영동
제약(제조/수입, 체외진단검사시약 외), 라보라토리신파(유)(수입, 데니스브라
운부목, 탄력밴드), 제이온케어(제조, 체액점도계), (주)대성마리프(제조, 사지
압박순환장치)

   ▶ 산업진흥실

■ 중국 비관세 장벽 대응 전략 간담회(12.03)
○ 주요내용 :  맞춤형 특허전략 제공 및 IP인식 

■ FTA 기술무역장벽(TBT) 간담회 참석(12.04)
○ 주요내용 :  - RCEP, 한중일 FTA TBT 협상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추진방향 논의
                - TPP TBT 챕터 및 부속서 주요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추진방향 논의

■ 「의료기기등 안전관리」연구개발과제 발전방안 설명회 참석(12.07)
○ 주요내용 :  R&D 성과 소개, R&D 추진계획('16년) 발전방안 제안 및 논의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 1차 실무자 회의(12.09)
○ 주요내용 :  -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집행 기준 설명회
                - 세부기관별 개발진행 사항 및 로드맵 보고
               -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논의
 

■ 식약처 R&D 제도 관련 설명회 참석(12.17)

■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수리 실적보고 설명회 개최(12.21~12.23)
○ 주요내용 : 실적보고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실적보고 작성 가이드 등 부산, 대전, 경인 교육 실시

   ▶ 기술·교육사업부 

■ 해외 의료기기 허가 실무협의회 참석(12.02)

■ 해외전시회 한국관 CI 보고대회 참석(12.03)
○ 주요내용 : 해외전시회 한국관 CI 제작 배경 및 방향 보고

■ 글로벌 헬스케어 프론티어 2015 참석(12.16~17) 
○ 주요내용 : 한국 의료해외진출의 대약진을 위한 진출기반 강화 전략

■ 해외 전시사업 관련
 ○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15.12.07~12.11) 
 ○ 2016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16.03.24~27) - 참가업체 모집기간 : ~12.31
 ○ 2016 일본 베어리어 프리 전시회(’16.04.21~23) - 참가업체 모집기간 : ~12.31

■ CHAMP 및 인재양성 교육
 ○ 12월 교육 :  -  ‘의료기기 R&D 기획 역량 강화 과정-3차’ 교육(12.02~12.04)
     -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3차’ 교육(12.10~12.11)

   ▶ 협회 의견제출/추천 

■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허가지원을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2차 보고서 제출(12.03)

■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검토의
견 제출(12.03)

■  복지부·심평원 대상 별도산정 치료재료 우선 검토 대상 품목에 대한 의견 제출(12.11)
○ 주요내용 : - 별도산정 치료재료 우선검토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된 의료기기 또는 허가/신고서에 기재되어 함

께 검토된 구성 품 등 
    -  소인, 노아, 중증환자 등 특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수술실, 격리실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한 처치, 치료실에서 사용되는 제품
    -  인체에 영구 삽입 또는 30일 이상 지속 접촉하는 제품 또는 체내 조직·뼈·혈

액·체액·호흡기체와의 직접 접촉하는 제품

■  원재료 작성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12.14)
■  심평원 대상 치료재료 환율연동 관련 의견서 제출(12.16)
■  식약평가원 2016년도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12.18)

■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 
제출(12.21)

○ 주요내용 :  IEC60601-1 3.1판 시행 후에 접수되는 허가·인증신청서 및 기술문서 심사의뢰서 등
에 3판 또는 3.1판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경과조치 필요, IEC61010-1 규격 적용 

■  복지부 대상 의지·보조기(의료기기) 해당 여부 자문 요청에 대한 회신(12.30)
■  식약처 대상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 전문가 추천(12.24)

   ▶ 협회 안내/알림

■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12.01)

○ 주요내용 :  - IEC60601-1 3판에서 3.1판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준규격의 국제 조화
    - 재검토 기한 설정 및 용어정의 명확화
    - 위험관리 적용 대상 시험항목 축소 및 시험기준의 완화 및 명확화 등

■  15년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식약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합동워크숍 결과 알림(12.03)

■  에콰도르 의료기기 규정의 개정안 안내(12.04)
○ 주요내용 : 의족, 의수 및 외부 보조기 기술 규정과 관련 통보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12.08)
○ 주요내용 :  - 품목류 인증 대상 추가 
    -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사항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규제 완화 

■  브라질 의료기기 규정의 개정안 알림(12.16)
○ 주요내용 : 수술용 봉합사 논문의 브라질 약전 통합과 관련해 결의안 초안 작성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0호
(2015.12.23 개정) 안내(12.23)

○ 주요내용 :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제2조)
               -  제1호에 따른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

기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자사 홈페
이지를 이용한 광고

    - 시행 :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의 동물 사용 관련 관리방안 알림(12.29)
○ 주요내용 :  -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동물 사용은 취급자(수의사)의 책임하에 자율 사용
    - 사후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인허가 DB 공유 및 공조체제 유지
    -  식약처에서 법적으로 인허가 현황에 대한 전산 시스템 완료 시까지 동물사용 의료

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검역본부에 공문 제출(2016년 1월부터 
시행)

■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참여 접수 안내(12.29)
○ 주요내용 : -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은 세계은행과 독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

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전 세계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임
    - 의료기기산업에서의 반부패 증진 및 회원사 준법 윤리 경영 확산을 목적

■  법규위원회-식약처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 제4차 결과 안내(12.30)
○ 주요내용 : -  ’15년 3차례 간담회에서 총 9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4건이 조치 완료되

고 5건은 진행 중
    - 조치완료

연번 건의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심사지침” 개정 요청

해당 부서(심혈관기기과)에 개정요청 
하였으며 ’16년 개정예정

1차

2
양극산화(아노다이징) 면처리 제품의 
동일제품군 해당여부(치과재료)

치과재료 품목도 양극산화 제품을 
동일제품군으로 인정함

2차 

3
전자의료기기 구성품의 ‘치수’ 기재시 
근거자료(도면 등) 제출 필요여부

민원사례분석회의시(8차) 별도의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통보

3차

4
제조원 변경에 따른 허가증 분리 
절차 명확화

별도지침 마련 및 통보(’15.10월) 3차

■  2016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협력업체 모집 안내(12.30)
■  성남 의료기기 및 바이오 특화센터 입주기업 모집 안내(12.30)

   ▶ 법규위원회
■  법규위원회 기구·기계 취급업체 제도개선 회의(12.03)
○ 주요내용 :  - 전자의료기기의 첨부자료 요건 및 수리업 관리방안 마련 등 
    - 2016년도 제도개선 추진사항 논의

■  법규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회의(12.07)
○ 주요내용 :  - 16년 법규위원회 조직개편 사항 대외협력간사직 신설
    - 의료기기관리/품질분과 통합, 의료기기정책/임상제도분과 통합
    - 허가심사제도개편TF 및 기준규격개편TF 신설 등 논의

■  법규위원회-식약처 첨단의료기기분과 간담회(제2차)(12.08)
○ 주요내용 :  - 첨단의료기기과 신임과장 상견례 
    - 15년 첨단의료기기 분과 활동 공유 및 16년 의료기기심사부 추진과제 논의

■  법규위원회-식약처 정형재활기분과 간담회(제5차)(12.09)
■  법규위원회-식약처 심혈관기기분과 간담회(제5차)

■  법규위원회 전자의료기기 제도개선 TF 회의(12.16)
○ 주요내용 :  - 전자의료기기의 첨부자료 요건 및 수리업 관리방안 마련 등 
    - 16년도 제도개선 추진사항 논의

■  법규위원회-식약처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제4차)(12.23)
○ 주요내용 :  15년 구강소화기기분과 건의사항 조치결과 공유 및 16년 업무계획 공유 

   ▶ 보험위원회
■  치료재료 관련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복지부 방문(12.14)
 ○ 주요내용 :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관련 의료자원정책과 방문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개선 진행 상황 청취
      ·식약처-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안) 마련 시 업계 의견 수렴 및 반영 요청
    - 별도산정기준개선 관련 보험급여과 방문
        ·별도산정 기준개선 관련 향후 정책 방향 문의 및 조속한 시행 촉구
    - 원가조사 관련 보험평가과 방문

■  보험전략기획위원회 회의(12.15) 
○ 주요내용 :  - 2016년도 보험위원회 예산(안) 및 사업(안) 논의 등
    - 보험전략기획위원회 구성 논의

■  별도산정 기준개선 관련 심평원 방문(12.15)
○ 주요내용 : 복지부 별도산정 기준개선 추진(안) 공유 및 의료기기 업계

■  치료재료 환율연동 관련 업계 간담회 참석(12.17)
○ 주요내용 :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 조정기준 유지 여부
    - 환율연동 기준등급 금액 시점 

   ▶ 윤리위원회
■  간납업체 개선 TFT 12월 1, 2차 회의 개최(12.01, 12.21)
■  간납업체 개선 TFT 기자간담회 개최(12.02)

■  윤리위원회 12월 전체위원회 개최(12.21)
○ 주요내용 :  -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안
    - 복지부 약무정책과 방문일정 : 2016.01.08(금)
    - 2015년 성과보고 및 2016년 사업계획(안) 검토

   ▶ 홍보위원회
■  KMDIA 어린이 이동건강검진사업 2016년도 계획 논의(12.21)
○ 주요내용 : 지멘스헬스케어와 사업일정표 공유 및 검진내용 논의

■  홍보위원회-간납업체 개선 TFT 업무협력-대언론지원(12.21)

   ▶ 체외진단위원회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제도개선 협의체 사전회의(12.08)

■  체외진단제품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12.14)
 ○ 주요내용 : 2016년 체진위 운영계획 논의

   ▶ 협회장 활동
■  대통령 체코순방 경제사절단 참여(12.01~04)
■  2015년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지원(12.05~10)

■  2015년 제6차 이사회 개최(12.15)
○  주요내용 : - 국제교류위원장 신병순 이사 선임
    - 협회비 체계 변경(안) 승인
    -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위원회 개편(안) 등 논의
    - 위원회 업무 공유 현황 보고

■  협회장 신년사 언론배포(12.31)
○  주요내용 : - ’15년도 협회 성과 및 16년 추진 사업 계획
    - 신년 맞이 회원사 및 업계 발전 기원

   ▶ KMDIA 회원사 현황     

■  기준 12월 31일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2014년 814  183  118  364  665  147  2  

증감 50 - 2  42  - 4 36  14 0  

[ 회원사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 ]

KMDIA 27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6년 1월 133호
KMDIA

Blue Sky
26  2016년 1월 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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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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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 러시아 의료기기시장 진출 물꼬 확대”
KMDIA, 금년 더 강력해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추진

 2015년 러시아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운영지원

한 국의료 기기산 업협회는 

지난 12월 7일~11일까지 5

일간 모스크바 엑스포센터

(Expocentre)에서 개최된 ‘러

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

회’의 수행기관으로 국내 의료

기기 제조업체들과 함께 한국관

을 구성해 참가했다. 

협회는 올해 두 번째로 진행

하는 해외전시사업의 원활한 

한국관 운영을 위해 사전에 철

저한 준비와 현장 조사를 바탕

으로 한국관 참가기업의 지원업

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근 

러시아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

하고, 이번 한국관 참가업체들

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디며 우수한 국내 제

품의 기술 및 브랜드를 알리고

자 노력했다.

CIS 최대 의료분야 전문 전시회

올해 25회째를 맞는 러시

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는 CIS 지역 최대 의료분야 전

문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시장의 특성상 국내 의

료기기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리적 강점으로 주변 

CIS 국가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적합한 

전시회로 평가된다.  

금년 전시회는 러시아 경제 

침체 및 터키와의 외교 마찰로 

인해 전년에 비해 전시 규모는 

소폭 감소했으나, 의료산업 동

향 자체만을 놓고 살펴보면 오

히려 산업규모나 수입시장 규모

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 전시

회도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성

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 치과 분야

를 제외한 의료기기산업과 관

련해서는 포럼 또는 세미나 형

태의 소규모 행사만 열리고 있

어, 실질적인 대형 전문 전시회

로는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

기 전시회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CIS 시장을 통틀어서 

충분한 인지도와 경쟁력을 가지

고 있다고 본다.

전 시 회 는  모 스 크 바 의 

‘Expocentre’에서 약 2만㎡ 규

모로 의료기기, 소모품, 재활치

료용품, 병원장비 등 의료기기 

전 분야 품목에 대해 선보였다. 

특히 Hall 별로 품목군이 분류

되어 전시됨에 따라, 관심 있는 

전시품목 장소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해 관람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전문 외과용 수술 장비, 

치료, 진단용 기기류뿐만 아니

라 의료보조용기기류, 응급후송

차량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분

야에서 사용되는 전 품목이 전

시되며 의료용품, 기기, 설비를 

총망라한 종합박람회였다.

31개국·650여 의료기기 등 업체 

참가

참가국 및 전시참가업체 수

는 31개국 이상, 약 650개사로 

집계됐으며, 해외 국가관은 한

국을 비롯해 독일, 중국, 대만, 

홍콩, 체코, 터키 총 7개국에서 

참가했다.

매년 Hall 전체를 사용할 만

큼 가장 큰 규모로 참가하던 독

일은 금년에도 모든 국가관 중

에서 가장 큰 규모로 참가했으

나,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인한 

미국과 EU 기업들의 미참여 등

의 영향으로 참가 기업 수는 전

년도에 비해 약 3~40%가량 감

소해 참가했다.

중국의 경우, 부스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국가관’이라

는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으

나 개별 독립 부스를 포함해 약 

120개 업체가 여러 품목을 출품

하며 제품 홍보를 진행했다.

기존에 약 30여개 업체가 참

가하기로 한 터키는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로 인해 참가 규모를 

예정의 1/3 이하로 축소하며 홍

보관만 운영했다. 전시 주최국

인 러시아는 무역부의 주도로 

소규모의 국가관을 운영했으며 

이외에도 약 390개의 개별기업

이 전 홀에 걸쳐 독립부스로 참

여했다. 

또한 Forum관에는 한국보

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

가 처음으로 공동 주관해 국내 

18개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유

관기관 등으로 한국관을 이뤄 

참가했다.

약 55조원에 이르는 러시아

의 의료서비스 시장을 대상으

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과 뛰어

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적극적

으로 홍보를 펼치며 러시아 환

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 9개사 12개 부스 참가 기술

개발 자랑

한국관은 해외 국가관이 위

치한 Pavillion 1에 총 9개사 

12개 부스 규모로 구성됐다. 참

가기업 중에는 (주)메디칼스탠

다드, 필텍, (주)지엠에스, (주)

메타바이오메드 등 협회 회원

사 4개사가 참가했다. 5일이란 

전시 기간 동안 한국관 참가기

업은 총 257건의 상담이 이뤄

졌으며 향후 실계약으로 이어

질 것이 예상된다.

한국관 참가기업의 주요 전시 

품목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초음파 필름지, 소프트웨어, 혈

당측정기, 인슐린 주사기, 의료

용냉동원심분리기, 근관충전용

재료, 외과용 수술장비, 요통치

료기 등 다양했다. 최근 치료

기술, 의료용품의 재료, 시스템 

등에서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이

뤄진 제품으로 구성된 것이 특

징이었다.

협회는 한국관 참가기업의 효

과적인 마케팅 활동과 적합한 

바이어와의 매칭 및 발굴 등을 

위해 전시회 공동 수행기관인 

KOTRA 모스크바 무역관과 

‘사전 마케팅’을 진행하며 전시

기간 내에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시회 개최 

한 달 전부터 참가기업별 품목 

세부내역 및 상담 희망 바이어 

조사를 통해 상담 주선 일정이 

마련됐으며, 참가기업 대상으로 

현지 사전 간담회를 진행하며 

전시회 참가 유의사항 및 러시

아 경제, 의료기기 시장동향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참가기업이 러시아 의료기기 시

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

움이 됐다.

금년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

기기 전시회에는 협회의 황휘 

회장 및 이광순 부회장이 방문

해 한국관 참가업체와의 만남

을 가졌다. 국내 의료기기 업

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

한 애로사항 및 현황 등의 현안

들에 대해 공유하며 협회가 지

원할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했

다. 또한 한국관 공동수행기관

인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과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

에 필요한 제도 및 규정에 대해 

논의하며, 국내 의료기기 업체

의 러시아 시장에 원활한 진출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위기를 

기회로

현재 러시아는 경제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시장의 성장

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

지만 이런 시점에 러시아 시장

의 기회 요소를 면밀히 살펴본

다면 진출 가능성이 더 용이해

질 수 있다. 최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의 러시아 보건의료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전략 2013-

2020’을 발표하며 핵심기술 개

발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 생

산을 목표로 한 의료기기 부문

의 기술혁신, 산업의 글로벌화 

등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또

한 인구수와 의료기관 비율이 

높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

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전망된다. 러시

아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세

계 9위로 우리나라의 약 1.2배 

규모이다. 지속적인 진출을 통

해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

리 제품에 대한 기술력, 품질 

등의 요소를 강점으로 내세운 

홍보가 진행된다면 좋은 성과

를 기대해 볼 만하다.

협회는 ‘2016년 러시아 모

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도 

KOTRA의 공동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난해 참가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 마케팅 지

원 요구사항 및 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보다 개선된 한

국관 전시업무를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올해 전시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이

다.

한 지 윤 

 협회 기술사업부 대리

2016 

KMDIA
2016

KMDIA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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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규제

“‘준수사항’ 업계·제품 특성에 맞게 자율성 보장해야”
금년 바람직한 품질관리방안 도출 되길 기대

2015년 법규위원회 의료기

기관리분과 활동을 되돌아보

면 의료기기 사후관리 제도개

선을 위한 의료기기관리과와

의 간담회 개최 등 의료기기

안전국과의 소통이 활발했던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다. 또

한 업계가 가지고 있었던 애

로점이 광범위하게 논의됐고 

GMP, 감시, 및 표시기재 3개 

분야 13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

이 도출되는 가시적인 성과까

지 있었다. 다시 한 번이 이 자

리를 빌려 식약처의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감

사드린다. 

2015년 허가체계 점검의 한 해

2015년은 대대적으로 개편

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료

기기 허가체계가 만 3년이 됐

던 시점으로 시기적으로도 새

로운 규제가 잘 정착돼 운용되

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012년 4월 개편 

당시 의료기기 허가체계는 관

리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처에

서 직접 해외 제조원을 관리하

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동

등한 수준의 품질관리기준 및 

준수사항으로 관리·감독하

는 것으로 변화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제조원의 멸균기

록 등 제품의 최종 성적서를 어

떤 수준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

었다. 사실 이 이슈는 의료기

기법 도입과 더불어 품질관리

체계를 적용한 2005년 당시부

터 논의됐지만, 2012년 GIP가 

GMP로 통합관리 되면서 GIP

하에서 운영됐던 품질협약서

(quality agreement)가 더 이

상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금 논란이 됐다. 현

재 대부분의 업체가 자사의 품

질관리체계 및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준수사항을 마련

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정되는 

서류의 종류나 형태, 대상 품

목, 확보주기, 제품표준서의 

필수시험항목 및 인정되는 성

적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숙

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의료기

기 감시에 적용되는 기준이 대

부분의 업체에서 준수하고 있

는 운영기준보다 엄격하기 때

문에 업체는 계속 부담을 가지

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한 해 많은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이 이뤄졌으나 현장

에서 느끼고 있는 규정과 현실

과의 괴리감은 여전히 크다. 열

심히 노력해서 규정 하나를 충

족시키면 그 사이 추가적인 새

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다시 그

것을 쫓아가기 바쁘고 어느새 

간극은 더 벌어진다. 현실적으

로 많은 업체가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라면 과연 그 규정이 우

리의 실정에 맞고 또 합리적인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본다.

의료기기 사업자의 준수사항

산업계의 책임성 확보 및 안

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의료기

기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식약처가 일률적으로 구체

적인 방법을 정하고 감시함으로

써 모든 책임을 식약처가 가져가

는 방식에서 업체가 품질에 대해 

자정 능력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업체 스스로가 품질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큰 업체와 영세업체가 동일

한 품질관리체계를 보유할 수 

없는 것처럼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 회사의 품

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스스로 정하고 문

서화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

록 고려돼야 하겠다. 품질책임

자의 지정 의무화는 업체가 품

질관리에 더 집중하고 나아가

서는 품질관리 선진화에 시작

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GMP를 통

해 확보하도록 한다. 준수사항의 

핵심이 되는 제품에 대한 최종시

험은 제조원에서 이뤄지며, 최종

품질시험에서 통과된 제품만을 

출하하고 문서를 관리하는 책임

은 제조원에 있다. 

수입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해외 제조원에 대한 GMP 현

지실사의 경험치를 활용해 제

조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철

저히 심사했으면 한다.

△국내 제조·수입업자가 판

매·유통업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식약처

는 판매·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관리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제품표준서 상

의 최종시험 항목에는 판매·

유통업체가 실제로 실시해야 

하는 시험 항목만을 포함하

고 이를 제대로 실시하고 준

수하는지 그리고 유통과정에

서 시설이나 시스템을 제대

로 갖춰 품질이 유지된 제품이 

국민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해

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미국 등에서

도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가 강화되고 있고, 

2016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의

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이

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기기의 전주기를 통한 

효용성 측면에서의 규제가 고려

됐으면 한다. 

식약처든 업체든 제품의 안

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는 어

느 나라보다 정교하고 우수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규제선진

국이다. 이제는 규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일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한다. 효

용이 떨어지는 곳에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국내 의료기

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

질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곳

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

까 싶다

업체의 자율성이 강조되면 

그에 대한 책임과 규정을 어겼

을 시의 처분은 더 강력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업체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품질관리에 

더 집중해 스스로 경쟁력을 강

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맺음말

지난 2015년 7월 의료기기 

사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간

담회에서 이런 제안사항을 식

약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 식약

처에서도 외국의 관리운영방

식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관리

가 될 수 있도록 유권 해석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

변한 바 있다. 쉽지 않겠지만 

바람직한 품질관리방안에 대

한 기나긴 논의에 새해에는 좀 

더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

대해 보며 현실적인 결론이 도

출되고 문서화된 합의가 이뤄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 법규위원회 의료기기

관리분과가 해야 하는 것은 무

엇일까?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준수사항 관리방안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외국에

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 운

영하고 있는지 실사례를 제공

하고 정기적인 분과위원회 회

의를 주관해 앞으로의 방향성

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식약

처가 우리나라에 맞는 합리적

인 개정안을 만들도록 지원해

야 할 것이다. 또한 협회는 도

출된 개선안에 대해서는 큰 업

체부터 영세 업체까지 모든 업

체가 다 인지할 수 있도록 대외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 할 것이다.

의료기기에 대한 깊은 애정

과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국민에게 제공해 국민의 건강

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하

는 목표는 식약처와 업체가 모

두 동일하다. 같은 목표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

도 논의를 통해 애로점을 해결

하고 앞으로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라고 믿으며, 이런 논의가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지금처럼 식약처와의 건설적

인 소통이 지속되고 남겨진 숙

제들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2016년 한 해가 될 것

을 고대한다. 

황 선 빈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젼케어 

부장

 의료기기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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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매

해 이맘때면 지난 한 해에 시작

했던 일들은 잘 마무리됐는지 

돌아보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

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곤 한다. 

그러나 모든 일이 같은 해에 마

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

고, 이런 경우에는 다음 해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한 기

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조정하기도 하는데, 

간혹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도 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

은 없기에 처음에 생각지 못했

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다. 즉 어떤 목표를 달

성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유

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빼놓

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2013년 10월 4일자 입법예고

를 거쳐 2015년 7월 29일자로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이

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

조, 원리, 성능, 사용목적 및 사

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

한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식약처

에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제

출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품

목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시 임

상시험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본 조항의 시행을 위해, 식약처

에서는 2015년 2월, 4등급의 

63개 품목이 포함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

정 개정안(임상시험에 관한 자

료의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에 대한 별표 신설)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이후 본 규정에 대

해서 진행 완료된 개정에는 해

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고시됐고, 작년 12월까지도 변

동사항이 없어 시행규칙 상 해

당 조항이 일정대로 시행되더라

도 당장 적용받는 품목은 없는 

상황이 됐다.

아직 실제 적용이 가시화되지 

않은 이 상황은 중대한 위험 요

소로서 업계에서 인식되고 있으

며, 특히 최초 개정안에 포함된 

63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게는 2016년 이후 사업 계획을 

설정함에 있어 그 어려움이 크

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된다. 임

상자료 제출 대상으로 최종 확

정되는 품목 중, 각 업체에서 보

유하고 있는 임상자료가 국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새

로운 임상시험을 수행해 자료

를 구비해야만 국내 허가를 취

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므

로,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

어짐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자료

를 준비하는 내외부 인력과 인

프라 부분까지도 추가로 고려해

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즉, 

대상 품목이 되느냐 되지 않느

냐에 따라 품목 허가 전략이 이

전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이에 현재 업계 초미

의 관심사는 임상자료 제출 대

상에 어떤 품목이 포함될 것인

가 하는 것이다. 기존 63개 품

목이 발표됐을 때 업계의 공통

된 의견은, 이 품목 결정의 기초

가 됐던 미국 PMA 제도와 국

내 허가 제도와의 차이점이 분

명히 존재하므로 그 차이점을 

고려해 품목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국내와 미국의 임상시험자료 제출제도

그럼 두 제도의 차이점을 잠

시 살펴보자. 미국의 PMA 

(Premarket Approval) 제도

는 해당 제도상 최상위 위해도 

분류인 3등급 제품에 대한 허

가 절차로서, 이미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이 절차에는 임상시험

자료의 제출이 요

구된다.  그러나 

PMA 제도에서는 

제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등’ 여부

를 고려하지 않는

다. 바로 이 부분

이 기허가 제품과

의 동등비교를 기

반으로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동등

한 의료기기 중 식

약처장이 임상시

험에 관한 자료제

출이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의

료기기’로 임상시험 자료제출 

의무 대상을 정하고 있는 국내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

겠다. 오히려 PMA 제도는 동

등 비교를 통해 본질적으로 동

등한 제품이 없어 임상시험자료

제출 대상으로 분류되는 현 허

가 규정과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보여진다.

즉, PMA 제도에서는 심사 

신청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

효성을 당해 제품에 대해 개별

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심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과학적으

로 타당한지를 검토해 허가 여

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타당한 

과학적 자료의 범위를 포괄적

으로 설정함으로써 여러 종류

의 자료를 모두 심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자료 제출 

생략이라는 원칙적 단서조항에 

의거, 임상자료의 경우에도 자

료의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있

어 해당 자료의 내용에 충분한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면 통상

의 임상자료 형태가 아니더라

도(예시, 적절한 임상시험 프로

토콜에 의해 실시해 얻고 분석

한 임상 데이터, 과학적/임상적 

justification, 특히, 당해 제품

과의 차이가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시험

에 사용된 제품이 당해 제품이 

아니더라도 해당 자료 제출 가

능) 대체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

다. 이는, 제출 자료의 형태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제도와 또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4등급 체계 약 

2,200여개의 품목 소분류를 가

지고 있는 국내 제도와 3등급 

체계 약 6,080여개의 제품 분

류 코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

도를 대등하게 비교하기에는 무

리가 있을 것이다.

결언

이런 업계의 의견을 식약처에

서 어떻게 판단해 반영할 것인

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재검토를 할 만한 근

거 및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

당 품목에 대한 지정이 다소 미

뤄지더라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 논의해 잘못된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지정으

로 인한 불이익은 단순히 업계

의 수익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

존 제품보다 향상된 의료기기

의 국내 도입 지연으로 인한 환

자에의 불이익도 포함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허가된 제품을 장기간 사

용하면서 의료 현장으로부터 얻

어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제품 디자인을 개선한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실 및 동

물 실험 등 다양한 시험 방법을 

통해 기존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

했다. 또한, 개선된 부분이 실제 

임상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뮬레이

션과 같은 비침습적 방법을 이

용해 검증을 마쳤다. 이런 경우

에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 실제 환자를 대

상으로 임상시험을 다시 실시해

야 하는가? 만약 임상시험을 해

야 한다면, 얼마간의 기간 동안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생명 유지 목적, 인체이

식형/침습형/인체 흡수성, 생체

유래 재료 등 특수재료 등으로 

제조된 의료기기가 인체에 미치

는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고 위

해도 의료기기임은 너무나도 자

명한 사실이며, 이런 제품에 대

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

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

나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대부

분 의료기기는 상기 경우처럼 

수십 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사

용돼온 이전 세대 제품들을 개

량/향상시킨 제품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개발 방식과 흐름을 생각

했을 때, 실제 ‘사람’을 대상으

로 실시해 그 의료기기의 안전

성·유효성을 검증해 보아야만 

하는 품목이 과연 얼마나 있을

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임상시험자료 제출 대상 ‘품목’ 여부 업계 희비 교차
식약처, 품목지정 늦더라도 업계 의견 충분히 검토 돼야

 의료기기 임상의무화에 대한 업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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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병

원이 적발됐다. 관계자들은 입

건됐고 기사는 연이어 주요 신

문의 첫 면에 올랐다. 뉴스는 

감염의 위험에 대한 이슈를 경

쟁적으로 보도했다. 이 이야기

는 최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

용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다나의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1987년 9월 23일 동아일보의 

첫 면의 기사를 기술한 내용이

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최근

에도 동일한 이슈가 다시 등장

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과

거와 현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해 공존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시간은 언제나 긍

정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사

건은 최근 신문을 읽어도 다르

지 않은 내용이 반복된다. 30년

이 지나도 왜 같은 문제가 반복

되었을까. 물론 일회용의 재사

용에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원

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한 가

지 원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개별보상과 정액보상 치료재료 

치료재료의 경우에, 흔히 우

리가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제품 하나마다 보

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해당하는 제품은 심평원

에서 제품별로 해당 개별 보험 

코드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병

원에서는 개별 코드를 통해 공

단에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 심평원에서는 병원에

서 청구한 코드를 기준으로 보

험 청구량과 청구금액을 개별 

단위까지 관리한다. 또한 실거

래가 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 유

통가를 확인하다. 정해진 금액

보다 시장에서 낮게 유통될 경

우 실거래가로 조절하는 순기능

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액수가라는 독특

한 보험코드가 존재한다. 정액

수가가 적용된 치료재료들은 

제품별 코드를 부여받지 않는

다. 개별 단위 기준을 정하기

가 어려워 합의를 통해 단위를 

설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보상

한다. 다시 말해 개별 제품을 

대표하는 일반제품명에 동일

한 대표 코드를 부여하거나 혹

은 여러 제품이 동시에 사용될 

경우 사용제품들의 묶음 가격

을 설정한다. 그렇다면 대표코

드와 묶음가격 설정은 왜 문제

가 될까?

 

대표코드와 묶음제품 

예를 들어 장갑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간다고 가정하자. 마트

에 가면 여러 회사의 다른 가격

의 다양한 제품이 있다. 그러나 

마트에서는 이런 다양한 제품

들이 일회용 장갑이라는 동일

한 대표코드만 부여해서 관리

한다고 해보자. 따라서 누가 어

느 개별 제품을 사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구입 

후 어느 제품을 몇 번을 사용했

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현실에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번에는 재사용

이 가능한 장갑이 등장한다. 소

비자가 일회용 장갑을 구입하던

지 재사용 장갑을 구입하던지 

마트에서는 마찬가지로 총 판매

량만 기록된다. 사실 마트 관리

자에게 재사용 장갑을 집에서 

아무리 많이 세탁해서 쓰던지 

일회용 장갑을 재사용하던지는 

큰 관심사는 아니다. 일반 소비

재에 대해서는 판매 후 관리가 

필요 없지만 해당 물품이 사람

의 몸속에 사용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묶음 가격의 경우, 김장에 필

요한 용품들을 세트로 묶어 판

매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안이 보이지 않는 포장박스에 

‘김장용품’이라고만 적혀 있다. 

이상하게도 마트에서는 그 안에 

포함된 개별용품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김장용품’이

라는 박스 판매량만 기록한다. 

박스 단위로만 관리를 하다 보

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있

는 용품이 일회용인지 재사용인

지조차 알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장을 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

운 개별용품을 한 업체가 마트

에 추가로 공급하려 한다. 그런

데 마트에서는 해당 제품을 이

미 지정돼 있는 묶음 가격에 포

함시킨다. 묶음 가격은 벌써 10

년 전에 책정된 이후 변화는 없

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0년 전 

묶음 가격을 정할 때 포함됐던 

만 원짜리 일회용 장갑이 일반 

가정에서 평균 2번씩 사용된다

고 5천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깜짝 놀라 마트 관리자에게 찾

아갔지만 이미 책정된 가격이라

서 소용없다는 답변이다. 

정액보상 치료재료 현황 

2010년 보장성 강화 정책으

로 인해 정액수가 품목 수는 5

개에서 현재 35개로 늘어났다. 

정액수가 품목은 편의상 중분

류별 청구 순위를 기준으로 ‘내

시경화 시술용 기구’,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그

리고 기타 여러 재료로 나눌 수 

있다. 내시경화 시술용 기구는 

일회용과 재사용 제품이 혼재

돼 있어 개별 단위 보상이 어려

운 경우였다.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관련 시

술에 여러 가지 치료재료가 함

께 사용돼 묶음 단위로 제품 가

격을 설정한 경우이다. 마지막

으로 기타 치료재료에는 복강

경/흉강경하 치료재료, Burr나 

Saw 등 절삭기류, 비뇨기과 제

품들이 포함돼 있다.

중분류별 청구량도 2013년 

기준 약 140억원으로 1위인 약

물방출 스텐트 다음으로 940억

원의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4

위를 차지한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그리고 8

위를 차지한 복강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전체 청

구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분류

별 청구 순위에서도 중재적시

술군, 인공관절군 다음으로 정

액수가 품목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덕적 문제 vs 사회적 제도 

정액수가 품목에는 많은 일

회용 재료들이 포함돼 있다. 하

지만 일회용 재료들에 대한 관

리와 감독은 정액수가라는 제

도의 특성상 확인하기 어렵다. 

일회용 재료와 재사용 가능한 

재료들이 서로 섞여서 사용되

며, 때로는 묶음 가격이라 어

떤 일회용 치료재료들이 어떻

게 사용됐는지 알기는 더욱 어

렵다. 

물론 일회용 제품에 대한 관

리와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이 많고 더욱 늘

어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

다. 다나의원 사건은 매우 특별

한 경우에 한정될 수도 있다. 그

러나 일회용의 재사용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적 제도적 장

치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

이다.

30~40년 전 초등학교에서는 

단체로 줄을 서서 예방접종을 

하곤 했다. 어린 학생들은 긴 

줄을 서서 팔을 어깨까지 걷고 

예방 접종 차례를 기다렸다. 그 

당시 주사기는 일회용 주사기가 

아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총모양의 주사로 바늘이 장착

돼 있었다. 총모양의 주사기를 

통해 한 사람씩 자기 차례가 되

면 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주사

를 맞고 난 다음에 젖은 솜으로 

주사기를 한 번씩 닦았다. 그리

고 다음 차례가 되면 다시 주사

를 맞았다. 이런 모습을 아직 기

억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다. 당시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

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1987

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다. 병원 책임자는 일회용 주사

기를 매달 7,000개 그리고 환자

의 혈액 등이 묻은 붕대를 20상

자씩 소독하거나 세탁을 한 뒤 

5, 6차례 재사용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

다.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

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

는 없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

로 재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기 때문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

금도 아직 제도적으로 일회용의 

재사용에 대한 직접적 법적 근

거는 없으며 이번 국회를 끝으

로 그동안 발의돼 계류 중이었

던 일회용 재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사라진다. 

물론 무조건 일회용의 재사

용만 규제하는 법을 재정하는 

것은 해결책은 아니다. 치료 행

위와 재료를 위한 합리적 보상

이 선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관리 감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합의와 

약속이 선행된다면 일회용의 

재사용 금지에 대한 법은 자연

스럽게 진행 되리라 믿는다. 

기원전 4세기 고대 프리기아

의 수도 고르디움에는 고르디

우스의 전차가 있었다. 그 전차

에는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설

킨 매듭이 있었다. 아시아를 정

복하는 사람만이 그 매듭을 풀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수

많은 사람이 매듭을 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도 

매듭을 풀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 대왕은 매듭을 보

고 바로 칼로 잘라 버렸다. 

복잡한 문제에서는 대담한 

방법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

액보상 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안전한 치료재료 사용 위한 정액보상 관리방안 절실
2010년 이후 정액수가 품목수 7배 증가, 청구순위도 상위권

 치료재료 정액수가 제도에 대한 업계의 제언

서 화 석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차장

2016

의료기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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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라 부를만한 변화들이 있어 왔

다. 2014년에 제한적의료기술 

제도와 원스톱 제도의 도입이 

있었고, 2015년에는 신의료기

술평가유예제도가 있었다. 이

런 새로운 프로세스의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신의

료기술평가제도가 초기부터 강

력히 고수해왔던 원칙과 입장

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에 변화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

졌다.

해마다 발표되는 제도 개선안

2014년 4월에 제일 먼저 도입

된 제한적의료기술제도는 ‘안정

성이 확보된 의료기술로서 대체

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

환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II-b등급 연구단계 의

료기술 중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의료기관에

서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의과학적 근거로서 활

용하는 제도’이다. 간단히 정리

하면, 유효성의 근거가 조금 부

족하더라도, 대체기술이 없고, 

요건을 잘 갖춘 병원이 신청하

면 바로 비급여로 실시할 수 있

도록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8월에 시행된 원스톱

서비스는 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 방식에 대한 변화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서비스의 개

선 사항이다. 식약처 허가검토

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병

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검토기간을 실질적으로 6개

월 이상 단축해 시장진입 시기

를 앞당길 수 있게 한 제도이다.

2015년 9월에 도입된 신의료

기술평가유예제도는 ‘임상시험

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신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해 조기에 임상현장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

다. 기존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를 통과해야 건강보험의 요양급

여·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었으

나,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

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한해서

는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

예하고,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에도 비급여로 바로 임상현장

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에 제한적신의료기술제

도와 신의료기술평가유예제도

는 실시형태나 적용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임상현장에 바로 

도입해 한시적으로 비급여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기에 신

의료기술평가유예제도는 식약

처의 임상검토 결과를 간접적

으로나마 인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어, 의료기기 안

전성·유효성과 의료기술의 안

전성·유효성은 별개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평

가할 만 하다. 이런 진일보한 입

장 전환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

입된 제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

히 있다. 제한적의료기술도 까

다롭고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비

급여 범위 등의 논란 때문인지 

시행 2년차이지만, 실제 시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유예제도는 

반대여론을 뚫고 과감히 밀어

붙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

직 한 건의 신청도 없어 실효성

에 의문이 들고 있다. 상당히 

전향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

고,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비

교임상’ 제출이라는 업계로서

는 충족시키긴 힘든 단서가 붙

어 있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의료기술이 거의 없

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비교

임상’자료를 갖출 정도의 기술

이라면, 평가유예를 하지 않고, 

차라리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허가 후 바로 시장 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계에서는 

‘비교임상연구’를 진행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

문에, 대안적인 평가방식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개

선된 제도가 원래의 문제점을 

그대로 도돌이표로 재현하고 있

다. ‘비교임상’을 이미 갖추고 있

는 의료기술이 이 평가유예제

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라면 결정고시까지의 비급여기

간의 연장 정도밖에는 없어 보

인다.

한국식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의료기술평가제도를 시행하

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의료

기술 평가라는 것이 평가결과

를 공개하고 임상현장에서 적

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

는 역할에서 끝이 난다. 기술

의 취사선택은 환자를 진료하

는 의료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

다. 하지만 한국의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그 자체로 허가제도

로서 기능하고 있어 새로운 기

술의 진입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

강보험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

다. 의료기술 평가 결과에 대한 

의료인들의 의학적 판단을 불신

하고, 정부가 허락해준 기술만 

시행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식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근저에는 이렇듯 의료인

에 대한 불신이 있다. 또한 의료

기기 허가과정을 단순히 전기기

계적, 생물학적 안전성과 같은 

기능적 성능 검토 절차로 보는, 

타 기관에 대한 불신도 있다. 국

민 보건을 책임지고, 의학적 사

용목적과 적응증을 임상근거를 

통해 평가하는 식약처의 허가 

검토 절차를 기기의 안전성·유

효성을 검증하는 기술적 절차로 

폄하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했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통합 개선안

이런 상황에서 2015년 11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신의료

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또 하나

의 의미 있는 개선안이 나왔다. 

바로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절

차를 통합하는 안이 제시가 됐

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의료

기술평가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신속검토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와 평가를 통합 운영해,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사용이 빨라 질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이 발표됐다.

개선안의 첫 번째는 일부 체

외진단검사들을 신의료기술평

가 대상에서 제외해, 허가와 동

시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다. 검사 분야의 약 60%가 

제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신속검토 도입으로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하는 

안이다. 

세 번째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를 통합해 운영하는 안이다. 이 

마지막 안은 식약처 허가를 득

하고도 신의료기술 인정을 못받

는 사례들을 예방하고자 양 기

관이 협의해 허가와 평가결과

를 통합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원스톱 방식은 식약처

와 복지부가 동시에 검토를 하

지만 서로 독립된 원칙과 절차

로 별개로 진행된 검토였다. 그

런데 이제는 부처간 협의를 통

해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절

차를 통합하겠다는 것이어서, 

또 한 번 큰 변화의 바람이 예

상된다. 이 통합 평가안은 목표

시한이 2016년 7월로 돼 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2월에 시

범사업을 한다고도 하는데, 전

혀 다른 성격의 양 기관이 어떻

게 협의 절차를 거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결언

지난 2년간 보여준 신의료기

술평가제도 개선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나

름 짚어보자면, Top-down 식 

의사결정에 있지 않았나 생각된

다. 규제 개혁의 의지가 실무 개

선안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최초 취지를 벗어나게 된 것이

다. 눈에 거슬리는 대못은 뽑힌 

듯 하지만, 뽑힌 대못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규제들로 쪼

개져 곳곳에 깨진 조각으로 박

혀져 있는 셈이다. 제한적의료

기술제도나 평가유예 제도들이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 제도의 

취지 자체보다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교임상’ 요건 같은 세

부 규제들 때문이다. 

올해 7월 시행된다고 하는 통

합 검토 방식도 이전의 정책결

정 방향과 마찬가지로 Top-

down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듯

이 보여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신의료기술

의 시장진입을 신속하고 간소하

게 만들겠다고 출발한 문제의식

이, 오히려 두 기관 간 내부 협

의 불일치로 인해 허가 장벽만 

더 높여 시장진입 자체를 불가

능하게 하는 건 아닐까 우려하

고 있다. 모두 앞선 제도들에 걸

었던 기대와 실망의 경험 때문

에 대못을 뽑은 자리에 더 큰 

전봇대를 갖다 놓는 결과가 될

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걱정이 되지만, 동시에 새로

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대감

도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

다. 이 통합검토 제도가 규제개

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업계와 의료전문가들, 

각 부처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Bottom-up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밀실방식의 논의가 아니라 개방

된 토론을 통해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세부 안

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길 기

대하며, 또 이 지면을 빌어 공개

적으로 요청하고도 싶다.

“통합검토제도, 실효성 있는 제도 되려면?”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2월 시범사업 기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법령개정에 따른 업계 전망

김 수 정 

엠디웍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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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조사, 재평가, 별도산정

불가, 신의료기술평가..., 어느 

해가 치료재료 업계에 호락호

락한 적이 있었겠냐마는 특히 

지난 2015년은 치료재료 7개

군 원가조사에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겹

쳐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다.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주도

하는 주체자로, 또 국민건강 지

킴이라는 사명감으로 사업에 

매진하는 회원사를 위해 보험

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

주히 활동했다.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 맞은 의료

기기산업 위한 기민한 활동 펼쳐 

지난해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환자는 물론, 병원 방

문이 필수인 사업자·근로자들

도 방문이 제한, 예약된 시술·

수술도 모두 취소되는 등 의료

기기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미 7개군 원가조사로 치료재

료 상한금액 인하가 예정돼 있

던 의료기기업계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에 협

회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기 

업계의 피해규모 및 현황을 조

사·분석해 경영위기에 처한 의

료기기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고, 곧 원가조사 

결과에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

졌다. 또한 HAI(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프로

젝트를 신설, 의료관련 감염 예

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술의 

가치 제안서를 마련해 의료관

련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을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제출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

도록 노력했다.

환자 안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하

는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적정화 

방안 마련에 주력

● 원가조사 성과

정부는 치료재료 제조·수입 

원가 및 유통마진을 감안해 치

료재료 상한금액을 적정 수준

으로 조정한다는 미명 하에 7

개군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진

행했다. 협회는 원가조사 TFT

를 구성, 대상 군별 특수성을 

발굴해 정부에 소명했고 제조·

수입업체 및 요양기관 현장 방

문을 기획, 치료재료 업계의 현

실과 임상 현장을 이해하는 자

리를 마련했다. 또 의료기기산

업 특성이 반영된 도매마진율 

적용 등 합리적인 상한금액 산

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원가조

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계

속해서 치료재료의 특성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정부와 

소통하는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졌다. 그 결과, 업계가 요청

한 군별 특수성과 도매마진율

이 반영돼 상한금액 산정 인정

배수가 2.05배에서 2.33배로 

상향 제고됐다. 또 대상군 전체 

평균 인하율이 최초 -8.33%에

서 -5.56%로 조정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 별도산정 기준 개선 성과

행위료에 포함돼 실질적으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임의

비급여 양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별도산정불가제도의 개선

을 위해 노력했다. 보험위원회

는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

팀을 주축으로 별도산정에 대

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요청, 환자 안전관리 및 적정보

상 기준을 비롯해 치료재료 정

의(안), 평가방식 및 상한금액 

관리, 현행 치료재료 목록 등재 

재료의 기준 적용 여부 등에 대

한 업계(안)을 제안했다. 또한, 

HAI프로젝트와 협력해 일회

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적정보상 방안 등을 연구, 정부

(국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건의했다. 보험위의 다각적

인 노력 끝에 정부는 일회용 치

료재료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및 별도산정이 필요하거나 행위

료에 포함돼 적정보상이 이뤄

지지 않고 있는 치료재료, 환자 

안전 향상 치료재료에 대한 별

도산정을 올해 시행할 예정으

로, 업계는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개선 성과

의료기기 분야의 대표적 중

복 규제인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협회는 식약처 허가를 득

한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비교 임상시

험을 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1

년 유예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업계가 만족할 만큼

의 개선은 아니나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의 간소화 실현(식약

처-복지부, 2016년 2월 의료기

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 시범사업 추진 예정), 기존

기술 비교임상 문헌 기준 완화, 

기존기술여부 확인 일원화, 신

의료기술 수반 의료기기 연구

지원 확대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급여기준 개선 성과

지난 2014년 12월 급여기

준 일제정비 사업과 관련해 협

회는 행위·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항목 62건 제출한 바 있

다. 두개강내 신경자극기설치

술의 인정기준(고시 2012-39

호) 등 5건 기준개선 고시 완

료,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

판 전치환술의 인정기준(고시 

제2010-31호) 등 7건 복지부·

심평원의 기준개선 검토가 완

료됐다. 검토대상을 제외한 그 

외 협회 제출 급여기준개선 건

의 30건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3개년 계획에 따라 

2016년, 2017년 단계별로 검토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급여기

준 정비 작업 투명성 제고를 위

한 진행경과 및 결과 공개를 건

의,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의 

진행사항에 대한 실시간 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다. 

건강보험정책 등 대정부 건의를 

통합 업계 권익 대변

보험위원회는 지난 한 해 의료

기기산업계의 요구와 시장의 현

실이 건강보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관련 의료기

기 규제개혁 과제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건의를 비롯해 △원가

조사를 통한 상한금액 인하 조

치에 대한 건의 △별도산정 기준

개선-안전관리 및 적정보상 기

준에 관한 건의 △신의료기술평

가 절차 개선에 관한 건의 △신

의료기술 관련 치료재료 우선검

토 활성화 건의 △급여기준 개선

에 관한 일제정비 및 일반사항

에 관한 건의 △가치평가 제도 

개선 건의 △적정배수 재검토 및 

산출식 공개 건의 △치료재료 

업체·목록 일제정비 관련 정책 

건의 △치료재료 유해물질 사용

에 따른 환자 안전 위협 의료 환

경 개선 건의 △치료재료에 대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건의 등 수 차례에 걸쳐 업

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

한 제도 개선 의견을 개진했다. 

또 정부-업계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토론회) 및 치료재

료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TFT 

회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

진함으로써 의료기기 업계의 권

익을 대변했다.

건강보험 지식함양을 통한 업계 

종사자 역량 강화 및 혁신 의료기

기 시장접근 향상을 위한 정책포

럼·세미나 개최

이 밖에도 ‘KIMES 건강보

험관련 강좌(’15.3)’, ‘존슨앤드

존슨메디칼 임원초청 해외 건

강보험 정책과 국내전략 세미

나(’15.7)’, ‘KMDIA 정기워크

숍-건강보험 세미나 15.9)’,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15.11)’을 개최해 정부의 건강

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

고, 관련 지식 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후, 국민건강과 환자 안

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

기기에 대한 시장접근성 향상 

및 적정 보상 방안을 다각적 시

각으로 모색하기 위해 정책포

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6년도 보험위원회 사업계획

2016년도 보험위원회는 미래 

성장 동력인 의료기기 산업 발

전을 위해 혁신가치의 수용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합

리적인 치료재료 보상방안 마

련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신규 사업으로 유관기관과의 

관련 이슈 공유 및 규제 환경 

개선을 넘어 보건의료 발전 방

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보험

위원회-유관기관 워크숍을 개

최할 예정다.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선정된 치료재

료에 대한 재평가 기준(안) 마

련, 치료재료 관련 요양급여 행

위 평가 절차에 대한 개선(안)

을 마련해 업계의 의견을 정부

에 적극 건의할 것이다. 또한 이

해당사자를 초청해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 건강보험 정

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규 사업과 함께 계속 사업

으로 꾸준히 연구 해오고 있는 

△별도산정기준 개선 △상한금

액산정기준 개선, △급여기준 

개선, △정액수가 개선, △포괄

수가제·상대가치 개선, △신의

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의료

관련감염 개선, △코드표준화·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효율적

인 업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모을 예

정이다. 

2016년, 의료기기 업계에 우

호적인 건강보험 환경이 펼쳐지

길 기대해 본다.

“정부-업계, 소통 속에 합리적 정책마련 추구”
‘원가조사·별도산정기준·신의료기술 절차·급여기준 개선’ 괄목성과

 보험위원회 성과와 사업 추진계획

최 영 미 

협회 기획홍보부 과장

보험위원회 간사

“법규위, 업계 아우르는 제도개선이 목표”
지속적인 소통체계로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수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그

리고 법규위원회가 수입자단

체, 수입자를 위한 모임이라는 

오해를 5천여 개의 의료기기 제

조·수입업체 관계자 분들이 완

벽하게 지울 수 있었던 한 해가 

됐기를 희망한다.

법규위원회는 지난 한해 의료

기기산업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는 식약처와 소통체

계 유지를 위한 지원업무 개발 

및 수행에 매진했다. 이를 수치

화하면 그 노력의 정도를 가늠

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법령·고시 검토의견서 제출 

및 민원설명회·협의체 등 참석

(93회) △의료기기 주요 추진사

업별 제조·수입업체 전문가 추

천(32회) △식약처 등 정부기관 

방문 업무협의(9회) △법규위원

회 분과회의(35회) △식약처 합

동 워크숍 및 간담회(23회) △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중소기업청 등 규제발

굴/개선 간담회(3회) 등 단순한 

수치상의 합계만으로도 1년 동

안 50여일을 제외하고는 위원

회의 활동은 계속됐다.

법규위원회, 작년 315일 활동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2015년 법규위원회 주요성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

(IEC 60601 3판)의 합리적 적용’

식약처는 국제적 안전기준 강

화 추세에 따라 IEC60601-1 3

판을 국내 도입, ‘의료기기의 전

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

준규격’을 전부개정해 필수성

능, 위험관리 등 제품설계에 대

한 사용적합성, 소프트웨어 밸

리데이션 등 새로운 요구사항

을 도입했다. 이는 ’15.1월 4등

급 의료기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시험항목 수 2판 379

개 대비 3.3배 증가된 1,260개, 

의료기기법 제조·수입업자 준

수사항에 따른 기허가(인증 및 

신고) 판매중인 전자의료기기

에 대한 최신규격 적용은 업계

의 큰 부담이었고, 의료기기법 

미준수로 인한 대규모 행정처분

이 예상됐다.

이에 법규위원회에서는 즉시 

‘IEC60601-1 3판 대응 TFT’

를 구성,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지원단,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

단 등과의 관련 규제발굴·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산업계

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식약처

에 IEC60601-1 3판의 합리적 

적용을 계속해 건의했다.

이 같은 활동은 식약처가 

IEC60601-1 3판을 3.1판으

로 개정 위험관리 적용항목을 

축소, 3판 시행 당시 기 허가받

은 제품은 기존 2판도 적용 가

능하도록 완화, `’17.12월 까지는 

3.1판과 3판을 병행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의 전

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

준규격’을 일부 개정(’15.12)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규위원회는  지난해  기

준 전자의료기기 허가업체 총 

2,001개소(제조 1,180개소, 수

입 821개소) 및 허가(인증 및 

신고)품목 총 8,203개(제조 

4,419개, 수입 3,784개) 대상

으로 최소 약 3,000억원 이상

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중견 

제조업체 시뮬레이션 결과(시

험비용 : 품목별 약 3,000만원 

이상, 시험기간 : 약 9~12개월)

를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

에 따른 유효기간 유예방안 마련’

식약처의 의료기기 GMP 심

사업무 지방청 이관(3, 4등급 

의료기기, ’15.1)이후, 서울식약

청의 GMP 심사업무 대폭 증

가(전체 GMP 심사 접수건의 

73%), GMP 심사 중 유효기간 

만료, 판매중지에 따른 해당업

체의 경제적 손실과 불만사항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

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와의 

간담회(’15.4) 및 관리제도 개

선을 위한 워크숍을 통한 토론

회를 개최(’15.7)하는 등 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GMP 유효

기간 임박 보완요청 사례 방지

를 위해 서류심사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차 검토 

의무적용체계를 도입했고, 유

효기간 만료일 90일전 정기심

사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

효기간 만료일 이후 심사종료

일까지 유효기간을 유예했다. 

그리고 심사결과가 보완인 경

우 해당 보완일로부터 30일(1

차 보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

하는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했

다. 이에 따라 ’15년도 의료기

기 GMP 정기심사 대상업체 총 

875개소(제조 521개소, 수입 

354개소)가 판매중지 등의 어

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의료기기 소통포럼

(MDCF) 지원’

법규위원회는 ’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식품의약품평가

원 의료기기심사부가 주관하

는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

포럼’, ‘제3차 의료기기 소통포

럼’과 관련 운영위원회에 분과

장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하고, 

법규위원장의 좌장 수행, 해외

제조원 강사섭외 등에 적극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의료

기기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규제 이질감 해소, 최신 기

술동향 공유를 통한 국내 의료

기기 산업 인프라 기반 마련, 

다분야 관점에서의 이슈 논의

를 통한 허가심사 전문성 강화 

및 소통채널 중심축으로써의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큰 성과

를 가져왔다. 위 소통포럼에는 

총 160여개 산·학·연·관 다양

한 분야의 기관과 총 320여명

이 참석해 △첨단 융복합 의료

기기 개발 동향 △ICT 기반 첨

단 의료기기 동향 △선진 해외 

제조소 관리 현황 및 사례 △유

럽 IVD 규정 최신 동향 △국내 

의료기기산업 R&D 지원 전략 

및 방향 △의료기기 제품화 성

공사례 △건강관리제품 판단기

준 및 법령 개정 현황 △사례로 

알아보는 의료기기 사후관리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방향 

등의 주제를 함께 공유했다.

네 번째,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의 

동물사용에 따른 중복허가 개선’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를 동물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 의

료기기임에도 중복적으로 농림

축산검역본부의 업허가 및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계의 지

속적 불만이 제기됐다. 법규위

원회는 GMP, 표시기재 등 계속

적인 중복규제 신설에 적극 대

응하고자 ‘동물용 의료기기 개

선 TFT’를 구성,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중

복규제임을 건의하고, 감사원의 

인체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까지 계속

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사원

의 선 조치 제시사항에 따라 식

약처에 등록된 의료기기는 재

인허가 없이 동물병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했고(’15.1), 식

약처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동

물사용 의료기기 사후관리 방

안 협의회’를 두 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를 동물용으로 유통·판매할 경

우 제조·수입업체가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

는 수준으로 협의됐다. 최근 ‘동

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

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15.11.24), 식약처 허가 의료기

기의 중복허가 규정(심사자료 

제출 요건)을 삭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법규위원회는 서두에

서 희망한 바를 위해, 의료기기

산업계 전체, 제조·수입자 모두

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활동역량을 집중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

2016년도 법규위원회는 기본

적인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식

약처의 조직개편에 적극 대응

해 △허가심사제도개편TF △기

준규격개편TF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

의료기기분야 규제발굴·개선 

기관과의 소통 창구 지원 및 협

력 체계 구축에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 또한 보다 더 산업계의 

효율적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GMP 제도 △의료

기기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의 합리적 개선과 △의료기기 

수리업자 관리방안 마련 △의

료기기 허가 시 첨부자료 요건

의 인정범위 확대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법규위원회는 매년 초 의료기

기협회보를 통한 위원회 모집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수시로 

분과장·간사 중심으로 관련 제

조업체 담당자들의 참여를 독

려하고 있다. 이같은 기회를 디

딤돌 삼아, 의료기기 제조업체 

담당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재차 부탁드린다.

김 만 석

협회 기획홍보부 차장

법규위원회 간사

 법규위원회 성과 및 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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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당한 경제

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의 내용

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임대

업자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

도·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의

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

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

기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

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

고 공정한 의료기기 거래 질서

를 확립함에 있어 ‘의료기기 거

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중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및 윤리위원회 역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의료기

기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유지·개선해 나감

을 목적으로 2011년 1월부터 

사업자 자율규약을 시행했으

며 같은 해 10월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받아 시행

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공

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안

전지대(Safe Harbor)로서 사

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허용 

범위 및 판단기준을 제시해 리

베이트쌍벌제를 보완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더불어 협회에서

는 의료기기 관련 단체·기관 및 

학회 학술행사 등에 대한 기부

지원 및 사전·사후 신고 및 심

의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정경

쟁규약심의위원회(위원장 변창

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지

원단장)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회 이사회 산하 윤리

위원회(위원장 이준호·(주)준영

메디칼 대표)에서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업계의 공

통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통

해 불공정한 리베이트 근절, 불

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책방안 건의 등 의료기기 유

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현황

2015년도 규약 심의 및 신고 

건수는 총 4,762건으로 전년 대

비 2.56% 증가했다. 올해는 지

난 5월 말 시작된 메르스로 인

한 경기 침체 여파로 증가 폭이 

둔화했으나 자율규제에 대한 

사업자 등의 신고는 매해 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학회 및 국내개최국제학

회의 주관자 지원 요청과 사업

자 지원 신청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반면, 학술대회 참

가지원 및 제품설명회/교육·훈

련에 참석하는 보건의료인에 대

한 사업자의 지원은 해마다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규약준

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규약심

의위원회의 관리 강화 등으로 

불필요한 학회행사에 대한 지

원이 지양되고 보건의료인의 실

질적인 기량향상을 위한 사업

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및 윤리위원회 성과

● 규약심의위원회 심의 부문

협회는 2015년 월 1회씩 총 

12회의 규약심의위원회를 개최

해 기부 등 요청단체와 사업자

의 사전·사후심의 810건 및 신

고 3,952건의 업무를 처리해 

불공정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

한 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규약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한 

세미나를 3회 개최해 실무 담당

자의 규약 준수 인식의 저변 확

대에 기여했다.

● 윤리위원회 부문

윤리위원회에서는 의료기기

법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사

업자 행위규범의 구체화를 위한 

규약 개정 및 의료기기 시장질

서 투명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

회 시장감시국/제조업감시과를 

방문해 협의했다.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고 있

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

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

업협회 간 사전협의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관련

단체간 4차례 논의가 진행됐고 

의료기기 분야별 특성을 반영

한 규약 최종안을 복지부에 제

출했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부

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방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시장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치료재료를 소모품으로 사용

하는 장비의 임대조건’에 대해

서 복지부에 질의해 그 유권해

석을 회원사 및 유관기관에 공

고하고 사업자-의료단체 간 불

공정거래 방지 및 경각심을 고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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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참고). 총 9회의 실무위원회 

등을 개최했으며 사업자의 민

원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및 논

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

해 협회보 광고 등을 활용한 사

업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노

력을 다했다.

● 간납업체 개선 TFT 부문

협회에서는 의료기기 유통구

조 선진화를 위해 지난 8월 27

일 윤리·법규·보험·홍보위원회 

연합의 간납업체 개선 TFT(위

원장 이준호·윤리위원회 위원

장)를 출범하였다. TFT는 왜곡

된 의료기기 유통거래 질서를 

개편해 단순 통행세 징수를 위

한 페이퍼컴퍼니 철폐 및 간납

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비

용 중심의 가격 산정이 아닌 환

자와 의료기관에 가장 가치 있

는 의료기기를 선정·구매하는 

형태로의 건전한 유통구조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산

업계·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1월에는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기 유통

구조 실태파악’ 설문조사에 협

조해 약 3주간 95개 회원사의 

불공정사례를 취합, 그 결과를 

심평원으로 제출했다. 12월 2

일에는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간납업체 개선 TFT 활

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이

런 활동을 통해 환자의 복리 증

진 및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다.

2016년도 사업계획

금년도 공정경쟁규약 및 윤

리위원회의 추진계획을 다음의 

표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산업을 한

국을 이끌 미래 신성장동력으

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의료기기 시장 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규범

의 확산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 의료기기 산업 발

전과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업계, 작년 보건의료인 교육·설명회 지원 늘어”
‘간납업체 개선 TFT’, 왜곡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 강력 추진

 공정경쟁규약 및 윤리위원회 성과와 사업 추진계획

양 은 미 

협회 기획홍보부 과장

윤리위원회 간사

<공정경쟁규약 심의 및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총건수 기부 자선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 

국제학회
개최운영 

학술대회
참가지원 

제품설명회
/교육·훈련 

강연·자문 전시·광고 시장조사 

심의  

2015* 810 54 - 48 - 318 390 - - - 

2014 738 49 - 54 - 266 369 - - - 

2013 642 44 - 57 - 231 310 - - - 

신고  

2015* 3,952 35 61 34 365 188 989 745 1,534 1 

2014 3,905 33 62 45 375 166 1,018 744 1,462 0

2013 3,373 31 59 50 382 151 749 631 1,318 2 

*2015년 기간 : 2015. 01. 01 ~ 2015. 12. 11

<2016년도 사업계획>

공정경쟁규약 윤리위원회

•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 민원인 및 사무국 편의성 향상 

• 공정경쟁규약 정보 알림 서비스 강화

  - 협회보 블루스카이 등 활용

• 공정경쟁규약 사후신고 관리 강화

  - 기부 등 요청단체 및 사업자의 투명성 제고

•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제반작업

•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추진

• 공정경쟁규약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육 대상범위 확대 

  - 포켓용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 업계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위원 모집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연제로 765(연제리)  TEL  043)715-8596  FAX  043)715-8598  www.kyungwonmedical.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7길 54(연남동, KCPMED빌딩)  TEL  02)3141-2070  FAX  02)3143-2320  www.pavmed.co.kr/index.jsp

 - 대표이사  채 수 경 외 임직원 일동 -

 - 대표이사 최 정 택 외 임직원 일동 -

㈜경원메디칼

㈜파브메드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39, 19층(도곡동, SEI타워)  TEL  02)3476-2121  FAX  02)3476-6349  www.bostonscientific.com

 - 사장  허 민 행 외 임직원 일동 -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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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

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

계 지원사업을 꾸준히 실시하

고 있다.

기술사업부

●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객관적인 정보 및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의료기기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

소화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스스로의 역량 강화 기회

를 제공하는 인허가 기술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5년도에는 회원사 비

회원사 구분 없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실시

했다. 상담범위는 의료기기 모

든 등급에 대해 가능하며, 상담

분야는 기술문서 심사, 시험검

사 규격, 보험, 체외진단, 치과

재료, GMP, 임상시험, 해외인

증으로 구분된다. 2014년 7월

부터 운영한 결과 총 216여건의 

상담이 진행된 가운데 상담분

류별로 전문상담 48건, 기초상

담 19건, 유선상담 121여건 등 

상담이 이뤄졌다. 주로 기술문

서 심사, 시험검사 규격, 해외인

증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담품목은 전기·전자 의료기

기가 많았으며, 의료용품, 체외

진단 기기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

들을 해소했으며, 이후 진행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까

지 많은 도움이 됐다. 상담 지원

이 스스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도 상담이 필요한 

상담분야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

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하

고 의료기기 업체를 위한 인허

가기술지원상담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허가기술지원상담

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

kmdia.or.kr)를 통해 온라인으

로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 국내 최대규모 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난해 31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국제 의료

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5)를 3월 5~8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했다. KIMES 전시회는 ‘오늘

의 건강, 내일의 행복’이라는 주

제를 내걸고, 총 34개국, 1,145

개사(국내 530개사, 해외 615개

사), 총 72,036명(총 80개국 해

외바이어 3,039명 포함)이 참여

했다.  

협회 주관으로 의료기기수입

자를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작성법, 영업마케팅 담당자를 

위한 공정경쟁규약, 2015년 건

강보험 정책 방향(4대 중증질환 

정책중심), 2015년 치료재료 관

리제도 방향에 대한 의료기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약 

500여명이 참가했다. 

2016년도에는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더

욱 풍부하고 다양한 주제의 협

회 주관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

이다.

● 의료기기업계 해외 진출 지원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인지도 제고 등 

업체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있

는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를 선

별해 국고 지원을 받아 해외전

시회 한국관을 수행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해외전

시 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준

비와 조사를 바탕으로 3월 터

키 이스탄불 전시회, 12월 러

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

회에 국내업체가 국고지원을 

받아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KOTRA와 공동으로 한국관

을 수행하며 국내 의료기기 업

체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

원했다. 더불어 5월 춘계 중국 

상해 의료기기 전시회(CMEF, 

2015), 11월에는 독일 뒤셀

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MEDICA, 2015)에는 참관단

을 구성해 참가했으며, 의료기

기 분야의 선진기술정보 및 동

향 수집의 장을 제공했다.

2016년도에는 KOTRA와 함

께 터키 의료기기 전시회(3월), 

일본 베어리어 프리 전시회(4

월),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12월)에 한국관 수행기

관으로 참여해 해외 진출을 원

하는 국내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사업부

●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협회는 의료기기 산업의 인

력양성을 위해 2014년부터 국

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CHAMP) 교육을 꾸준히 실시

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의료기

기 입문 마스터 과정’,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과정’ 등 총 

11개 과정 26회 교육을 실시해 

총 602명이 수료했다. 이와 더

불어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럽 의료기기 고시 이해 

및 기술문서 작성법’ 및 ‘의료기

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

관리과정(GSP)’ 교육을 실시해 

총 144명이 수료했다.

또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

고, 의료기기 산업계에서 필요

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

해 의료기기산업 분야에서 다

년간 실무 경험을 갖춘 강사

진과 함께 KMDIA 사이버연

수원(http://kmdia.cylearn.

co.kr)을 오픈해 의료기기 종사

자들을 위한 최신 이슈 및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동

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했다.

이에 마련된 교육과정은 의료

기기 직무 과정으로 △공정경쟁

규약, △건강보험실무, △IEC 

60601-1(3판), △의료기기 유

통품질 관리기준(GSP)이며, 총 

113명이 수강했다.

2015년 협회의 교육사업을 

결산해보면 협회 회원사 및 교

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해 의료기기 산업현

장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필요

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타 기

관에서는 수강할 수 없는 교육

과 유료로 수강해야하는 교육

을 무료로 제공하는 점 등은 

잘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다

만, 교육 모집인원 대비 수료율

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점

과 QR코드 도입으로 인해 교육 

수강생들이 혼선을 빚은 것과 

QR코드 관련해 반복되는 로그

인 오류 등은 보완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들의 인

력양성을 위해 2016년에는 총 9

개 과정 23회 국가인적자원개

발컨소시엄사업(CHAMP) 교육

이 예정돼 있다. 의료기기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업계 종사자들

의 교육을 위한 의료기기 유통

품질 관리기준(GSP) 등 의료기

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협회 

사이버연수원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꾸준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도 교육일정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mdia.

or.kr) 및 교육홈페이지(http://

edu.kmdia.or.kr) 통해서 확

인이 가능하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및 종사자 경쟁력 제고에 최선”
인허가상담·해외전시회지원·인재양성 등 산업 육성 강화

 기술 및 교육사업부 성과 및 사업 추진계획

조 수 중 

협회 교육사업부 과장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업계 경쟁력 확보”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 위한 심층정책연구 및 체계적 산업분석 수행 

현대의 웰빙 열풍과 고령

화 사회의 도래는 이미 거대

한 의료기기시장을 예견하

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유

럽 등 의료기기 관련 주요

국은 바이오닉 로봇 연구개

발 및 미세전자기계시스템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 등의 IT 기

술을 활용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정책 개편 

및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

의 주도로 IT융합 헬스 뉴딜 정

책으로 신산업화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기산업은 고

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평가받

고 있어 2018년 세계시장 규모

가 51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0

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

입을 목표로 ‘의료기기산업 중

장기 발전계획’을 내놨으며, 현

재 2조5천억원 규모인 국내 의

료기기 수출액을 13조 5천억원

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은 3.8%로, 고용인력은 1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의료기

기산업 육성을 위한 R&D지원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첨단 융복합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현장 수

요에 맞는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육성

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업계 지원사업 및 사업계획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

육성본부 산업진흥실에서는 정

부의 이런 지원 방안에 맞추어 

신시장 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R&D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및 글로

벌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

제품의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

하고자 한다. 또한 협회의 회원

사들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세계화를 지향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진흥실에

서는 회원사 및 의료기기산업계

를 다각적이며 실질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

고자 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

첫째,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

성에 필요한 시장, 트렌드 및 실

태를 파악해 국내 의료기기산

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

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시장 

및 산업동향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객관성 있는 정보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위임사업인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

리실적보고 데이터를 활용해 의

료기기산업에 대한 다양한 통

계 및 분석을 통해 의료기기업

체에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

공해 보건산업 경쟁력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역량제고 지원

둘째, 수요자 기반 시장창출

형 기술사업화를 통한 중소기

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힘쓰고

자 한다. 

협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

원(KIST), 고려대학교 융합대

학원 및 가천의생명융합연구

원 등 여러 연구전문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의 사후 성과확산 

효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과 시장정보 부족으

로 인한 낮은 의료기기 제품화

율을 제고하고자 산업진흥실에

서는 참여형 R&D 과제를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작년에 이어 연구전문기관 기

술아이템의 유망성과 시장성을 

분석해 기술수요 기업에 기술 

소개, 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 

나아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

도록 다양한 정보를 지원할 예

정이다.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 보호

셋째, 의료기기산업 특허경쟁

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과 협업

으로 의료기기업체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 보호

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전세계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이 IT/BT/NT 등 신기술이 융

합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많은 특허분쟁이 발생할 소지

가 있다. 이에 산업진흥실에서

는 특허청 및 주요 의료단지, 한

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조합 등의 네트워크를 활

용해 의료기기 제조업체 특허전

략수립을 위한 실무협의 지원 

및 특허 정보 활용 교육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연구 및 지원전략 개발

넷째,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산업진흥실에서는 정부기관

에서 추진하는 연구사업 모니터

링을 통해 신규 연구과제 발굴 

및 과제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첨단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국제 표준화 기술문

서 작성을 위한 품목별 가이드

라인 개발, 국산화 핵심의료기

기 품목별 평가 가이드라인 개

발, 항균골시멘트의 평가 가이

드라인개발 등 국내 의료기기 

정책제도의 선진화 마련 및 선

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지능형 약물주입기 

등 정부지원으로 제품화가 되

고 있는 첨단기기들이 속속 증

가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분야 연

구개발(R&D)의 경우 첨단제품 

상용화비율은 5% 미만에 불과

할 정도로 상용화율이 매우 낮

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연구개

발(R&D) 투자에서 허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협

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2016년도에서는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신속화 허가지원 전략

적 가이드라인 개발, 신시장창

조 차세대 의료기기 R&D의 성

공률 제고를 위한 인허가 코디

네이팅 구축 등 국가 정책 사업

에 참여해 의료기기산업 발전

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예

정이다.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 전달

다섯째, FTA 체결에 따른 업

계 애로사항 수렴 및 업계 입장 

전달에 노력하고자 한다.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라 회원국 간 

수출 시장이 크게 확대됐으나 

비교적 경쟁력이 낮은 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업계의 애로사항 전달 및 개

선 방안 반영의 어려움 있다. 이

에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

자원부의 FTA 기술무역장벽

(TBT) 간담회 및 비관세 분과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

기업체의 애로사항 전달 및 개

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

며 FTA 실무자를 위한 품목

별 매뉴얼북 발간을 위한 의료

기기 관련 통계 및 분석 자료

를 제공한 바 있다. 2016년 또

한 더 활발한 활동으로 의료기

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을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자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료

산업은 차세대 산업으로 시장

규모는 날로 확대될 것이고 일

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성장 가

능성이 매우 큰 산업 분야이다. 

그러므로 산업계·학계·정부/유

관기관 등이 역량을 집중해 의

료기기 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협회 산업진흥실은 국내 의

료기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증대하고, 의료기기 주권을 굳

건히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

히 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

부·유관기관 및 의료기기업체

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의료기

기산업 현장에서 최선을 대해 

노력해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병신년 한 해도 초

심을 잃지 않고 더욱 분발하는 

산업진흥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 지 만

협회 산업진흥실장

 산업진흥실 성과 및 사업 추진계획

<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지원 상담사업 >

업종 상담분류 상담분야

제조 수입 전문 기초 유선 기술문서 시험검사 GMP 해외인증 임상시험 보험 체외진단

27 40 48 19 121 30 15 5 8 3 5 1

<해외 의료기기 전시 수행 및 참관단 운영>

구분 기간 지역 추진사항

제22회 터키이스탄불 의료기기전시회 2015. 03. 26 ~ 03. 29(4일) 해외 한국관

제7회 중국 상해 의료기기전시회 2015. 05. 15 ~ 05. 18(4일) 해외 참관단

독일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전시회 2015. 11. 16 ~ 11. 19(4일) 해외 참관단

러시아모스크바 의료기기전시회 2015. 12. 07 ~ 12. 11(5일) 해외 한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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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홍보·체외진단위원회 위원 모집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업계의 대표 

단체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기기 환경 및 

제도 개선, 정책 제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진취적인 위원회 활성화 및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업체명, 직급, 성명, 전화, 이메일을 기재하신 후 해당 위원회 간사에게 메일로 신청

• 법규위원회 간사 김만석 차장 (ms@kmdia.or.kr, 02-596-0460)

• 홍보위원회 간사 임민혁 기자/과장 (paper@kmdia.or.kr, 02-596-0561)

• IVD(체외진단)위원회 간사 안창희 사원 (chann@kmdia.or.kr, 070-7725-191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소속이며 위원회 활동을 원하시는 모든 분

현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 및 규제 현실화 기조에 

따라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계와 정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쌍방향 소통체계를 

구축(정기 간담회, 전문협의체, 워크샵 등), 의료 

기기관련 제도개선 및 합리적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임상분야별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한 

회원사 및 업계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정책이나 사업·활동·위상 등을 기획하고 

널리 알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정부, 

소비자, 의료계, 언론, 회원사 등 의료기기산업의 

이해관계자와 우호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 

의 료 기 기 에  대 한  인 식 제 고 ,  국 민 보 건 향 상 ,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론 및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시약이 201 1년 7월말 

법 령 개 정 을  통 해  의 료 기 기 법 의  관 리 체 계 에 

포함되면서 체외진단용 장비와 함께 의료기기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체 외 진 단  시 약 의  의 료 기 기  전 환 에  발 맞 춰 

IVD(체외진단)위원회(2012 .3 . 14 )를 신설하고 

체외진단제품 관련 법령·제도 개선, 보험적용 그리고 

보험제도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행 26개 체외진단제품 회원사 및 56명의 

위원들이 인허가, 품질관리 등 다양한 제반규정의 

정보 공유 및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활동조직

•홍보위원회 
-  회원사 및 협회 각 위원회 소속 위원 참여 가능

•편집위원회 
-  의료기뉴스라인, 의료기기협회보의 보도 및 편집 

방향

•주요 성과 및 활동
-  의료기기산업 및 협회 관련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2015년 KMDIA 및 회원사 공동 어린이이동건강 

검진사업 진행(3회)

- 온프라인 신문 및 방송 등 대외언론 활동

- 협회 각 위원회 협력 및 지원

활동조직

•IVD(체외진단)위원회

•체외진단법규분과

•체외진단보험분과

모집분야 

자격요건 

신청방법

법규위원회

법규위원회 홍보위원회 체외진단위원회

홍보위원회 체외진단위원회

KMDIA 위원회(9개)
법규위원회   l   보험위원회   l   윤리위원회   l   홍보위원회   l   국제교류위원회   l   IVD(체외진단)위원회  l  

미래융복합육성위원회   l   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회   l   총무위원회

“의료기기 업계 발전, 당신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www.kmdia.or.kr   www.kmdianews.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8~9층(역삼동, 여삼빌딩)

 

활동조직

•법규위원회

 부위원장-고문-자문위원단-간사
- 분과Ⅰ(3개) : 의료기기정책/관리/안전평가분과
- 분과Ⅱ(4개) :  첨단의료기기/심혈관기기/

정형재활기기/구강소화기기분과
-TFT : 기준규격 개편/허가심사제도 개편

•주요 성과 및 활동
-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IEC 60601 3판)의 합리적 

적용
 · IEC60601-1 3.1판과 3판 병행기간 마련(2017.12.31 까지)

 · 3판 시행당시(’14.5월) 이미 허가받은 제품은 2판 적용 가능

-  의료기기 GMP 심사지연으로 인한 유효기간 유예 
방안 마련

-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의 동물사용에 따른 중복허가 
개선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지원 

새롭게 시작된 고민

2015년 12월 9일, 싱가포르

에서 열리는 APACMed 포럼에 

참석하게 됐다. 싱가포르의 중

심가인 Raffles city 컨벤션 센

터에서 행사는 개최됐다. 그리

고 APACMed도 의료기기산업

의 발전을 위한 화려한 개막이 

열렸다. 인도에서부터 일본까

지, 그리고 중국에서 호주까지

에 해당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

역에 국한된 유일한 의료기기산

업협회로 이번 싱가포르에서 첫 

행사가 개최됐다. APACMed 

포럼을 통해 각기 다른 나라의 

의료시스템,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격차를 어

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또 의료

산업에 종사자로서 역할은 무엇

인지 등을 토론하고 나누는 과

정을 통해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현재의 

겪고 있는 과제와 장벽들이 비

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

두 겪고 있는 과제이자 숙제이

며, 따라서 함께 공조하고 협력

을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

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부터 

보고 듣고 겪은 APACMed에 

대한 개요 및 포럼에서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며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A PAC M e d (h t t p : //w w w.

apacmed.org)란?

Asia Pacific Medical 

Technology Associationd의 

약자(APACMed) 이다. 

APACMed는 체외진단, 의료

장비,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제

조업체를 대표하는 협회로, 아

시아 태평양 지역(Asia pacific)

의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산업

계와 주요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됐으며 2014년 설립됐다. 

APACMed의 설립 배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2/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적정한 의료혜택을 받

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질 좋은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인구와 고령화 및 환자의 향상

된 인식,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각 나라 및 지역마

다 증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

구의 약 8%(3억2,000만명)가 

65세 이상이며 이 수치는 2032

년에는 약 12%(6억명)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

산층 인구의 증가와 생활방식

에 따른 질병 증가로 앞으로 6

년 동안 보건의료비용이 2배로 

증가될 것이다. 이런 요구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

양 지역 산업계의 협조와 보건

경제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각

기 다른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환자, 정

책 담당자, 보험자, 의료인, 의료

기관, 그리고 산업계는 환자의 

표준 진료(Standard of Care) 

수준의 향상과 보편적 헬스케어

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

께 협력하고 공조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APACMed가 설립됐으며 다양

한 국가의 의료기기 공급 및 제

조업체들의 협회로서, 모든 이

해관계인을 참여시키고 나라마

다 겪고 있는 과제들을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APACMed의 구성원과 역할

APACMed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의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며 아시

아 태평양지역(싱가포르)에 본

부를 둔 최초의 의료기기산업

협회로, 오직 이 지역에 초점을 

둔 단체이다. 협회의 회원사들

은 페이스메이커와 정형외과 임

플란트에서부터 체외진단과 일

회용 치료재료 및 CT와 MRI와 

같은 영상장비 회원사까지 다양

하다. 오늘날의 APACMed는 

업계 행동강령, 규제의 조화, 사

회 경제적 가치 분석, 데이터 수

집, 연구리포트 등의 일을 다루

고 있으며 지식 교류를 위한 플

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APACMed의 임무

협회의 임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혁신적

인 협조를 통해 헬스케어 미래

를 설계하고 표준진료를 향상시

키는 것이다. 협회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포함하며 헬스케어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시기적

절한 치료를 위한 진료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 담당

자, 정부, 규제당국, 보험자, 정

부, 헬스케어 공급자, 보험자, 환

자단체를 모두 포괄한다. 

APACMed 포럼 개요

포럼은 싱가포르 래플즈 시

티(Raffles City) 컨벤션 센터

에서 최초로 12월 9일부터 11

일 동안 개최됐다. 주요 스폰서

는 메드트로닉, 비브라운, 존슨

앤드존슨, UPS, 애보트, 벡톤

디킨슨, 보스톤사이언티픽, 카

디널헬스, 스트라이커, 짐머바

이오멧 등이며 크게 시장접근성

(Access), 혁신(Innovation), 

협력(Collaboration) 세 가

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APACMed의 회장인 존슨앤드

존슨의 블라디미르 마카사리아

(Vladimir Makatsaria)의 오

프닝으로 포럼이 개막됐다. 

시장접근성 관련해서는 환자

의 이야기, 아시아태평양의 표

준진료를 강화, 중국의 헬스케

어 개혁 및 진보, 보편적 헬스

케어의 과제, 의료 교육의 미래, 

더 좋은 결과를 위한 규제, 환자 

참여 및 인식제고에 대한 주제

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혁신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혁

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아시아 

시장 디자인, 아시아 현지 지역 

혁신, 기술을 통한 임상케어 변

화에 대해 진행됐으며 협력과 

관련해서는 다자간 무역협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헬스케어 

역량 수립, 학술적 공조, 비영리 

단체와의 파트너쉽에 대한 논의

를 진행했다.

유방암에 걸려 암 수술을 받

은 환자 이야기로 시작된 오프

팅 세션은 질병 발생으로 개인

이 겪는 고통과 그 고통을 어떻

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신에게 닥친 질

병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수

술 옵션을 선택했으며, 질병을 

극복해 마침내 정상적인 일상

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녀는 본인이 받은 의료혜택과 

선택권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동

등하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

해 화두를 던졌다. 전 세계 인구

의 절반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서 이렇게 의료혜택 격차가 크

고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일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살고 있는 나라와 지

역, 소득수준에 따라서 받는 의

료혜택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APACMed 포럼에서는 

이런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각 

나라의 고민과 역할, 환자 접근

성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

을지에 대한 다양한 물음들을 

함께 공유했다. 

APACMed 포럼의 의미 및 시사점

금번 APACMed 포럼은 국경

을 뛰어넘어 아시아 태평양 국

가 헬스케어 종사자들을 하나

로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했

다. 나라마다 제도와 환경은 달

랐지만 미팅에 참석한 모든 당

사자의 목표는 하나였다. 접근

성을 높여 모든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표준진료의 수준을 향상시

키는 공통의 목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협회는 다

양한 문화, 다양한 나라를 하나

로 묶는 커뮤니티로 거듭날 것

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미 있

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됐

다. 또한 교육은 의료인뿐 아니

라 정책 담당자를 모두 포함해

야 한다. 

APACMed회원은 기업회

원(Coporate Members), 

산업협회 회원(I ndu s t r y 

Association Members), 준회

원(Associate Members), 중

소기업 회원(Small Medium 

Enterprise Members), 준

중소기업 멤버(Associate 

Industr y  Associat ion 

Members)으로 구분되며 자

세한 사항은 info@apacmed.

org로 문의할 수 있다. 회원이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표

준진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

며, 정기 세미나, 워크숍, 시장

에 대한 통찰력, 무엇보다 글로

벌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

다. 정부 7대 의료기기 시장 강

국이 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좋

은 발판이 될 것이다.

APACMed가 극복할 점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 의료공급

자간의 격차, 제한적인 비용, 각

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

력을 끌어내는 것, 또한 단순

히 의료기술의 전달 및 제공을 

뛰어넘어 가치 중심의 생태계

(ecosystem)를 만들어 가는 것

이다. 한 기업이 의료산업의 패

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 의료산

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험, 정

부관계, 의료생태계를 모두 건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이

해당사자 모두가 협력을 통해 

이뤄내야만 시스템을 바꾸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격차

를 좁히고 관계망을 폭넓게 넓

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첫 포럼은 성공

적이었다. 앞으로는 산업계 사

람들의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관계자 참여를 유

도해 정책의 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규제 당

국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함으로

써 혁신적인 의료 생태계를 구

축해야 할 것이다. 

‘APACMed, 아태지역 의료기기 제조·공급업체 단체’
싱가포르포럼 개최, 아태지역 헬스케어 종사자 연결하는 플랫폼 수행

‘2015 APACMed 포럼’참관기

임 아 름

메드트로닉코리아

2016

의료기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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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의료기기산업 대표 단체’ 
회원사, 생산액 40.8%·수출액 48.8%·수입액 83.6% 담당 

 회원사 제조 수입 준회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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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분야 한-체코 협력 확대
KMDIA 체코 의료기기시장 진출 모색

KMDIA-CFDA, ‘한중 의료기기업체 간담회’ 개최
중국 인허가시 애로 사항 전달, 오스템임플란트 제조현장 방문

KMDIA, 2016년 협회 업무 성공적 수행 다짐
나흥복 전무, 김만석 차장, 정유희 과장 등 직원 6명 승진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 확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규정 일부 개정 고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달 1일 체코 경

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 체코 순방을 계

기로 황휘 협회장은 정부 및 유

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체코의 

보건의료 정책 공유하며 현지 

시장 진출·협력을 모색했다.

또한 정진엽 복지부장관, 체

코 보건부 차관과 체코 최대 국

립병원인 까를 제2의과대학의 

부속병원 모톨(Motol)을 방문

하고 복지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인 e-health, 의료인력

교류 등에 대해 협의하고, 병원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체코 방

문에서 원격의료·병원정보화

시스템 같은 e-health 분야를 

비롯해 의료기기, 제약 등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체코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한-체코 보건

부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체

코 보건부에서 e-health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 양국간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정

책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코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4억 달러로 연평균 6.7%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까지 

19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

된다. 현재 공공병원 노후화에 

따른 의료시설 현대화 사업 등

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성장 잠

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

다. 이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

기 기업들의 체코 진출이 탄력

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달 15일 제

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

임 국제교류위원장에 신병

순 이사(케이엠헬스케어 대

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사회

는 내년도 정기총회 의결정

족수 승인, 총회 승인 전 필

요경비 집행 승인, 협회비 체

계 변경안 승인 등 주요안건

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특히, 1999년 협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회비체계 변

경이 이뤄졌다. 협회는 상반

기 회비체계개편 TFT를 구

성하고 수개월에 거쳐 국내

외 유관단체 운용사례 등을 

조사, 분석해 변경안을 마

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4일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

를 통해 회원사에 변경 취지 

및 내용을 보고하고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2016년도 사업계

획안, 재무현황, 15년도 연

구용역과제 수행 결과 및 정

부위임업무, 각 위원회 성과 

등을 보고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허가된 3·4

등급 의료기기 599개 품목에 

대해 사용목적 정보를 제공하

는 ‘의료기기 사용목적 데이

터베이스(DB)’를 운영한다. 

이번 DB 마련은 의료기기

업체가 기존에 허가된 제품

의 사용목적을 확인해 허가 

신청하는 제품이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한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목

적 및 심사자료 작성에 도움

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정한 효능·효과

나 적용부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자

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주요 

정보는 △품목명 및 등급 △

품목별 적응증 및 적용 부위 

△품목별 용도 등이다.

식약평가원은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가 허가심사 자료를 작성하

는데 도움을 주고 소비자들

은 사용목적에 대한 정보 확

인을 통해 올바르게 의료기

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제품

화 및 안전 사용에 도움을 주

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

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국제교류위원장에 신병순 이사 선임 
KMDIA 제6차 이사회, 금년도 사업계획안 검토

3·4 등급 의료기기 사용목적 DB 공개 
식약평가원 “소비자,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 기대”

보건복지부(장관·정진

엽)는 2016년 1월부터 달라

지는 주요 보건복지정책을 

공개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새해에도 암·심장·뇌

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

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

대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

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

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

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

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

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

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

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

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

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

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

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복지부는 노인 무릎인공

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

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

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0천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

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

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5천원) 이하’로 지원 대

상을 확대된다.

국가암검진 검진주기·연령 조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간암 및 자궁

경부암 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된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주기

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

다. 또한 자궁경부암은 20

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

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

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

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

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

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

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 새해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
7월부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전면시행

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중국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CFDA) 의료기

기 실무관들과 지난달 7일 서

울글래드호텔에서 ‘한중 의료

기기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중

국 의료기기 허가 절차의 시간 

부담, 제품의 경미한 변경 처리 

절차, CFDA 심사서류의 공증

비용 부담 등 수출관련 애로 사

항을 전달했으며 중국 측으로

부터 문제점을 확인하고 검토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

었다.

협회 이경국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한중간 FTA 

체결이 이슈인 상황에서 직접 

CFDA와 대화할 수 있어 의미

있다”며 “한중이 상호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산업이 성장하기를 바

란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에 CFDA 의료기기등록관

리사 웨이지엔화 순시원은 “중

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는 250

개사 이상이며,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의료기기시장에 대한 법

령·정책이 변화중이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의료기기 규

정 및 정책을 참고하고 관계국

의 애로 사항을 수용해 국제조

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회원사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방문해 의료기기 

제조 현장을 견학하고 국내 제

품의 관리 수준 등 소개 및 현

장의 소리를 들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

장·김승희)는 국내 의료기

기·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원

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CFDA)과 ‘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같

은 날 개최했다.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의

제로,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

성적서 및 화장품 상호 시험검

사성적서 인정 요청, 해외 의료

기기의 허가 등록 수수료 합리

적 책정, 한국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기기 등록변경 간소

화 등을 제기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4일 새해 첫 업무에 

앞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황휘 협

회장은 금년도 

첫  인 사 발 령

에 따른 승진 

직원들에게 임

명장을 수여했

다. 한편, 지난

달 28일자 인

사발령에서는 

협 회  나 흥 복 

기획경영실장

이 전무로 승진했으며, 공석인 

산업육성본부장을 겸임한다. 

황휘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은 종무식과 시무식을 

통해 다시금 지난해 동안 이루

었던 성과와 부족한 점 그리고 

회원사를 위한 서비스를 되짚

고, 2016년도 협회 업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결의

를 다졌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사와 호흡하고, 회원사가 있

기에 협회가 존재한다는 의미

를 깊게 생각해야 봐야 한다”며 

“각자의 업무에서 협회의 목적

과 방향성을 담을 수 있도록 노

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

승희)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

의 면제대상 확대하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광

고사전심의 규정’을 지난달 23

일 일부개정 했다.

이번 개정은 광고의 사전 심

의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불필

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

련됐다.

개정 전에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만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자

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하

는 경우에도 식약처의 사전 심

의를 받아야 했으나 규정 개정

으로 별도의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등의 행정적인 부담을 감

소시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 처

장·김승희)는 2016년부터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 및 제도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기 분야는 △

제조·수입허가 이전에 의

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적합인정

으로 전환(1월) △소비자의

료기기감시원 제도 도입·

운영(4월)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의무고용제도 전면 

시행(7월) 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는 제조(수입) 허가 이전에 

GMP 적합인정을 받도록 의

무화된다. 업체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가 허

가 전에 검증되고, 안전성이 

미확보된 제품의 유통은 사

전에 차단됨으로써 의료기

기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전문가, 노인, 

주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

촉된 소비자감시원을 활용

해 떴다방, 무료체험방의 거

짓·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차

단한다. 

의료기기 관련 품질책임

자의 의무고용이 모든 의료

기기 제조·수입업체로 확

대된다. 품질책임자의 의무

고용은 의료기기의 품질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의 책

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업계 자

율적으로 시행했다. 

‘신개발의료기기’ 재심사 기간 상한 단축 추진
김기선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신개발의료기기 등에 대한 

재심사 기간의 상한을 6년으로 

단축해 신개발의료기기의 안전

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의료

기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됐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발

의한 이번 법개정안은 신개발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재심사 기

간의 상한을 현행 제조허가일

부터 7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

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안 

제8조 제2항). 

김 의원은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경우 제조허가 단계에서

는 사용사례 부족 등으로 제품

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충

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제조허가가 이뤄질 수 있는 만

큼,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최장

기간(7년)이 현행보다 축소돼

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첨단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기기의 개발 속도와 의료

기기 사용주기의 단축 경향이 

재심사 기간에 반영돼야 한다

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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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멸균밸리데이션 수행

정직한 서비스 ㈜더스탠다드에서
EO멸균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더스탠다드는 최신식 EO멸균기와 GC를 도입하여 
ISO규격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O 17025 인증을 획득한 국제공인시험기관입니다.

업무분야

밸리데이션	–	 	크린룸	|	세척	|	포장	|	스팀멸균	|	EO멸균	|	

무균충진	|	사용자멸균	|	사용자세척	|	용접	|	

본딩	|	열처리

유효기간	설정시험

무균시험	|	바이오버든	시험

공정위탁	-	EO멸균,	크린룸공정

BI,	CI	판매	(NAMSA한국대리점)

크린룸	시공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디지털밸리 2차 1216호  T. (02)838-5533  

(주)더스탠다드	

GC분석시험

http://www.thestandard.co.kr

EO멸균공정 위탁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또는 수리업자는 2015년도 생산 및 수출· 

수입·수리실적에 대해 해당 서식을 작성요령에 따라 각 1부씩  

작성해 2016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2015년도 의료기기 실적보고 안내
-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	-

■ 실적보고 대상

•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조 및 수입·수리업을 득한 업자

■ 법정제출기한

• 2016년 1월 31일(일)까지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협회 및 실적보고 홈페이지 참고바람

■ 실적보고 제외대상

•  2015년 1년간(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전(全)기간 휴업중인 제조 및 수입·

수리업자

• 2016년 1월 1~31일중 제조 및 수입·수리업의 폐업 또는 취소가 완료된 업자

※ 실적보고 대상 제외업체는 반드시 협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주의사항

-  전년도 생산·수입·수리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 없음」을 기재해 보고

   다만, 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수출실적보고 제출 생략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수입한 수입업자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의약품수출입

협회에 보고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는 보고 생략

■ 제출 방법

•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사이트(http://bogo/kmdia.or.kr) 접속 후 작성 및 제출

•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이용 방법

※ 기존업체 : 사이트 접속→기존 ID/PW로 로그인→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규업체 : 사이트 접속→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승인통보메일 수신→

  신규 ID/PW로 로그인→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내 “작성가이드”을 참고

■ 실적 미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 1차(50만원 이하), 2차(80만원 이하), 3차(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문의

- 협회 산업진흥실 최승진 사원 (02-596-0848, bogo@kmdia.or.kr)

 

<가로 열쇠> 

(1)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림. 새해 ~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4)피우다가 남은 작

은 담배 도막 (6)아프면 가는 곳 (7)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 (9)개인의 비용으로 설

립하여 유지함 (10)통나무의 속을 파서 

만든 그릇 (11)이의 표면에 엉겨 붙은 물

질 (13)용과 범이 서로 싸움. 두 강자끼

리의 싸움 (14)녹두묵. 녹두꽃이 떨어지

면~ 장수 울고 간다 (16)남의 마음을 알

아내는 것. ~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

젓을 얻어먹는다 (19)모든 경기에 뛰어

난 선수 (21)정규 수업 외에 행하는 배움 

(23)혼인에 드는 물품 (25)무덤 앞에 돌

로 만들어 놓은 상. 상석 (26)<새해를 축

하하며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써서 보내

죠 (28)본래의 제맛이 변하여 나는 냄새 

(29)쌀쌀한 날씨에 콜록콜록 ~ 조심하세

요 (30)아무 병 없이 오래오래 삶

<세로 열쇠> 

(1)한 가지 약이 온갖 병에 두루 효험을 

나타냄 (2)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 

(3)막힘없이 환히 통함. 한문과 불경에 ~

하다 (4)새의 꽁무니에 붙은 깃 (5)일어서

서 손뼉을 침 (8)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

우 (9)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 (10)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 (12)산속의 나무나 

돌 사이에 석벌이 모아 놓은, 질이 좋은 

꿀 (15)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느낌 (17)

이가 아프면 가는 곳 (18)성인이 되고, 결

혼을 하고, 초상을 치르고, 제사를 지내

는 모든 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를 

중요하게 여겼다 (20)선산의 아래쪽. 

영 (22)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나 속

은 곧고 꿋꿋함 (24)칼을 가는 데 쓰는 

돌 (26)아니 땐 굴뚝에서는 나지 않죠 

(27)마련하여 갖춤 (28)여러 사람이 무리

를 지어 춤을 춤. 한가위의 ~ 강강술래

<1월호>

<12월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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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호 정답자>

김상완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조진영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낱 말 퀴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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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  보건복지부

◇전보=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장 차전경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장 장재원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장 최봉근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장 고형우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

관실 파견 근무 이선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국장급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김영균 △의료기기 기준심사

체계 개편 추진단(TF) 단장 한순영

◇전보= 과장급 △식품의약품안전평가

원 임상연구과장 최승은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 정지

원△식품안전정책국 첨가물기준과장 이

창희 △경인지방청 수입식품분석과장 

김미혜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주)시노서울 이두경 02-6370-8850 수입

(주)이노테라피 이문수 02-6336-6734 제조

(주)엔도비전 정민호 053-751-1955 제조수입

(주)스피덴트 안제모 032-821-0071 제조수입

건대 팔, 다리 혈관 연구소 박상우 02-2030-5544 기타

산 해 진 미 이 승 송

우 소 굴 강 속 구

하 소 연 뚝 배 기 영

품 금 연 웅 임 신

수 술 앙 금

다 발 홍 곶 감 동

사 토 시 살 질 투 심

다 래 끼 포 승 레

난 잠 귀 전 력 질 주

김영균

부산식약청장

한순영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 추진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