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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국제교류 및 해외 전시지원 활발
AHWP 총회 참가·미국 RSNA 의료기기 전시회 첫 한국관 운영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국제 교류 및 

해외 전시 지원에 대한 협회 및 

회원사의 활동이 활발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협회장은 지난달 21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21회 의료기기

아시아규제조화회의(AHWP) 

연례 총회에 한국 의료기기

산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AHWP의 규제조화 활동을 확

인했다. AHWP는 의료기기분

야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협력

기구이며 식약처가 의장국으로

서 이번 총회를 개최했다. 

황휘 협회장은 AHWP 총회

에 대해 “국가 간의 관리나 허가

에 있어 조화된 규제는 제품 안

전성을 확보하고 국가무역에 있

어 진입장벽의 완화를 가져온

다”며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는

데 AHWP의 활동은 비용과 시

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평한 기

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AHWP 총회는 회원국

들이 한 해 동안 규제조화를 위

해 활동한 내용을 공유하고, 회

원국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이

드라인 승인, 상호 협력 방안 등

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의료기기분야 규제 당국자, 

산업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

자포럼(IMD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대표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

난 2월 식약처가 제안한 ‘경미

한 변경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ance for Minor Change 

Reporting)’이 26개 회원국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으로 승인됐다. 바레인, 오만 등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승인됐다.

또한 총회에 앞서 회원국간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AHWP 

회원국 규제 당국자들간 워크

숍’과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규

제제도를 소개하는 ‘한국 의료

기기 규제특별 세션’, 기술위원

회의 활동현황 등을 발표하는 

AHWP 기술위원회 회의가 연

이어 나흘간(21~24일) 열렸다.

세미나에서 식약처 및 협회 

회원사 발표자들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규제의 우수성 및 합

리성을 홍보했다. 특히 ‘한국규

제특별세션’는 AHWP 연례총

회에서 처음으로 단일국가 규제

를 설명하는 세미나여서 의미가 

있었으며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체계, 부작용 보고·관리 방법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도의 우수

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한국규제특별세션’에서

는 협회 회원사인 보스톤사이언

티픽코리아 신자령 상무가 ‘한

국의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 현

황’, 이루다 설영수 이사 ‘품질

관리시스템 및 부작용 감시 체

계’를 소개하고 설명했다. 또한 

AHWP 회원국간 규제조화 촉

진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세인트

쥬드메디칼코리아 유승호 이사

가 ‘의료기기 임상연구 및 시험’

에 대해 발표했다.

식약처 정희교 의료기기심사

부장은 앞으로도 AHWP 의장

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료기기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제102회 북미영상의학회

(RSNA 2016) 시카고 의료기기 

전시회, 제26회 러시아 모스크

바 의료기기 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참가기업을 지원했다. 

특히, RSNA 2016 전시회는 

협회가 올해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KOTRA)으로부터 한국

관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참가

한 전시회로, 현장지원 직원 파

견, 통역서비스, 해외 유수의 바

이어들에게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우

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

극 지원했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열린 AHWP 세미나 및 총회에 참석해 규제조화 활동을 확인하고, 미국 시
카고 의료기기 전시회(RSNA 2016)에 한국관 수행기관으로 처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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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목차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소개

□ 2015 주요사업 성과

□ 의료기기 시장 총괄 분석 보고서

   •국내 의료기기 시장 현황 총괄

   •국내 의료기기 생산 동향

   •국내 의료기기 수출 동향

   •국내 의료기기 수입 동향

   •의료기기 교역 동향

□ 의료기기 업체현황

   •제조업체

   •수입업체

   •수리업체

□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인

□ 의료기기법 위반광고 식별요령

■ 부록 CD
□ 협회소개

□ 회원사정보

□ 법령자료

□ 분류번호정보

□ 분류번호별 통계

□ 분류번호•등급별 통계

■ 판매 안내

□ 판 매 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판매가격 : 50,000원(배송료별도(4,000원))

□ 구매방법 : 방문수령 또는 택배(우편)수령

□ 구매절차 : 신청서 송부(팩스 or 이메일) → 입금 → 택배 발송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54-25-0022-019 

    (예금주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문     의 :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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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semin0618@kmdia.or.kr)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통계자료를 한 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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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가치기반 보건의

료 강화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의료기기산업 발전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한 ‘2016 KMDIA 보

험위원회 정책포럼’을 7일 푸

르지오밸리에서 개최했다.

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충호)는 매년 정책포럼을 개

최해 한 해 동안의 헬스케어분

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열린

다. 이날 정책포럼은 협회 회

원사를 비롯해 정부, 유관기

관, 의료계, 학계, 언론인 및 소

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20여 명이 참여해 △혁신 의

료기기의 합리적 가치 보상, 

△더나은 의료기기(치료재료)

의 환자접근성 제고, 이를 통

한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

양한 관점으로 발표하고 토론

하는 자리가 됐다.

보험위원 활동 활발, 

치료재료제도개선 성과 많아

장재영 보험부위원장은 개

회사에서 “한 해 보험위원회의 

활동과 성원으로 건강보험과 

관련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

다. 그간 별도산정불가 제품인 

일회용 치료재료의 별도산정

에 대한 복지부 발표, 선별급

여를 통한 비급여 품목의 급여 

확대, 가치기준표 개선을 위한 

TFT 구성, 또한 6월 치료재료 

7개 품목의 가격 인하는 적용

배수를 높여 기업에 미치는 영

향을 줄일 수 있었다”고 감사

의 말을 전했다. 

이어 축사에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

사는 “심평원은 치료재료제도

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 의지

로 업계의 의료기기 혁신에 대

한 어려움을 정확히 알고 해결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성장,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

이날 특별강연자로 초대된 주

한아일랜드대사관의 앙헬 오도

뉴후(Aingeal O'Donoghue) 

대사는 ‘아일랜드의 글로벌 의

료 기기의 혁신과 한국의 교훈’

을 주제로 자국 의료기기업계

를 발전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오도뉴후 대사는 “40년전 농

업위주의 국가에서 소프트웨

어·IT, 제약과 의료기기산업

이 중심산업이 될 수 있었던 요

인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

자리 창출이라는 변함없는 정

책기조 속에서 낮은 법인세,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과 영어

사용, 풍부한 인재, 긍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작은 혁신(up-grade)이라도 

가치 인정해 줘야

이날 포럼에서는 성균관대 

이재현 약대 교수가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합리적인 관리방

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 6~8월에 거쳐 제

조 및 수입사 35개 업체를 대

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이 교수는 향후 치

료재료의 급여 및 가격결정 제

도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

과 연계해 환자의 더 나은 치료

방법에 대한 접근성 보장, 기

술개발을 통한 업계의 정당한 

이익추구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스런 개선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국내 업체의 의료기

기 개발여건을 감안해 획기적

인 혁신이 아니더라도 작은혁

신(up-grade)에 대한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로 

시장진입 기간 단축 예정

보건복지부 이동우 보험급

여과 사무관은 보건의료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정책에 있어 제

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 △UDI 코

드 관리를 통한 치료재료 관리 

사각지대 해소,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 치료재료 별도보상, 

임상논문 등 임상적 유용성 입

증시 기술혁신 가산 부여 등 가

격산정 절차 제고, △의료기기

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시

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개선

을 꼽았다.

의료계 발표연자로 대한마취

통증의학회 연준흠 보험이사

는 의사가 바라본 치료재료 이

슈로 적정수가를 강조했다. 연 

보험이사는 일부 병원에서 일

으킨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치료재

료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간 행위료에서 치료재료 값

을 보전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

라고 꼬집었다. 연 보험이사는 

환자안전을 지키려면 치료재

료의 적정수가가 보장되고 질 

좋은 치료재료가 사용될 수 있

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

했다. 

정액수가에 대한 적정보상 마련돼야

마지막 패널 토론은 심평원 

김미향 등재관리부장이 ‘치료

재료 제도 현황 및 향후 계획’

으로 주제발표가 있은 후 진행

됐다. 산업계 패널인 서화석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부장

은 치료재료 별도산정 가이드

라인의 필요함과 정액수가에

서의 치료재료 적정보상을 비

롯해 치료재료 제도에 있어 객

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혜진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

칼)부장은 가치평가에 있어 평

가요건, 기준, 절차 개선의 필

요성과 방법에 대해 언급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

임이사는 치료재료 사용현황 

및 청구량이 모니터링 돼 적정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 가치평가에 있어서

도 가치인정을 위한 혁신 치료

재료 공급을 위한 업계의 노력

을 당부했다. 

성균관대 유규하 교수는 치

료재료 특성별 가치평가 기준 

차별화 방안 마련 등 국민건강

과 환자의 삶 개선에 기여하는 

혁신 치료재료의 시장진입 및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

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한편, 보험위원회 발전에 기

여한 보험위원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박형득 메드

트로닉코리아 부장, 한국존슨

앤드존슨메디칼 정희숙 부장, 

마스트코리아 권창익 대표이

사,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서화석 부장, 한국알콘 김철수 

부장이며, 협회 이선교 전문위

원이 수여했다.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보상체계 필요”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감염예방·환자안전 위해 질 좋은 의료기기 사용여건 돼야

앙헬 오도뉴후(Aingeal O'Donoghue) 주한아일랜드 대사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보험이사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

보험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표창수상자 기념사진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장재영 보험부위원장(한국스트라이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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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한국산업단지공

단(이사장·황규연) 강원지역

본부 및 강원의료기기미니클

러스터와 공동으로 ‘글로벌 기

업과 제조업체의 상생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달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반포)에서 개최

했다.

이번 상생 워크숍은 강원권 

의료기기미니클러스터 기업이 

보유한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

력 및 우수제품을 공개해 글로

벌 기업에게 협력 파트너 발굴

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업체

는 매출 증대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글로벌 기

업은 △메드트로닉코리아, △

벡톤디킨스코리아, △비브라

운코리아, △스미스메디칼, △

지멘스헬스케어, △한국엘러

간,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 

등 7개 기업이며, 각 기업의 대

표 또는 실무담당자들이 제조

업체가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상담회 참여 제조업체

는 △대양의료기㈜, △대화기

기㈜, △㈜굿플, △㈜네오닥

터, △㈜리스템, △㈜메가메디

칼, △㈜엠큐어, △㈜유니스파

테크, △㈜유원메디텍, △㈜코

스텍, △㈜퓨런메디칼, △㈜헬

스웰메디칼, △㈜휴레브, △현

메딕스 등으로 자사가 보유한 

제품 및 기술을 소개했다.

황휘 협회장은 “국내 의료기

기 제조업체가 세계 시장에 진

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술경

쟁력 확보와 다양한 판로개척이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은 이

미 전 세계적으로 판매 네트워

크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의 전략적 제휴 및 협력하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올해 제조업체

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

약품안전처와 ‘의료기기 동반

성장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제조업체가 연계하여 기술노

하우, 연구·개발 아이템 등 기

술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기업 

비즈니스 전략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기 생산·수입 등 실적보고 교육 실시

KMDIA, 대전·부산식약청 및 협회서 6회 진행

KMD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 발간

2015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 수록

KMDIA-스탠포드연구소, 의료기기 개발 협력 모색

SRI,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와 파트너십 기대

정부,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출 돕는다

지난달 16일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개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12월 한 달 동안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교육’을 대전·부산식약청 그

리고 협회에서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7년 1월 1

일부터 진행하는 의료기기 실

적보고를 업체가 기간 내 원

활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

육 내용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

or.kr) 및 실적보고 소개 △

생산·수출·수입·수리 실

적보고 작성법 및 주의사항 

△실적보고 관련 업계 애로사

항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이며, 

대전식약청(12월 12일), 협회

(12월 13일), 부산식약청(12

월 15일), 협회(12월 16일, 

19일, 20일)에서 매회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수리업자로 하여금 ‘의

료기기법 제13조 제2항, 제

15조 제6항, 제16조 제4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31일

까지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에 

대해 관련 서식을 작성해 한

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

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업체가 유의

해야 점은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제56조 제1항1

의2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

으며 1차 위반시 ‘50만원 이

하’, 2차 위반시 ‘80만원 이

하’, 3차 위반시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신청은 협회 교육 홈

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

다(의료기기인터넷 실적보고서 

시스템 이용방법-협회보16면 

참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2015년 의료기

기 생산·수출·수입 실적보

고’ 통계와 ‘2015년도 협회 주

요 사업 및 활동’을 수록해 지

난달 10일 ‘2016 한국의료기

기산업협회 연감’을 발간했다.

이번 연감은 매년 간행한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보고 편람’의 기존 구성에

서 벗어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업체현황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기산

업의 시장정보 및 동향을 파악

할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 총

괄보고서’를 수록했다. 또한 

2015년도 협회에서 추진해 온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기기산

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주요 

정책사업 및 연구사업의 성과

와 향후 계획이 담겨 있다.

협회 연감은 의료기기업체

의 마케팅 활용 및 국내 의료기

기산업의 정책 수립, 다양한 발

전방안 및 연구, 경영전략 마련

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감 구매와 관련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www.kmdia.

or.kr) 공지사항을 통해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달 4일 미국 

스탠포드연구소(Stanford 

Research Institute)와 의료기

기 개발에 관한 컨설팅 협력방

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테드 아이라

(Ted Ira) SRI 책임자, 주동직 

SRI 한국대표, 박정관 위드팜 

대표가 협회에 방문해 이뤄졌

으며, 협회는 황휘 협회장, 홍

순욱 상근부회장, 나흥복 전무

가 참석했다. 

테드 아이라(Ted Ira) SRI 

책임자는 스탠포드연구소의 

의료분야 혁신연구 사례를 소

개하면서 의료기기 개발에 있

어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에게 

파트너십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를 위해 협회

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9일에는 이스

라엘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요

나코(YONACO) Itzik Yona 

Cpa 대표와 만나 한국-이스

라엘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

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료기기 관련 5개 관계기

관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가 지난달 16일 

개소했다. 센터는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한 

통합적 상담 및 지원을 제공

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보건복지부, 식품

의약품안전처(인·허가), 한

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

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급여산정), 한국보

건산업진흥원(R&D·시장진

출 지원)이 참여해 각 기관의 

전문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 의료기기 기업 또는 

신제품 연구개발중인 기업은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반에 관

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식

약처, 심평원, 보의연, 진흥원 

등 각 기관 전문가를 통한 종

합적인 상담을 실시해, 의료

기기 시장진출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에 관해 각 기관으로

부터 기업·제품별 맞춤형 심

층 상담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 R&D 과제로 선

정된 유망 의료기기 등의 경

우,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집

중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황휘 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

기 전주기 맞춤형 지원책의 

지속 개발, 합리적 규제환경 

개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선정 및 신제품 개발 R&D 지

원,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위

한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야 한다”고 밝혔다. 

KMDIA, 글로벌기업-제조업체 상생 워크숍 개최
지난달 3일, 강원권 의료기기제조사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일회용 안전주사기, 내시경 소독료 등 보상 신설

복지부, 재가치료 필요기기 및 소모품 건강보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는 지난달 4일 제17차 건강보

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

회용 수술포, 일회용 안전주사

기 등에 대한 보상 및 내시경 

세척·소독료 등에 대한 수가 

개선, 자가도뇨카테터, 산소발

생기 등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

기 및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의결했다.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치료재료 

별도보상

건정심은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으나 지

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

던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보상 

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하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의

료 현장에서는 감염예방 및 환

자 안전을 위해 고성능·일회

용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1회용을 재사용하

거나, 사용을 기피해 감염 및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

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

키는 일회용 치료재료 등에 대

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

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

목을 선정, 3단계에 걸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년 말부

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

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회용 치료재료 사용 현황 등

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기 및 기구를 통

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으로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

료를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

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시경은 

체내에 삽입돼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로서 감염 발생

의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시

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 기

계를 사용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치료재료 별도산정 등 

재정 최대 1,770억 소요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

을 확대함과 함께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

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현황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

획’ 및 지난해 메르스 이후 의

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

으며, 별도 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정 상한금액 등을 검

토한 후 순차적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해 고

시·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치료재료 별도 산정(1

단계) 및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에 따라 총 1,620~1,770

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품질책임자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역할 기대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해 관련 의료산

업이 확대 성장하고 있고 이

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높은 수준의 의

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기 

산업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

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 개발

을 추진 중에 있다. 

‘2016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

조 2,656억원으로 전년대비 

4.9% 성장했으며, ‘11년 이

후 연평균 5.2% 성장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생산실적

은 5조16억원으로 전년대비 

8.6% 성장했으며, ‘11년 이

후 연평균 10.4% 성장했다. 

특히 의료기기 품목 중 치과

용임플란트, 디지털엑스선

촬영장치, 개인용면역화학

검사지, 의료용영상처리용

장치·소프트웨어, 조직수

복용생체재료 등의 수출액

이 전년대비 약 20% 이상 증

가했다.

이런 의료기기산업은 미

래전략사업으로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시장 규모

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미래 유망 

품목에 집중 투자하는 과감

한 R&D 전략을 추진하고,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좁은 

내수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 적극적

으로 해외에 진출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

서도 국내 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에 주도적인 역할이 필

요하며, 국내 업체 또한 자사

의 기술과 품질경쟁력 향상

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

야 할 것이다.

식약처에서는 올해 7월

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에 의료기기 품질책임

자 지정제도를 전면 도입했

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

정제도는 경영자로부터 제

조·품질·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품

질책임자가 품질경영에 대

한 핵심 역할을 해 제품의 안

전성과 성능에 대한 품질을 

유지 개선할 수 있다. 이런 

품질책임자 지정제도는 국

내 의약(외)품·건강기능식

품·화장품 분야는 물론 유

럽, 일본 등의 주요국가에서

도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

는 제도로 의료기기의 적절

한 품질관리와 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의료기기산

업 발전을 기할 수 있다.

품질책임자가 제품의 품질

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법적

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함으

로써 부적합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

고,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요 역할을 해 의료

기기 업체의 GMP 품질관리 

능력 향상으로 수출 시에도 

상대국의 GMP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리라 본

다. 또한 품질책임자 지정 제

도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의

료기기 전문인력을 활용함으

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의료기기 관련 교

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인재를 

충분히 흡수함으로써 우리나

라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기

반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

으로 기대한다.

특별기고

김 관 성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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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은  코 딩 시 스 템 ( c o d i n g 

system)을 기반으로 진료비 지불

코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ICD-

10(ICD-10-C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edition, Clinical Modification 

& ICD-10-P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edition, Procedure Coding System)

과 HCPCS(Healthcare Common 

Procedure Coding System)을 사용하

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딩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CD-10

ICD-10은 진단과 입원환자 시

술을 위한 코드로 구성되며, 미국

의 포괄수가 시술코드가 이에 근거

해 개정 및 신설된다. ICD-10은 기

존 코드에 반영할 수 없는 새로운 기

술을 발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매년

(또는 필요한 경우 1회 이상) 개정되

고, 개정은 ICD-10 조정 및 유지 위

원회(ICD-10 coordination and 

maintenance committee), 국립보

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와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대표자의 

공동의장에 의해 이뤄진다. ICD-10 

조정 및 유지 위원회는 개정회의를 연 

2회 개최하며(3월과 9월), 회의에 대

한 자문을 담당한다. 개정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립보건통계센터 장과 미국보

험청 관리자에 의해 이뤄진다. ICD-

10 코드의 개정을 원하는 이해관계자

는 ICD-10 조정 및 유지 위원회에 개

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의견

과 함께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및 

참고자료, 문헌을 함께 첨부한다. 개정 

신청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이 회의 안건에 상정되

면 검토자가 배정되고, 검토자는 개정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견 제출자

와 접촉할 수 있다. 회의에서 참고되

는 모든 자료는 회의 전 의견제출자에

게 공개되고 의견제출자가 신청 항목

의 임상적 내용에 대해 20분간 발표

할 기회를 가진다. 회의 내용은 회의 

개최 후 한 달 이내에 미국보험청 홈

페이지에 게재돼 일반 대중이 우편 또

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개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 포괄수

가 코드는 입원환자 전향적지불제도

(Im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IPPS) 행정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로 공지된다. 

2015년 기준으로 69,823개의 ICD-

10-CM와 71,924개의 ICD-10-PCS 

코드가 사용되고 있다. 

HCPCS

H C P C S 는  병 원  외 래 진 료 과

(hospital outpatient departments), 

의사 진료실(physician’s offices), 

환자 가정(patients’ homes)과 같

은  외 래 환 경 에 서 의  보 건 의 료  항

목 및 서비스에 대한 코드로 구성되

며, 3가지 레벨(level)로 구분된다. 

레벨 I은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개

발하는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코드이고, 레벨 II와 레

벨 III는 미국 보험청이 미국보험자연

합회(health 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 및 BCBS(Blue Cross 

Blue Shield Association)와 협조하

여 개발하는 코드로 다양한 의료소모

품, 약제, 치료재료를 포함한다. 

레벨 I의 CPT 코드는 의사와 기

타 보건의료전문가(healthcare 

professionals)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

스와 시술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사

협회가 유지 관리하는 알파벳과 숫자

로 조합된 코드이며, 크게 3가지 카테

고리로 분류된다. 

레벨 II HCPCS 코드는CPT 코드

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를 확

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메디케어

와 다른 보험자는 CPT 코드에서 확

인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나 소모품 

및 장비를 급여하기 때문에 관련 항

목을 청구할 용도로 만들어졌다. 레

벨 II 코드는 미국보험청 및 사보험사

(private payer organizations)를 포

함한 모든 보험자 의견을 고려해 관

리 배포되며, 영구(permanent) 코드

와 임시(temporary) 코드로 구분된

다. 미국의 포괄수가제하에서 외래환

자에 적용하는 한시적 추가지불보상

제도인 ‘Pass-through payment’

가 임시 레벨 II HCPCS(types of 

temporary level II HCPCS codes) 

중 C 코드에 해당된다. C 코드는pass-

through 치료재료, pass-through 

의약품이나 생물학적 제제, 근접치료

(brachytherapy), 신기술이나 특정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외래환자를 위

한 항목과 서비스를 위한 코드이다.

시사점 

미국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코딩시스

템을 운영하면서 이를 진료비 청구절

차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코드를 매

년 1회 또는 2회 개정해 새로운 의료기

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돼 최신의 

의료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포괄수가제도-(3) 미국

“코딩시스템은 투명하게, 최신 의료기술 도입은 신속하게”

황 효 정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차장

<CPT 코드 개정 요건>2)3)

카테고리 요건 항목

CPT I

•�관련�치료재료�및�의약품은�US�FDA를�득해야함

•��미국�전역에서�많은�의료제공자(physicians�&�other�qualified�health�care�professionals)에�의

해�빈번하게(frequently)�시행돼야함�

•�현행�의료형태(current�medical�practice)와�일치(consistent)해야함

•�임상적�유용성과�관련된�문헌이�CPT�코드�개정�신청서(CPT�code�change�application)의�요

구항목에�충족돼야함�

CPT II

•�의사�업무에�크게�영향을�주며,�업무�부담을�줄여주어야함

•�의료계�전반에�큰�영향을�미치며,�건강결과에�직접�연관돼야함

•�임상적�유용성과�관련한�근거가�정의가능하며,�측정�가능해야함

CPT III

•�인체(human)에�행해지는�최근의�행위�또는�서비스여야함

•�다음의�조건�중�하나�이상을�충족해야함

���-��적어도�한�명�이상의�CPT/�HCPAC�자문위원회의�위원이�사용하고�있는�행위�또는�

������서비스여야함�

���-��실제적�또는�잠재적인�임상적�효과가�동료심사된(peer-reviewed)�문헌에�의해�

������입증돼야�하며,�영문으로�기술돼야함

���-��기술된�임상시험은�한�개�이상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Review�Board,�IRB)에서

������승인된�연구�프로토콜로�미국에서�실시되는�임상시험이여야함

<CPT 코드 카테고리>1)

 

Category I
•�의사�및�기타�보건의료전문가가�제공하는�서비스�또는�시술을�위한�기준코드

•�5자리�숫자로�구성되며,�6개�부문(sections)으로�나눠짐

Category II
•�일반적으로�긍정적인�보건의료�결과에�기여하는�것으로�동의된�서비스

•�4개의�숫자와�마지막�F문자를�포함한�5개의�문자로�구성

Category III
•�US�FDA허가를�받지�않았거나�아직�널리�사용되지�않는�서비스

•�4개의�숫자와�마지막�T문자를�포함한�5개의�문자로�구성

 <개인 신청 포함 내용>

• 시술(procedure)의 배경 정보(background information)

• 대상 환자

• 결과(outcomes) 및 부작용(complications)

• 시술과 연관되는 기존 ICD-10 코드 

• 기존 ICD-10 코드가 신청 시술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

• 신설 또는 개정 코드 제목(title)에 대한 권장 옵션(recommended options)

1) CMS(2015), Innovators' guide to navigating Medicare, 
    https://www.cms.gov/Medicare/Coverage/CouncilonTechInnov/index.html, Accessed at Oct. 3, 2016.
2) AMA(2016), Coding Change Application: CPT Category I & Category III, 
    https://www.ama-assn.org/practice-management/application-forms, Accessed at Nov. 1, 2016.
3) AMA(2016), Code Proposal Submission Instructions, 
    https://www.ama-assn.org/practice-management/application-forms, Accessed at Nov. 1, 2016

“의료기기 규제의 한류를 기대하며”

일반인들에게 ‘의료기기

아시아규제조화회의(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는 꽤 낯선 명칭이겠

지만 전 세계 의료기기산업

의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 위

상과 역할이 사뭇 남다르게 

다가온다.

의료기기아시아규제조화

회의(의장 정희교, 식약처 의

료기기심사부장) 총회는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료기

기에 대한 공통된 규정을 합

의하고자 열리는 국제회의로 

올해 21번째를 맞았다. 11월 

21일부터 닷새간 필리핀 세

부에서 세계 30개국 300여 

명의 정부당국자 및 관련 산

업계가 참석한다. 특히 기구 

이름이 내포하는 것과는 다

르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요 국가의 규제당국

자들이 참석하여 미래의 의

료기기규제를 살피고 조율하

는 의미가 있는 회의이다.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

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고

도의 정밀함과 안전성·유효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각 나라에서는 의료

기기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

제를 적용하여 제품을 시장

에 출시하고 환자나 병원에

서 사용하기까지 철저한 국

가적 차원의 관리를 한다.

문제는 의료기기 규제가 나

라별로 까다로워지고 다양해

져, 국제화된 사회에서 우수

한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이 떨어지고,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래

서 AHWP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협의체

를 만들고 각국의 규제 당국

자가 모여 허가·생산·관리

에 따르는 규제에 대한 통일

성을 논의해오고 있다.

한 예로, 이번 AHWP 총회

에는 한국에서 제도 만족도

가 높은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안됐으며, 채택될 경

우 아시아 어느 나라에 가서

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게 된다. 

또한, 합의된 규정을 통하

여 국가 간의 관리나 허가에 

있어 조화된 규제는 제품 안

전성을 확보하고 국가무역

에 있어 진입장벽의 완화를 

가져온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여러 국가의 경제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다. 그래서 규제변화에 민감

한 기업과 AHWP 회원국은 

규제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큰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

으므로 회의 참여에 열의가 

높다.

이번 AHWP 총회의 특색

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회

의 준비와 개최를 맡아 국위

선양의 큰 기회를 가진 것이

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과 더불어 아시아의 3대 시장

이다. 식약처는 그간 국제회

의에서 부단한 외교활동으로 

성과를 냈고 AHWP 의장국

으로 선출되어, 잠재적 시장

이 큰 아시아 각국에 우리나

라의 의료기기산업을 알리는

데 의장국의 지위를 톡톡히 

활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4월 주요 아

시아 수출국의 규제당국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우리 기업

과 제품을 소개하고 더불어 

우리가 운용하는 규제의 우

수성을 홍보하며 수출을 지

원하였다. 나아가 해외 규제

당국자가 우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규

를 영어로 번역하고 무상 제

공했으며, 필요에 따라 설명

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상대

적으로 의료기기 규제의 정

도가 낮은 나라에 우리 규제

를 수출한 효과를 얻었다.

의료기기 규제의 수출은 해

당국의 보건향상을 도모한다

는 의료기기산업의 목적과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법률 

및 행정적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향후 우리 의

료기기 수출에 간접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이번 AHWP 총회를 계기

로 한국 의료기기산업의 위

상은 한껏 높아졌다. 한류의 

붐이 의료기기에도 불어와

서 아시아의 중심에 한국이 

있음을 30개국에 알릴 수 있

기를 바란다. AHWP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식약

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규

제의 국제조화 및 국내 의료

기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을 기대한다.

의료기기 세평

황  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2등급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인증·신고 담당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수입실적 보고 ‘협회’로 창구 일원화

블로그·인터넷 카페, 의료인 사용 의료기기 광고시 ‘광고심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는 6일 2등급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정보기술

지원센터 인증 위탁 범위에 추

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위탁 

인증 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

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고시

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저위해도 의료기

기의 인증 업무 일원화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위해도별 의

료기기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행된다.

또한 매년 1월 업계가 의무

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료기

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에 있어서 ‘체외진단

용 의료기기 수입실적 보고’ 창

구가 일원화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고시이 행정예고 됐다. 

이에 따라 체외진단용 의료기

기의 수입실적 보고 창구를 기

존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일

원화하는 한편, 실적보고방법을 

현행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CD 

등 전산매체와 함께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의사 등 의료인 사

용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전

심의 면제 대상 매체를 확대하

는 내용의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사 등 의료

인 사용 의료기기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기기 광

고 시 사전심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 외에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등도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 매체

로 확대됐다.

또한 자율 광고사전심의 제

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업체가 

현수막 및 전단지 등 광고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를 통해 광고

하려는 경우, 광고주는 해당 

광고내용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을 판단하기 어려움

이 있었다. 이에 자율적으로 

광고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규정

을 마련해 업체가 의료기기법 

규정에 적합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수출에 필요한 임상검사 국내 가능

산자부,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신약 개발, 의료기기 수출

에 필수인 임상검사가 우리나

라 공인의료기관에서도 가능

해졌다. 검사비용 절감과 우

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은 의료분야 국제상호

인정협정(APLAC-MRA)에 

서명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5월 임상 결과 상호인정협

정에 가입하기 위해 아시아태

평 양 시 험 기 관 인 정 협 의 체

(APLAC)  상호인정협정

(MRA)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번 협정으로 그간 해외 

기관에 의뢰해 왔던 임상검사

를 우리나라 공인 의료기관에

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6개 기관(삼성서울병원, 원자

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전북대병원)이 국

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임상검사 분야 국제공인기

관은 국제기준(ISO 15189)에 

따른 품질시스템과 기술적 능

력을 확보해 검사결과 정확성

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국 제 시 험 기 관 인 정 협 력 체

(ILAC)는 2000년 의료기관 

임상검사 분야를 MRA 범위

에 추가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53개국, 6,000여개 기관이 국

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선진국은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인정제

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인정

기구(A2LA)가 복지부(HHS) 

·식약청(FDA)과 협력한다. 

일본 또한 인정기구(JAB)가 

후생성 위탁을 받아 99개 인

정을 운영한다. 이 외에 호주, 

영국 등에서도 의료기관 인정

제도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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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DIA 분과위원회 소개 – 보험위원회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팀 않았으나 별도보상이 필요한 재료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직

도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차원에서 많

은 제품이 행위료 포함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의료기기 안전성 측면이 강화해 

가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에서 출

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환자에게 필요

한 제품들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현

실적인 합리적인 보상이 수반될 수 있

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회성, 일시성 품목 

검토가 아닌 별도보상 치료재료의 개

념 및 기준 정립 및 명문화가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 이는 세 번째이지만 합리

적 가격 보상 체계와 함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될 것이다. 제품을 개발하고 시

장에 출시하는 의료기기 업계에 예측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해 나가는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

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세계적으로도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에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가치기

반의료’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전환

됨에 따라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반드

시 강조해야 하는 요소이다. 이런 중요

성을 정부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알

리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함께 동

반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라

면 제품으로 인한 임상적 개선, 임상적 

유용성, 기술 혁신, 개선 측면의 근거 

중심 자료 준비가 있어야만 합리적인 

보상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렵긴 하지만 감염관리, 

환자안전관리 측면과 비용 효과성 측

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

보하는 것이 별도보상과 합리적인 가

격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한다.

끝으로 협회에 바라는 점은? 

각 제품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과 노

력은 각 제품의 회사들의 몫이라 하더

라도, 다양 복잡한 치료재료의 특성상 

근거 창출의 어려움, 고위 수준의 근거 

마련의 어려움 등에 직면해 있는 것 또

한 현실이다. 따라서 치료재료의 특성

과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자료 수

준의 이해, 치료재료 특성의 이해가 정

부 당국은 물론 환자 및 국민에게도 널

리 이해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보다 

명확하고 결과 지향적인 알림 활동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번에 

52개의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산정 치

료재료 추진 로드맵’이 발표됐다. 그러

나 아직도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차원

에서 별도 보상이 필요한 치료재료들

이 있다. 협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

러한 치료재료가 합리적인 가격구조 

안에서 공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팀’ 간략한 

소개를?

정부가 2003년도부터 시작돼 2008 

~2012년에 걸쳐 도입된 제1차 상대가

치 개정연구에 우리 협회가 참여하면

서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산정개선 노력이 시작됐다. 제1차 상

대가치 개정에서 400여 품목들에 대한 

별도 보상이 논의되고, 그 일부가 반영

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별도산정불가로 처리되는 치료재

료들이 많아 2013년 협회 보험위원회

에서는 별도산정의 개선 문제를 다시 

심평원 및 복지부에 적극 문제제기를 

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의 협회 보험위

원회 산하 전략적으로 ‘별도산정기준개

선 프로젝트팀’이 구성됐다.

프로젝트팀 활동 위원 구성은?

올해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의 정

혜경 상무를 프로젝트 리더로 하여, 보

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서화석 부장 및 

코렌텍의 성정현 차장 이렇게 두 명의 

부리더 체계에서 한국쓰리엠의 하운경 

과장이 부리더로 보강됐다. 현재 총 25

개 업체 소속의 30명의 위원들이 협회 

이선교 전문위원, 최영미 보험정책팀

장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함께 활동하

고 있다.

금년도 주요 사업 목표와 성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별도산정불

가 치료재료의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

표를 대전제로 시작됐다. ‘별도산정불

가 치료재료의 개선’에는 치료재료 및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개념 정립, 분류

기준, 검토 절차, 보상체계 확립을 세

부 주제 및 목표로 진행해 왔다.

상대가치 1차 연구시에는 문제가 되

는 품목들을 검토해 이를 해소하는 것

에도 의의가 있었으나 이는 일회성 개

선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특히 계

속 발전되는 치료재료의 특성상 명확

한 개념과 기준 정립이 필요했고 이를 

기반한 치료재료의 별도보상이 계속 

논의, 검토되고 도입돼야 한다는데에 

방향을 잡고 개선 작업이 추진돼 왔다.

건강보험제도에서 ‘행위료 포함 치료

재료’라는 원칙 및 제도 체계를 바꾸는 

프로젝트이니만큼 단기간의 진행은 아

니었다.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드디어 

올해 11월 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별도 산

정 치료재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함으

로써, 공식적으로 결과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

리나라 보험체계 측면에서 매우 전향

적인 성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앞으

로 더 개선해야 할 치료재료들이 많다.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두드려 

온 문이 이제야 조금 열린 것이다.

11월 4일 복지부 발표에 의해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 중에서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 품목이 별도 보상받게 됐다. 그간의 

노력은?

본격적으로 별도산정불가 개선방향

에 대한 논의는 2014년 4월 심평원과 

협회 대표단이 TFT를 구성하면서 시

작됐다. 그 후 심평원의 설명회, 행위

료 포함 치료재료 현황 조사 등을 시작

으로 별도산정불가에 포함돼 있던 제

품들에 대한 수많은 회의와 논의의 과

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 별도산정개선 

프로젝트 전체 회의, 자료 제출 회사 

대상 전체 설명회, 빠른 의사결정을 위

한 실무핵심검토팀 구성 등을 통해 각

종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및 작성을 했

다. 이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부 및 심평원에 전달했

다. 그 결과로 지난 2016년 2월 심평원

은 정부, 의협, 소비자 단체, 학회, 산

업계(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

기기공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별

도산정 치료재료 자문위원회이 발족했

고 그간 발의됐던 내용을 검토해 복지

부 건정심에 상정하게 됐다.

여기에 회원사만이 아니라 모든 치

료재료 업체를 대상으로 협회는 행위

료 포함 치료재료 자료 조사를 진행하

고 자료를 취합해 심평원에 전달함으

로써, 별도산정개선을 촉구했다. 협회

는 선제적으로 감염관리관련, 안전관

리관련 우선 품목검토요약서를 마련해 

제출하는 등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속

에 다양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해 왔다.

 

이번 정부 발표 이후 협회 및 업계의 풀어

가야 할 숙제와 계획은? 

먼저 이번 발표를 통해 별도 보상하

기로 우선 선정된 품목들의 적정 보상 

가격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투명한 

가격 결정 방식을 적용해 합리적인 가

격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 결국 합리

적인 가격 결정이 최종적으로 환자 안

전과 더 나은 임상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개선

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3단계 추진 로드맵을 발표

하기 위해 그에 따른 소요 재정을 추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환자 안전 및 감

염예방에 효과적인 재료의 가치를 인

정하고, 적정 보상을 위해서는 추가 재

원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치료재료 별도보상, 계속 문 두드려온 결과”
업계, 의료기기 개발부터 보상 근거자료 마련해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양질의 의료기기 공급 및 국민 보건향상이라는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분야별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 산하에

는 분과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협회보는 각 위원회 산하 실무조직의 

활동과 올해 사업, 성과 등을 소개하고자 하며, 그 세 번째로 이번호에서는 ‘보험위원회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팀(리더 정혜경)’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14일 협회 교육장에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 산정 관련 설명회가 있었다.

정혜경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팀 리더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상무

<치료재료 별도산정불가제도 이슈 및 개선 활동>

일자 주요내용

2003년 제1차�상대가치�개정연구에서�행위료포함�치료재료에�대한�논의�및�연구�시작

2007년 제1차�상대가치운영기획단�회의결과�424�품목�별도보상분리�/�69개�품목�행위�포함

2012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여러�의견서�및�간담회를�통해�별도산정불가�제품의�문제점�
제기�및�전달

2013년
•심평원-관련기관-업계대표�간�‘치료재료전문가협의체회의’에서�논의�시작
•협회�전�회원사�대상�별도산정불가�개선이�필요한�치료재료�품목�취합�시작
•협회�보험정책위원회�산하�현�프로젝트팀�위원�구성

2014년�4월�15일
[심평원-협회]�치료재료�전문가협의체�회의
•별도산정�관련�개선방향�논의�및�향후�진행방안�논의,�심평원-업계�TF�제안

2014년�4월�30일
[심평원-프로젝트팀전체]�치료재료�제도개선�(치료재료�별도산정�기준개선)�TF�회의
•프로젝트팀�:�‘별도산정불가�관련�현황�및�검토’에�관한�발표
•별도산정불가�치료재료�개선�추진방법,�추진�일정�논의

2014년�6월�9일
[심평원] 별도산정�관련�업체�대상�행위료�포함�치료재료�조사�설명회�개최
•치료재료�관리제도,�조사표�작성요령,�상대가치�근거자료�검색�방법�등�교육

2014년�6월부터
[심평원] 행위료�포함�치료재료�현황조사–의료계(병협,�의협,�치협,�한의협)�및�산업계�대상�
[협회]�전회원사�및�의료기기업계�대상�행위료포함�치료재료�조사�실시

2014년�7월�31일

[협회] 자료�제출업체�대상�행위료포함�치료재료�조사�관련�설명회�개최(42개사�총�47
명�참석)
•�행위료포함�치료재료�조사의�배경�및�취지�설명�및�심평원�별도산정�기준�개선�워킹
그룹�주요�논의사항�공유
•업계�대응전략�논의:�분류기준(안)�의견�수렴�및�제출�자료�추가보완

2014년�8월�27일
[심평원-협회 프로젝트팀]�별도산정�기준(안)�마련을�위한�심층�워크숍�개최
•분류(안)에�대한�종합적�토의�및�심층�검토,�별도산정�기준(안)에�대한�토의

2014년~2015년

[심평원-업계TF대표]�별도산정�기준개선�TF/WG/협의체�회의�(‘2014�7차례,�‘2015�5차례)
•행위료�포함�치료재료�현황�조사�및�관련�설명회,�자료�취합�및�검토보고
•�별도산정�가이드라인�등�치료재료�관리체계�개선방향성에�대한�논의(별도산정의�기
준,�검토절차,�사후관리방식�등)

2015년�7월�6일
[협회] 치료재료�별도산정기준개선�현재까지의�진행�경과�및�향후�일정�설명회�개최�
(54개사�62명�참석)

2015년�8월�6일
[심평원]�치료재료�별도산정�기준개선�전문가�자문회의
•의협,�병협,�소비자단체,�가입자단체,�산업계�대표�참석
•별도산정�치료재료가이드라인(안)�마련

2015년�8월~12월
[협회] 별도산정�개선촉진을�촉구하며,�우선순위�의견�취합하여�제출:31개�업체�총71개�품목
•우선�순위�품목�및�근거자료�예시(12품목)�및�기준의견�제안�(2015.�12)

2016년�2월부터
[심평원]�별도산정�치료재료�자문위원회�구성
•정부,�의협,�소비자단체,�학회,�산업계�등으로�구성.�2016년�4월�1차�회의�개시

2016년�5월�10일

[복지부]�제5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감염�관리�효과가�우수한�치료재료(일회용�등)에�대한�별도�보상(수가�신설)�강화�예정
•감염�예방�효과가�있는�치료재료에�대해서는�별도보상�강화
•�우선순위�및�보상원칙�:�안전성�확인된�경우,�인체직접접촉재료,�대체재료�없는�경
우,�행위수가�대비�치료재료비용�고가인�경우�등

2016년�6월
[협회]�별도산정�개선재�촉구를�위해�감염관리�관련,�안전관리관련�우선�품목검토�요약서�
마련하여�제출:22개�업체�총�37개�품목

2016년�7월~8월
[심평원]�감염예방에�효과가�있거나�환자안전을�향상시키는�치료재료�추천�요청
•의협,�병협,�간협,�학회,�협회,�협동조합�등
•협회�제출:33개�업체�총�68개�품목

2016년�9월~11월 [심평원]�별도산정�치료재료�자문위원회�품목�검토�및�선정

2016년�11월�4일 [복지부]�제17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및�복지부보도자료

2016년�11월부터�
치료재료�결정(조정)신청을�위해�별도산정�치료재료�추진�로드맵에�따른�복지부/심평
원의�공고�예정

<복지부 별도 산정 치료재료 추진 로드맵>

감염 예방 (20품목) 환자 안전 (32품목)

1순위

일회용�수술포�등�감염�예방효과가�입증되어�
사용을�권장(6품목) 지혈제�등�수술시�출혈량�감소�등�인체�위해를�

감소시키는�효과(10품목)
(소요�재정)�836~884억원

2순위

안전바늘주사기�등�의료인보호하여�감염�전파
를�예방(6품목) EDI�카테터�등�신생아와�같은�면역취약�계층을�

위해�필요(4품목)
(소요�재정)�194~294억원

3순위
뼈�생검침�등�감염�예방을�위해�재사용보다�
일회용�사용�요구가�높음(8품목)

ETCO2�측정�필터라인�등�환자감시에�효과적
(6품목)

4순위
MVR�blade�등�재사용시�내구성�등�기능�저하
로�환자�안전을�위협(5품목)

5순위
비디오연성�삽관용�후두경�등�시술�시간�단축�
등�기능�개선(7품목)

※� �1단계(16~17.하)�� �2단계(17.상~18.상)�� �3단계�(18.상�이후)

※�감염�예방�1~2순위를�우선�추진하면서�총�3단계에�걸쳐�추진(1단계�:�약�1,030~1,178억원)

※�출처�:�보건복지부�보도자료(2016.11.04일자)

<복지부 별도산정 치료재료 추진 로드맵 단계별 급여 전환품목 현황>

구분 품목 내용

[1단계]
감염예방 12품목

(2016~2017년 하반기)

-  일회용�수술포,�일회용�멸균가운,�일회용�체온유지기,�일회용�제모용�클리
퍼,�N95�마스크

-  안전바늘주사기,�안전나비바늘세트,�needless�connector,�saline�prefilled�
syringer,�방호후드,�페이스�쉴드

[2단계]
감염예방+환자안전 28품목
(2017년~2018년 상반기)

-  ERCP카테터,�soehendra�biliary�dilaton�카테터,�PTCD�카테터,�골�생검�
천자침,�양수천자침�일회용�질경,�튜브카테터,�자궁내막�채취용�도구

-  일회용�두피클립,�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CUSA,�일회용�patient�return�
pad�+�1회용�전기�수술용�전극

-  EDI카테터,�일회용�자동랜싯,�기관내�튜브교체�카테터,�BD�nexiva�diffusics
-  일회용�ETCO2�측정�필터라인,�일회용�adviser�IAP�kit,�일회용�compass�
LP(척수압력계),�근막내압력계조사기,�심폐용라인내�혈액가스모니터(H/S�
cuvette�센서,�shunt�센서)

[3단계]
환자안전 12품목

(2018년 상반기 이후)

-  MVR� blade/MVR� knife,� illumination� probe,� back� flush� soft� tip,�
grieshaber�advanced�DSP

-  비디오연성�삽관용�후두경�등�7품목

※�출처�:�메디칼업저버�고신정�기자(2016.11.7일자�기사)

보험위원회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팀 단체사진

협회 이선교 전문위원은 어려운 대정부 제도개선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10  2016년 12월 144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6년 12월 144호
종합뉴스 종합뉴스

“KMDIA-식약처,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KMDIA와 회원사는 11월 5일 충북 청주시 광성·용문 등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소변검사-KMDIA

식약처 심혈관기기과 체온계 안전교육

체지방검사-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문진/진찰-소아과의사, 충북대학교병원

청력검사-지엔리사운드코리아시력검사-한국존슨앤존슨비전케어 등

키·몸무게-식약처, 칼스톨츠엔도스코피코리아채혈검사-KMDIA 

초음파검사-대한영상의학의료봉사회

식약처 구강소화기기과 콘택트렌즈 안전교육검진아동 기념 촬영

KMDIA-식약처, 어린이 이동건강검진 청주봉사활동 펼쳐

지엔리사운드코리아 등 9개 회원사 검진 및 자원봉사자 참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문기)는 충북 청주시

에서 ‘어린이 이동건강검진활동’ 및 ‘찾아가는 의료기기 안전사용 교육’을 함께 펼쳤다.

협회는 지난달 5일 충북 청주시 광성·용문 등 4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0명을 대상

으로 7가지 무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멘스헬스케어(건강검진버스 및 초음파 검사), 지엔리사운드코리아(청력 

검사),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케어(시력 검사 및 의료기기안전교육), 동방의료기(시력검

사기), 한국알콘 및 BD코리아(의료기기안전교육), 메드트로닉코리아·칼스톨츠엔도스코

피코리아·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자원봉사자) 등 9개 회원사에서 참여했다. 또한 협

회 사회공헌활동에 뜻을 같이하는 대한영상의학의료봉사회 및 충북대학교병원·단국대

학교병원 영상진단·소아과 의사,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온프렌즈 관계자들이 봉

사활동에 참여했다.

식약처 구강소화기기과 및 심혈관기기과는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체온계·콘택트렌즈에 대해 바른 사용 방법을 설명한 후 체온계 측정 실습, 콘택트렌즈 

사용 방법 동영상 상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는 업무 등을 소개했다.

회원사와 함께한‘독일 MEDICA 2016’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전시

회인 제48회 메디카(MEDICA) 전시

회가 지난달 14일~17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렸다.

메디카 전시회는 1969년 독일 뒤

셀도르프에서 작은 지역전시회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매년 14~15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메디카 전시회는 1 1만 

5,000㎡ 면적의 공간에서 전체 19

홀의 전시관이 꾸며졌으며 70여 국

가에서 모인 6천여 기업이 제품과 

기술을 공개했다. 1홀부터 19홀 전

시관이 있으며 의료기기/의료기술, 

실험실 장비, 진단, 물리치료/정형

외과기술, 공급품 및 소모품, 정보 

및 통신기술, 의료 서비스 및 간행

물 총 7가지로 분류돼 전시된다. 

또한 전시회 한쪽에서는 국제 의

료기기 부품 전시회인 컴파메드

(COMPAMED)와 파트너를 맺어 참

관객들이 의료부품산업 공급업체

의 모든 서비스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메디카 전시회에는 국내 기

업 230여 개사(개별부스 140개 기

업, 한국관 80개 기업)가 참가해 한

국 의료기기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특히 국내 의료기기 제조를 선도

하는 우영메디칼, 에이스메디칼 등

은 1990년대 중반부터 메디카전시

회에 참가해 해외 시장 확대를 통

한 기업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밖

에도 케이엠헬스케어, 씨유메디칼, 

인성메디칼, 한랩, 엠큐브테크놀로

지, 삼성메디슨 등 65개 협회 회원

사가 메디카 전시회에서 자사만의 

특색있는 부스를 마련하고 각국 바

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해 성과를 

거뒀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홍

순욱 상근부회장은 메디카 전시회

에 참여한 주요 협회 회원사 부스

를 방문해 격려하고 전시회 참가 

및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등과 관련

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독일 메디카 전시회, 협회 회원사 65개 기업 참가

국내 기업 230여 개사 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 활발

메디카 전시회 한국관 한랩

메디카 전시회 입구 메덱셀, 세이퍼위드

엠큐브테크놀로지 에이스메디칼

바이오니어 아이센스

인퓨닉스테크놀로지 알로텍

KM헬스케어

우영메디칼 씨유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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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장 동향

대만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외환 보

유국가이다. 첨단기술을 기반의 산업

경제와 고급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아

시아 태평양(APAC) 지역에서는 6번

째로 큰 시장이다. 대만의 의료기기 산

업은 ‘신흥 6대 산업’ 중 하나로 정부

의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전 세계

에서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부터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 세

금 우대혜택을 실시해 외국기업이 대

만 내 의료기기 R&D 분야에 투자할 경

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사업소득세로 

감면, 제작 이력이 없는 산업기기 및 

기계의 수입관세는 면제해 주고 있다.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부의 노력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

가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의료시스템 개

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되면서 최근 5년간 4.5%의 꾸준한 성

장률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 시장 전망

대 만  공 업 기 술 연 구 원 ( I T R I ,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of Taiwan)의 산업경

제지식연구소(IEK, Industrial 

Economics  and Knowledge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2016년

을 기준으로 대만 노인 수는 311만 명

에 육박할 것이며, 전체 인구수에서 노

인이 아동·어린이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이미 65세 이

상의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섰으

며, 노화질병과 만성질병 위주의 의료

서비스 수요와 실버세대 관련용품 수

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생명건강과 관련된 실버산업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대만의 의료기기 시장은 미국 달러

(USD)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6.6%로 안

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

요 제조 품목으로는 휠체어, 환자보조

기기 및 수술기구 등이 있으며 향후 진

단영상기기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된다.

대만은 비교적 의료보험이 잘 발달

해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용 의료장

비 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제조허가 절

차가 복잡해 수입 의료기기에 대부분 

60% 이상 의존하고 있다. 단, 소비성 

의료기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

용의료기기나 성형관련 분야는 경쟁적

으로 도입해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제조기업 80% 이상의 대다수가 글

로벌 대기업에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

으며, 주요 부품을 제외한 부속품은 특

정 공급망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큰 공급

을 받고 있으며, 일본, 중국 기업들의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

업들이 대만 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는 

대만시장을 발판으로 삼아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중화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 수출·수입 현황

수입 국가로는 미국이 전체 수입의  

3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일본(12.7%), 독일(11.2%), 중

국(7.6%), 아일랜드(4.8%), 스위스

(4.6%), 프랑스(2.7%) 순이며, 뒤를 

이어 한국이 2.4%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대만에 수출하는 의료기기

는 146개 품목은 치과용임플란트가 

17.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대만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는 

105개 품목으로 그 중 의료용스쿠터가 

2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치과용 제품이 꾸준한 상위 수출

품목이며 최근 콘택트렌즈도 유망 품

목으로 상승하고 있다.

의료기기 규제 기관

대만의 의료 기기 규제 시스템은 아

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규제 중 하나

로 간주된다. 대만 의료기기 규제기

관으로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TFDA;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대만위생서(DOH, 

Department of Health)가 있다.

TFDA에서는 의료기기와 관련

한  품 질 시 스 템 ,  G C P 감 시 ( G C P 

Inspections), 수입제품의 등록 및 임

상시험 수행 등의 규제 수행과 기준제

정 등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업

무로 시판전 펑가 및 등록 관리, 제조

업자에 대한 GMP 및 수입업자에 대한 

QSD 전반에 대한 관리, 시판 후 감독

관리, 기술문서 검토 및 행정 처리, 허

가증 발급을 수행한다. 

대만의 의료기기 관련 법률은 약사

법에 의해 규제되며, 시판 전 승인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범주로 분류된

다.  기타 목

록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DOH 산하의 제

약사무국(BOPA, 

B u r e a u  o f 

Pharmaceutical 

Affairs)에 사안별 

결정 신청을 통해 

라이선스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규제 시스템

의료기기 인증 등록을 위해서는 

2004년부터 필수 의무사항으로 절차

에 따라 GMP 인증도 취득해야 한다. 

대만 내 공장을 설립해 제조한 의료기

기의 경우 심사를 신청해 현장 품질시

스템 심사를 받게 되고, 국외 제조 의

료기기의 경우 품질시스템문서(QSD, 

Quality System Documentation)를 

신청해 현장심사를 품질문서로 대신해 

취득할 수 있다.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반드시 ‘판매

업 라이선스’를 가진 현지 대리상을 통

해서만 심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비

용은 2만 신타이완달러이며, 해외 공

장 심사는 50만 신타이완달러이다. 서

류 재검토 시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은 

없다. 해외공장의 현장 심사는 매우 드

물며, 간혹 계속적으로 제품상 문제가 

발생해 공장제조시스템에 대한 실사가 

필요할 경우에 실시한다. 해외공장 심

사비용은 신청비용이 50만 신타이완

달러이며, 그 외 심사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조업체가 자체 부담해야 한

다. 이미 취득한 ISO증서에 대한 문건

심사이므로 비교적 심사기간이 짧고 

서류보충 요구도 적다. 

TFDA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허가증 발급과 QSD(GMP)의 신청을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 - 대만

실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타이완’

의료기기
등록규정

의료기기
등록규정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적기간은 14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

해져 있으나, 보통 80~90일이 걸린다. 

또한, 제출 문건이 불완전하거나 자료

내용이 상관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

우 2개월의 서류 보충기간을 주며 다시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보충서류

를 준비해 송부한 후 약 1개월 안에 통

과 여부를 통지해 주지만, 연장한 기간 

안에도 보충해야 할 서류가 충분히 갖

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최초 신청

해야 한다. 

허가 인증 유효기간인 3년이 도래되

면 제조생산자는 후속 공장심사를 신

청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를 다운받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송부

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규정 위반자

는 위반 항목에 따라 6개월에서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1,000만 신타

이완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며 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다.  

대만 의료기기 등급 및 분류

대만에서 의료기기는 진료, 치료, 병

세의 경감 또는 예방을 위해 신체구조

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 기계, 

도구 및 그 부속 부품 등으로 정의하며, 

기본적으로 미국 FDA의 등급분류를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한다.

의료기기 분류는 해당 제품의 기능, 

용도, 사용 및 작동 원리에 따라 17개

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1. 임상 화학 및 임상 독성 기기

2. 혈액 및 병리 기기

3. 면역 및 미생물 기기

4. 마취기기

5. 심장혈관 기기

6. 치과기기

7. 이비인후과 기기

8. 위장-비뇨기과 기기

9. 일반외과 및 성형외과 기기

10. 종합 병원 및 담당자 사용기기

11. 신경과 기기 

12. 산과 및 부인과 기기

13. 안과 기기

14. 정형외과 기기

15. 물리 요법 기기

16. 방사선 기기

17.  기타 중앙위생주관기관의 인증을 

거친 것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분류가 모호

할 경우 TFDA 사이트에서 허가증검색

을 통해 비슷한 제품을 검색한 후 분류

하거나, TFDA에 의료기기 분류 서비스

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발생 비

용은 1,500 신타이완달러 이다.

의료기기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등급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 신청 전 반드시 

등급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야한다. 비용은 모든 등급에 구분 없이 

심사 신청비는 10,000 신타이완달러, 

증서비는 1,500 신타이완달러로 동일

하다. 등급에 따라 준비된 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외 제조 의료기기의 GMP 신청절

차는 △한국에서 ISO 취득, 의료기기 

판매 라이선스를 가진 현지 대리상을 

통해 △QSD를 준비하고 △TFDA에서 

지정한 기관에 제출 및 심사 △최종 인

증 발급의 순으로 진행된다. 

QSD 서류는 반드시 중문(번체자) 또

는 영문으로 제공해야 하며, 신청서 2

부, 제조공장 시스템문서(공장배치

도, 각 상품 제조 작업 구역배치도, 주

요설비, 상품제조공정, 품질안내가이

드, 문서총람표), ISO증서 복사본 1부

(제조지가 미국인 경우, FDA를 제시

해 CFG;해외정부 인증서를 대신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반드시 제조업자(계)

가 미국의 의료기구 우수제조법규 「현

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부합함

을 증명·기재해야 함), 품질시스템프

로그램서(대만지역에서 상해사고 시 

통보프로그램, 시장 출시 후 상품 회수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 국내 허가

등록서 원본(후속 문서 검사에 사용)을 

구비해야한다. QSD의 경우 여러 품목

을 동시에 한 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

며 서류 내의 「수입 의료기구 계획」 부

분을 신청 품목 수만큼 작성해서 첨부

하면 된다. CE 나 FDA 인증을 받은 경

우에는 간소화된 서류검토와 절차로 

진행된다. 

 정리·협회 산업정책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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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급>

등급 주요 품목

Class I
(위험도 낮음)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며 인체 훼손 방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질병과 부상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가지지 않은 기기 
예) 면봉, 기저귀, 일회용밴드, 기계식 휠체어, 일반 의료용 마스크(외과수술용 제외), 기계식 
보행보조기 등

Class II
(위험도 중간)

생명 유지나 연장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기기
예) 렌즈, 혈당기, 혈압계, 체온계, 생리대, 콘돔, 저주파치료기 등

Class III
(위험도 높음)

생명을 유지·연장하는 기기 혹은 인체 훼손 방지에 상당히 중요한 기기이거나 질병 혹은 
부상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기기
예) 실리카겔 가슴삽입물, 관상동맥 혈관 스텐드, 인공 심장 박동기 등

<의료기기 등록 구비서류>

등급 주요 품목

Class I
(위험도 낮음)

신청서, 판매업 라이선스 복사본, 위탁제조의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가 서명한 위탁제조 협의
서(수권체결서), QSD 등록문서

Class II
(위험도 중간)

의료기기 등급 판정서, 원제조지 시판 승인서 원본, 의료기기 제조 수입 시판 승인 신청서(원
본, 복사본 각 1부), 관련 기술 문서 및 검사 보고서, IVD 제품의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 검
사등기 숙지사항을 참고

Class III
(위험도 높음)

<2015년 한국(對 대만)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천�달러,�%)�

순위 한글품명 수출금액 비중 한글품명 수입금액 비중

1 치과용임플란트 5,984 17.31 의료용스쿠터 4,904 22.3

2 초음파수술기 5,325 15.4 체온계 2,421 11.0

3 레이저수술기 3,245 9.4 흡인용튜브·카테터 1,592 7.3

4
의료용영상처리용장치·

소프트웨어
1,799 5.2 내시경용기구 1,575 7.2

5 조직수복용생체재료 1,733 5.0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1,541 7.0

한국(대 인도) 수출 합계 34,576 100 한국(대 인도) 수입 합계 21,952 100

전체 수출 2,710,715 - 전체 수입 2,944,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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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urrency

2.9 2.7

<대만 의료기기 시장 전망, 2015-2020>

  (단위:CAGR %)

<TFDA의 의료기기 관리>

KOTRA, 일본 의료·헬스케어 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

일본 헬스케어 시장규모 2030년 392조원로 급증 전망

KOTRA(사장·김재홍)가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

한 해법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의 의료·헬스케어 산업: 한일 

경협방안 및 대일 진출전략’ 보고서

를 발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수출경쟁력 강화 기획 연구

의 일환으로, ICT와의 활발하게 융

합하고 있는 일본 의료·헬스케어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의 헬스케어 산업은 의약

품, 의료기기, 간병서비스 등이 핵심

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다 광범위한 

산업분야를 포함한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일본은 ICT

와 융합된 의료·헬스케어 산업을 전

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차원

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의

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

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ICT가 융합된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나 병의 감

지·관리·예측하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이미 상용화됐고, 맞춤형 의

료서비스와 재택의료·원격의료 서

비스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즉,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CT 기

술 융합이 일본 의료·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고 새

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향후 

ICT와 융합된 일본 헬스케어 시장규

모는 ’13년 169조 원(16조 엔)에서 

’30년 392조 원(37조 엔)으로 급증

할 전망이다. 의약품·의료기기만 놓

고 봐도 일본은 2014년 기준 세계에

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이 새로운 첨

단 의료기술 제품 및 서비스로 더욱 

커질 일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

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업그레

이드 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의료·헬스케어 분야 일

본의 정책변화와 대일수출 경쟁력을 

분석해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유망분야와 진출방안을 제시했다. 의

료기기·헬스케어 분야에서는 ICT 

기술이 융합된 생체현상계측·진단

기, 의학영상정보시스템과 높은 경쟁

력을 확보한 임플란트 제품이 대일진

출 유망분야로 제시됐다. 일본시장 

진출에 성공한 우리 기업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확연히 앞선 기

술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진출 전략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일본 의료시장의 특수성(기존 레퍼런

스에 민감, 의료기관 직접 타겟팅, 철

저한 AS 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이

해가 진출 이후 매출확대의 결정요인

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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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6.11.30)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95 197 159 374 730 163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31 16 -1* 14 29 2 0

■ [식약처] 다기관 협력을 통한 허가도우미 전문협의체 제7차 회의 참석(11.02)
○  주요내용

 - 2016년도 다기관 협력을 통한 허가도우미 각 기관별 운영 결과 발표

 - 2017년도 다기관 협력을 통한 허가도우미 운영방안 등 논의

■ [식약처] 페루, 아르헨티나 성과사업 및 애로사항 전달(11.03)
○  주요내용 : 식약처 페루, 아르헨티나 순방 계획 관련, 의료기기분야 회원사 성과사업 및 수출 

애로사항 전달

■  [보건산업인력개발원] 2017년도 CHAMP 교육사업 계획 현장 심사 참석(11.03)
○  주요내용 : 기관별 교육과정(14개 과정) 및 예산 심사

■  [KMDIA] 글로벌기업과 제조업체를 위한 상생워크숍 참석(11.03)
○  주요내용

 - 식약처 의료관련 정책 및 동향 설명

 - 글로벌 기업(지멘스, 비브라운 등)과 납품기준 등 연계방안 공유

 - 글로벌 기업과의 상담 및 설명회

■  [산업자원통상부] 의료기기 FTA 활용 기업 간담회 참석(11.10)
○  주요내용

 - FTA 활용 수출 현황 및 피해 경험 및 사례 공유

 - FTA 활용 절차상 애로사항 및 정부 건의사항 공유

■  [동국대]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한 핵심인재 역량강화 ‘디딤돌’ 교육 간담회(11.18)
○  주요내용

 - 디딤돌 교육 결과 소개 및 교육 추진 애로사항 해결방안 토의

 - 2017년도 디딤돌 교육 프로그램 제안 및 디딤돌 교육 위상 제고 방안 토의

■  [교육위원회] 2017년도 협회 교육사업 업무 회의(11.29)
○  주요내용

 - 2016년도 교육사업 결과보고

 - 2017년도 교육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검토 등

■  [KMDIA] 제21차 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HWP) 연례총회(필리핀 세부) 참
석(11.21)

○  참석자 : 황휘 협회장, 나흥복 전무

○  주요내용 

 - 제21차 연례총회 및 20차 자문위원회 프로그램 및 한국규제 세션 참석 

 - 의료기기 규제 및 산업현황, 허가 임상시험 및 GMP 제도 등

■  [RSNA]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RSNA) 한국관 전시 지원(11.25)
○  참석자 : 황휘 협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한지윤 팀장, 류한솔 팀원

○  주요내용 : 한국관 운영 및 참가업체(10개사)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법규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장·간사 전체 회의(11.03)

○  주요내용

  - 각 분과별 Key issue 업데이트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표준코드,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 등)

  - 중소기업 옴부즈만 융복합 헬스케어분야 규제발굴 간담회 안건 개발

  - 의료기기 임상의무화 품목 지정제 추진 대응방안

  - 법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등

■  [동국대] 「1등급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안) 개발 연구사업」 2차 설명회(11.04)
○  주요내용 : 3개년 연구사업 종료 후 기준규격 고시화 예정

■  [식약처]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관련 업계 간담회(11.11)
○  주요내용 

  -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기준규격에 국제규격 개정사항 반영 (ISO 15197:2003 → 2013) 

  - ‘12년 기준규격 신설, ’14년 9월 적용유예 부칙 삭제

■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산업표준의 효율적 통합방안 마련
을 위한 간담회(11.15)

■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11.21)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검토 등

  - 실무협의체 구성원 및 추진일정 소개

  - 단계별 제도 도입방안 등 검토(4등급 및 일회용 제품 우선 시행)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범위·방법·절차 검토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심사부 업무 투명성 향상 간담회 준비 회의(11.22)
○  주요내용 :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 업무 투명성 향상 간담회 발제 안건 논의

■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간담회(11.24)
○  주요내용 

  - 식약처 체외진단기기과 2016년 주요성과 및 2017년 업무계획 공유

     • 2등급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출자료의 합리적 개선

     • 자가 검사용 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 등

■  [중기청옴부즈만] 융·복합 헬스케어분야 규제발굴 간담회(11.29)
○  주요내용 : 융·복합 헬스케어 및 3D 프린팅 의료기기 분야 규제사항 논의

  -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수가 관련 애로사항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 개선 이후에도 기존의 심의기준이 적용

되는 문제 건의

■  [식약처]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 3차 회의(11.29)
○  주요내용 : ‘IEC 시험성적서 제출 시 CB Certificate 제출 제외’ 및 ‘국내 시험기관에서 해외

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정’ 관련 논의

■  [보험위원회]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실무검토팀) 회의 개최(11.01)
○  주요내용 : 감염·환자 안전 관련 별도산정 복지부 발표 대비한 향후 업계 대응 방안 논의

■  [심평원] 제11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참석(11.01)
○  참석자 : 이선교 전문위원

○  주요내용 : 결정(조정)신청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심의(안) 등

■  [KMDIA] 치료재료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복지부 방문(11.07)
○  주요내용 

 - 행위료포함 치료재료의 별도산정 전환에 대한 복지부 계획(안) 청취 

 - 상한금액산정기준개선(가치평가, 적정배수, 환율적용) 논의

[협회, 찾아가는 회원서비스 추진]

Blue Sky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Blue Sky’이라는 협회보 섹션을 통해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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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위원회]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실무검토팀) 회의 개최(11.08)
○  주요내용

 - 제17차 건정심 발표 및 복지부 방문 주요내용 공유

 -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 향후 계획 논의

      • 별도산정 기준개선 프로젝트 전체 회의 및 별도산정 전환 품목 보유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 복지부의 ‘감염 및 환자안전 관련 치료재료의 별도보상 전환’ 관련 협회 건의서 제출 예정

■  [보험위원회] 포괄수가개선프로젝트 회의 개최(11.08)
○  주요내용 : 포괄수가제 관련 회원사 의견수렴을 위한 리서치업체 활용여부 및 포괄수가제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17 상반기 예정) 논의 등

■  [보험위원회]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 회의(11.14)
○  주요내용 

  -  제17차 건정심 의결 내용 포함 별도산정 개선 관련 진행사항 및 복지부(심평원) 향후 추진 

계획(안)에 대한 내용 공유

  -  치료재료 별도산정 여부의 기준, 원칙 등 수립에 대한 개선방안, 감염예방 효과가 있거나 

환자안전 향상 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보상 전환 요청 등 업계 후속 조치 

전략 논의

■  [보험위원회]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별도산정에 관한 설명회(11.14)
○  주요내용  

  -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 소개 및 그간의 진행사항 공유

  -  제17차 건정심 의결내용을 포함한 별도산정 개선 관련 발표내용 및 복지부(심평원) 향후 

추진 계획(안)에 대한 안내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16 AMCHAM 보건의료혁신 세미나(11.18)
 ○ 주요내용 

  -  원격환자관리 시스템이 환자의 생명연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 및 해외

사례 소개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한 국내도입 방안 논의

     • 복지부는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모든 환자의 보편적 효과 여부, 의료계와 환자의 수용에 

대한 합의 논의 및 신의료기술평가, 원격의료 등 연관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예정

  -  환자 안전·감염 예방 기술의 역할과 감염예방에 대한 투자를 통한 환자의 비용절약 및 환자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 등 업계의 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 논의

     • 심평원은 환자 안전·감염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행위료포함 치료

재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려 예정

■  [산자부·복지부] 2016 재활로봇 심포지움 참석(11.30)

   ▶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의료기기 유통정보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위원 추천(11.07)

■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안) 검토의견서 제출(11.16)
○  주요내용 : 동국대학교 의료융합기술실용화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60개 품목의 1등급 의료

기기의 기준규격(안)과 관련 합리적인 기준규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 회원사의 의견

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아 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리플렛(안)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11.18)

○  주요대상 : 모유착유기, 창상피복재 

■  체외진단용의료기기 가이드라인(4종) 관련 산·학·관 전문가 추천(11.23)
○  주요내용 

  - 다중유전자증폭법을 이용한 체외진단 제품의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 자가 검사용 체외진단 제품의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 선청성기형아 검사용 체외진단 제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노로바이러스 진단 제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업무
(기준 : 2016.11.04)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73 3 - 58 134 485 7,373 7,992

 - 총 20,141개 품목(체외진단 1,805개 품목, 총 품목수 대비 8.9%)

■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처리지침 제작(11.25)
○  주요내용 : 관련 법령, 수입 허가 절차, 표준통관예정보고 작성 및 처리절차(시험용의료기기, 

수입요건강화사항,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요건면제 확인 등

■  2016년 하반기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교육 실시(11.22)
○ 교육인원 : 82명(제조 1명, 수입 60명, 제조·수입 11명, 기타 10명)

○  주요내용 : 수·출입 통관절차, 표준통관예정보고 처리절차 및 작성법 등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6.11.30)

구분 처리 2016년

제42차~제46차

승인 115

417 3,501조건부승인 300

미승인 2

심의면제
적합 135

25 3,450
부적합 120

심의변경
적합 63

93 1,347
부적합 30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310

388 2,744
불이행 78

※ 2016년 : 2016.01.01~2016.11.30 기간 중 전체 처리 건수

■  광고사전심의 업무처리지침 제작 완료(11.25)
○  주요내용 : 심의 제도 안내 및 심의 기준, 심의 전 과정(접수, 심의결과, 조건부 이행보고, 심

의 변경 및 면제)에 대한 절차, 품목별 심의 사례 등

■  [간납업체개선TFT] 간납업체 제도 개선 관련 자료 제출(11.02)
■  제11차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개최(11.11)

■  [윤리위원회] 11월 실무회의(11.21)
○  주요내용

 -  견본품 제공에 대한 기준 :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사용법 교육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해당 의

료기기를 보건의료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기산한다

는 내용을 복지부에 다시 요청하여 규약개정(안)에 수용 될 수 있도록 요청

■  [간납업체개선TFT] 11월 실무회의(11.21)
○  주요내용 : 복지부 간납업체 제도 개선 2차 회의 참석자 등 논의 

   ▶  산업정책연구부 - 미래전략연구팀, 정보분석팀

■  「2016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 제작 완료 및 배포(11.07)
○  임원사 및 유관기관, 회원사 대상 연감 발송

■  [식약처] 신개념의료기기 개발 전망 분석 연구 최종 진도보고 발표(11.02)
■  [식약처] 국내의료기기 산업경쟁력강화 기반 마련 연구 최종 진도보고 발표(11.07)

■  [미래부] 2016 바이오미래포럼 참가 및 전시부스 운영(11.07)
○  주요내용

   - 4개 지원기관 연구 성과 홍보

   - 6개 연구기관 의료기기 전시 및 홍보

■  [산업발전위원회] 의료기기 글로벌 기업 협력 방안 논의(11.08)
○  주요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년도 사업계획 공유

  - 글로벌 기업과 협업에 관한 방안 논의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 사업」광주지역 업체 대상 제1차 찾아
가는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11.10)

■  [미래부] 광주전남권 미니클러스터와의 협력 방안 논의 미팅(11.10)
○  주요내용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 소개

  - 미래부 지원사업 및 광주·전남 미니클러스터와의 협력방안 논의 

■  [미래부] 독일 MEDICA 전시회 참석(11.13)
○  주요내용

  - 홍보관을 통한 설문 운영 및 홍보

  - 의료기기조합부스를 활용하여 제품별 바이어 매칭을 위한 리스트 입수

  - 최신 의료기기 동향 파악 및 연구기관 경쟁업체 모니터링

   ▶  대변인

■  KMDIA-회원사(식약처) 제4차 어린이 이동건강검진활동 실시(11.05)
○  주요내용 

  - 대상 : 광성, 용암 등 4개 지역아동센터 60명

  - 참여 : 칼스톨츠엔도스코피코리아 등 9개 회원사

  -  기타 : 식약평가원 구강 및 심혈관기기과 ‘찾아가는 의료기기안전교육’ 진행(콘택트렌즈, 

체온계)

■  독일 뒤셀도르프 2016 메디카(MEDICA) 전시회 참관(11.13)
○  주요내용 : 협회 회원사 부스/한국관·국내 지자체·유관기관 부스 참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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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주요 여정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을 보이며 ‘돌

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 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이라는 

시구(詩句)처럼 11월도 저물고 있다. 

그 서운함 속에서도 이 11월을 영혼

이 따라올 수 있게 쉬는 달이라고 여

기던 인디언의 지혜를 떠올린다. 하

기에 바쁘게 채워왔던 〈표 1〉의 일정 

속에서도 모두의 영혼이 육체와 보

조를 맞출 수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

는 소통의 여유를 소망한다. 그런 소

망을 담은 첫 번째 일정으로 11월 10

일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적

용 제품의 안전관리 기본방안 논의를 

의한 8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검토해온 가이드라인의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품

의 분류, 의료기기의 분류기준, 품목

분류와 참조데이터의 관리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할 때 근거 문헌만을 제

시하는 의료정보검색용 제품은 단순 

보조도구로서 의료기기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다시금 확인했다. 

또한 의료영상 이외의 생체정보를 이

용한 의료기기에 대해 품목분류의 세

분화와 정의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돼 

협의체 위원들의 추가적인 의견 제시

를 요청했다. 또한 참조 데이터와 관

리 가능성을 논의하는 참조 데이터의 

관리 부분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

하게 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돼 내부검

토 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11월 25일에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21회 AHWP 연례 총회에 의

료기기아시아규제조화회의(AHWP) 

의장국으로서 참석해 규제조화를 위

한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이드라

인의 승인과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

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싱가포르, 대

만, 태국 등 의료기기분야 규제 당국

자, 산업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

자포럼(IMDRF),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대표

단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

뤘다. 특히 지난 2월 식약처가 제안

한 ‘경미한 변경보고에 관한 가이드

라인(Guidance for Minor Change 

Reporting)’이 26개 회원국 간 공

통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승

인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바레인, 오

만 등 신규 회원국의 가입과 국제공

통 가이드라인에 대한 승인뿐만 아

니라 IMDRF, APEC 등 국제기구와

의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

넓은 교류를 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

다. 또한 총회에 앞선 일정으로 규제

역량 강화를 위한 AHWP 회원국 규

제 당국자들 간 워크숍(21~22일)과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규제제도를 소

개하는 ‘한국의료기기규제 특별세션’

(23일)에 이어 기술위원회의 활동현

황 등을 발표하는 AHWP 기술위원

회 회의(24일)도 진행했다. 특히, 한

국 규제 특별 세션을 통해 의료기기

의 허가·심사 체계, 부작용 보고·

관리 방법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

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각국의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아 의료기기 규제분

야의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

한 허가심사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

련해왔는데, 11월 28일에는 지난 10

월에 제정한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품목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민원설명

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의료

기기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

인 업무추진사항과 더불어 치과용임

플란트고정체, 정형용임플란트 등 품

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

세한 소개를 했으며, 관련 산업계·

학계·시험심사기관 등 80여명의 관

계자가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11월 29일에는 관련 의료기기업계

와 유관기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모

여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허가

시 제출하는 자료(전기·기계적 안전

에 관한 자료)에 대한 개선사항의 도

출을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 2

차 모임에서의 논의내용에 대한 공유

와 함께 이번 모임에서는 IEC 시험성

적서의 CB Certificate에 관한 다양

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에

서는 KTL의 박성용 센터장께서 CB

제도의 소개와 더불어 CB인증서 확

인절차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발

표해 모두의 관심을 받았으며, 합리

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임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1월의 모임을 통해 의견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운영위원회

의 협의와 점검과정을 통해 11월 30

일에는 ‘제4차 의료기기소통포럼

(MDCF)’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

번에 4번째를 맞이한 포럼은 3D 프

린팅과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과 제

품화동향을 공유하고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관리제도의 국제조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기 

규제의 조화(좌장 : 김정성 건양대 교

수)로 구성된 세션I에서는 3D 프린

팅, 인공지능(AI), 의료용로봇에 관

한 동향을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했

다. 이어서 세션II에서는 국내 의료기

기 사전안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에 

관해 산업계의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

를 하고, 맹은호 박사(KTR 본부장)

의 사회로 패널과 함께 다양한 의견

을 교환해 150여명의 참석자에게 유

익한 정보교환의 장이 됐다.

12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병(丙)으로 시작해 신(申)과 함께

한 한 해를 정유(丁酉)년의 새해로 연

결하기 위해 〈표 2〉의 일정으로 12월

을 준비하고 있다. 12월은 마음을 가

다듬는 한해의 끄트머리 달이라 해서 

‘매듭달’이라도 하는데, 이 매듭달을 

매조지하는 첫 번째 일정으로 산업

계와 의료기기심사부 관계자 60여명

이 함께하는 12월 6일의 콜로키움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16년

도의 성과점검과 더불어 ‘17년 업무

계획의 공유로 허가·심사의 예측성

을 향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을 위해 산업계와의 의견수렴과 토의

를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

증강현실 기술 발전과 보건의료분야

의 활용’에 대한 기조강연(김정환 동

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과 

더불어 상호이해도 증진을 위한 커뮤

니케이션 스킬을 준비해 소통기술과 

허가·심사의 상호관계도 살펴볼 예

정이다. 또한 정형재활분과(12.8)를 

비롯한 심혈관기기분과(12.14)와 체

외진단분과(12.15)의 모임을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각각 준비하고 있고, 

12월 21일에는 구강소화기기분과에

서 올 한해의 대미를 장식할 소통일

정을 예정하고 있다.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2주(12.5~12.9)

○ 의료기기심사부 업무투명성향상 콜로키움(12.6)
○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전문가 협의체(9차)(12.8)
○ 의료기기분야 민관국제협력팀 간담회(8차)(12.8)
○ 정형재활기기분과 간담회(12.8)

3주(12.12~12.16)
○ 심혈관기기분과 간담회(12.14)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워크숍(12.15)

4주(12.19~12.23)
○ 3D 프린팅의료기기 전문가협의회(12.19)
○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12.21)

〈표 2〉 12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11월�10일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의료기기전문가 협의체(8차)
�-�관련제품의�기술특성�발표�및�관리방안�논의

용산역
회의실

16명

11월�12일
����~19일

○ AHWP 제21차 연례총회 및 제20차 기술위원회
�-�AHWP의장국으로서�규제조화를�위한�총회�및�한국규제특별세션�개최

필리핀
세부

11월�24일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7차)
�-��제4차�소통포럼(MDCF)�개최�준비(프로그램��및�초청연자�등�확정)

서울역
회의실

10명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간담회
�-�17년업무계획�및�향후�제도개선�사항�등�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24명

11월�28일

○ 3D 프린팅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설명회
�-�치과용�및�정형용�임플란트�등�품목별�가이드라인�소개� 서울청

대강당

79명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협의체 및 업계 합동간담회
�-�치과재료분야의�개선사항논의를�위한�시험검사기관�및�업계�간담회

29명

11월�29일
○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
�-�전자의료기기�허가시�첨부자료의�개선�방안�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20명

11월�30일
○ 제4차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의료기기�기술혁신과�제도의�조화에�대한�주제발표�및�토론

가든호텔 150명

<표 1> 11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AHWP와 의료기기소통포럼(MDCF)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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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2016년 12월 144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6년 12월 144호
특별기고 업계소식

올 해  “ 국 제  약 물  경

제 성  및  성 과 연 구  학 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oconomics 

and Outcomes Research, 

ISPOR)”의 유럽학회가 2016

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

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

됐다. 오스트리아 하면 황금빛

의 화려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

는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키스’라는 작품이 

떠오른다. 오스트리아 벨베데

레(Belvedere) 궁전의 미술관

에는 ‘키스’라는 한 개 작품이 

벨베데레 궁전 전체를 먹여 살

린다고 할 만큼 많은 관광객들

이 성지 순례하듯 이 작품 앞

에서 발길을 멈춘다. 한편, 이 

‘키스’라는 신비로운 작품에 대

한 해석은 이상적인 사랑의 모

습을 보여준다는 시각과 위험

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의견도 있는 등 보는 이에 따

라 굉장히 다양하다고 한다. 

ISPOR는 알려진 것처럼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평가

(Health Economics)와 성과

연구(Outcomes Research)

를 활성화하고, 이 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

로 다양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이고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2015

년에 20번째 생일을 맞아 이

제 어엿한 성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 19번째 ISPOR 

유럽 학회(미국에서 개최되는 

ISPOR International은 올

해로 21번째)는 “Managing 

A c c e s s  t o  M e d i c a l 

Innovation: Strengthening 

the Methodology-Policy 

Nexus”를 주제로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환자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한 방법론과 정책의 결

합을 강화하는데 논의의 초점

이 맞춰졌다.

본격적인 학회의 시작을 알

리는 총회(plenary session)

에서는 제품 인허가 기관

과 의료기술평가 기관 사이

에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가(What Synergies 

Could Be Created Between 

Regulatory and Health 

Technology Assessments?)

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허가 기관과 의료기술평가 

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

만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치료법의 환자 접근성

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

하고 때때로 동일한 과학적 근

거(scientific data)를 바탕으

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기관

사이의 협력(collaboration)

이 필요하다. 2010년 이래

로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약청

(EMA)과 유럽연합 의료기술

평가기관(EUnetHTA)간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발전이 이

뤄져 왔음을 시사했으며 그간

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두 기관 간 

대화의 조기(early) 시작과 조

기 데이터 공유가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1) 업계 측에

서는 두 기관 간의 협력에 적

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으

며 협력 모델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 공동의 과학

적 조언(scientific advice)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세

션은 인허가기관과 의료기술

평가기관의 협력 필요성을 다

시 한번 강조하고 이런 접근 

방법이 시장 출시 전에만 관여

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전주기

(life span)를 관통해서 이뤄

져야만 시의적절한 환자 접근

성과 보건의료의 지속성, 지속

적인 산업계의 생산성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

하면서 마무리됐다. 

다 른  세 션 에 서 는  의 료

기기의 의료기술 평가 시

( 의 료 기 기  고 유 의  특 성

에 기인해) 해당 의료기술

의 비교효과(comparative 

effectiveness)에 대한 상대

적인 근거의 불충분함으로 인

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판 전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임상연

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

판 전/후 임상근거 창출을 활

성화하기 위해 “근거창출을 통

한 보험급여(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CED)”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

련해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funding)이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국가적 연구 프로

그램의 필요성과 당국의 의사

결정자들이 연구/개발자들에

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과학적

인 조언을 하는 서비스의 제

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의료기기

의 의료기술 평가 시 여러 가

지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어떻

게 고려할 수 있는가로 이어

졌고 다기준의사결정(Multi-

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 방법과 연구자, 산업

계, 임상의, 환자가 함께 만

들어 나가는 공동 의사결정

(joint decision-making)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세션을 들으면서 2014년 

12월 개정된 이래 조만간 추가

적인 보완개정을 앞두고 있는 

치료재료 가치평가기준 개정 

당시 다기준의사결정(MCDA) 

방법을 접목시키기 위해 보건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원과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이런 고민이 비단 우리의 문제

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당

면하고, 고민하는 문제라는 점

에서 깊은 공감을 이룰 수 있

었다. 

이번 ISPOR 유럽학회에서 

필자가 느낀 큰 화두는 인허

가-의료기술평가의 연계/협

력과 적절한 보상을 위한 가치

평가 두 가지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허가-신의료

기술평가 통합운영, 가치평가 

기준 개정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 이런 논의는 새로운 것

이 아니라 최근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이슈이

기도 하다. 그 이유는 구스타

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에 

대한 다양하고 분분한 해석처

럼 세상 어디에도 ‘하나의 정

답’은 없고 각국이 처한 환경

(context)에 적합하도록 제도

를 변형해 적용시켜야 하기 때

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참관

기를 마치고자 한다. 

“각국의 환경에 따라 ‘하나의 정답’ 없는 제도 개선”
인허가 및 의료기술평가 기관의 목표 ‘더 나은 환자 치료법 제공’

최 현 숙

메드트로닉코리아(유)

부장

 ISPOR 19th Annual European Congress 참관기
 KMDIA 신규 회원사 소개

1)� �Berntgen�M,�Gourvil�A,�Pavlovic�M,�Goettsch�W,�Eichler�HG,�Kristensen�FB.�Improving�the�

contribution�of�regulatory�assessment�reports�to�health�technology�assessments--a�collaboration�

between�the�European�Medicines�Agency�and�the�European�network�for�Health�Technology�

Assessment.�Value�Health.�2014�Jul;17(5):634-41.

ISPOR 전체 총회 연설 Managing Access to Medical Innovation : Strengthening 
the Methodology-Policy Nexus 

메드트로닉코리아 최현숙 부장, 임아름 대리의 포스터 발표 : Economic burden of 

maintaining vascular access patency in patients with hemodialysis fistulas: A 

national population-based study(심평원에서 제공하는 2014년 입원환자표본자료

를 이용해 동정맥루 협착 및 폐색 치료를 위해 약물방출풍선카테터를 이용한 시술 

시 일반풍선카테터와 비교해 의료비용이 얼마나 절감될 수 있는지 추정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규 회원사 

‘젠큐릭스(대표·조상래)’는 분자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바이오헬스

케어 기업으로서 유방암예후진단제

품인 ‘GenesWell(진스웰) BCT’의 3

등급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일 ‘국내 최초 유방

암예후진단키트’로 승인받았다.

암 예후진단이란 환자의 암 조직 샘

플로부터 예후 관련 유전자 분석을 통

해 5년 혹은 10년을 기준으로 재발, 

전이 가능성을 예측하고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환자를 구별하는 진단

법으로, 이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판

명된 환자는 화학적 항암 치료 없이도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

GenesWell(진스웰) BCT는 조기 

유방암 환자 중 HR+(호르몬수용체

양성), HER2-(인간표피증식인자수

용체음성) 및 pN0/1(림프절 전이 3

개 이하) 환자(이하 BCT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파라핀으로 고정시킨 환자

의 암 조직 FFPE(Formalin-fixed, 

paraffin-embedded) 검체에서 추

출한 유전물질(RNA)을 통해 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분석, 환자에게 

10년 내의 재발이나 생존확률 등을 

제공하는 유방암 예후예측 검사이다. 

외과적 수술 이후에 재발, 전이 위험

이 낮은 저위험군 환자와 재발, 전이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로 판별해 

준다.

조상래 대표는 “BCT 대상환자의 

약 80%는 재발가능성이 낮다. 그럼

에도 외과적 수술 이후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과 심

리적 우울증 등으로 큰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초래 할 수 있다” 있다며 “조기

유방암 환자에 대한 항암제 처방을 줄

임으로써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도움

이 되고,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enesWell(진스웰) BCT는 3종의 

표준 유전자와 6종의 유방암 예후 유

전자의 발현율을 젠큐릭스의 예후예

측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유방암 환자

의 예후예측진단을 통해 환자별 맞춤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진단

법은 유방암 환자의 암 조직을 분석하

여 임상적,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을 

통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젠큐릭스는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

받은 제품이 없었던 유방암 예후진단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

로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본격적인 상용화 진입과 조속한 건강

보험 등재를 통해 유방암 예후진단 시

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빠른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전문 영업 마

케팅 조직구성까지 마친 상황이다. 

한편,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는 “한

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로써 기

업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협회가 지향

하는 양질의 의료기기 공급 및 국민보

건향상에 기여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

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

조할 것”이라며, “협회가 회원사에 제

공하는 해외시장동향 및 기술정보와 

각종 수출·수입 업무지원이 글로벌 

의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덱셀(대표·차동익)은 지난

달 8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가 주관해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 ‘2016년 직무발명보상 우

수기업(Excellence in Employee 

Invention Promotion)’ 시상식에

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

난 6월부터 2개월 간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그 결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

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업무상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

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메덱셀은 2015년 지식재

산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직

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

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관리 매뉴얼 교육 

및 특허교육을 실시해 특

허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

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해 특허 5건, 실용신안 2건을 출원

했으며 현재 특허 3건, 실용신안 1

건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특히 직무발명을 통해 개발된 ‘펜 

타입 주사기 덮개’는 Global 회사들

과 MOU를 체결하여 진행 중이고, 

‘펜니들에 대한 안전 보호시스템’ 일

명 Safety 펜니들은 현재까지 의료

선진국에서 개발된 제품들보다 성

능·생산성·가격효율 면에서 획기

적으로 개선된 제품으로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바이어들과 이미 사전계

약을 조율하는 등 매출 상승의 돌파

구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씨젠(대표·천종윤)이 지난달 15

일 세계적 암 연구기관인 스페인

의 카탈루냐 암 연구소(Institute 

Catal  d’Oncologia)와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ICO는 유럽 최고 권위를 자랑하

는 암 연구소이다. 자궁경부암은 물

론 두경부암,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연구와 서비

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쌓고 

있다. 씨젠은 ICO에서 보유하고 있

는 다양한 암 관련 검체를 활용해 임

상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암 관련 신

제품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MOU는 씨젠이 신제품 파이

프라인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100: 원 플랫폼 분자진단 

솔루션’ 실행을 위한 첫 단계로 추진

됐다. ‘프로젝트 100’은 씨젠의 SG 

올리고 기술과 시약 개발 자동화 시

스템을 활용해 제품 개발, 임상 인허

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분자진단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

를 자동화해 2년 내 100개의 분자진

단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또한 면역, 생화학법 등 다른 대중

적인 진단 방법처럼 씨젠의 ‘원 플랫

폼 서비스’를 통해 한 개의 장비에서 

대부분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함으로써 분자진단 산업

에 새로운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씨젠은 ‘프로젝트 100’을 통해 기

존의 감염성 질환 검사는 물론 암 진

단, 혈액 스크리닝, 약제내성 등 분

자진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으로 제품 파이프라인을 확대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100

개의 신제품을 출시해 분자진단 표

준화 및 대중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젠큐릭스’ 국내 최초 유방암 예후진단키트 식약처 허가
조기유방암 환자의 항암제 처방 감소 기대,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

메덱셀, 직무발명보상 최우수기업 선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산업부장관상’ 수상

씨젠-스페인 카탈루냐 암연구소, MOU 체결
감염성 질환부터 암 진단 제품까지 파이프라인 확대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이사



2120  2016년 12월 144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6년 12월 144호
업계소식 업계소식

  

한국로슈진단(대표·리처드 유)

은 식약처의 품목신고를 완료하고 

면역검사 시스템인 ‘cobas e801’을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했다. 

cobas e801은 로슈의 독자

적 기술인 면역검사법인 ECL 

(Electrochemiluminescence) 기

술을 사용해 간염, HIV, 심혈관질

환, 갑상샘, 암표지자 검사 등을 포

함한 다양한 면역 분석검사가 가능

하다. 

이 제품은 2.9㎡의 좁은 공간에

서 시간당 300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검사실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사 도중에 시약을 장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약의 소모를 줄일 수 있

을 뿐 아니라 장비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시약을 교체할 수 있다. 면

역생화학 시스템인cobas 8000시

스템에도 연결해 조합해 사용 가능

하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도 평균 4~60

μl의 적은 검체량으로도 검사가 가

능해 채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

며 대부분의 검사가 18분 안에 끝나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

게 됐다. 또한 검사 시에 컵이나 팁

과 같은 소모품을 재사용하지 않고 

1회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체 오

염의 우려 없이 더욱 안전하게 검사

받을 수 있다.

리처드 유 대표는 “cobas e801의 

출시를 계기로 검사실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허준)는 

지난달 28일 코비디엔코리아(유)와

의 통합절차를 모두 마치고, 메드트

로닉코리아(유)의 이름으로 법인 통

합을 완수했다. 이로써 2014년 본

사 차원의 최초 합의에서 시작해 약 

2년간 진행돼 온 양사간 통합 절차

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두 회사

는 올해 1월 통합 브랜드 공개에 이

어 4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

재 글라스타워에 새로운 사무실로 

통합 이전했다.

이번 법인 통합에 따라, 코비디엔

코리아가 고객 및 협력사 등과 이미 

합의한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등은 

변동 없이 새로운 

통합 법인인 메드

트로닉코리아(유)

로 이관된다.

허준 대표는 “메

드트로닉과 코비

디엔의 통합은 세

계적으로 임상적, 경제적으로 더 우

수한 치료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문제 해결에 공헌하겠다는 의지

에서 비롯됐다”면서 “보다 많은 환

자의 건강과 고객의 성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최근 메드트로닉코리아 임

상연구부 소속 전진경 과장이 미국 

임상시험 담당자 인증(CCRA)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 메드트로닉은 ‘직

원의 가치 인정’의 정신을 실천하고

자, 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CCRA는 미국임상시험전문가

학회(ACRP: The Association of 

Clinical Research Professionals)

가 주관하는 임상시험 담당자(CRA: 

clinical research associate) 대상의 

자격인증제도다. 소정의 시험과 절차

를 통해 임상연구 전반에 대한 글로

벌 기준의 이해도와 전문 지식, 그리

고 임상시험에 필요한 윤리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임상시험 

담당자에게 인증을 부여한다.

쿡 메디컬이 지난달 30일 싱가포

르에 새로운 첨단시설을 갖춘 동남

아유통센터(SADC)를 공식적으로 

개관했다. 

신규 시설은 급속히 확장되는 쿡 

메디컬 공급망(supply chain)의 일

부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APAC)

에서 늘어나고 있는 제품 수요에 부

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500 평방미터 규모의 창고와 유

통 시설은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및 홍콩에 위치한 쿡 메

디컬의 지역 현장을 비롯해 아태지

역(APAC)의 모든 쿡 메디컬 고객들

에게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쿡 메디컬 부사장이자 아시아태

평양지역본부 이사인 배리 토마스

(Barry Thomas)는 “동남아유통센

터가 쿡 메디컬이 고객의 요구에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고

객과 그 환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디든지 

24시간 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또한 토마스 부사장은 “동남아유

통센터의 개설은 아시아태평양지

역 전반에 걸친 쿡 메디컬 유통서비

스 전환의 중요한 첫걸음으로써 유

통망 확장을 가능케 하는 한편, 아

시아지역의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하

고 고급화된 ‘최소 침습적 의료기

기(minimally invasive medical 

devices)’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쿡 메디칼 측은 싱가포르 동남아

유통센터는 자사의 제품을 신속하

게 병원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적 입

지로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

을 낮춰줌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위

한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케 할 것이

라고 밝혔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대표·

허민행)은 지난달 10일 연세대 의대 

회의실에서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도흠)과 소화기 치료내시경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포괄적 연구협약

(Master Research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방한한 마

이크 마호니 보스톤사이언티픽 최

고경영자(CEO)가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연구개발 파트너쉽을 논의

한 것에서 비롯됐다. 

보스톤사이언티픽은 협약에 따라 

소화기 치료내시경 분야 연구 개발

에 있어 연세의료원과 협력하고, 의

료기기 개발을 위한 제품 고도화 및 

상용화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연세의료원은 2015년 4월 산학

융복합의료센터를 신설해 의료기기 

및 IT개발 연구환경과 연구인프라

를 조성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융합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스톤사이언

티픽과 연세의료원은 소화기 내시

경 관련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논의

하고 있다. 보스톤사이언티픽은 프

랑스, 벨기에, 미국 등 3개의 글로

벌 소화기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있

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연구개발센

터 설립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연세의료원은 치료내시경 분야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바탕

으로 이번 협약에서 혁신적인 치료 

솔루션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민행 대표도 “이번 협약을 시작

으로 향후 진료현장 중심의 의료기

기 연구개발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서의 파트너쉽이 이루어져 우수한 

국내 의료기술력이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후지필름소노사이트코리아(대표 

·강선영)는 새로운 포터블 초음파

시스템 ‘SonoSite SII’를 최근 국내 

출시했다. ‘SonoSite SII’는 부위마

취, Vascular Access, 외상, MSK 

시장 등을 타깃으로 개발된 제품으

로 심플하면서도 스마트한 터치스

크린 유저인터페이스를 채택해 사

용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

록 디자인됐다. 

또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컨벡스

와 섹터 트랜스듀서에 소노사이트

의 독자기술인 Direct Clear™ 기술

을 적용해 탁월한 이미지 퀄리티를 

자랑한다. 

강선영 대표는 “소노사이트는 

2007년 처음으로 벽과 기둥에 장착 

가능한 초음파 장비를 시장에 출시

했다. 이번 SonoSite SII는 실제 다

양한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

진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된 제품으

로 심플한 유저인터페이스를 통해 

초음파를 더 쉽게 그리고 더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SonoSite SII는 터치스크린 유저

인터페이스를 장착해 의료진이 필

요한 기능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듀얼 트랜스듀서 커넥터가 기

본으로 내장돼 있어 터치스크린을 

가볍게 탭 하는 것만으로 트랜스듀

서를 쉽게 바꿀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외상환자 진료에 있어서 단 

몇 분의 시간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최대

한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기술이 적

용됐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대표·박현

구)는 독일 지멘스 본사가 헬스케어 

비즈니스인 지멘스 헬시니어스를 

상장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7일 밝

혔다. 이는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더

욱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성장계획 

구현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

한 결정이다. 

지난 2014년 5월 지멘스는 헬스

케어 비즈니스를 “회사 안의 회사

(company within the company)”

로 경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헬스

케어 시장의 변화에 걸맞게 헬스케어 

사업에 보다 유연하게 주력해 시장에

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지멘스의 헬스케

어 비즈니스는 지멘스 헬시니어스

(Siemens Healthineers)라는 단일 

브랜드명을 앞세워 운영되고 있다. 

지멘스는 상장 관련 계획을 구체화

하는 대로 상장 일정 및 범위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버나드 몬탁(Bernd Montag) 지

멘스 헬시니어스 사장은 “상장은 전 

세계 헬스케어 제공업체의 선구자

가 되겠다는 당사의 전략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요인”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운영

의 자유와 민첩성이야말로 혁신적

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하

고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기여하

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지난

달 7일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인 을

지대와 보건의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및 연구 인력 교

환 △인력 교육 업무 공동 수행 △인

턴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지

원 △연구 관련 자료와 정보 교환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상

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스터(대표·최용범)는 지난 2일 

종로중구적십자 봉사관에서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스터와 

함께 하는 건강한 김장 나눔’ 직원 자

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장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

한 박스터 임직원들은 총 1,500kg

의 김장 김치를 손수 담아, 지역 내 

190여 가구와 장애인 보호시설, 재

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했다. 

박스터는 2009년부터 매년 겨울, 

종로 중구 지역사회 이웃들의 겨울

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 나눔 후원금

을 기부하고, 김장 김치를 담그는 자

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적십자 봉

사관 이병인 센터장은 “올해는 경기

가 좋지 않아 지역 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김장 기부가 많이 줄었는데, 

박스터 임직원들이 올해도 잊지 않

고 이렇게 뜻깊은 봉사 활동에 동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스터 최용범 

대표는 “박스터는 지난 85년간 전 

세계에서 생명을 구하고 유지함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

며, 자원봉사를 포함한 사회공헌 활

동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중

요한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앞으

로도 박스터는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스터 임직원들은 김장 나눔 활

동 이외에도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종

로중구적십자 봉사관을 찾아 종로 

중구 내 이웃들을 위한 ‘박스터 사

랑의 반찬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

다. 또한 매년 5월, 임직원과 가족들

이 함께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박스터 패밀리 데이’를 개최

하고 있다.

원텍(회장·김종원)은 2016 우

수디자인상품 선정에서 자사의 

의료용 피코초 레이저 ‘피코케어

(PICOCARE)’가 굿디자인으로 2일 

선정됐다.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가 주최하고 한국디

자인진흥원이 주관하

는 ‘굿디자인(GOOD 

DESIGN)’은 1985년

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우수 디자인 인정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해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

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디자인 우수성이 인정

된 상품은 ‘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피코케어는 뷰티·헬스·

의료 부문에서 우수 디자인으로 선

정됐다.

원텍의 피코케어는 피코초 기반의 

의료용 레이저 장비로, 다양한 색상

의 문신을 나노급 레이저보다 적은 

횟수로 제거할 수 있으며 피부과 등

에서 피코토닝, 홍조 치료 및 피부 재

생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이다.

이 제품은 돌고래를 모티브로 디

자인된 제품으로, 부

드러운 곡선과 세련되

고 절제된 블랙과 화이

트의 색상 조합이 외관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이다. 병원에서 사용되

는 장비이기 때문에 모

든 모서리를 날카롭지 

않은 곡선으로 처리했

으며, 안정성을 고려해 

장기간 사용해도 본체

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

도록 설계했다.

또한 의사가 장비를 

이용해 시술 시 섬세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레이저 암(Arm)을 8개의 관

절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

으며, 유려한 곡선의 전체적인 라인

을 유지해 시술시 모니터의 시야각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국로슈, 면역검사 시스템 ‘cobas e801’ 출시
검사실 공간 사용 극대화·환자 채혈 부담 감소 기대

메드트로닉·코비디엔, 국내 법인 통합 완료
전진경 임상연구부 과장, 미 임상시험 담당자 인증(CCRA) 획득

쿡 메디컬, 싱가포르에 새로운 유통센터 개관
고객·환자 맞춤형 동남아 전지역 24시간 내 제품 공급

업계-병원, ‘소화기 치료내시경’ 분야 연구 협약
보스톤사이언티픽-연세의료원, 전문치료솔루션 제공 기대

후지필름소노사이트, SonoSite SII 출시
포터블 초음파시스템 ‘사용자 효율성 극대화’ 강점

지멘스 헬시니어스 ‘상장 계획’ 발표
을지대와 보건의료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박스터, ‘건강한 김장 나눔’ 자원봉사 펼쳐
매년 종로 중구 이웃들의 겨울나기 돕기 후원금 기부

원텍, 피코레이저 ‘피코케어’ 굿디자인 선정
고객 지향의 외관 디자인, 안정성 및 사용성 고려

전진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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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  보건복지부

◇승진=실장급 △보건의료정책실장 김

강립 ◇전보=실장급 기획조정실장 권덕

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겸임)

◇전보=국장급 △감사관 김혜진 △한의

약정책관 이형훈 △기획조정실 기획조정

담당관 임호근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

료정책관 강도태

◇전보=과장급 △보건의료정책실 보건

의료정책과장 정윤순 △인구정책실 인구

정책총괄과장 정호원 △장애인정책국 장

애인자립기반과장 정태길 △사회복지정

책실 복지정책과장 황승현 △보건의료정

책실 응급의료과장 진영주 △사회복지정

책실 급여기준과장 신승일 △인구정책

실 분석평가과장 김영호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파견 배금주 △대통령비서실 

전출 조충현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푸르고바이오로직스 강호창 02-548-1875 제조수입

스미스메디컬인터네셔널리미티드 곽우섭 02-6007-2020 수입

부흥메디칼 문명건 02-838-5866 제조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김진환 02-2109-7833 수입

삼성전자가 이달 1일까지 미국 시

카고 열린 제102회 ‘북미영상의학회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RSNA)’에 참가해 디지털 

엑스레이부터 영상의학과 초음파 진단

기기와 이동형 CT 등 다양한 제품군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 진

출 5년을 맞이해 기존 프리미엄 제품의 

고성능 기능에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한층 더 완성도를 갖춘 신제품, 

이동형 엑스레이 ‘GM85’를 전면에 내

세웠다.

삼성전자의 앞선 디자인·디스플레

이·모바일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이동성과 사용성, 저선량으로 구현하

는 우수한 영상품질을 갖춘 ‘GM85’를 

통해 삼성 의료기기의 비전과 가능성

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미 국 에 서  처 음 으 로  선 보 이 는 

‘GM85’는 동급 대비 콤팩트한 디자인

과 가벼운 무게로 이동성이 뛰어나고 

혁신적인 편의 기능을 제공해 출시와 

동시에 국내외 학회에서 호평이 이어

지고 있다.

특히 ‘GM85’는 최근 11월 중순에 미

국 FDA로부터 판매 허가 획득에 성공

해 이번 ‘북미영상의학회’를 시작으로 

최대 의료 시장인 미국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또 조영 증강 영상 기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

기기 ‘RS80A with Prestige’를 전시

했다. 이 제품에 탑재된 ‘CEUS+’기능

은 보다 높은 해상도로 미세한 병변의 

진단력을 향상시키고 자동 영상 최적

화 기능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돕는다.

특히 올해 미국 FDA의 조영 증강 초

음파 진단 승인과 보험 수가 적용이 진

행됨에 따라 CEUS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초음파 영상진단기, 컴

퓨터 단층촬영기기(CT), 자기공명촬

영기기(MRI) 등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

다. 이에 따라 영상·통신 기기와 부품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

재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

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기술협정

(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의료기기를 비롯한 총 834

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

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하 품목에는 초음파 영

상진단기, CT, MRI, 심전계, 골밀도 

측정기, 현미경이나 렌즈 등 다수의 의

료기기가 포함돼 국내 의료기기 업체

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TA 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미국과 중국 일본, 유

럽연합(EU)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

해 작년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

를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 

전체 품목 가운데 381개(46%)는 12

월 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

개(44%)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

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

된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초 단

계별로 관세가 인하되며 2017년 1월 1

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MRI(5년 철폐)는 현행 관

세 8%가 다음 달부터 6.7%로 낮아지

며, 내년 1월 1일에 5.3%로 떨어진다. 

3년차인 2018년에는 4.0%, 4년차에 

2.7%, 5년차에 1.3%로 낮아지다 6년

차인 2021년에 관세가 철폐된다. 

삼성전자, ‘RSNA’서 영상진단기기 라인업 공개

디지털 엑스레이부터 영상의학과 초음파 진단기기 제품군 출품

산자부, 이달 1일부터 CT·MRI 등 관세 인하

의료기기 수출시장 확대·가격 경쟁력 강화 기대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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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열쇠> 

(1)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

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2)순환 계통의 

중추 기관. 염통 (3)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 

한 번 찍히면 지워지지 않죠 (4)몸치장을 하

는 데 쓰는 물건 (6)가명이나 별명이 아닌 본

디 이름 (8)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9)연말에 한 해를 보

내며 베푸는 모임 (10)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따위 (12)항문을 이루는 창자

의 끝부분. 주 (13)피부 위에 도도록하고 

납작하게 돋은 군살 (14)어린아이가 아플 때 

가는 곳 (17)추위를 막기 위하여 입는 옷 (18)

변이 무르고 물기가 많은 상태로 배설되는 것 

(20)임진왜란 때 왜군을 무찌르는 데 크게 이

바지한 철갑선 (21)얼굴이나 몸에 난 수염이나 

잔털을 깎음 (22)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12월호>

<11월호 정답>

<11월호 정답자>

박진성 전남 여수시 신기동 김소진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허 수 아 비 채 식 황

면 계 곡 곤 룡 포

수 제 비 차 용 증 돛

염 바 다 안 똥 배

워 리 취 침

담 낭 방 가 사 폭

배 망 아 지 장 광 설

꽁 생 원 방 죽 열

초 경 대 도 깨 비 불

※��매월�25일까지�낱말퀴즈의�정답을�보내주시는�분�가운데�정답자를�추첨해�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전화번호도�기재해�주세요).���

※�보내실�곳�:��(06133)�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23(역삼동,�여삼빌딩�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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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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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열쇠> 

(1)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3)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키

가 큰 소나무.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

산 제일봉에 ~ 되었다가(성삼

문) (5)어떤 일을 빚어낸 바로 

그 사람 (7)크고 우묵하게 생

긴 솥 (9)묵은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음 (11)좀 오래되거나 

낡은 물건 (12)벌레 따위의 하

찮은 동물. 하찮은 ~이라 할

지라도 그 생명은 소중하다 

(13)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베푸는 모임 (14)푸성

귀만 먹어서 고기가 먹고 싶

은 증세 (15)이를 점잖게 이르

는 말 (16)교묘한 말과 그럴듯

한 행동으로 남의 비위를 맞

추는 짓. □랑□□ (19)이미 지

나간 때 (21)결혼식 때에 신부

가 머리에 써서 뒤로 늘이는 

흰 천 (23)배를 부둥켜안고 넘

어질 정도로 몹시 웃음. 포

 (24)하늘과 바다가 맞닿

아 보이는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