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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보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깨우고 빛을 부르는 붉은 닭의 

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2017

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의료기기업계는 다사

다난했던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양질의 의료기기 공급, 국민보건 향상 

그리고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을 굳건

히 담당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

어 왔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인 경제성장 둔화, 심

화되는 비관세장벽, 해외시장 판로 개척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기기 

수출액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8.7억 달러, 생산액은 7.2% 증가한 

5.4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여러분의 밤낮 없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료기기 가족 여러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해 협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회비 체

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납부로 성공

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더욱 회원사

에 가까이 다가가 기대와 필요(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

하는 한편, 내실 있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협회는 회원지원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업무실행력 제고를 

위해 5부 13팀으로 조직을 전문화하였고, ‘찾아가는 회원서비스, 피부

로 느끼는 회원서비스’라는 모토를 실현해 온 바, 회원사 및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의료기기 유통을 왜곡하는 간납업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간납업체 개선 TFT를 구성하고, 업계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을 수집하여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간납업체의 문제점 및 실태를 

알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간담회에서 특수관계인

에 의한 간납업체 운영금지 및 의료기기 공급 물품의 결제기한을 명

시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국회에서는 법령개정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

며 관련 법령·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KGMP 현장

심사체계 개선,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 확대, IEC 60601-3

판의 합리적 적용, 체외진단 의료기기업계 성장에 제약이 됐던 임상

시험 제도가 개선되고, 제품개발과 임상연구를 위한 폐혈액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부처와의 다양한 소통

방식에서 제안과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인 개선이 도출되어 기업의 불

필요한 비용부담 및 행정적 애로를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관련 치료재료 별도산정 품목

이 발표되고 3년간 단계적 적용 추진은 협회가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결과였습니다. 복지부가 선정한 52개 품목 중에 37개 품목이 협회가 

제출한 품목이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품목 선정을 위해 회원사 및 

병원·의사협회 등과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아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의 범위 확

대를 요구하여 제조업체가 개발한 국내 최초 기술 등 유망 의료기술

의 시장 진입을 넓히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상 적용이 가

능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제조사의 R&D 국제협력과 우수제품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소, 이스라엘 요나코그룹, 영국의

료기산업협회 등 유명 해외기관과 아일랜드·인도·이스라엘 등 주

한대사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 상생 협력사업도 추진하여 비브라운사

와 국내 제조업체인 제네웰은 의료기기 공동연구 개발과 글로벌 수출

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녹십자엠에스와 스리랑카 나왈라

카 대형의료재단과 임상진단센터 설립을 위한 MOU 체결에 가교역할

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사업을 강화하여 상반기 터키·

이란 전시회, 하반기 미국·러시아 전시회에 한국관을 조성, 회원사의 

우수 제품이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카고 의료

기기전시회(RSNA 2016)는 그간 한국관 수행기관으로써 운영 역량을 

인정받아 참가한 전시회로, 협회는 회원사에 더 많은 전시지원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를 발굴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협회는 산업계 최초로 의료기기 국산화에 공로가 큰 의료

인에게 ‘제1회 KMDIA 의료기기산업 대상(大賞)’을 제정·수여했습니

다. 이 상은 의료기기개발 및 제품화에 기여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하

여 포상·격려함으로써 풍부한 임상경험과 개발 아이디어를 가진 의

료인의 잠재력이 산업계에서 꽃피우고, 우수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

에 진출하기 위한 전기(轉機)를 가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회는 수

상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매년 수여하고 향후 의료·의료기기산

업계의 최고 권위를 가지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의료기기업계 종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챔프교육·전

문가 양성교육이 해를 거듭해 교육과정을 보강하여 온·오프라인으

로 제공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교육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정

을 기획하고 의료기기 강의 인력풀이 확대됩니다. 또한 교육장 시설

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양질의 인재양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홍보·윤리·국제교류·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회 등을 위시

로 회원사와 함께하는 의료 취약지역의 어린이 대상 이동건강검진사

업을 통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으며 올해에는 의료 소외 노인계층으

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기업계의 공정경쟁

규약 정착 및 윤리경영 확립, 국제의료기기 소통포럼, AHWP 총회 참

여, 글로벌 기업과 제조사 간 상생방안 모색 등 협력·소통에 기반한 

의료기기산업의 환경 개선을 주력하여 협회 위상을 높였습니다. 

의료기기 가족 여러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현재 898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명실상

부한 의료기기 대표단체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면 협회 설립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산업

의 발전, 회원사의 권익대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위상을 확

고히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협회는 산·학·연·관과 다각적으로 협

력하여 한 단계 성장·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 의료기기시장에 우수 제조기업과 제품이 진출하고 시장을 선

점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료기기 규제환경 조성과 치료재료

의 가격보상 기전의 개선,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거래 질서의 확립, 소

비자를 위한 의료기기 안전홍보 캠페인,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제안, 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시회·R&D·지적재산권 등 지

원사업을 추진하여 회원사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후

원자이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새로운 역사를 다시

금 써내려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

랍니다. 

2017년 더 새롭고 웅대한 포부로 하시는 일마다 크게 발전이 있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  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신년사

세
계
로
향
하
는 

2017

“KMDIA, 회원사 성장 돕는 동반자”

한
국
의
료
기
기

 연회비별 무료홍보 우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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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임원회비 비고

협회장 2,000만원

 연회비와  
 별도임

부회장 300만원

이사
150만원

감사

회원사 중심의 보다 내실있는 지원을 다하고자 

회원사만을 위한 지원사업 및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니, 

회원사께서는 협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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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별 광고사이즈 다름

 각 분야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대관업무 지원

 ● 의료기기 R&D 사업 발굴 및 회원사와의 협력 수행

 ●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정부 등 외부기관’ 전문가 추천

 ● 윤리, 법규, 보험, 국제교류, 홍보, 체외진단제품, 산업발전, 

  교육위원회, 회원지원위원회 등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회원사 활동 지원강화

 ● 보험 및 인허가 등 관련 연구과제 지원

 ● 보험 전문 상담코너 설치 

  - 치료재료 보험 등재 및 조정 등에 관한 무료상담 서비스 지원

  회원사를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과 편익을 위한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외전시 및 시장개척단 등 수출지원

 ● 회원사 비즈니스 라운지 설치

 ● 국외 전시회를 통한 해외 진출기회 제공

 ● 기타 각종 애로사항 발생 시 우선 지원

 ● 회원사 서비스 확대

    - 홍보업무, 공정거래 관련 업무, 의료기기 법령 등의 영문화 사업 추진

    - 회원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추진

    - 회원사별 맞춤 정보 제공 추진

     -  인허가, 보험, 광고심의, 공정경쟁규약, 실적보고 등 

   회원사 요구 분야에 대한 지역별 무료 맞춤형 교육 추진 

 파트너링 사업 연계 및 업계 최신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회원사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희망 글로벌 의료기기사와의 1:1 멘토 등 지원

 ● 구인/구직(의료기기뉴스라인 제공)

 ● 국내외 거래 알선·중개 등 서비스 지원  

  - 거래관련 국내 업체 소개 및 수출입 지원

 ● 의료기기관련 통계자료(연감을 통한 실적 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정보) 

  - 최신 통계 분석 등 각종 정책자료 제공 추진

 무료교육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무료교육(CHAMP, 사이버교육), 세미나·워크숍 등 행사 참가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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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및 업계소식과 각종 최신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협회보, 실적연감, 이메일, 팩스 등

 ● 뉴스라인(온라인 매체), 뉴스레터, 보도자료, 주간 업무보고 등

 회원사만을 위한 각종 수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수료 20% 할인 

 ● 공정경쟁규약 기부 관련 심의수수료 50% 할인

 연회비 및 가입비

구분

연회비

2015년도 실적보고 금액 연회비 가입비

정회원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1,000억원 이상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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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만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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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DIA 제7기 임원진 소개

황 휘 회장

이남구 감사 

이준혁 이사 

곽우섭 이사 

김영필 이사 

시아 무사비 이사 

윤근진 이사 

채수경 이사 

황해령 이사 

이경국 수석부회장

길문종 이사 

신병순 이사 

김근식 이사 

김은영 이사 

안병산 이사 

장재영 이사 

최정택 이사 

홍순욱 상근부회장 

김충호 이사 

정유석 이사 

김성구 이사 

박현구 이사 

오도미니크 이사 

전동수 이사 

허   준 이사 

서현배 감사 

이준호 이사 

김해동 이사 

김영민 이사 

스와미 라오테 이사 

유철욱 이사 

차동익 이사 

회장	 	 황       휘	 에이치케이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회원지원위원장	 이  경  국		 ㈜신한씨스텍	대표이사	

상근부회장	 상근부회장	 홍  순  욱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감사	 	 서  현  배	 현메딕스	대표이사

	 	 이  남  구	 칼스톨츠엔도스코피코리아(유)	사장

이사	 법규위원장	 길  문  종	 ㈜메디아나	대표이사

	 보험위원장	 김  충  호	 벡톤디킨슨코리아㈜	사장	

	 윤리위원장	 이  준  호	 ㈜준영메디칼	대표이사	

	 홍보위원장	 이  준  혁	 디케이메디칼시스템㈜	대표이사	

	 국제교류위원장	 신  병  순	 ㈜케이엠헬스케어	대표이사	

	 체외진단제품위원장	 정  유  석	 한국애보트㈜	대표이사	

	 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장	 김  해  동	 비브라운코리아㈜	대표이사	

이사	 	 곽  우  섭	 스미스메디컬인터내셔널리미티드	사장

	 	 김  근  식	 ㈜동방메디컬	대표이사

	 	 김  성  구	 제이더블유중외메디칼㈜	상무

	 	 김  영  민	 ㈜지인씨앤티	대표이사

	 	 김  영  필	 ㈜녹십자MS	대표이사

	 	 김  은  영	 한국엘러간㈜	대표이사

	 	 박  현  구	 지멘스헬스케어㈜	대표이사	

	 	 스와미 라오테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대표이사

	 	 시아 무사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

	 	 안  병  산	 동방의료기㈜	대표이사

	 	 오 도미니크	 ㈜필립스코리아	대표이사

	 	 유  철  욱	 ㈜쥬디스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윤  근  진	 ㈜지엠에스	대표이사

	 	 장  재  영	 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이사

	 	 전  동  수	 삼성메디슨㈜	대표이사

	 	 차  동  익	 ㈜메덱셀	사장

	 	 채  수  경	 ㈜경원메디칼	대표이사	 	

	 	 최  정  택	 ㈜파브메드	대표이사

	 	 허       준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사장

	 	 허  민  행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사장

	 	 황  해  령	 ㈜루트로닉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

허민행 이사 

“새해 건승 하십시오!”

2017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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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

는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해

외 국가·의료기기단체·기술연구소

와의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황휘 협회장은 “국내 제조사의 세계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

한 형태의 협력을 소개하고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미국 스탠퍼드연구소의 

컨설팅 및 기술개발협력
지난달 4일 협회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비영리독립연구소인 미국 스탠퍼

드연구소 테드 아이라(Ted Ira) SRI 

책임자, 주동직 SRI 한국대표와 만나, 

국내 제조사와의 혁신의료기기개발에 

관한 컨설팅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

리를 가졌다. 

스탠퍼드연구소의 혁신기술연구 사

례는 의료용 초음파기기, 수술용 로봇

으로 널리 알려진 다빈치 의료기기, 최

근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홍채인식 

기술이 대표적이다. 테드 아이라(Ted 

Ira) SRI 책임자은 “세상을 주도할 의료

기기개발에 있어 국내 제조사 파트너십

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

망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협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컨설팅·투자 전문기업

‘요나코그룹(YONACO)’
지난해 11월 이스라엘 비즈니스 전

문기업인 요나코그룹(YONACO)의 이

찍 요나(Itzik Yona) 사장과 만나 한

국-이스라엘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

한 협력프로그램을 논의했다.

요나코그룹(www.yonaco.com)은 

한국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사무소를 

두고,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 구축과 실

질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컨설팅 및 투자를 자문하는 회사이다. 

이찍 요나 사장은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을 위해 비즈니스 거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시도해 사업 모

델을 구축하고 리드해 고객사에 기여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최근 혁신적인 의료기기 

테크놀리지에서 투자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요나코그룹은 생명과학 및 의

료기기 부분에서 오랫동안 의미 있는 

실적을 내고 있다.

현재, 국내 사업은 ㈜한국요나코의 

정인수 대표, 정현국 부사장이 담당하

고 있다.

KMDIA-영국의료기기협회

(ABHI) 협력 교류
해외 의료기기 단체로는 영국의료기

기협회(ABHI)이 지난달 15일 앤디 미

어스(Andy Mears) ABHI 국제 이사, 

주한영국대사관 김지민 상무관 및 영

국기업 대표들이 협회를 방문해 양국

의 의료기기산업 현황 및 법령·규제 

상황 등을 소개하고 정보를 교류했다. 

협회는 신병순 국제교류위원장, 홍순

욱 상근부회장, 오중환 협력지원부장, 

한지윤 국제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정기적인  의료기기 제품 및 기

업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회 국제협력팀은 올해 해외 의료기

기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기업

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회원사에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부, 

의료기기산업 사절단 모집
지난달 28일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

부 및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자국의 

의료기기산업을 소개하고 신규사업 발

굴 및 협력 기회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 

방문 의료기기산업 사절단을 모집하고

자 협회를 방문했다.

이스라엘에서 첨단 의료기기는 생명

과학 부문의 62%를 차지할 만큼 비중

이 높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의 혁신과 창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오는 3월 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컨

벤션센터에서는 새로운 헬스케어 딜리

버리 모델을 추구하는 삶의 질과 의료

비용 및 강화된 규제와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콘퍼런스 및 전시회도 같이 진

행한다. 

미국 의료기기 컨설팅업체 ‘EBTS’

국내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협회는 미국에서 신뢰받는 

의료기기 컨설팅업체 EBTS(대표·토

마스 오시니, Thomas Orsini)를 협회

보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토마스 오시니(Thomas Orsini) 대

표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

료, 바이오, 의료기기 회사를 지원하

는 전략 기획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EBTS는 기업 운영 제고, FDA 규제 

및 인허가, 제품 상용화 계획 수립 및 

실행, 전략적 제휴를 통한 파

트너십 형성 등 고객의 혁신 

가치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협력

KMDIA와 함께한‘미국 RSNA 2016’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

휘)는 미국 RSNA 2016 한국관 운

영 등 지난해 해외 전시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명실상

부한 세계 1위의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은 영상진단시장규모가 528억 

달러(2015년 기준)에 이르고, 또한 

진단영상기기의 수요도 높다. 한국

의 주요 수출품목인 초음파영상진

단장치, 의료용영상처리장치 등을 

비롯해 가정 및 자가진단용 영상처

리장치 등에 대한 관심도 매년 높

아지고 있어, 미국 시장 진출이라

는 도전에 동기가 되고 있다. 

협회는 전시지원 직원 파견과 

더불어 황휘 협회장, 이선교 전문

위원이 현지 전시회에 방문해 한

국관 참가기업 및 단독 부스 기업

를 찾아 격려했다. 또한, 주미 시카

고 총영사관 이종국 총영사, 주미 

시카고 코트라무역관 손수득 관장

과 만나서 미국 의료기기시장에 

국내 제조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상호 모색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

기로 약속했다.

“미국 진단영상기기 시장 도전하는 한국기업”

협회, RSNA 전시회 국내 참가기업 현장 격려

2016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전경 삼성전자

RSNA 전시회 입구 루샘

리스템 에코트론

메디칼파크 신영포엠

코트라 & KMDIA 운영부스 한국이앤엑스

디알젬

삼성전자 전시부스에서 출품의료기기의 설명을 듣고 있는 협회 이선교 전문위원(왼쪽부터), 
코트라 손수득 주미시카고무역관장, 이종국 주미시카고 총영사, 삼성직원, 협회 황휘 협회장

 DK메디칼시스템은 미국 RSNA 2016에 첫 전시부스를 개설하고 제품기술력을 뽑냈다. 왼쪽부터 이선교 
전문위원, 이준혁 DK메디칼시스템 대표, 손수득 무역관장, 이창규 DK메디칼시스템 회장, 황휘 협회장

2016
RSNA

<북미영상의학회·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KMDIA, 세계 시장 진출 위한 글로벌협력 활발”
스탠퍼드연구소 등 국내 제조사와 혁신의료기기 개발 파트너십 기대

영국의료기기협회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부·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이스라엘 요나코그룹

EBTS 토마스 오시니 대표 

스탠퍼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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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사장·전동수, 의료기기사업

부)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제102회 ‘북

미영상의학회(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RSNA)’에 참가해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삼성의 영상진단기기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5년째 참가한 이

번 ‘북미영상의학회’에서 디지털 엑스레이

부터 영상의학과 초음파 진단기기와 이동

형 CT 등 다양한 제품군이 호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 진출 

5년을 맞이해 기존 프리미엄 제품의 고성

능 기능에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한층 더 완성도를 갖춘 신제품, 이동형 엑

스레이 ‘GM85’를 전면에 내세웠다. 

완성도를 갖춘 이동형 엑스레이 ‘GM85’

삼성전자의 앞선 디자인·디스플레이·

모바일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이동성

과 사용성, 저선량으로 구현하는 우수한 

영상품질을 갖춘 ‘GM85’를 통해 세계 최

고를 지향하는 삼성의 비전과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전시존을 찾은 많은 방문객

들이 ‘GM85’를 체험할 수 있도록 8대의 

장비를 마련하고, 직접 체험을 하면 경품

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GM85’는 

동급 대비 콤팩트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로 이동성이 뛰어나고 혁신적인 편의 기능

을 제공해 출시와 동시에 국내외 학회에서 

호평이 이어졌다.

특히 ‘GM85’는 최근 11월 중순에 미국 

FDA로부터 판매 허가 획득에 성공해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최대 의료 시장인 미 국에 본격 진출한다. 

더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RS80A with Prestige’

삼성전자는 조영 증강 영상 기능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초음파 진

단기기 ‘RS80A with Prestige’를 전시했다. 

‘RS80A wi th Prest ige’에 탑재된 

‘CEUS+’기능은 보다 높은 해상도로 미세

한 병변의 진단력을 향상시키고 자동 영

상 최적화 기능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진

단을 돕는다. 특히 올해 미국 FDA의 조영 

증강 초음파 진단 승인과 보험수가 적용이 

진행됨에 따라 CEUS 시장 규모는 더욱 커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유방 병변 초음파 진단 분

야에서 세계 최초로 딥러닝 기능이 있

는 ‘S-Detect™’와 우수한 정합성으로 진

단하고자 하는 인체 부위를 CT 또는 MRI 

영상과 동시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S-Fusion’을 소개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 전동수 사

장은 “단 5년 만에 영상 진단 분야의 다

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출 수 있도록 삼성

의 기술력을 믿고 성원해준 전 세계 영상

의학과 고객과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드린

다”며, “앞으로도 월드 베스트 DNA를 담

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문의들

이 빠르고 간편한 기능으로 더 자신감 있

는 진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인 DK

메디칼시스템(대표·이준혁)은 지난

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시

카고 맥코믹컨벤션센터(McCORMICK 

PLACE)에서 열린 2016 북미방사선학

회(RSNA)에 처음으로 참가해 미국 시

장 진출을 알렸다.

특히,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해에 

RSNA 단독부스로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해외 바이어들로 인산인해

를 이뤄 한국 디지털 X-ray 점유율 1위

의 위용을 보여줬다.

이준혁 DK메디칼시스템 대표는 “그

동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시

뮬레이션과 플랜을 내부적으로 검토했

다”며 “이번 RSNA 참여를 통해 미국 

북미시장과 더불어 남미시장에 대한 

진출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X-ray 

‘이노비전 엘린(Elin)-T4’

천정형 디지털 X-ray 이노비전 

Elin-T4는 첨단 기술이 총동원돼 기존 

장비보다 빠르고 정확한 촬영이 가능하

다. 특히 전신 X-ray 촬영 시 오토 스티

칭을 지원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

능을 자랑하고 오픈형 테이블과 무선 

풋 스위치가 적용돼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소프트

웨어를 사용해 빠른 프로세싱 및 고화

질 영상을 보여주는 점이 장점이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의

수술용 C-arm ‘프로스타(PROSTAR)’

DK메디칼시스템의 수술용 C-arm 

‘프로스타(PROSTAR)’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2012년 굿디자인(Good 

Design)을 수상한 제품이다. 

제품 디자인이 슬림해 수술실같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

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7인치 대

형 Full HD 모니터를 장착해 고객들에

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가 커지면 영상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X-ray 영상 크

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경우가 대

부분인데 프로스타(PROSTAR)는 기존

의 영상 품질은 유지하면서 고화질의 

대화면 디지털 영상을 출력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척추성형술이

나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할 때 실시

간으로 영상을 보며 통증완화 물질을 

바늘로 주입해 치료하는데, 프로스타

(PROSTAR)는 영상의 질이 뛰어나고 

37인치 대화면 영상이 멀리서도 한눈

에 들어와 치료 부위를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그 외에도 방사선 피폭을 줄여주는 

펄스테크놀로지(Pulsed Technology)를 

채택해, 기존 제품 대비 방사선 피폭량

을 50% 이상 감소시켜 사용자 및 환자

의 안정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첨단 영상진단기기, RSNA 2016서‘호평’“DK메디칼시스템, RSNA 2016 첫입성 신제품 공개”
월드 베스트 DNA 담은 제품 개발에 박차

전 세계 영상의학과 고객, 파트너에게 만족도 제공

엑스레이 장비 생산 기술력과 

경험을 기반한 첨단 영상장비 전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

는 지난 11월 27일~12월 1일까지 시

카고 맥코믹플레이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RSNA 2016)의 한국관 수행기

관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 지원을 펼치고 돌아왔다.

협회, RSNA 2016 첫 한국관 공동수행

협회는 지난 2015년 터키, 이란, 러

시아 등 수출 유망국가에서 국내 기

업의 해외전시지원을 해왔다. 그간의 

한국관 운영능력을 인정받은 협회는 

RSNA 2016의 첫 한국관 공동수행기

관으로 선정되며 사전마케팅 활동과 

함께 현장지원을 통해 전시를 성공적

으로 마쳤다.

전시회 개최 전에는 미국 의료기기 

시장 동향을 비롯한 전시회 정보, 준비

사항 등을 업무협의회를 통해 전달하

고, KOTRA 시카고 무역관에서 사전

에 발굴한 바이어 정보를 참가기업별로 

공유하는 등 전시 현장에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

으며 원활한 한국관 운영을 위해 담당 

직원을 파견했다.

특히 황휘 협회장은 전시 현장을 직

접 방문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관 참가기업을 비롯해 DK메

디칼시스템, 뷰웍스 등 단독부스로 참

가한 한국기업을 독려했다.

RSNA 2016, 110개국, 659개 업체 참가

올해로 102회째를 맞이한 북미 영

상진단학회(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Meeting)와 함께 개

최된 RSNA 2016은 총 110개국의 

659개 업체가 참여해 방사선 영상진

단기기를 비롯한 의료용품을 시연하며 

각자의 제품을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컨설팅 서비스 

업체도 참여하며 영상 기술 및 서비스

로의 분야를 넓혔다. 

해외 국가관은 한국을 비롯해 독일, 

중국, 프랑스, 캐나다(온타리오 주), 네

덜란드 등 총 6개국이 참가했다. 

한국관 10개사 20개 부스 참가, 

총 2,565천 달러 계약  

한국관은 GE헬스케어, 지멘스, 삼성 

등 글로벌 기업이 자리한 South관에 

위치하며 총 10개사가 20개 부스 규모

로 구성됐다. 참가기업 중에는 국내 의

료기기 전시인 ‘국제의료기기 & 병원

설비 전시회(KIMES 2017)’의 홍보를 

위해 참가한 ㈜한국이앤엑스를 포함해 

㈜메디칼파크, ㈜리스템 등 협회 회원

사 3개사가 참가했다. 

참가기업의 주요 전시 품목은 X-Ray 

촬영기기(신영포엠, 디알젬), 디지털

엑스선촬영장치(리스템), 이동형엑스

선촬영장치(에코트론), 유방진단기(메

디칼파크), 이동형초음파영상진단장

치(힐세리온), 방사선차폐복(씨월드), 

의료용엑스레이튜브(루샘), 3D 의료

소프트웨어(코어라인소프트) 등으로 

다양했고, ‘Beyond Imaging’이라는 

RSNA 2016의 주제에 맞게 방사선 관

련 이미징 기술,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 

시스템도 선보였다.

전시기간 한국관에서는 총 311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상담액은 7,730천 달

러를 기록했다. 이 중 약 2,465천 달러

가 계약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한국관을 통해 RSNA에 처음 

참가한 힐세리온은 모바일초음파진단

기기를 선보이며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서 주목을 끌었다. 무선으로 언제 어디

서든 검사와 영상 확인이 가능한 힐세

리온의 SONON 제품은 전시기간 내내 

100건 이상의 상담 건수를 기록하는 등 

수많은 바이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한편 연구, 진단의료기기에 사용 가

능한 3D 의료용 소프트웨어 기술을 선

보인 코어라인소프트는 상용화 전 연

구용 목적으로 관심을 갖는 바이어들

이 많아 상담액을 정량화할 수 없었으

나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난 바이어와 지

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잠재성

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RSNA 찾는 바이어 다양, 

소프트웨어도 집중해야

이번 전시회는 작년에 비해 참가업체 

수가 줄고 관람객은 약 5만여명으로 전

년 대비 7%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

제침체의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

되나, 세계 최대의 방사선 의료기기 전

문 전시회인 만큼 미국뿐만 아니라 중

남미, 유럽 등 제3국 바이어들이 방문

했으며 관심 품목은 이전보다 세분화되

고, 최신 의료기기부터 디지털 소프트

웨어, 의료 데이터 서비스 등 관심 분야

도 다양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휘 협회장은 “방사선 의료기기 시

장 트렌드는 진단장비, 촬영기기 위주

의 하드웨어에서 이미징 영상기술 등

의 소프트웨어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

내 제조사는 비교적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했으나 국내 의료 소프트웨어 업

체는 해외시장 진출이 미흡해 더욱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회, 앞으로 3년간 RSNA 한국관 지원 나서 

협회는 앞으로 3년간 KOTRA와 함

께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의 

한국관을 공동 수행하게 됐다. 이에 올

해 참가경험을 토대로 KOTRA 시카고 

무역관과 함께 전시회 사전 마케팅 지

원은 물론 효과적인 한국관 운영을 위

한 다방면의 지원 사업을 제공할 계획

이다. 한편, 내년 미국 시카고 의료기

기 전시회는 11월 26일부터 11월 30

일까지 닷새간 개최될 예정이다.

“KMDIA, 3년간 RSNA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지원”
참가사, 전 세계 핵심 바이어와 만족스런 상담과 성과 이뤄

류 한 솔

협회 국제협력팀 사원

왼쪽부터 협회 국제교류팀 류한솔 사원, 황휘 협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한지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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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유관기관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KMDIA, 정부위탁사업 애로사항 및 산업계 건의사항 전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 10일 협회 대

회의실에서 김관성 서울식약

청장이 협회를 방문해 유관기

관 현장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협회 정부위

탁사업에 대한 업무 애로사항 

및 산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

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관성 서울식

약청장, 김혁주 의료기기안전

관리과장, 김대영 주무관, 황

휘 협회장, 이경국 수석부회

장, 홍순욱 상근부회장, 나흥

복 전무, 협회 각 부서장이 참

석했다.

협회는 먼저, 표준통관예정

보고 업무처리시 식약처의 의

료기기 행정처분 사항을 누락 

없이 실시간 반영을 위해 식약

처 홈페이지 및 의료기기전자

민원창구 등의 개선과 행정처

분 공문을 제대로 수신했는지 

식약처 확인 절차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김혁주 과장은 서울식

약청 등 각 지방청은 행정처분 

공문 승인시 관계기관 대상으

로 자동 FAX 발송 시스템을 도

입해 운영 중에 있고, 업소명, 

제품명 및 처분명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으나 

자동 FAX 발송 시스템을 적용

하고 있지 않은 지방청에 대해

서는 업무회의를 통해 개선 필

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

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국

민신고문 등에 상습적 민원접

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지자체 의료기기광고 사후관

리 담당자에 대한 식약처 차원

의 지속적인 법령·제도 교육

을 요청했다.

김관성 청장은 이에 “협회에

서 광고승인 결과통보서 발송

시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재심의 절차가 있음을 명시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선행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

는 협회 자체교육이 필요하다”

고 피력했다.

산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KGMP 적합인정서가 심사지

연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식약처 유예조치가 각 지방식

약청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확

인을 요청했다. 또한 전시용의

료기기 승인이 전시기한에 임

박해 보완 또는 승인 불가 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 까르네로 반

입되는 전시용의료기기에 대

한 별도 인정방안도 요청했다. 

김대영 주무관은 전시용의

료기기의 까르네 반입에 대해 

관세청의 확인사항 등 추가적

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경

우 지자체 공무원 입회요건이 

현재 실효성이 부족함에 에 따

라, 폐기업체의 확인서 또는 

현장사진 등으로 대체하는 방

안, 의료기기 회수(리콜) 또는 

이상사례보고 두 가지 보고절

차만 있어 경미한 보고 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분화된 시장

조치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관성 청장은 “업계 건의사

항은 자세히 현황을 확인 및 검

토하겠다”며 “정책 수립을 위

해서는 외국 의료기기 제도현

황 연구 및 업계영향 평가가 필

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휘 협회장은 “세계 의료기

기 7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

해서는 업계의 힘만으로는 부

족하다”며 “정부에서 넓은 시

야를 가지고 전시회, R&D, 법

령·규제 정비 등 다양한 부분

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협회 회원사 메인텍·메디아나·원텍 정부표창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40명 포상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

달 15일 복지부 

개최한 ‘2016년 

보 건 의 료 기 술

진흥 유공자 정

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회

원사의 의료기기 R&D 성과

와 유공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

기술 및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기여한 유공자와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에 대해 그 

공적을 치하하고 포상하기 위

해 마련됐다.

이날 의료기기 분야는 이상

빈 ㈜메인텍 대표이사가 대통

령 표창, 장양수 ㈜메디아나 

연구소장이 국무총리 표창, 

유한영 원텍㈜ 수석연구원이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메인텍은 의약품 주입펌 원

천기술을 개발해 의료사고 문

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메디

아나는 진보된 기술과 기능을 

가진 국산 환자감시장치 개

발, 원텍은 고가 레이저 치료

기기의 국산화 및 수출 확대

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KMDIA-NECA,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소통강화

황휘 협회장 “합리적인 규제·제도 뒷받침 돼야 산업 발전”

심평원, 2016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 발간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달 

28일 한국보건

의료연구원과 신

의료기술평가 관

련 소통강화를 

위한 조찬 간담

회를 가졌다. 

이날 양 단체장은 최근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제한적 의료기

술평가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

와 활발한 제도 활용을 통한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의 환자접근성을 높

이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

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황휘 협회장, 홍

순욱 상근부회장, 이선교 전문

위원, 나흥복 전무와 이영성 

보건의료연구원장, 김석현 신

의료기술평가사업부 본부장, 

김주연 고객소통개선팀장이 

참석했다. 

황휘 협회장은 국내 제조사

가 개발한 의료기술이 제도적

인 제한으로 오랜 기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있어왔으나 이번 제한

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 확대는 

업계에 희소식이 됐으며,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을 향해 나

아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

제 및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NECA의 제도개

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영성 NECA원장은 

협회 및 업계와의 많은 만남과 

소통을 통해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등의 유망 의료기술이 환

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확대

되고, 실시기관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넓어져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하

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건강보험과 의료기

기 유통산업 관점에서 다양한 

치료재료 정보를 종합한 치료

재료 통계정보집인 ‘2016 치료

재료 경향과 전망’을 처음 발간

하고 5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통계집은 심평

원 홈페이지(www.hira.

or.kr) → 의료정보 → 간행물

→ HIRA e-book에서 볼 수 

있다.

KMDIA, 전임 회장단에 협회 업무성과 보고
전임회장단 “협회,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 수행” 주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협회 설립과 발

전을 이끌어온 전임 회장단을 

초청해 ‘2016년 협회 활동 및 

2017년도 업무 보고회’를 지난

달 19일 트레이드타워 탑클라

우드 52에서 오찬과 함께 진행

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임 회장단

에게 지난해 협회 활동 및 성

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조언을 듣는 시

간을 가졌으며, 이창규 초대협

회장(DK메디칼솔루션 회장), 

최춘섭 3대 협회장(케이씨피

메드 회장), 이성희 4대 협회장

(메디언스 회장), 송인금 6대 

협회장(인성메디칼 회장), 황휘 

협회장, 홍순욱 상근부회장, 이

선교 전문위원, 나흥복 전무가 

참석했다.

황휘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전임 회장단의 협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의 말

을 전하면서, 지난해 1월 가졌

던 전임 회장단 업무 보고회에

서 약속했던 강화된 회원사 서

비스 제공, 업계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특히 협회에 필요한 

회비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회원사의 이해와 지지

를 받아 협회를 성장시킬 수 있

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올해 회원사의 글로

벌 경쟁력 확보, 해외 수출 판

로 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방안을 모

색하고, 의료인의 의료기기개

발 공로를 포상하는 ‘제2회 의

료기기산업 대상(大賞)’을 지난

해에 이어 개최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기산업을 알리고, 의료

기기종사자 교육과정 및 교육

시설 환경을 새롭게 갖춰 회원

사 및 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전임 회장단은 지난해 이뤄

진 제도 개선 등의 성과와 협

회 성장에 협회장을 비롯한 사

무처의 노고에 치하하는 한편, 

의료기기산업이 신성장동력산

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창규 초대 협회장은 체외

진단제품이 의료기기로 관리되

면서 관련 업계가 협회 회원사

로 가입하고 적극 활동할 수 있

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춘섭 3대 협회장은 간납

업체 문제해결에 더욱 적극적

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인금 6대 협회장은 추가적인 

치료재료 제도개선 및 별도산

정제품의 보상플랜 확대를 위

한 다음 단계의 계획을 마련하

면서 회원사와의 정보제공 및 

협력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성희 4대 협회장

은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과 성장에 협회가 견인차 역할

을 수행할 있는 역량 제고 및 

정책적 제안을 지속적으로 연

구·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KMDIA 신임 홍보위원장에 이준혁 이사

이사회, 홍보부위원장에 최정택 이사 선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사

회는 홍보위원회 신임 위원장

에 이준혁 이사(DK메디칼시스

템 대표), 홍보부위원장에 최정

택 이사(파브메드 대표)를 선임

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제5차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내년 정기총회일까지

이다. 

한편, 전임 임천복 홍보위원

장(지엔리사운드코리아 회장)

은 이사회 탈퇴에 더불어 홍보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임천복 

전 위원장은 “그동안 협회 활동

에 적극 참여해 왔으나 더 뛰어

나고 젊은 이사들이 위원회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도 선배의 도리“라며 퇴

임의 변을 전했다. 

최정택 이사
홍보부위원장

이준혁 이사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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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표이사  황 휘 외 임직원 일동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1, 7층(삼성동, 강남벤처랜드)  TEL  02)554-3501  FAX  02)554-3451  www.hk-t.com

에이치케이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는 지난 9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

화’를 주제로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속 국민 행

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

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

화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

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국제표

준코드 기반의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UDI)’을 구축한

다. 이에따라 의료기기 출고시 

제조·수입업자가 등록·부착

한 고유식별코드를 기준으로 

허가부터 생산, 유통·사용까

지 제품 전주기 정보를 수집·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의료제품 구매 정보가 

등록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

템(공정위)’을 통해 제품 회수 

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실

시간 제공한다. 

의료기기로 인한 심각한 부

작용 발생 시 부작용 및 회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전자교정 기술, 

재활로봇 등 새로운 과학 기술

이 적용된 의료제품 출현에 대

비하기 위해 선제적 허가심사

를 추진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외 규제정보를 제공

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유전

자교정 기술, 의료기기 분야 

3D 프린팅, 인공지능(AI), 사

물인터넷(IoT), 재활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방

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

히 허가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업계의 제품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 수출 지원 

정보방’, ‘바이오 IT 플랫폼’,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를 

통해 주요 수출국 관련 인허가 

정보, 규제 정보 등의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

획이다.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의료

제품 분야 규제를 주도하는 국

제기구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우리나라 의료제품 인

허가 시스템의 우수성을 적극

적으로 홍보해 의료제품 수출

을 지원한다.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지원

을 위한 EU 화이트리스트 등

재를 추진하고, 미국, EU 등 9

개국이 참여해 의료기기 규제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하는 국

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IMDRF) 가입을 달성하겠다

는 계획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

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와 중소기업청(청장·주영섭)

이 손잡고 보건의료 분야 창

업, 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분

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

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사업

화·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

도록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바이오 분야 TIPS 창업팀에

게 보건의료에 특화된 컨설팅

을 연계할 예정이다.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민

간투자와 연계해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 보육, R&D 

지원을 목적으로 특화된 운영

사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과 병

원 간 연구개발 및 의료기기 

실용화 분야에서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진출 활성

화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방안

을 마련했다. 

이에 중기청은 바이오 분야 

TIPS 프로그램 창업팀에게 

복지부 의료기기 실용화 및 보

건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을 연

계해 바이오헬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TIPS 창업팀에게 신

개발 의료기기의 허가 등에 소

요되는 임상시험 비용지원 사

업에 우선 참여(ʼ17. 4월)토록 

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

센터를 활용해 인허가 등 빠른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현재 바

이오분야 TIPS 창업팀 46개 

중에는 의료기기 분야가 22개

사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월

드클래스300기업’ 등 우수 중

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의

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

터에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4월 진행하는 보건의료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인 ‘K-

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평가원, ‘의료기기 

사례분석 FAQ’ 업데이트

식약평가원, 작년 의료기기 
분야 소통사례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영원)은 의료기기 허

가·심사·인증 업무에 도움

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사례

분석 FAQ’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17년 1월부터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허가에서 인증 대상으로 전환

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의료

기기 허가·심사·인증 제도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

령·자료 → 법령정보 → 지

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의료기기분야에서 전문

가 협의체, 민·관 협의체, 업

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하

게 제기된 의견들과 논의 과

정을 정리해 ‘소통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의료기기 허

가·심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

으로 개선·운영하기 위하여 

과정과 결과를 업계에 제공하

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

했다.

소통사례집은 홈페이지

(www.mfds.go.kr) → 홍보

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식약처, 금년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선진화’
의료기기 UDI 구축, 국내외 인허가·규제정보 제공, IMDRF 가입 

복지부-중기청, 바이오헬스 창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의료기기 22개사 TIPS 창업팀 선정, 제품화·임상·인허가·수출까지 지원

■행사개요 및 목표

•  이스라엘 생명 과학 부문의 62%를 차지하는 첨단 의료기기산업이 

소개되며, 새로운 헬스케어 딜리버리 모델을 추구하는 삶의 질과 의료

비용 및 강화된 규제 관련 협력 활성화 등을 주제로 컨퍼런스&전시회 

진행

•   혁신과 창업의 국가 이스라엘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라엘 첨단 

의료기기 분야 최신 동향 파악 및 이스라엘 기업과의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의 기회 마련

■프로그램 개요

•  내용 : 의료기기 콘퍼런스 및 전시회 참관, 산업시찰, 1:1 기업상담회

•  주관 :  주한이스라엘대사관 경제과,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기간 : 2017. 3. 4(토) ~ 9(목) [5박 7일]

•  장소 : 이스라엘 텔아비브 컨벤션센터

•  대상 :  이스라엘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 있는 유관 제조&수입업체, 

이스라엘 제품/기술 도입 및 협력(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등

■지원사항 

  이스라엘 현지 관심 수요자 발굴 및 상담 알선

 공식만찬 및 공식일정 이동 시 교통편 제공 등 

        

■참가비용(추후 확정 예정)

■참가신청 및 문의

•  신청기한 : 2017년 1월 20일(금) 16:00까지(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  신청 및 문의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과 이민희 상무관 

 T. 02-723-6124    F. 02-739-9963    
 E. israelembassy3@gmail.com 

2017 이스라엘 의료기기 산업 사절단 모집 
2017. 3. 6(월)~9(목)  Tel-Aviv Convention center, Israel www.medinisraelconf.com

■관련 정부 지원사업

사업명
과제당 

지원규모
개 요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

개발사업

(KORIL- FUND)

최대 

100만불,

3년 이내

-  전담 기관 :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연구개발재단

                  (KORIL-RDF)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경제산업부간 협정에 

기반하여, 공동기금조성(연간 총 400만불) 자국기업에 

연구개발자금을 각각 지원

-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  ’01∼현재까지 양국에서 4,900만불의 기금을 조성하

여 약 150여 개의 공동과제 승인 및 지원(ICT, 바이오, 

에너지 분야 등 신산업 분야가 70% 이상 비중 차지) 

-  2017년 상반기 사업공고 등 세부내용 참조 가능

  (한이스라엘 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전	협의	또는	공지	없이	변동	가능

■사절단 일정 (안)

일 시 장 소 내 용

3.4 (토) 한국 → 이스라엘 인천 출국(15:00) KE 957  →  텔아비브 도착(20:20)

3.5 (일) 이스라엘

산업시찰 

- Assuta Medical Center 방문 (http://en.assuta.co.il/)

  Assuta Medical Center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규모

를 자랑하는 종합의료서비스센터이다. 매년 약 9만 2

천 건의 수술과 68만 3천 건의 외래검사 및 치료, 44

만 건의 영상진단(MRI, CT 등), 4천 건의 심장카테터삽

입술 및 1만 6천 건의 IVF 치료를 제공한다.

- 의료기기 기업 방문 

3.6 (월) 이스라엘

산업시찰 

- Rambam 병원 방문 (www.rambam.org.il)

  Rambam Health Care Campus는 약 1,000배드 규

모의 대학병원으로 이스라엘 북부지역 약 2백만 명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Rambam은 열두 개의 

지역 병원 및 이스라엘군 북부 사령부, 지중해 미 해군

과 UN PKF의 3차 의료기관으로, 병원 운영&응급 상황

에 필요한 HIT를 도입하는 데 선두적인 병원이다. 

- 의료기기 기업 방문 

Med in ISRAEL Gala Event

3.7 (화) 이스라엘 MED in ISRAEL 참관(컨퍼런스, 전시회, 1:1 기업미팅)

3.8 (수) 이스라엘 MED in ISRAEL 참관(컨퍼런스, 전시회, 1:1 기업미팅)

3.9 (목) 이스라엘 → 한국
예루살렘 투어 

이스라엘 출국(22:10) KE958 인천 도착(15:25(+1))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전	협의	또는	공지	없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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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의료기기와의 인연은?

옛날에 전자기기 대리점을 했

다. 75년도에 폴라로이드(즉석

필름)를 취급했는데, 77년 한국

에 처음 CT가 들어왔다. 경희

대병원에 설치됐는데 당시 CT

를 찍을 때 무조건 폴라로이드 

필름으로만 현상을 했다.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경희대병원

은 CT를 가져다 놓고 쇼윈도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밖에서 

CT 촬영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병원홍보전

략이었다. CT가 최첨단기기로 

여겨지는 시대이다. 필름을 납

품하면서 의료기기를 알게 되

고, 점차 심장순환기제품만 전

문으로 전력 매진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 메드트로닉이 협

력 회사였다.

새로운 의료기기를 도입하며 크

게 회사가 번창했는데?

1985년에 케이씨피메드를 설

립하고 변화하는 의료계 환경에

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 당

시 세계 시장에서 페이스메이커

를 가장 선두적인 위치에서 개

발, 판매하고 있었던 다국적 기

업인 인터메딕스 인터내셔날사

를 한국 시장에 소개했었다. 

심장순환계 의사들이 인정하

는 부분은 소아심장에 쓰이는 

의료기기를 참 외롭게 끌고 왔

다. 돈을 떠나서 의료의 질을 개

선하고 환자를 위해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또 주 품

목인 심장순환계통에서 영역을 

확장해 마취과, 응급의학과 제

품도 취급했다. 88년도에 응급

의학이 처음 생길 때는 우리 회

사에서 많은 서포트를 했다. 

지금까지 기업을 이어올 수 있었

던 이유는?

처음에 폴라로이드를 들고 병

원을 들락날락하다가 나중에 

중심정맥압(CVP) 제품을 하면

서 전 병원에 들어가는 소모품

을 시작했다. 제2의 창업이라

고 할 정도로 크게 성장해 본격

적으로 메디칼사업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42년 됐다. 보통 조금

이라도 의료계통에 인연이 있

던 사람들이 의료기기업체를 운

영하기 시작하지만, 나는 33세

에 처음 사장으로서 개업해 통

관, 세관을 찾아다니면서 일했

다. 열정이 있었다. 사명감을 가

지고 의료기기업을 한다는 정체

성을 확고히 하며 일해 왔다.

케이씨피메드를 거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4~50여명 

된다. 우리회사가 창업훈련소 

역할을 했다. 

직원단체 해외 여행을 매년 가는 

이유는?

소모품 영업은 각자 담당 병

원 선생님을 매일 같이 만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좋

은 기운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

야 한다.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

이든 적은 사람이든 견디다 보

면 고객도 직원도 회사도 손해

가 된다. 힘들면 쉬기도 해야 한

다. 그걸 회사에서 해 줄 뿐이

다. 일하는 사람이 즐겁게 보상

이 필요한 것이다. 의사라는 직

업도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고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항시 달고 다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원들과 매년 해외여행

을 간다. 그리고 회사에 카페도 

만들고, 근래에 와서는 미술에 

관심이 있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

다. 카페에서 회장하고 만나도 

어려워하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

하고 가볍게 와인으로 술 한 잔 

마시며 여유도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회 설립 멤버로 그리고 3대 회

장으로서 협회 성장의 토대를 마

련했는데?

사실 협회를 바라보면 격세지

감을 느낀다. 한국의료기기산

업협회의 전신은 의료기기수입

업자협의회이다. 지금은 제조

사, 수입사, 다국적 기업 등 협

회의 지붕 아래 모여 회원사 권

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기 법령·

제도 등을 개선하고 만들어 가

는 것을 볼 때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전 코비디엔 김희정 대표, 

전 메디언스 전영철 부회장 등

의 젊은 그룹과 협회 초대 회장

을 역임한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 등 여러 업계 분들

이 모여 이심전심의 힘으로 협

회가 생겨났고 내가 회장일 때 

처음으로 의료기기법을 만들게 

됐다. 법이 마련되면서 의료기

기산업이 더욱 가파르게 성장

해 나갔다.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화합

에 집중했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다. 사단법

인으로 하고 보니 산업 입장에

서 한국의료기기협회로는 한계

가 분명 있었다. 그래서 협회 이

창규 초대회장을 위시로 반대편

에 있던 제조사 단체인 조합과 

통합을 추진했다. 많은 회의를 

했다. 결론적으로 이창규 초대

회장이 회장을 양보하고서라도 

통합을 희망했다. 그러나 좀처

럼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협

회 회원사의 반 가까이가 제조

사라 들었다. 그리고 협회 이사

회의 상당수가 제조사 임원이고 

협회 설립의 본연의 목적을 실

천해 가는 것 같아 보기 좋다.

3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임기

를 3년으로 정했다. 일 잘한 사

람은 연임도 가능하게 했다. 그

런 후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신문을 만들었다. 신문을 창간

할 때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회원사 권익을 대변하

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면 신

문이 필요했다. 

회사 1층 로비에 인상적인 그림

이 걸려 있는 걸 봤다. 요즘 젊은 

작가들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다.

지난해 11월 젊은 미술가들

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으로 

CHAPTERⅡ(챕터투)를 마련

했다.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

이라는 측면에서 학과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

는 젊은 미술가들에게 예술활

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

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했

다. 또 지역주민들, 회사를 방

문하는 사람 등 문화 예술을 좀 

더 편하게 감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됐다. 그전에 줄

곧 그림 수집만 수백 점 해오다

가 미술에 대한 갈망이 있어 홍

익대학교에서 미술을 이론적으

로 배우기도 했다. 홍익대에선 

평생 학생증을 주기도 했다. 

현재 두 명의 젊은 작가들이 

입주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

는데 예술가로서 나래를 힘껏 

펼치기를 바라고 챕터투를 통

해 미술인들이 폭넓은 교류와 

예술이 융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입주 젊은 작가는 여기

를 나갈 때 캔버스 100호 크기

의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 100

호 그림은 열심히 하라는 동기

라 할까, 실력을 쌓지 않으면 쉽

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협회에 한 말씀 전한다면?

협회가 커질수록 나를 낮추

고 조심해야 한다. 회원사가 협

회에 들어왔을 때 내 집에 온 

것 같은 편한 느낌이 있어야 한

다. 관료화 되는 걸 경계하고 회

원사 위에 군림하는 걸 멀리해

야 한다. 

다양한 회사에서 약사 출신 CEO

가 있을듯한데, 본인이 CEO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지?

되고 싶었다. 약사 출신이지

만 맨 처음에 병원 약국에서 2

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제약회

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영

업사원을 하다 보니 회사에서 

하는 일을 즐거워하다 보니 지

금에 이르게 됐다.

회사가 굉장히 많은 부서들

로 이뤄져 있고, 다양한 부서에

서 일을 하면서, 너무 신비로웠

다. 하나의 제품이 장기간 많은 

연구와 돈의 투자를 통해 이렇

게 환자에게 가게 되는 과정을 

겪고 이해하는 것이 흥미롭고 

보람도 있었다. 

보톡스, 필러, 가슴보형물 이 세 

가지가 주력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움과 삶의 질 향

상에 대한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여성 CEO로서 강점이 

있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메

디칼 에스테틱부에서는 의약

품인 보톡스, 의료기기인 필러

와 가슴보형물을 취급한다. 에

스테틱은 주요 소비자층이 여

성들이다. 그리고 그 소비 여성

들의 연령이 예전에는 국한됐

는데 지금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글로벌 엘러간에서는 한

국을 포함해 매년 대규모 ‘소비

자이해 시장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

로 마케팅할 것인지, 어떤 신제

품이 앞으로 미래에 필요할 것

인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 

CEO이지만 여성이고 에스테

틱에 관심이 많은 한 명의 소비

자로서 다가가 빠르게 변화하

는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흥미롭게 고민을 한다. 그런 정

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고 좋아하는 게 장점인 것 같

다. 고객이나 직원과 소통할 때

도 여성 CEO가 훨씬 신뢰를 많

이 주는 것 같다. 

글로벌 엘러간에서는 여성 

CEO가 꽤 많이 활동한다. 아

시아·태평양에서 보면 한국, 

중국, 대만, 태국 사장도 여성

이다. 

경영철학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직원들하고는 어떻

게 소통하고 있는지?

회사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140명 정도 근무하고 있

다. 반은 회사 내에 근무하고 있

고 반은 회사 영업부 직원이다. 

그래서 직원들과 대면을 많이 

하려고 한다. 새로 들어온 직원

들, 영업부의 고성과자들 또는 

새로 승진한 사람들, 기회가 있

을 때마다 같이 점심을 먹으며 

소통한다. 무엇보다 사장실 문

은 항상 열려 있다. 직원들은 오

다가다 들어와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제

안도 한다. 

분기마다 정기미팅도 있고 또 

매달 뉴스레터도 보내는데 뉴

스레터의 맨 밑에 보면 ‘혹시 당

신이 부서장이나 혹은 누구한

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회사

에 정말 제안하고 싶으면 이야

기하라’라는 무기명 이메일도 

있다.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직

원들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소

통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엘러

간만의 강점 중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화인 것 같다. 소통

이 잘 이뤄지기에 형성되는 문

화라 여기고 그 부분에 신경 쓰

고 강점으로 가져가고 싶다.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

치는?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안

티에이징에 대한 관심과 수요

에 부응하고자 과학에 기반

을 둔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

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전문가와 

환자에게 과학과 미학이 조화

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The 

science of rejuvenation’을 

실현을 목적하고 있다. 과학과 

미학이 조화된 가치라 함은 ‘예

쁜 외모’보다는 개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끌어낼 수 있

는 자연스러운 시술법으로 스

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

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나가는 데 도움

을 주는 기업이 되는 것이 엘러

간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세계 필러시장 점유율 44%, 가

슴보형물 점유율 42%인 제품이 

있는데 국내에서의 점유율은 어

떠한가?

국내에는 사실 의료기기 마

켓 데이터가 없다. 재작년 마케

팅조사업체에서 최초로 필러시

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다. 그 

발표에는 엘러간이 1등으로 나

왔다. 가슴보형물도 압도적으로 

마켓리더십을 지키고 있고, 보

톡스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가 다른 나라 보다 시장경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글

로벌 마켓은 80%를 항해한다.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신뢰 

가는 품질력에 기인한다. 안전

성 및 효능과 관련한 다수의 의

학 연구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또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리더로서, 지속적인 제품 및 

시술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

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

록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데 ‘엘러간 메디컬 인

스티튜트(Allergan Medical 

Institute)’라고 부른다. 전 세

계의 유수한 의료진뿐만 아니

라 다수의 우수한 강사진이 참

여하고 있다.

대표를 맡은 후 2년 동안 자신을 

평가한다면 그리고 직원과는 어

떤 목표를 공유했나?

2015년에는 회사에 들어오면

서 안과사업부는 비교적 익숙

했는데, 의료기기는 처음 일을 

해봤다. 에스테틱을 익히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간 스스

로의 배움의 과정이었다. 2016

년에는 ‘비즈니스와 개인 커리

어의 동반성장을 이루자’는 것

이 회사 모토였다. 결과적으로

는 두 가지를 잘 이뤄낸 것 같

다. 2016년에는 내부에서도 작

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타회사의 엘러간 합병이 무

산된 굉장히 큰 사건을 겪었지

만 마켓에서의 리더로서 발돋

움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올해에는 타의 모범이 

되는 회사 조직을 만들자는 비

전을 세웠다. 한국 내에서 다른 

회사에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

니라 엘러간 내에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 법인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조직. 이것은 향후 

몇 년간의 목표이자 비전이 될 

것 같다. 

협회 회원사에 한 말씀 전한다면?

의료기기산업이 정부에서도 

육성하고자 하는 관심분야이

고, 또 아직 의약품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

기 내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수입사와 제조사는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비슷하지만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분명

히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

이 있을 것 같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회원들 사이에서 상

생해 나가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갈 

수 있으면 한다.

“한국엘러간, 한국 안팎에 타의 모범이 목표”
보건의료전문가와 환자에게 과학과 미학이 조화된 가치 제공

“경영인의 삶에서 젊은 예술인의 꿈을 응원”
케이씨피메드 국내 심장순환계 의료 발전과 협회 설립에 공헌

 한국엘러간 - 김은영 대표이사 ㈜케이씨피메드-최춘섭 회장(협회 3대 회장)

한국엘러간㈜은 1995년 엘러간 한국법인으로 설립됐다.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 안과 사업부, 보톡스 

치료 사업부에서 다양한 질환 카테고리에 대한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

로는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의 보톡스, 쥬비덤(Hyaluronic Acid 필러), 내트렐(Breast Implant) 등이 있다.

이번 신년특집호에서는 한국엘러간을 3년째 이끌고 있으며 지난해 새롭게 협회 이사회 임원으로 의료

기기산업계의 대표 일원으로서 활동중인 김은영 대표를 만나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케이씨피메드 최춘섭 회장은 45여년 동안 국내 의료기술 및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했으며, 의료기

기산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설립에 공헌하고 3대 회장이 되면서 협회 

성장의 토대를 다졌다. 지금은 경영인의 일에서 잠시 놓아두고 CHAPTERⅡ(챕터투)라는 갤러리를 지난

해 11월 회사 사옥 1층에 공간을 마련해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다. 케이씨피메드 최춘섭 회장을 만나 

그간의 인생 여정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CEO
인터뷰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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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책

2016년도 성과와 평가

정유년 새해, 지난 한해에 대한 성과

를 살펴보고 새해 계획을 생각해 본다. 

무엇보다도 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

회의(AHWP) 의장국으로 2년 차인 지

난해에는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도움

으로 국제협력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지난 제21차 총회에

서 국내 규제지침을 AHWP 국제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해 승인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특별규제 세션을 개

최해 의료기기 규제분야 선도국의 위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빅테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

라인(안)’을 만들어 국민의견을 수렴 중

이다.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개발단계

별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했고, 범부

처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첨단의료

기기 평가기술을 개발해 신속한 제품

화를 지원했다. 또한 국제조화된 다양

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분야에서도 위해

도에 따른 임상적 성능평가 요건을 차

등화해 임상시험의 활성화에도 기여했

다. ICT 기술발달에 대비한 선제적인 

제도정비와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

한 관리방안과 가이드라인, 차세대유

전체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체외진

단용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기준도 마

련했다.

이런 성과와 더불어 국제협력분야에

서는 AHWP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 인정기반의 구축에 대

한 아쉬움과 함께 글로벌 리더로의 도

약을 위한 다각적인 국제협력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한 지난해 3D 

프린팅 의료기기와 인공지능 등의 첨

단의료기기 이외에도 4차 산업 기반의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방안

의 마련과 의료용 로봇 분야에 대한 선

제적인 평가기술 개발도 필요성도 느

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의 안전

사용을 위한 보도자료와 리플릿 배포 

등의 평면적인 정보제공의 수준을 벗

어나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소통협

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IMDRF 회원국 가입 추진 및 

국산 의료기기의 국제적 인정기반 마련

의료기기의 규제분야는 미국, 유

럽 등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IMDRF) 회원국이 주도하고 있다. 세

계시장 9위의 우리나라는 규제 추종 

국가로 국제적 위상이 저평가되고 있

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산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IMDRF 가입

과 규제주도국으로 도약이 필수적이

다. IMDRF 가입 추진전략을 마련하

고 IMDRF 회원국과 G2G/G2B 콜라

보레이션 개최 및 IMDRF 협력사업에 

대한 참여와 교류를 활성화해 IMDRF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

고 개발도상국의 규제체계 확립 지원

과 더불어 우리의 우수한 규제제도 홍

보를 통해 국내 제품의 국제적 공신력

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적 인정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다른 나라에서 

신속 또는 간편심사를 통해 인정되거

나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

인하는 제도(One-Cycle Approval)

도 추진하고자 한다.

신기술 출현에 대비하는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 마련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가

상·증강현실(VR·AR)과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선제적

인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한다. 분야별 심화교육과정을 통

해 심사자의 역량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이런 선제적인 허가

심사 방안 마련과 전문성 향상으로 심

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안전관리의 체

감도를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노

력이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 

일정을 예측 가능하게 해 관련 산업의 

진흥육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가상·증강현실(VR·AR) 및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

일반산업계에서 게임용 등으로 활

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가상·증강현

실(VR·AR) 기술은 머지않아 의료기

기 분야로 그 적용범위가 확장될 것으

로 예측된다. 특히 VR·AR을 이용한 

재활치료기기와 더불어 인공지능을 이

용해 질병을 진단·예측하는 임상결정

지원시스템(CDSS) 등의 개발이 예상

된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분

야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로는 허가

심사가 적절치 않아 선제적이고 합리

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해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가상·증강

현실(VR·AR)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

기 안전관리 기반 마련과 더불어 AI 기

반 CDSS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및 허

가·심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네트워크 기반 의료기기의 

 정보보안(Cyber security) 체계 구축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기반 의료기기의 활발한 개발과 사용증

가에 따라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통신으로 설정

치 입력과 제어가 가능한 인슐린주입기

나 이식형심장박동기 등이 해킹으로 설

정치가 조작될 경우 환자생명에 직접적

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

료기기의 정보보안(Cyber Security)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

에서 동작하는 의료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해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도 

정비하겠다.

△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체계 구축

인구고령화와 소비층의 변화에 따라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기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재

활로봇의 산업육성정책이 추진 중이

다. 최근 국내에서도 재활로봇 개발지

원을 위한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하

고 있다. 또한 국제 표준기구인 IEC에

서도 재활로봇 기술에 대한 표준화 필

요성을 인지하고 국제표준(안) 및 기술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

한 형태와 임상적용분야를 갖는 재활

로봇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와 개발지

원을 위해서는 이들 의료기기의 분류

기준과 허가·심사체계의 구축이 필요

하다. 그러므로 재활로봇의 범위를 명

확히 하여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를 수

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과 필수성능을 

도출해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

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의 안전사용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의 확대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있어 안전사용

의 중요성은 다양한 홍보 매체의 발전

과 더불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의 

보도자료와 리플렛의 발간과 같은 평

면적 홍보방법을 벗어나 정보취약계층

과 사용자별로 특화된 맞춤형 안전정

보를 제공해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

가 강화되도록 하겠다. 특히 현장홍보

는 협회와의 공동노력을 통해 안전 체

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정보 취약계층 대상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의 현장 홍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

한 계층은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나, 수요자 입장에서

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홍보활동은 미

비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고 적

극적인 정보전달 방법을 발굴해 정보

취득이 취약한 계층별 맞춤형 홍보활

동이 필요하다.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에 대해 어린이, 어르신, 주부, 장애인

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현

장홍보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의 이

주민 및 자녀를 위한 다국어 홍보와 같

이 정보취약계층별로 맞춤형 홍보에도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다.

△  자가검사용 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강화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관리 환경이 

병원중심에서 가정 또는 일상생활로 

변화함에 따라 환자가 직접 검사하는 

의료기기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이

와 같은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자가검

사용 의료기기는 사용자의 사용방법이

나 사용시 주의사항 준수 여부가 검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가 검사용 

의료기기의 필수 준수 사항을 사용자

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의료기기 안

전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가 검사용 의료기기의 필수 준수사

항과 안전사용에 대해 사용자의 눈높

이 맞게 업계, 협회, 전문가 및 시민단

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용자와

의 소통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책 방향

정 희 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주도국으로의 도약
국제 협력 강화와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적 심사체계 구축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46, 4층(삼성동, 동흥빌딩)  TEL  02)596-0460  FAX  02)596-7401  www.shsystek.co.kr

 - 대표이사  이 경 국 외 임직원 일동 -

㈜신한씨스텍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01-1(동화리)  TEL  033)742-5741  FAX  033)742-5745  www.humaninterface.co.kr

 - 대표이사  서 현 배 외 임직원 일동 -

현메딕스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102동 8층(정자동, 아이파크분당1)  TEL  070)4350-1051  FAX  070)8277-3299  www.karlstorz.com

 - 사장  이 남 구 외 임직원 일동 -

칼스톨츠엔도스코피코리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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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추진 업무 요약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

기 관리는 위험요소 관리 중심의 선택

과 집중감시로 감시방식을 대폭 전환

해 문제 발생 시 사회적 파급이 큰 제품

이나 다수 소비자에게 대량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 취급업체 649개소를 

선정해 위험요소 관리 중심의 집중감

시 실시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예

방 조치(CAPA) 실시로 위반업체 적발

률(ʼ15년 31.9% → ʼ16년 11.3%)을 대

폭 감소시켰다. 

또한 특정기간에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광고에 대한 집

중 모니터링을 3,405건을 실시해 334

건의 불법 행위 적발 및 고령화 등으

로 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무

료체험방, 떴다방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를 점검해 111개소를 

적발했다. 그리고, 무료체험방 등 현장 

이용자 21,295명에게 ‘올바른 의료기

기 사용법’ 교육 자료 배포 등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의료기기 불법 개조행위 방지를 위

해 의료기기 수리업무 준수사항을 마

련했고,‘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을 통해 광고사전심의 면제대상

을 확대했으며, 회수율 산정방식 및 회

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회

수·폐기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특히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를 위해 14억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업무 성과 및 의의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실

시하고 있는 정기 감시 방식을 문제 발

생 시 사회적 파급이 큰 제품이나 다

수 소비자에게 대량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 취급업체 649개소를 선정

해 위험요소 관리 중심의 집중감시 실

시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예방 조

치(CAPA) 실시로 위반업체 적발률

(2015년 31.9% → 2016년 11.3%)

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관세청과 합동

으로 의료용체내표시기, 의료용장갑, 

MRI·CT 등 수입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불법 수입·통관되

는 의료기기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기간에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

터링을  3,405건을 실시해 334건의 불

법 행위 적발 및 고령화 등으로 불법 광

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무료체험방, 

떴다방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를 점검해 111개소를 적발했으며, 

무료체험방 등 현장 이용자 21,295명

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등에 대

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 하는 등 소

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성과가 

있었다. 소비자 및 의료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수거대상을 선정하고, 컬러

콘택트렌즈와 같이 소비자 관심이 증

가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공

동 수거·검사 실시해 그 결과를 소비

자에게 제공하고, 부적합 업체 재발방

지를 위한 교육 및 현장기술 지원을 통

해 의료기기 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등 국민 안심 유통 의료기기 

환경을 구축했다.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가 2015년 12월 9일자로 마련됨

에 따라 하위 규정인 총리령에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을 신

설했으며 현재 총 601명의 소비자의

료기기감시원을 위촉해 무료체험방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행위의 증거확보 및 진단·측정 의료

기기의 정확도 조사 업무 등에 연인원 

663명을 활용했다.

2017년도 추진 업무 및 의의·특징

2017년에는 사후관리 분야별 추진 

방향을 위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해요소 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시 실시

위해요소·사회적 이슈 중심의 제

품을 선정해 타겟(Target) 감시체계

를 운영 및 시정·예방조치(CAPA) 제

도를 확대해, 행정처분 외에 위반사항

의 위해도 정도 및 내용에 따라 시정·

예방 조치를 하고 끝까지 피드백 관리

해 의료기기 업체가 자발적으로 위험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

다. 위해 우려 의료기기들의 불법 수

입·통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

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에서부터 불법 

의료기기를 선별·조치해 사전 예방적 

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무료체험방 불법행위 근절

무료체험방등 불법 광고 특별 지도 

점검시 무료체험방 전담 소비자의료기

기감시원을 지정해 사전 정보 수집 및 

상시 단속 활동을 통해 반복 위반 등 악

덕 업체에 대해는 강력 조치할 예정이

다. 또한 무료체험방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대리점 형

태 판매업체의 취급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적 가격 정보를 조사·제공해 어

르신들의 고가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

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62개 광고 점검 매체에 대한 광고 모

니터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속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e-로봇을 활

용한 신속하고 꼼꼼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지방청별 책임 점검 품목을 지정해 

SNS 및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점검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모니터링으로 불

법 온라인 광고를 근절하고자 한다. 

유통 의료기기의 소비자 

안심사용 환경조성

사용자(소비자·의료인) 불만제품 

및 품질불량(부작용 보고) 제품 등 사

용자 중심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콘돔, 전자체온계, 임신진단테스트기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용·가정

용 의료기기 취급 대형마트 및 통신판

매업체 등에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위해의료기기 신속 

회수 기반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체이식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시술환자 안전 확보

추적관리 의료기기를 시술받은 환자

까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을 개선해 부작용 등 위해 상황 발생 시 

해당 제품 시술 환자에 대한 신속한 추

적·통보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인

체에 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가 통관단계에서부터 차

단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와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작

용 사례가 많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

기를 중심으로 제조(수입)부터 최종 사

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

중 점검해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을 마련 및 추적관리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사례 등 안전성 정보를 언제든

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

시스템과 휴대전화, SNS 등을 연계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의 정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의 안정

적 정착을 위해 세부운영 기준을 고시

화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할 예

정이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예산 확보에 매진

하도록 노력하겠다.

맺음말

올해는 의료기기 사후관리 분야에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불

법 광고 근절 및 피해 사례 높은 무료체

험방 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유통 가격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

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료기

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수거·검사를 실시해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더

욱 튼튼하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관리 중점 방향

주 선 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장

“의료기기 사후관리,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사전 예방적 감시 실효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체감형 유통 환경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53(방배동, 메디아나빌딩)  TEL  02)542-3375  FAX  02)3477-3615  www.mediana.co.kr

 - 대표이사  길 문 종 외 임직원 일동 -

㈜메디아나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길 4, 6층(역삼동, 임성빌딩)  TEL  02)3404-3700  FAX  02)557-4048  www.bd.com/kr

 - 사장  김 충 호 외 임직원 일동 -

BD코리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54, 3-5층(연촌동, 현성빌딩)  TEL  02)383-1752  FAX  02)383-1844  www.jymed.co.kr

 - 대표이사  이 준 호 외 임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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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보 창간 13주년을 기념하며

2005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올

해 제13주년을 맞이한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의 월간 정기회보 발간을 축

하한다.

주지의 사실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사

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

책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안전 등 국민

건강의 보호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혜택

을 전 국민이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도

록 다양한 고객층과의 유기적 협력관

계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고객, 정부고객, 요양기관고객 

그리고 의약산업고객이 바로 이런 핵

심고객층이라 생각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이 같은 이해관계자로 

대변되는 핵심고객과의 상호 교류·협

력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과제일 것

이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가 합동발표·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육성정책」은 종래 ‘산업혁신

을 통한 경제발전문제’와 ‘국민보건에 

관한 문제’를 이원화한 접근방법이 아

닌, 양대 가치를 융합·승화시킬 때 비

로소 창조경제의 시너지 창출 추동력

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이해를 전제로 하

고 있다.

예컨대 정부정책에 있어 고객층과의 

관계는 단순 ‘이해관계’를 넘어 ‘공존관

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보

건의료산업이야말로 이런 시대적 필요

성과 그 파급효과가 더욱 극명하게 나

타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라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간 한국의료기기산

업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의 상호발전에 기여한 공

익적 측면이 강했다고 공감하며, 향후

에도 이런 연장 선상에서 사업의 궤를 

같이하는 동반성장의 길을 꾸준히 모

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협회보 창간 제13주년에 즈음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민해 왔던 치

료재료의 합리적 관리방향에 대한 의견

을 지면을 빌어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합리적 관리방향 ‘의료산업발전’과 

‘건강보험 지속성’의 선순환 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1단계) 

전 세계적으로 감염예방 및 환자안

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감염예

방효과가 크고 환자안전에 효과적인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런 요구에 부응해 

지난 201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에서는 ‘감염예방 및 환자안

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보

상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

부와 협의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별도보상이 필요한 치료재료 품

목을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별도

보상을 기 공유된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참조:‘별도보

상 로드맵’ 의료기기협회보 2016년 12

월 제144호 8~9면).

행위료 포함 일회용 치료재료의(일

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별도보상

은 의료현장에서의 감염예방 등 환자

안전뿐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불필요

한 2차 진료비 지출을 예방하고 기능

개선 및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치료

재료를 적정 보상함으로써, 장기적으

로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급여 치료재료 가격공개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비급여 

가격 표준화 및 공개사업이 진행 중이

며 이 사업추진에 발맞춰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슈항목 및 행위비

급여와 1:1 매칭 가능한 치료재료 우선

으로 가격공개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급여 치료재료 품목정

의(사용목적, 관련행위, 제품정보 등) 

및 급여 분류체계와 동일·유사한 형

태로 규격, 구성요소 등에 따른 코드세

분화(필요시 비급여 코드변경 고시) 등

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치료재료 분류체계 해설서 공유 

치료재료 결정신청 및 비용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치료재료 중분류’ 등 

분류체계에 대한 타당성 및 의료산업

계 고객관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

해 「(가칭)치료재료 분류체계 해설서」

를 제작·공유할 계획이다. 대분류는 

용도·기능별 16개 군 86류, 중분류는 

형태·재질·규격·사용방법별 1,868

개 품목이다.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목록화(List) 

치료재료는 기본적으로 행위료 포함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여부 및 그 가격 

등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

실이다.

아울러 지난해 의료기기법이 개

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주관으

로 의료기기에 대한 전주기(생산에

서 사용까지) 유통정보 관리를 위한 

고유식별코드(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 부여를 시작으로 궁극

적으로는 의약품과 같은 ‘의료기기 통

합정보센터’ 설립사업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

는 의료기기 유통정보 투명관리를 위

해서는 현재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

료에 대한 정확한 목록관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산업 통합 행정서비스 본격화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효과적 정책지

원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

로 2016년 11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서울사무소 내 ‘의료기기산업종

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

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구성된 

이 센터는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관련 종합행정서비스(기업

별·제품별 맞춤형 심층상담)를 원스

톱(One-stop)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기술 여부 

확인 및 건강보험급여를 산정하는 핵

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치료재료 보험등재 절차 등 의료산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

담서비스를 매년 해왔으나, 2017년에

는 동 센터를 통해 국내 유망 의료기

기의 시장진출을 전 방위로 집중 컨설

팅·지원하고 시장진출에 걸림돌이 되

는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사항을 발굴

해 국내 의료기기산업 성장 및 시장 활

성화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해

한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목

적사업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에 국한되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정부차원에서

도 ‘건강보험정책국’과 ‘보건산업정책

국’은 보이지 않는 업무장벽이 있는 것

을 당연히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분야에 있어 보다 가치융합적인 

시너지 창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단기

적이고 고정된 시안보다는 장기적이며 

유연한 혜안이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음이 다양한 선례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현장의 생각과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의 입안도 당사자들 

상호 간 소통을 통한 신뢰관계가 수반

되지 못하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월간 ‘의료

기기협회보’가 추진해 온 다양한 소통

채널형성 노력은 지금의 ‘건강보험제

도’와 ‘의료산업발전’을 균형 있게 일궈

낸 긍정의 아이콘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

국의료기기산업협회, 양 기관뿐만 아

니라 관련 제도의 가치융합적인 관계

가 ‘의료기기협회보’를 매개로 더욱 활

성화되기를 희망한다.

 심평원 2017년 치료재료 관리방향

유 미 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장

“금년 의료기기 유통정보 투명관리 진행”
심평원-KMDIA, 이해관계 넘어 동반성장해야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1길 52  TEL  031)658-7231  FAX  031)658-7239  www.dk.co.kr

 - 대표이사  이 준 혁 외 임직원 일동 -

디케이메디칼시스템㈜

“정유년(丁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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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이사  신 병 순 외 임직원 일동 -

㈜케이엠헬스케어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21, 7층(대치동, 삼탄빌딩)  TEL  02)3429-3500  FAX  02)3429-3770 www.abbott.co.kr

 - 대표이사  정 유 석 외 임직원 일동 -

한국애보트㈜

2017
의료기기정책

의료기기협회보
기사제보·광고신청

02-596-0561



23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7년 1월 145호

 2017년 1월 145호22Ⅰ전면광고Ⅰ

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 

AHWP)는 창립된 지 20년이 되었고 

회원국도 30개국에 달하도록 성장했

다. 이를 기념해 2016년 11월에 개최

된 제21차 연례총회에서, 한국은 모든 

회원국에 기념패를 수여하고 각국의 

대표단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

했다. 

2014년 11월부터 한국의 식품의약

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AHWP의 의

장을 수임하면서, ‘AHWP Strategic 

Framework Towards 2020’의 4대 

전략 중 하나인 ‘회원국 확대’를 적극적

으로 추진해 지난 2년간 6개 신규 회원

국이 가입함으로써, 아시아뿐만 아니

라,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 이르기까

지 국제적 영역을 넓혔다.1) 

또한, 다양한 회원국의 서로 다른 

의료기기 규제를 국제적으로 조화하

고, 회원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설계와 

적용 방안을 교육하기 위한 ‘AHWP 

Capacity Building Program’을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각국의 의료기기 규

제당국자와 산업계 대표들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 품질, 사후관

리 시스템의 구비와 실행 방안을 교육

하는 대규모 워크숍을 매년 개최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회원국 수요

에 따라 현지 맞춤형교육(In-country 

Training)을 실시했다.

일련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식약

처는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국제 규

제 조화의 공동 목표를 위해 회원국들

이 협력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글

로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관 협력과 국제 가이던스 개발

AHWP는 30개 국가와 의료기기 산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협력형태로서, 의료기기 허가·관리

에 관한 국제 가이던스에 기반을 둔 규

제조화를 추구한다. OECD에서 발표

한 2014년 보고서2)에서는 AHWP를 

Trans-Governmental Network이

며, Hybrid Network of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의 대표적인 사

례로 제시한 바 있다. 

OECD의 2016년 보고서3)에서는 

AHWP가 구성원간 규제정보와 경험

의 교류, 자료 수집, 규칙·기준·우수

사례를 개발하고, 그 결과물인 국제 공

통 가이던스와 Best Practices 문서들

을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AHWP의 국제협력활동의 주축

인 기술위원회 산하 10개의 실무그룹

(Working Group, WG)은 규제당국자

와 산업계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가해 

바람직한 민관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AHWP를 비롯한 국

제기구의 실무그룹들과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가이던스 

제·개정을 주도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기 위

해, AHWP의 실무그룹에 대응되는 

Mirror Committee로 ‘한국 의료기

기 민관국제협력팀(이하 민관국제협력

팀)’을 조직한 바 있다. 식약처, 의료기

기 관련기관, 의료기기 산업계, 대학·

연구소·병원의 의료기기 전문가들 

149명이 민관국제협력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 전문가들은 사전허

가, IVD, SW, 임상, 품질, 사후관리 등 

10개의 세부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각 세부그룹은 AHWP와 각각 매칭되

는 실무그룹들과 원격 또는 대면회의

를 실시하고 공통 가이던스의 주제와 

내용을 제안하고 문서 작성 및 검토 작

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 활동의 결과로써, 2016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AHWP Technical 

Committee Leaders Meeting에서 

우리나라 ‘민관국제협력팀’이 제안한 5

개의 공통 가이던스 주제가 AHWP의 

Work Item으로 채택됐으며, 11월 연

례총회에서 그중 하나인 ‘경미한 변경 

보고 가이던스(Guidance for Minor 

Change Reporting)’가 AHWP 가이

던스로 승인됐다.

글로벌 거버넌스 추구

AHWP는 APEC, ASEAN, IEC, 

ISO, IMDRF4), OECD, WHO 등 여

러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각 실무그룹의 사업에 참여하

고 있다. 그 중 IMDRF는 국가 간 의

료기기 규제조회를 촉진하기 위해, 미

국, EU,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9개국의 규제당국자들로 구

성된 국제협의체이다. 이 회원국들은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

지하며 규제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

히, 2017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적용

되는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MDSAP)은 IMDRF 회원

국의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을 

한곳에서 한번 심사를 받으면 다른 회

원국에서도 이를 인정해주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또한, IMDRF에서는 의료기기업체

에서 허가신청시 규제당국에 제출하는 

기술문서 및 임상자료를 기재하는 공

통허가서류양식 ‘Regulated Product 

Submission(RPS)’을 개발하고 있으

며, 이를 IMDRF 회원국에서는 공통

으로 적용하려고 한다. 이에 식약처

는 국산 제품의 수출장벽 해소와 의료

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MDRF 주요사업에 일원으로 참여하

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

로벌 규제 주도국으로 도약하고 의료

기기 산업의 전반적인 여건과 수준 향

상을 견인하고자 IMDRF 회원국 가입

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APEC 의료기기감시로드

맵 사업, ISO/TC210 의장 자문회의, 

OECD 국제규제협력회의, WHO 체외

진단기기 회의에 식약처 대표가 참여

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향후 

식약처가 국제기구들과 주요 규제당국

과 협력하며 의료기기 규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조정자(coordinator)

이자 행위자(actor)가 되려면 인적·재

정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확보·지원돼

야 한다. 또한, 국제적 리더쉽을 발휘하

기 위해 적절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체

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적 리더로서의 과제

우리나라 의료기기업체의 희망사항 

중 하나는 우리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다른 나라에서 별도의 허

가 없이 신속하게 인정돼 수출에 지장

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의료기기 규제를 외국 규제

당국자들에게 충분히 설명·교육·홍

보하고, 우리 산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시스템, 시험검사기관, 임상시험기관

의 우수한 시설과 인적 인프라를 견학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례로, 식

약처는 2016년 11월 AHWP 연례총

회에서 ‘한국규제특별세션’을 개최하

고 우리나라 의료기기법과 산업 현황, 

사전허가, 임상, 품질시스템, 부작용

보고·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주제를 

식약처 공무원과 산업계 전문가가 합

심해 규제와 적용사례를 상세하게 설

명했다. 

AHWP 회원국 중 의료기기법제가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자국의 법제를 구

성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

라며, 추후 개별적인 설명과 교육기회

를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AHWP뿐만 아니라 

IMDRF의 주요국 규제당국자들을 한

국에 초청해, 우리 의료기기 규제 설명

과 산업계 현장방문, 외국 규제당국자

와 우리 산업계 대표들의 직접 소통의 

기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련하

려고 한다. 이는 상대 국가가 합리적인 

의료기기 규제제도를 수립하도록 지원

하는 국제적 법제개발협력과도 연결

돼 국산 제품이 외국에 진출할 때 어려

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나아가 의료기기 규제의 국제적 수

준과 국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에 관

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명실

상부한 국제적 리더로 발전하기를 기

대한다.

‘AHWP’활동의 성과 그리고 도전과 과제

이 정 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혈관기기과장

“식약처, 글로벌 리더로서 의료기기 국제 조화 이끌어”
외국 규제당국자와 국내 산업계 대표 직접 소통의 기회 추진

1)		AHWP:	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	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아시아를	비롯	전	세계	30개	회원국이	참

여하는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기구

2)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ECD	2014

3)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ECD	2016

4)		IMDRF: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등	9개	회원국	의료기기	규제당국자로	구성된	국제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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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연초부터 지카 바이러스

가 창궐함에 따라 우리 식약처도 숨가

쁘게 한해를 열었다. 전 세계적으로 

허가된 지카 바이러스 진단제품이 없

는 상태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는 긴급사용 승인을 통해 지카바이러

스 진단을 시작했다. 식약처도 WHO

에서 발표한 응급사용을 위한 지카바

이러스 진단제품 평가방안(EUAL; 

Emergency Use Assessment and 

listing of IVDs, 16.3.24)을 준용해 

‘지카 바이러스 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심사 방안(16.4.12)’을 마련했고 이 방

안을 관련 업계와 공유하는 민원설명

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렵하는 등 

신종 감염병 진단제품의 신속허가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긴급사용

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통해 메르스 및 지카 바이러스 진단 제

품 각 2종을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

다(16.8.3). 또한 메르스나 지카와 같

은 신종 감염병 등 국내 발병사례가 적

은 경우 국내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이 

수행이 곤란하고 외국에서 임상적 성

능시험 수행시 GCP, IRB 승인 등 요

건 충족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자

료 및 임상적 성능시험 실측치 자료 검

토로 실시기관의 신뢰성 및 임상시험 

결과 인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 규제개

선 사항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

사등에 관한 규정」 개정(16.8.31)을 통

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에서 제조한 지카 바이러스 진단 제품 

2종을 허가한 바 있다. 또한 국제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임상시험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위해

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

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해 임상시험

계획 승인 면제 대상인 경우는 IRB 승

인만으로 시험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

선하고 및 식약처에서 지정한 의료

기관 외의 혈액원이나 검사수탁기관

에서도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개정

(16.8.31)했다. 이로써 임상시험계획 

승인 기간 단축으로 신속 제품화 및 비

용 절감이 예상되며 국제경쟁력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기

반이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올해부터 2등급 체외진단제품의

허가·심사 민간위탁

2017년도 체외진단용의료기기 허

가·심사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2등

급 의료기기의 민간위탁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공산품이나 의약품으로 관

리되던 체외진단제품이 2015년 1월 

1일을 기해 모두 의료기기로의 전환

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 범위가 확대

됐다. 그리고 진단기술 발달로 신개

발 제품의 출시가 급증함에 따라 고위

험성 제품의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기술문서

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을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

정(15.7.29)했고 「의료기기 위탁 인증 

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심사대

상 품묵 지정 공고」, 「의료기기 기술문

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

정했다. 

올해에는 민간 위탁에 따른 기술문

서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을 마련 시행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

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의 합리적 개

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측면

에서 2017년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간위탁에 따른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올해 1월 1일부터 민간기관에 위탁

되는 2등급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기

술문서를 심사할 수 있는 민간심사기

관은 5개소이다(표1). 이에 체외진단기

기과와 심사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민간위탁되는 2등급 체외진단

용 의료기기 21종에 대한 심사지침서

를 개발했으며 기술문서 심사원에 대

한 심사업무 민간위탁 시행 전에 사전

교육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와 심사기

관 간의 심사 수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가능

하도록 심사업무를 실시간으로 협의하

기 위한 온라인 채널을 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 홈페이지에 구축했다. 1주에 

1회 심사 특이사항 공유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채널 운영해 심사기관별 수

시된 논의사항 정리 및 기관 간 정보 교

류를 할 것이고 월 1회는 심사 개선사

항 논의 및 교육을 위한 오프라인 회의

를 개최해 특이민원 및 심사지침서 개

정 사항 논의, 기존 심사사례 및 법령 

등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주요내

용은 ‘심사사례집’을 마련해 기술문서 

심사의 일관성 유지하고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술문서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제출자료의 합리적 개선 추진

식약처 체외진단기기과에서는 체

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제도 합리

화를 위한 민관 소통·협력 활동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6년도 개최된 간담회에서 

분석적 성능시험 자료 및 품목별 제출

자료 범위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허가심사 개선을 위한 산·학·

관 협의체를 구성해 미국, 호주, 캐나

다 등 주요국의 허가시 ‘품질관리에 관

한 자료’ 및 ‘표준물질에 관한자료’의 

요구 범위와 요건에 대한 자료 현황을 

조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허가심

사 제출자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

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신설된 3개 품목인 유전

자변이검사시약(2등급), 핵산제자리부

합검사용염색시약(2등급), 핵산제자리

부합검사용염색시약(3등급)에 대한 기

술문서 제출자료의 범위를 신설해 「의

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

정」 별표8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

원 해설서’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조화 및 합리적 제출자료의 

범위 마련으로 다빈도 보완항목인 ‘표

준물질에 관한 자료’ 및 ‘완제품 품질관

리 시험성적서’에 대한 보완 대폭 감소 

예상(80%→30%)되며 산업 증진 및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유전자증폭원리를 이용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성능평가 방안 마련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분야 중 분자

진단 시장의 성장률(2012~2017 : 연

평균 15.2% 성장, Frost & Sullivan 

report)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

진다. 분자진단 기술의 발달로 한 가

지 유전자를 검출하던 단계에서, 다중

유전자증폭검사법으로 여러 마커를 

동시에 검출하는 제품 개발이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유전성 및 바이러스 감염성 질

병 진단제품에 다중유전자증폭검사법

이 주로 적용되고 있어 주요국가의 다

중유전자증폭원리 이용 제품의 현황

을 조사하고 미국 FDA, ISO 및 CLSI 

등 외국 가이드라인 조사와 국가별 허

가 체계, 시장 동향 및 기술 수준을 조

사해 다중유전자증폭원리 이용 제품의 

성능 및 유효성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

획이다. 

다중유전자검사, 선천성기형아검사, 

노루바이러스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

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

해 제공함으로서 동 제품에 대한 허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신 개발동향을 고려한 선제적 허가

심사 방안 마련으로 신속한 제품화 지

원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자가 검사용 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 

질병 진단 및 관리 환경이 병원에서 

가정 또는 일상생활로 변화함에 따라 

환자 자가 검사용 의료기기 개발이 급

증하고 있다.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자

가 검사용 의료기기는 사용자의 사용

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준수 여부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

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제품 사용시 유효기간, 보관조

건, 검사시기, 측정방법, 결과확인 방

법 등을 사전 숙지하도록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상기에 언급한 추진 계획 외에도 산

학연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

는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합리적인 제도 및 관리 방안 마련에 지

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2017년

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독립법안 제

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관련 산·학·연·관이 하나

가 돼 힘을 합쳐 주기를 기대한다.

 식약처 체외진단제품 허가·심사 중점 방향

오 현 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체외진단기기과장

“IVD제품 허가·심사의 일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
2등급 체외진단제품 허가·심사 민간 위탁 5개소 지정

          

12월의 주요 여정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닭 울음소리, 

정유년이다. 어제의 소리와 진배없는 

울음소리지만 보내야 하는 시간을 정

리해내며 새로운 소리를 맞이해야한

다. 해서 〈표 1〉과 같은 원숭이해의 마

지막 소통일정을 되새기며 정유년의 

희망과 기대를 살펴본다. 지난 12월 6

일에는 의료기기심사부 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해 올해 

심사부-산업계 업무추진방향 및 제도

개선의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제조·수입업체와 의료기기

심사부 관계자 57명이 모여 ‘가상·증

강현실 기술발전과 보건의료분야의 

활용’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허

가심사 분야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하고 상호이해도 증진을 위한 커뮤니

케이션 스킬에 대하여도 생각하는 유

용한 자리가 됐다. 한 해 동안 이뤄온 

성과와 2017년도의 업무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의 업무추진사

항에 대해서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

다. GMP와 연계한 허가심사 도입 연

구와 위험관리에 기반한 생물학적 안

전성 평가 및 임상평가 제도연구 그리

고 2등급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산업계와 심사부

의 공동노력을 다짐하는 소통의 장으

로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한 해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12월 8일에는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기본방안 논의를 위한 9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산업계, 

의료계, 학계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한 전문가 협의체는 총 9회에 걸

쳐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그동

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합리

적 의견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

신 장동경 교수님(성균관대 의대)을 

포함해 적극적인 참여로 합리적인 가

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간의 수렴과정을 통해 이번에 작성

된 동 가이드라인(안)은 적용범위, 의

료기기 분류기준 및 품목분류 등의 

설명, 임상적 유효성 검증 방법, 변경 

허가·인증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

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뿐만 아니

라 유관기관에도 가이드라인(안)을 

게재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3월에 

발간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안)

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

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화)까지 

의견을 제출하길 바라며, 자세한 내

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쌍방향 소통을 통한 집

단지성의 협치 플랫폼”의 역할을 이

루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각 분과회는 12월에 

그동안의 소통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도의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간담

회로 한해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12

월 13일에는 구강소화기기분과를 개

최하고 이어 심혈관기기분과(14일), 

정형재활기기분과(16일)에서 각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구강소화

기기분과에서는 올해 구강소화기기

과의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분과

의 변함없는 협력을 다짐했다. 더불

어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치과재료 심

사 시 제출하는 자료의 합리화와 치

과재료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서 작

성, 기술문서 심사기관과 인증센터의 

적극적인 상호협의의 필요성과 같은 

구강분과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

여 논의해 많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내년도 추

진업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3D 프린팅 의료기기 전

문가협의회(제도개선/평가기반 분과)

를 12월 21일 개최했다. 품목별 가이

드라인, 인체모형 의료기기 해당여

부, 신속사용제도 도입 등 한 해 동안 

이루어온 3D 프린팅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3D 프린터용 모델

링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에 대해 3D 프린팅 모델링에 사용되

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를 제조하

는 제조설비에 해당해 의료기기로 분

류하지 않음을 공유했다. 아울러, 올

해 3D 프린팅 관련 업무계획(환자맞

춤형 치과교정장치의 허가·심사 가

이드라인 제정과 3D 프린팅 의료기

기 제품화 지원확산)을 소개하고 치

과용과 정형용 의료기기 분야 의료현

장에서의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현황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발표를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12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12월의 소통일정을 돌이키며, 한  

해 동안 달려왔던 모두의 노력을 정리

해 본다. 해가 지날수록 〈표 2〉의 현

황과 같이 개최횟수와 참여인원의 증

가를 뚜렷이 볼 수 있다. 이런 물리적 

숫자의 증가만이 꼭 가시적인 소통의 

결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물

리적으로 자주 만나는 기회로부터 시

작된다고 믿는다. 하기에 〈표 2〉에서 

제시되는 숫자의 증가에서 우리는 양

질전환(量質轉換)의 법칙을 통한 소

통의 질적 성공을 기대한다. 아울러 

소통의 결과로서 심사부에서 한 해 동

안 제정한 38건의 가이드라인은 양질

전환의 밑거름이 될 것을 믿으며 활동

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협회 및 업

계의 관계자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월에 이어지는 여정

작시성반(作始成半), 시작이 반이

라 했다. 너무나 귀에 익은 옛말을 되

새기며 정유년 첫 달에 시작하는 〈표 

2〉의 일정은 1월 17일 전자의료기기

의 첨부자료 요건을 검토하는 전문협

의체가 첫 발걸음을 내디딘다. 작년

에 이어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허가시 제출하는 전기·기계적 안전

에 관한 자료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

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다

음으로 의료기기 국제협력분야 민관

협력추진단 협의회(1.19), 개인용혈

당측정기의 안전사용홍보를 위한 전

문가 협의회(12.23)와 더불어 치과

재료분야의 시험·심사기관과 업계 

간의 합동 간담회(1.24)를 준비하여 

한 해 동안 수행할 업무에 대한 공유

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소통일정을 

통해 새롭게 맞이하는 정유년의 닭

은 다섯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길조

로 여겨져 왔다. 그중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렁찬 횃소리로 시간을 알려주

어 신(信)이 있다고 하였는데 다시금 

모두의 소통에 대한 믿음을 되새기며 

새해를 시작한다.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1.2~1.6) ○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1.17)

3주(1.16~1.20) ○ 의료기기 국제협력분야 민관협력추진단 협의회(1.19)

4주(1.23~1.26)
○ 개인용혈당측정기 안전사용홍보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12.23)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1.24)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최횟수 참석인원 개최횟수 참석인원 개최횟수 참석인원

총계 100 2,918 115 3,670 120 3,617

1/4분기 18 758 27 805 29 1,124

2/4분기 31 574 35 504 37 762

3/4분기 26 344 29 1,407 33 630

4/4분기 25 1,242 24 954 21 1,101

〈표 3〉 1월 주요 소통 일정

〈표 2〉 연도별 주요 소통 현황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12월	6일
○ 의료기기심사부 업무투명성향상 콜로키움
	-	’16년도	업무실적	및	’17년도	심사부	및	산업계	업무추진사항	공유

프라자
호텔

57명

12월	8일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의료기기전문가 협의체(9차)
	-	인공지능	기술적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검토	및	논의

LW콘벤션
센터

16명

12월	13일
○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
	-		’16년	구강소화기기분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17년	계획	논의

오송역
컨벤션

29명

12월	14일
○ 심혈관기기분과 간담회
	-	’16년	주요	업무추진현황	공유	및	’17년도	추진계획	논의

산업기술
시험원

20명

12월	15일
○ 정형재활기기분과 간담회
	-	’16년	주요	업무추진현황	공유	및	’17년도	추진계획	논의

식약처
별관

15명

12월	21일
○ 3D 프린팅 의료기기 전문가협의회
	-	치과용	및	정형용	임플란트	등	품목별	가이드라인	소개

포포인츠
쉐라톤

23명

<표 1> 12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붉은 닭의 믿음(信)으로 소통의 열정을 담으며

2017
의료기기정책

2017
의료기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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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IVD·보험
위원회 모집

“의료기기산업계 발전, 
 당신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3	여삼빌딩	8층,	9층

T. 02-596-7404      F. 02-596-7401

법규위원회 IVD위원회 보험위원회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 및 규제 현실화 기조에 따

라 합리적 규제환경을 위해 쌍방향 소통체계를 

구축(정기간담회, 전문협의체, 워크숍 등), 의료기

기 관련 제도개선 및 합리적 적용을 도모하고, 임

상분야 별 다양한 분과위원회 및 T/F활동을 통한 

회원사 및 업계 교류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의료기기를 제공하기 위

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추구합니다.

국내 IVD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적이고 합리

적인 규제를 추구하는 전문위원회로, 정부와의 

쌍방향 소통체계를 구축(정기 간담회, 전문협의

체, 워크샵 등), IVD 관련 제도개선 및 합리적 적

용과 IVD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관련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보다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개진하여 

의료기기업계 권익을 대변하고 유관기관 및 정

부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체계(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를 구축하여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

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등에 대한 회원사 및 업계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활동조직

- 자문위원단(1개)

-  TFT(4개):기준규격개편, 허가심사제도개편, 

전자의료기기, KGMP 제도개선

-  분과(10개):의료기기정책, 의료기기관리, 의

료기기안전평가, 임상제도, 심혈관기기, 정형

재활기기, 구강소화기기, 첨단의료기기, 국제

협력, 교육

- 분과(2개):법규 / 보험

-  프로젝트(8개):상한금액산정기준개선, 별도산정

기준개선, 코드표준화, 정액수가개선, 포괄수가

제, 신의료기술평가, 급여기준개선, HAI

-  TFT(3개):빅데이터 연구회, 원가조사, 유헬스케어

-  분과(11개):뇌심혈관중재적시술, 마취, 성형외과·

피부과, 신경외과, 신장투석, 안과, 영상진단, 이비

인후과, 일반외과·산부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주요 성과 및 활동

-  의료기기 수입업자 준수사항 제도 개선 및 

수리업자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의료기기 첨부문서(제품설명서) 제공방법 확대

-  의료기기 KGMP 제도 개선

-  의료기기 분야 소통강화 지원을 통한 합리적 

규제환경 마련

- IVD 임상연구를 위한 폐혈액 사용 관련 개선

- IVD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 IVD 표시기재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검사분야 신의료기

술평가 대상의 명확화 및 제한적의료기술 범

위 확대 등)

-  IVD 분야 소통강화 지원을 통한 합리적 규제

환경 마련

 

-  행위료포함 치료재료의 별도보상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의 명확화 및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확대 등)

-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  신규 치료재료 등재시 인정배수 및 환율 현실화

-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및 운영 개선

-  치료재료 포괄수가제도 및 운영 개선

-  건강보험 관련 특별 강연 및 세미나 개최 등

KMDIA 위원회  법규위원회 | 보험위원회 | 윤리위원회 | 홍보위원회 | 국제교류위원회 | IVD 위원회 | 산업발전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원지원위원회

모집분야   법규위원회 / IVD위원회  / 보험위원회

자격요건   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이면서 위원회 활동을 원하시는 분

신청방법   회원사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회사 및 휴대폰)를 이메일로 회신

•법규·IVD위원회 안창희 팀원(chann@kmdia.or.kr, 070-7725-1911)

•보험위원회 서영호 팀원(seoyh@kmdia.or.kr, 070-7725-0667)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 서

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

은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미 기대수명은 100살을 넘

어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평온한 죽음에 이를 수 있을지

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의료서비스 주체는 공급자

(의료인)와 수요자(환자)로 나

뉜다. 물론 보건의료정책을 총

괄하는 정부까지 포함해야 하

지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

룬다는 측면에서 의료인과 환

자를 가장 기본적인 주체로 봐

야 할 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

분은 바로 의료기기·제약·

바이오산업과 여기에 종사하

는 사람들이다. 예방의학, 개

인별 맞춤형 진료 등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함에 따라 이

제 의료기기·제약·바이오 

산업은 명백하게 의료 서비스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현대 의학에서

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의사

가 있어도 영상진단장비가 없

으면 질병의 원인을 찾기 힘들

고, 우수한 도구가 없으면 적

절한 수술 조치가 이뤄질 수 

없으며, 수술 후 환자 관리에

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분명

한 사실이다.

제조업·수입업을 막론하고 

국내 의료기기업계에 몸담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어디서 저런 열정이 솟아

날까 하는 궁금증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꿈꾸고, 그것을 현

실화하기 위해 동분서주를 하

며, 성공에 대한 불투명한 미

래에도 언제나 희망에 가득 찬 

포부를 밝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제 막 태동기에서 벗

어나 성장기로 접어든, 어찌 

보면 아직 초창기라 할 수 있

는 국내 의료기기 제도의 현주

소와 문제점을 외국과 비교하

며 조금이라도 더 국제적인 경

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

게 사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로 

감탄이 나온다.

이와 같은 열정에 있는 사람

들이 있기에 정부에서도 의료

기기 산업을 미래지향적인 분

야로 손꼽으며 ‘2020년 세계 7

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

시한 것이 아닐까 싶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 

의료기기 강대국들과 비교했

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

이다.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하

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원천기술을 가진 고부

가 가치 품목은 찾아보기 힘들

다.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 위

해서는 정부·의료기관·학

계·산업계의 굳건한 공조 체

계 확립이 필요하지만, 이미 

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충

분히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스탠퍼드대 

의과대학의 경우 주변 실리콘

밸리 내 기업들과 각종 연구협

약을 맺으며 혁신적 산물을 선

보이기 위한 긴장의 고삐를 늦

추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국

내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주

변에는 의료기기 기업·연구

기관보다 식당가를 비롯한 편

의시설만이 즐비하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의

료원장은 “소위 ‘의료 선진국’

이라고 통용되는 국가 중 우리

나라처럼 의료기관·기업·연

구기관이 동떨어져 있는 국가

는 드물다”며 “정부예산을 몇 

배 늘리느냐는 문제도 중요하

지만, 더 늦기 전에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

템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아직 제약·바이오 분야

와 비교했을 때 의료기기의 중

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리 의료기기 수출액이 매

년 증가하고, 생산액이 5조 4

천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

와도 범국민적 호응이 없으면 

성장 동력을 언젠가 잃기 마련

이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매하

는 당사자는 ‘의료기관’과 ‘의

사’가 맞지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는 결국 ‘국민’

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료기

기산업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

처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시

작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

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은 

매우 적절한 프로그램인 것으

로 판단된다. 가정용 의료기기

에서 전문적인 의료기기까지 

차츰 홍보 대상 품목을 넓혀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조금씩 높여나갈 필요

가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대 의

료기기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

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주는 

훌륭한 매개체임에도 불구하

고, 1960~70년대 효능·효

과가 미비했던 제품을 떠올리

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국민

이 적지 않다”며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기를 만드는 게 국내 업계의 

공통적인 목표이자, 사명감이

라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7년 역

시 2016년 못지않게 힘들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

다. 전망은 예측일 뿐이다. 국

내 의료기기 업계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기자 칼럼

김 민 수

연합뉴스 기자

“국민에게 사랑 받는 

              의료기기산업 되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18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18회 정기총회를 내달 22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2017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JW 메리어트호텔(강남) 그랜드볼룸 5층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지하철 7호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의결안건 : 제1호 의안 : 201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회 위임의 건

시간 내용 비고

10:00	〜10:40

개회선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성원보고

의결안건

보고사항 사회자

서명이사지명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시간 내용 비고

10:50	〜11:20

개회 국민의례/내빈소개

개회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축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	외빈

11:20	〜11:55
시상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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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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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건강보험에서 급여되고 있는 치료재료는 2006

년의 11,500여 품목에서 2016년(3월 기준) 현재 

26,000여 품목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치료재

료 급여비는 2015년 기준 19,701억 원으로 총 진료

비 중 약 3.7%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미

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고가 

치료재료의 등재 및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치

료재료의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현재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및 가격 결정 과정

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들이 있다. 우선, 의료기기

는 유지보수 비용이 수반되고 시술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비용이 전

혀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치료

재료의 혁신성에 대한 적정 가치평가체계에 대해서

도 지속적인 불만이 있어 왔다. 정부는 가치평가항목

을 구체화하고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

선을 하였다고 하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입증자료의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급여신청 재료와 동일한 목적의 제품이 등

재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배수(1.78)의 합

리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치료재료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고, 특허에 의한 보

호 장치가 미비하며,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중소형의 

기업이 많아 산업집중도가 낮고 유통 비용이 높은 특

징 등이 있음(배성윤 외, 2014; 배은영, 2012)에도, 

늘어나는 비용과 품목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와 치

료재료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업계의 

입장 사이에는 간극의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치료재료 관련 업계의 설

문조사를 통해 치료재료의 급여 및 가격 결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향후 치료재료의 급여 및 가격 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국내 치료재료 업계 대상 설문조사

가. 설문 개요

이번 설문조사는 2016년 3월 16일~25일 동안의 

Pilot 조사를 거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의

료기기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치료재료 수입업소 

21개소 및 제조업소 14개소 총 35개소에 대해 6월 

15일, 28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쳐 집단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방식’, ‘치료

재료 분류체계’, ‘치료재료 가치평가’, ‘치료재료 상한

금액 산정기준에 대한 평가’, ‘현행 치료재료 사후관

리에 대한 평가’ 및 ‘치료재료 가격 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적절성(만족도) 등

의 평가항목에 대해 매우 적절(만족)은 5점, 적절(만

족)은 4점, 보통은 3점, 부적절(불만)은 2점, 그리고 

매우 부적절(불만족)은 1점의 점수를 주는 ‘5점 리커

트 척도’ 형태로 측정했으며, 통계분석은 일반적인 

산술통계기법을 활용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2016년 8월 24일, 치료재료 

업계의 보험업무 중견 담당자 등 7명을 대상으로 심

층 인터뷰를 통해 결과 분석의 객관성을 높였다.

나. 설문조사 결과1)

1)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방식

○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방식의 적절성

1 2 3 4 5
매우부적절  보통   매우적절

2.41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방식에 대해 응답자 35

명 중 매우 부적절 7명 및 부적절 11명으로 부정적

인 응답이 51%인 반면, 적절 3명 및 매우 적절 1명으

로 긍정적인 평가는 11%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비

급여에 대한 업체의 선택권 부재(35%)’, ‘식품의약

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중 심사 부당

(25%)’, ‘제품의 출시 시기 지연(25%)’, ‘관리대상 품

목의 과다(13%)’ 등이 조사됐다. 한편, 고가 제품이

나 고위험 제품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Positive 

List System”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54%)

이 절반을 넘었다.

2) 치료재료 분류체계

○ 치료재료 분류기준의 적절성

1 2 3 4 5
매우부적절  보통   매우적절

2.77



치료재료의 분류기준에 대해서도 응답자 35명 중 

매우 부적절 3명, 부적절 10명, 보통 15명, 적절 6

명 및 매우 적절 1명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분류기준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기준으로는 ‘위험도

(27%)’, ‘소모성(27%)’, ‘침습 정도(9%)’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분류군의 특성에 따라 가치평가나 사

후관리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

자의 94.4%가 동의했다.

3) 치료재료 가치평가

○ 가치평가에 대한 만족도

1 2 3 4 5
매우부적절  보통   매우적절

2.06



치료재료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8

명, 불만족 18명, 보통 6명, 만족 2명이었으며 매우 

만족은 없었다. 가치평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는 ‘현실적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기술혁

신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46%)’, ‘기등재 품목에 

비해 개선이 됐어도 가산 금액을 적용 사례가 매우 

드물다(37%)’라고 조사됐다.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획기적인 개선에 대한 보상 강화(32%)’, 

‘평가항목의 다양화(28%)’, ‘예상되는 임상적 기대효

과의 사전 반영(25%)’ 등이 개진됐다.

4)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에 대한 평가

○ 치료재료 가격 결정방식의 적절성

1 2 3 4 5
매우부적절  보통   매우적절

2.09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은 항목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71.4%~84.8%)으로 만족하지 못하

고 있는 제도로 평가됐다. 우선, 가격 결정 방식에 대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합리적 관리방안

이 재 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

“급여제도 개선, 이해당사자 모두 참여해야”
치료재료 제도 개선방향 객관성＞효율성＞투명성＞예측가능성 순 꼽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업계의 대표 단체로써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진취적인 위원회 활성화는 물론,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의료기기산업계에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분야   회원지원위원회 / 교육위원회 / 국제교류위원회

자격요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이면서 위원회 활동을 원하시는 분

신청방법   회원사명, 직급, 성명, 전화(회사 및 휴대폰), 이메일을 기재 후 이메일로 회신

              •회원지원위원회 정유희 팀장(dunkhee@kmdia.or.kr / 02-596-0847)

              •교육위원회 조수중 팀장(xenia38@kmdia.or.kr / 02-596-0563)

              •국제교류위원회 한지윤 팀장(june@kmdia.or.kr / 070-7725-6999)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지원·교육·국제교류
위원회 위원 모집

“의료기기산업계 발전, 
 당신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3	여삼빌딩	8층,	9층

T. 02-596-7404      F. 02-596-7401

회원지원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협회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회원사 지원 사업 발굴

의료기기산업계에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교육 제공

국내외 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주한 외국 대사관 및 해외 의료기기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담당

주요활동

- 회원관리 및 명부제작, 회비납부 관련

- 회원 증대방안 수립 및 추진

- 회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사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 회원사 지원사업 발굴

- 이동건강검진 사업

- 임직원 역량강화 방안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검토

- 교육 자문위원회 역할

- 교재개발에 관련 사항 자문 등

- 해외 유관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

- 국내외 의료기기 거래알선 및 현지 정보교류 교환

-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및 참관

- 국제적인 학회 및 업적교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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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조사 결과는 각 조사 항목마다 응답자의 5점 리커트 척도에 따른 

산술 평균값을 표시했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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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가격 인하 수단으로만 활용

된다(54%)’, ‘가치평가의 적정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29%)’, ‘가격 산정에 일관성이 없다(12%)’를 들었다.

한편, 응답자의 37%가 3년 주기의 재평가가 적당

하다고 답했고, 과반수 이상(57%)은 치료재료 분류

군의 특성 및 가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재평가를 해

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6) 치료재료 가격 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  현행 치료재료 가격 관리제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조사됐다.

 

 

3. 고찰 및 제언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치료재료의 급여 및 가격결

정 과정에서 업계가 갖고 있던 불만과 그동안 제기되

었던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핵심에는 정

부가 치료재료 산업의 특성을 가격 제도에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해 개선된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

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시판 이후의 비용 상승 요인 등

이 사후 가격 관리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는 불만이 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향

후 치료재료 가격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객관성

(32%), 효율성(25%), 투명성(22%) 및 예측 가능성

(20%)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현행 치료재료 관리 

제도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성에 대한 적정 가치의 인정이 필요하다. 

2014년에 정부는 가치평가표 구체화, 최대 가산율 

상향 조정, 기술평가에 근거한 평가체계 운영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했으나, 가치평가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6.4%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여전히 치료재료의 적

정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근거 자료의 산출과 작성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비교 자료의 필

수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치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보

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혁신에 대한 평가방법 및 개량

가산 기준과 같이 기술 개선을 다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3의 가산 기전 신설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치평가 요건에 충족

되지 않거나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으로는 업체가 해

당 제품을 공급할 수 없어 급여등재가 어려운 경우, 

현재의 가격 결정 기전과는 별개로 협상을 통해 가

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

고 있는 ‘근거 생산 조건부 급여’ 제도의 도입도 고

려할 만하다. 또한 잠재적 혁신성이 예상되나 정부

와 업체 간의 가격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기존의 가

격 결정 원칙으로는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만의 

‘balance billing device’ 제도와 같은 참조가격제 도

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 중 보완 필

요성이 있는 제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항에서 ‘기존 

제품의 기능 중 일부를 개선한 신규 치료재료에 대해 

일부 환자 부담을 적용해 환자의 접근성 기회를 마련

한다(3.94점)’는 응답이 ‘임상적 효능이 큰 혁신적 제

품에 대해 가격 협상을 한다(4.03점)’는 응답 다음으

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업계에서 이

런 제도에 대한 요구도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획기적인 혁신은 아니지만 up-grade 같은 

작은 혁신에 대해서도 가치의 인정이 필요하다. 현

재는 재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품목군은 신기능·신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로 2014년 이후 신설된 품목

군에 해당하는 품목이지만 기등재 품목 가격의 90%

로 결정되고 있다. 재평가가 완료된 품목군에서 ‘동

일 품목군의 동일 가격 원칙’은 유지하되, 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등재 품목과 동일한 가격을 부여

하여 작은 혁신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급여 신청 치료재료와 동일 목적의 제품

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 배수 

1.78’은 그 구성항목 및 상세내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도매 마진율, 유통의 특성, 품목별 특수성이 고

려되어 있지 않은 일률적인 값으로써, 이에 대한 합

리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기술과 시장환경

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게 정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유사 기능의 제품이 없을 때 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데, 정의 및 구성항목과 더불어 

자료 출처 및 산정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원가

에는 제조(수입)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유통 비용, 소비세 등이 포함되며 업계의 실적에 입

각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는 그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제공, 시의적절한 배송 및 필요한 장

비의 제공, 엄격한 질 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포

함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투자 등 업계

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상승 요인을 안고 있다. 설

문조사에서도 현행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이유로

서 ‘물가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않는다

(36%)’는 의견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사후 가격 관리에서는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비용 상승 요인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치료재료 보험급여 제도에 대해 업계의 의

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

울러 공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흔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노력들

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업계, 의료 제공자

와 환자에 이르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제도의 취지와 

공익적 목표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

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보건의료체계 내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급여 결정 

제도 전체의 관점에서 각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보험재정의 지속성, 환자의 더 나은 

치료방법에 대한 접근성 보장, 기술개발을 통한 업계

의 정당한 이익 추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함

께 고려돼야 하며, 이는 사회 및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해 응답자 35명 중 매우 부적절 6명, 부적절 22명, 

보통 5명, 적절 2명, 매우 적절은 없었다. 가격 결정 

방식이 부적절한 이유로는 ‘가치평가에 따른 가산을 

받기 어렵고 가산율도 낮아 적용이 어려운 구조이다

(27%)’, ‘실제로 가치 인정 제품이 매우 적어 합리적

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25%)’, ‘과거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

지 않는다(24%)’, ‘신제품의 특이도, 성능, 적응증 등

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23%)’는 점을 들었다. 

○ 기등재 품목의 상한금액 산정 적절성

1 2 3 4 5
매우부적절  보통   매우적절

2.14



응답자 35명 중 매우 부적절 7명, 부적절 18명, 보

통 8명, 적절 2명, 매우 적절은 없었다. 부적절한 이

유로는 ‘목록 정비가 하향 평준화되어 개선된 제품을 

도입할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44%)’, ‘동일군 제품

이라도 병변 상황, 적응증 및 특이성 등에 따라 가격 

폭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28%)’, ‘가

격 수준이 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18%)’, ‘가격 

산정의 일관성이 적다(7%)’ 순으로 나타났다.

○  동일 목적의 유사 기등재 제품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적절성

1 2 3 4 5
매우부적절  보통   매우적절

1.94



동일 목적의 유사한 품목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신제품에 대한 가격 산정에 대해 응답자 

35명 중 매우 부적절 8명, 부적절 20명, 보통 4명, 

적절 1명, 매우 적절은 없었다. 부적절한 이유로 ‘비

교 대상이 없는 신제품임에도 유사 품목의 가격을 

참조함으로 원가(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

는 사례가 발생한다(51%)’, ‘수입원가 대비 산정 배

수의 비율(1.78배)이 부적절하다(40%)’는 의견을 

나타냈다. 

○  적절한 가격 산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 준

비에 대한 용이성

1 2 3 4 5
매우부적절  보통   매우적절

1.85



만족도가 가장 낮게 조사된 항목으로, 응답자 35

명 중 매우 어려움 11명, 어려움 17명, 보통 6명, 쉬

움 1명이였으며, 매우 쉽다는 응답은 없었다. 그 이

유는 ‘요구되는 수준의 임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

다(28%)’, ‘경제성평가자료(대체 치료재료 또는 시

술/약제의 소요비용 등)의 산출이 어렵다(24%)’, 

‘질병/수술이나 진료량 데이터가 없어 예상 판매량

이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22%)’, ‘비교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15%)’, ‘비교 대상 제품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

다(8%)’는 의견이었다.

○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산정의 필요성

1 2 3 4 5
매우부적절  보통   매우적절

4.09



응답자 35명 중 매우 불필요 1명, 불필요 1명, 보

통 5명, 필요 15명 및 매우 필요 13명으로 80% 이상

이 현재의 행위료 기준 10%를 초과하는 치료재료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별도 산정 기준이 보다 합리적

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개선

된 제품을 개발했지만 기존 제품과 성능이 같다는 이

유로 “별도 산정 불 가”에 포함되면, 의료기관에서는 

단가가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려 한다(50%)’, ‘안전주

사기 등 행위료에 포함된 일부 치료재료의 가격이 너

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30%)’, ‘행위료에 포함된 일

부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심각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유통질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11%)’라는 점을 

지적했다.

5) 현행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 사후관리 방식의 적절성

1 2 3 4 5
매우부적절  보통   매우적절

2.11



치료재료 가격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에 대해 응답

자 35명 중 매우 부적절 7명, 부적절 18명, 보통 9명, 

적절 1명이었으며, 매우 적절은 없었다. 부적절한 이

유로는 ‘물가상승 등 가격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는

다(36%)’, ‘실거래가 조사, 원가조사 및 재평가 등이 

중복적으로 적용된다(32%)’, ‘유통비용, 요양기관별 

가격 차이 등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24%)’고 조

사됐다.

○  재평가를 통한 품목분류 및 가격 체계 정비에 대한 

의견

 

1 2 3 4 5
매우부적절  보통   매우적절

2.29



재평가를 통한 품목분류 및 가격 체계 정비에 대해

서도 응답자 35명 중 매우 부정 5명, 부정 17명, 보통 

10명, 긍정 1명 및 매우 긍정 1명으로 부정적인 의견

임상적 효능이 큰 혁신적 제품에 대해 가격 협상의 기회를 줌 4,029

3,943

3,281

2,806

유사 기능 구분이 없는 치료재료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가계산방식”을 개선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한 가격 조정 중 시장 상황을 반영

기존 제품의 기능 중 일부를 개선한 신규 치료재료에 대해 일부 환자
부담을 적용해 기능이 개선된 제품에 대해 환자의 접근성 기회를 마련

0 1 2 3 4 5

2017
의료기기환경

2017
의료기기환경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업계, 의료 제공자와 

환자에 이르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제도의 취지와 공익적 목표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고 

이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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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복지부가 주관이 되고 식약

처(인·허가), 보건의료연구원(신의

료기술평가), 심평원(건강보험 급여산

정), 보건산업진흥원(R&D·시장진출 

지원)에서 전문가를 파견받아 운영 중

이다. 진흥원은 센터 운영과 기업 상담 

후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4. 국산화 유망 신제품 테스트 및 

    홍보 지원

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 및 홍보, 네트워크 지원

국산 의료기기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산 의료기기 신

제품을 대학병원 의료진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년 초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

스트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2월 10일 접수 마감), 올해에는 대학

병원에서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국산

화 유망 품목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

다. 의료기관(주관기관)-제조기업(참

여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하며 대

학병원 의료진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 단기(5천만원, 

9개월), 장기(7천 5백만원, 15개월)으

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 신제

품의 테스트 성공 여부에 따라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고 참여기업은 테스트 

성공 결과를 제품의 영업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진흥

원 의료기기종합정보시스템(device.

khidi.or.kr), 뉴스레터, 인쇄물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국산화 유망 의료기기 성능 개선 지원

대학병원에서 국산으로 교체가 가능

한 품목에 대해 대학병원의 요구사항

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산제품 성능 개

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에서 

국산화가 가능한 유망 품목을 지원하

되,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

기관)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을 우선 지

원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사

업이며, 제조기업에 자문 의료진의 의

견을 토대로 성능을 개선하게 해 대학

병원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

는 목적이 있다.

의료기기산업 종합 정보제공

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 홈페

이지(http://medicaldevice.khidi.

or.kr)를 통해 부처별 공지사항, 지원

사업 안내, 국가별 시장진출 정보, 국

내외 주요뉴스 등 산업계에 필요한 정

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중동, 동남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국

가별 리포트를 발간하고 주요 의료기

기 품목의 시장통계를 Brief 형태로 

20개 이상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자료를 담아 매주 월

요일 아침에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작

업도 지속할 예정이다.  

5. 국산 의료기기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의료기기 신흥국 시장진출 지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의료기기시

장 개척을 위해 수출기업에 정보제공 

및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고자 한다. 

우선 올해 신흥국 타깃지역으로 중동과 

동남아 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

동과 동남아 전시회와 연계해 해당 지

역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간의 비즈

니스 미팅을 2차례 개최하고 국내에서

는 4월 BioKorea 기간 동안 중동, 동남

아,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 진출 세미나

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서는 ‘의

료기기 수출마케팅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기기 유사 제품군을 중심으로 분과

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주요 

기업들을 DB화해 영문 홈페이지 및 영

문 기업디렉토리북을 제작해 해외 바이

어가 쉽게 우리 기업들의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 신제품 글로벌 기업 협력 지원

글로벌 기업의 우월한 마케팅 능력

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유망 제품

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

을 진행한다. 우선 국내 유망 기술기업

과 전략적 제휴 협력이 가능한 글로벌

기업의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이다. 수집된 DB는 관심 기업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해 서

로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효과적인 의견공유가 가능하도록 

유사 제품군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

하고 진흥원이 간사 역할을 해 중개 지

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기술개발(R&D) 지원사업

이 밖에도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

기 R&D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

다. 미래융합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신의료기술수반 의료

기기 시장진출 지원이 계획돼 있다.(2

월 1일 접수 마감, http://htdream.

kr, 2017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

구개발사업 공고) 

‘미래융합 의료기기개발’의 경우 치

료재료와 체외진단기기 중심으로 3~5

년, 연간 5억원 이내 지원하며, ‘의료기

기 임상시험 지원’의 경우 임상시험의 

형태와 수행지역에 따라 1~3년, 연간 

1~7원까지 지원한다. ‘신의료기술수

반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의 경우 2

년, 연간 2억원 이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홈

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분야 2017년도 정책 및 사업방향을 공

유하고자 한다. 기본방향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국산 유망 신제품의 수출 활성화 및 

대학병원 국산화(수입대체) 지원

○  국내 의료기기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진흥원은 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  인프라 구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의료기기 국산화 대책 및 의료기

기산업 육성법 제정 지원

-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등 국제규

격 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

-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제공

△  시장진출 지원-국산 유망 신제품의 국

내·외 시장진출 지원

-  신제품 조기시장 진입을 위한 중

소기업 산업 전주기 컨설팅 지원 

-   국산화 유망 의료기기 사용자(의

료기관) 테스트, 성능개선 및 홍

보지원

-   신흥국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

-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한 의료

기기 수출 지원

-   관계기관 합동 의료기기 시장진출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

1. 의료기기산업 정책 수립 지원

의료기기 국산화 대책 수립 

국내 의료기기시장에서 국산화율은 

58.2%이나, 대학병원의 경우 국산사

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금액 기준

으로 종합병원에서는 20%, 상급종합

병원에서는 10%도 안 되는 국산제품

이 사용 중이다. 의료기기가 대학병원

에서 사용되면 국내외 판로개척에 파

급효과가 큰 만큼 대학병원에서의 국

산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교체가 가

능한 국산화 유망 품목을 의료진, 의공

팀 등 사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도출

하고 대학병원 진입을 위한 방안을 수

립하고자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 지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년 7월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법에 필요한 산

업분석,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고자 한

다. 특히 혁신형 의료기기 선정과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의료기기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의료

기기산업에 특화된 실무형 융합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정부가 설립과 운

영을 지원하는 대학원이다. 의료기기

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현재 동국대학

교와 성균관대학교 2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16년 12월에 동국대학교가 공

모를 통해 선정돼 앞으로 5년(3+2년)

을 지원받을 예정이고, 14년도 선정된 

성균관대학교는 올해에도 지원이 지속

한다. 17년 하반기에는 차기 지원 대학

원(1곳) 선정을 위해 선정 공모가 계획

돼 있다. 대학원당 한 해 20여 명의 학

생을 선발해 양성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Usability) 테스트 

인프라 구축 및 산업체 지원

진흥원은 의료기기 국제규격 변화 

중 사용적합성 테스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 서울대학교

병원을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

터로 지정해 올해 3년째 운영되고 있

다. 테스트 인프라 구축과 별도로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

조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계속된다. 

주관기관(컨설팅기관)-참여기업(제조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사용적

합성 평가를 위한 컨설팅 및 테스트 비

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품당 2천만원

(정부지원금)까지 지원된다. 지원사업

은 2월 공고해 11월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다.

3. 중소기업 유망 제품 조기시장 

    진입 지원

중소 의료기기기업 전주기 컨설팅 지원

국내 벤처·중소기업은 경험이 풍부

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관련 정보 수

집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 특성상 R&D, 인허가, 임상, 품

질, 마케팅, 보험 등 다양한 전문 인력

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에서는 전문가가 

늘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벤처·중

소 의료기기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전

주기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

제품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R&D 기획, 품질관

리(GMP), 시험검사 및 임상, 인허가, 

보험등재, 국내·외 마케팅, 글로벌 협

력 등 산업 전주기 전문가 인력풀을 구

성하고, 진흥원이 중개해 해당 기업 맞

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한다. 2월

까지 전문가 풀 구성과 지원체계를 구

축하고 3월부터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을 수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원

작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할 수 

박 순 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두 방향,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유망 신제품 세계 시장 진출 지원’
국내의 판로개척 파급 효과 큰 대학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중소기업 의료기기 전주기 컨설팅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활용

정책기획

<2017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프로세스> 

의료기기 산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산업 
정책수립 지원
(국산화	대책수립,
의료기기	육성법	
지원	등)

컨설팅 지원

의료기기산업 정책수립 지원
(국산화	대책수립,	의료기기	육성법	지원	등)

국산화 지원

수입대체 유망 의료기기 대상 성능개선 및 
대학병원 Key Doctor 국산제품 사용 홍보 지원

(대학병원	의료기기	국산화	지원)

신뢰도 제고

국산화 유망 신제품 사용자 테스트 지원
(국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해외진출 지원

국산 의료기기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신흥국	시장	지원,	글로벌	기업과	협력	지원)

의료기기산업 
정책수립 지원
(국산화	대책수립,
의료기기	육성법	
지원	등)

국제규격 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Usability	Test	
Center)

유망제품 시장진출 지원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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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의료기기환경

2017
의료기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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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미국의 경제 회복 영향에 따른 환율 변

동으로 인해 2015년 기준 8.3% 증가

해 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과 마찬

가지로 미국이 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92.2%로 선두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순이

며, 한국은 13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멕시코로 수출하는 주요 의

료기기 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24.66%), 인공호흡기, 개인용온열

기, 개인용조합자극기, 고위험성감염

체면역검사시약 등이 있으며, 멕시코

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인공신장기

용혈액회로가 94.07%를 차지하고 있

다. 이밖에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와 장기용가방, 부목, 내시경용기구 

등이 있다.

멕시코 의료기기 규제

멕시코의 의료기기 규제는 보건

부 산하기관인 위생보호연방위원회

(COFEPRIS, Comision Federal 

para la proteccion contra Riesgos 

Sanitarios)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연방위원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는 물질, 혼합물, 재료, 기기 또는 기구

(적절한 사용 또는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포함)로서 인체 

질병의 진단, 모니터링, 예방 또는 해

부학 또는 생리학적 프로세스의 대체, 

교정, 복원, 변형과 같은 상해와 장애

를 치료 또는 치료 보조 목적으로 단독 

사용하거나 조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

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일반법(Ley General de Salud) 

제376조, 보건용 제품·소재에 관한 

규칙(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 제82조에 따라 연방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멕시코에서 의료

기기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다. 

1993년 계량 및 표준에 관한 멕시코 

연방법(The Mexican Federal law on 

Metrology and Standardization)

에 의거해 제3자 표준 제정을 위한 규

격 개발 기구들과 인증기관들이 만들

어졌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적합성 

체계를 강제인증인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 인증인 

NMX(Normas Mexicanas)로 정의하

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전자 의료기기의 경우, 강제 

안전인증인 NOM 인증을 획득해야 한

다. NOM 인증은 제품의 품질 및 안전

성에 대한 검사제도로, 제품으로 인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에 대

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격요

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테

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함으로

써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 시중에 유

통시킬 수 있다.

의료기기 위생등록 심사방향은 4가

지로 기본심사(Standard review), 제

3자심사(Third Party Review), 동등

성심사(Equivalency Review), Class 

Ⅰ Low Risk 심사(LOW Risk)로 분

류된다.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이미 

시장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중 일부는 

신속 검토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멕시코 의료기기 등록절차

멕시코는 의료기기를 위해도에 따라 

3등급 체계로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연방위원회 목록에 등재돼 있

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해서 규제기관

에 등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3등급 체계 이외 Class I보다 더 위

해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 보건 규칙

에는 저위험 의료기기 관련 제품 재료

를 Class I Low risk로 정의하고 있으

며 Class I Low Risk까지 포함하면 크

게 4등급으로 분류된다. 제품마다 위

생등록(Registro Sanitario)을 실시해

야 하며, 위생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

으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보건 관

련 제품·소재에 관한 규칙 제190조 

BIS6은 갱신을 원하는 제품은 적어도 

150일(업무일 기준) 전까지 갱신의 신

청을 내야 한다고 정해 있으며, 제3자 

심사기관의 사전 심사판정을 붙인 경

우, 연방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75일로 

단축될 수 있다.

 

필요한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원본 및 사본 1장 △의료

기기 위생 등록 신청서(멕시코 보건

부 양식 번호 SSA-03-022-A) △

제조업체, 보관 업체 정보 및 멕시코 

등록업자 정보 △멕시코 유통회사 담

당자의 승인서 사본 △기술문서 △라

벨 원본 및 사본(스페인어) △제조공

정을 설명하는 자료 △제품 원산지

의 규제 당국이 발행한 품질관리기준

(GMP) △제품 제조자에 의해 발행

된 제품 분석 증명서 사본 △해당 제

품의 수입 판매자가 멕시코에서 외국 

제조자를 대표하는 것을 제품 원산국

의 법적 절차에 따라 증빙한 문서 △

보건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소의 

영업보고 사본 △위생관리 책임자의 

지명 통보 사본 △멕시코 영사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에이전트/유통업체 동

의서 사본 △등록비 지불 영수증 원

본 및 사본 2부

의료기기 등록 시 주의 사항

멕시코 의료기기 등록신청 시에는 스

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쓰인 모든 문서

는 공인번역가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

역돼야 하고, 공문서에 대해서는 아포

스티유 인증이 필요하다. 멕시코 의

료기기로써 등록된 제품에 대한 모

든 권한이 멕시코등록보유자(Mexico 

Registration Holder)에게 있기 때문

에 멕시코 법인 또는 등록업자 선정이 

필수적이며 신중해야 한다. 국내 제조

사의 경우,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판매

하고자 하는 시장의 심사방향을 미국, 

캐나다, 일본을 함께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강제인증 대상인지 자

율인증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몇

몇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품 등록 이

후 수입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

므로 허가를 진행하기 이전에 수입 허

가가 필요한 제품인지를 사전에 확인

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식별해야 하며 판매 대행에 대

한 레터를 아포스티유 공증해 멕시코

등록보유자(Mexico Registration 

Holder)를 통해 연방위원회에 제출해

야 한다. 이때 판매업자는 운영 허가

증(Operating License), 대리인 허

가증(License of the responsible 

person)을 가져가야 한다.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응답기간이 지나서도 응

답이 없을 경우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이며 단, Class I의 경우, 응답이 없을 

경우는 승인이 완료됐음을 의미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협회 산업정책연구부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 -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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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의료기기 시장 전망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은 2015년도 

기준 39.2억 달러의 규모로 세계 14위

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 의존도는 여전

히   높은 편이나 멕시코의 주요 교역 상

대국인 미국에 집중적인 마킬라도라

(Maquiladora) 활동으로 인해 수출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마킬라도라 활동은 1965년에 제정

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을 제

조할 때 사용한 원재료·부품, 기계 등

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보세 가공 

제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멕시코의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중남미 국가인 

파라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

르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미국과의 높은 근접성과 무역 

관계에 따라 미국 선거 결과의 영향으

로 현지 통화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

상되나, 멕시코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로 인한 흑자 규모는 반대로 급증할 전

망이다. 

멕시코의 경제 성장은 2010년부터 

급격한 감속이 시작됐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Enrique Pena Nieto)

이 지난 2014년 유가 폭락 당시 석유 

판매의 국영 독점 체제를 끝내고 민간 

투자를 늘리고자 멕시코 정부의 유가 

규제 폐지 조치는 오히려 석유 품귀 현

상이 잇따르면서 유가 급등이란 결과

를 초래했다. 

그러나 공중 보건 지출의 증가, 인

구 고령화 및 공공 의료분야의 통합을 

통해 2017년부터 현지 통화의 완만

한 상승 추세에 따라, 2018~2019년

에는 경제 가속화에 힘입어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라틴 아메리카 의

료기기 시장을 유지할 것이다. 2015-

2020 CAGR(연평균성장률)을 현지 

통화로 5.6%, 달러로 2.4%를 기록, 

지출은 4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

상한다.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 동향

멕시코는 지난해 2월 환태평양 경

제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서명했다. 이는 의료

기기를 포함한 총 31개 분야에서 아

태지역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자유

화, 규제투명화, 서비스 및 지적재산

권 규정 등을 담은 포괄적 경제협력협

정을 뜻한다. 현재 멕시코 외 미국, 일

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

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

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

며 2018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예측

된다. 

주요 내용으로 무역 관세의 해제와 

가입국 간의 의료기기 규제 통일, 의료

보험 및 의료수가에 대한 기업·법인

의 영향력 강화 등을 통한 의료기기 안

전성 확보가 기대된다. 멕시코를 비롯

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주요 생산국

과 일본,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폴, 베트남 등 아시아 7

개국 회원국 간의 시장교류 증가에 따

른 경쟁심화가 예상된다. 

한국과는 지난해 4월, 대통령의 멕시

코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 보건

부는 원격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건강

정보 교류 등 e-Health 분야에서 상

호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협력 약

정(CA)를 체결한 바 있다. 디지털 헬

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리·운영·실행 

관련 교육, 경험 공유 등을 통해 멕시

코의 원격의료 시장에 대한 협력 약정 

체결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적 협력도 

약속했다.

멕시코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멕시코의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은 

2010년, 2011년 경기 침체로 인해 경

제적 상황이 악화됐으나 2015년도에

는 경기 침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해 

수입의 경우 4.1% 증가한 39억 달러

를 기록했다. 미국이 전체 의료기기 수

입의 가장 큰 67.0%를 차지하고 있으

며, 뒤를 이어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

※	출처	

1.		BMI,	MEXICO	Medical	Devices	Report	Q1	

2017

2.		식약처,	2015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시장브리프_Vol38_

멕시코

4.		KOTRA,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5.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6.		머니투데이,	멕시코	“통화하락,	악재만은	아냐”

(2016.11)	

<멕시코 의료기기 등급 분류>

등급 요구사항 예시

Class Ⅰ
Low Risk

위해도가 가장 낮은 의료기기로 저위험 의료기기 및 비의료기기의 
목록에 관한 고시에 품목이 규정돼 있음

거즈, 붕대, 마스크 등

Class Ⅰ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입증돼 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일반
적으로 체내에 삽입되지 않는 의료기기

수술대, 체온계(전자식 
제외) 등

Class II
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만, 제조방법·원자재 등 제품에 대한 안
전성과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며 체내에 유치기간이 30일 미만인 의
료기기

초음파 진단기기, 
심전계 등

Class III
신규 도입되는 기기 또는 일반적으로 체내에 삽입돼 30일 이상 유치
되는 의료기기

카테터, 인공유방 등

<멕시코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순서 세부내용

등급분류
위생보호연방위원회(COFEPRIS)에 등록된 품목리스트 확인 후 의료기기 등급분류 기
준을 통해 제품의 등급을 파악

멕시코 
등록보유자 선정

수입업체의 경우 멕시코 내 규정 대리인이 멕시코등록보유자(Mexico Registration 
Holder)인지 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해야 함. 
멕시코등록보유자는 등록접수 및 보완에 대한 모든 절차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음.

제조판매증명서 
준비

자국 또는 미국에서 제품 등록 후 획득한 제조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또는 Certificate to Foreign Government) 또는 제품 인증서 준비

심사 방향 설정
기본 심사(Standard review), 제3자 심사 (Third Party Review), 
동등성 심사(Equivalency Review), Class I Low Risk 심사 (Low Risk)

등록서류 준비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모든 문서는 공인번역가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돼
야 하고 공문서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

등록 접수

• 보호연방위원회(COFEPRIS) 혹은 제3자 심사기관(ENTIMEN, NYCE, TAPVS, 
UNIVERIX, TERVSAN, ANCE 등)

• 외국 제조품의 경우 멕시코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현지 수입판매자(멕시코 등록
업자))가 등록 신청해야 하며 위생 등록 신청의 행정절차코드는 “COFEPRIS-04-
001-B(통상 심사 절차의 코드이며 위해도에 따른 의료기기 등록과 동등성 인정 
고시를 활용한 등록 절차는 마지막 알파벳 기호가 다름)”이며, COFEPRIS의 창구 
및 통합 서비스센터(CIS)에서 접수함.

   ※ 접수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임.
• 멕시코등록권리보유자(Mexico Registration Holder)는 등급에 따라 COFEPRIS에 

비용을 지불

라벨링 제출
NOM-137-SSA1:2008 라벨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라벨링 제작
스페인어로 제출돼야 함.

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서 유효기간 5년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0-2020>

<2015년 한국(대 멕시코)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한글품명 수출금액 비중 한글품명 수입금액 비중

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6,978 24.66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2,117 94.07

2 인공호흡기 3,072 10.86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36 1.58

3 개인용온열기 2,188 7.74 장기용가방 35 1.55

4 개인용조합자극기 1,789 6.32 부목 26 1.17

5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1,036 3.66 내시경용기구 17 0.76

한국(대 멕시코) 수출 합계 28,291 100 한국(대 멕시코) 수입 합계 2,251 100

전체 수출 2,710,715 - 전체 수입 2,944,056 -

수 도	:	멕시코시티

언 어	:	에스파냐어

면 적	:	약	196만㎢	(한반도의	8.895배)

인 구	:	약	12,173만명	(세계	11위)

GDP	:	약	1조	636억	달러	(세계	15위)

멕시코, 공중보건지출 증가

원격의료 시장 진출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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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가게 주인이 라면을 끓이는데 

더 맛있게 끓이려고 파와 달걀을 추가

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넣지 

않은 라면과 똑같은 가격으로 손님에

게 돈을 받으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될

까요?” 얼마 전 열렸던 보험정책포럼

에서 의사 선생님 강의 중에서 들었던 

이야기이다. 이 예시는 임상현장에서 

별도로 보험청구가 불가한 치료재료에 

빗대어 한 이야기였다. 실제로는 ‘파와 

달걀’뿐이 아니라 심지어 ‘라면’이 바뀌

어도 비용은 변하지 않는 사례들도 부

지기수다. 

지난 11월 4일 보건복지부는 이 오

래 묶은 난제에 해답을 제시했다.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부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

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

던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보상을 하겠

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이런 결정을 환영하며 반긴다. 

그리고 힘겨운 과정을 거쳐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를 보상하기로 결정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별도보상이 진행돼 임상현장에서 

불편 없이 안전하게 환자에게 사용되

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직 치료재료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임상적으

로 우수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재

료들이 별도보상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정액수가 제도개선과 요양급여 

결정과정의 지연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몇 가지 문제들이었다. 이를 하나

하나 논의해 보고자 한다.  

포괄적 치료재료 별도산정 가이드라인 

지난해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2개 품목을 각각 감염예방과 환자안

전 품목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1~5순

위)를 두어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별도보상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선순위 품목 리스트를 살

펴보면 ‘왜’ 해당 품목이 1순위가 됐는

지는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다양한 제

품 중에서 ‘왜’해당 제품이 선정됐는지

도 뚜렷한 근거가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제품별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했을 것으로 생각하나 이를 

뒷받침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명확하고 

문서화된 기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제 새롭게 출시된 치료재료가 신

의료기술을 만들어내고 하루가 멀다고 

기능이 개선된 치료재료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문서화된 기준이 없다

면 산업계는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

시할 때마다 해당 제품이 별도 보상되

는 치료재료인지 아닌지 여부를 깊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의료기기, 의약외

품, 인체조직은 관련법령에 따라 법적 

정의가 규정되는 반면 치료재료는 국

민건강보험법령상 이에 접합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다. 

따라서 별도산정 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정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매번 

한정된 제품들을 모아 골라내고 그 안

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에는 분명

한 한계가 있다. 반면에 모든 치료재료

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별도산정 되는 제품을 분리해 

낸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액수가 제도개선 필요 

별도산정 기준 개선과 함께 산업계

에서 오랫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

고 있는 것이 정액수가 보상제도이다. 

정액수가 품목은 편의상 중분류별 청

구 순위를 기준으로 ‘내시경화 시술용 

기구’,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

재료’, 그리고 기타 여러 재료로 구분할 

수 있다. 내시경화 시술용 기구는 일

회용과 재사용 제품이 혼재돼 있어 개

별 단위 보상이 어려운 경우였다. 관절

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관

련 시술에 여러 가지 치료재료가 함께 

사용돼 묶음 단위로 제품 가격을 설정

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치료재

료에는 복강경·흉강경하 치료재료, 

Burr나 Saw 등 절삭기류, 비뇨기과 

제품들이 포함돼 있다. 

2008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정액수가 품목 수는 5개에서 현재 36

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불

만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해당 제품

군에 기능이 개선된 제품이 출시해도 

2008년도 당시에 정해진 가격 이외에

는 추가 가격을 받을 기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초(楚)나라의 이야기를 담은 책

인 <초사(楚辭)>에 ‘석계이등천(釋階而

登天)’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사다

리를 버리고 하늘에 오르려 하지만 불

가능한 일”을 비유한 말이다. 개선된 

제품에 제값을 주지도 않으면서 혁신

적 제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사다리

도 없이 하늘에 오르라는 것과 결코 다

르지 않다. 기능의 개선이 있다면 그 

노력을 인정해야만 그보다 더 나은 제

품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의료기기 강국도 합리적 보상 

없이는 이룰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환자 안전과 감염에 

대한 우려이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

서는 정액수가에 포함된 내시경 의료

기기가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일회용과 재

사용이 혼재돼 있는 내시경 의료기기

는 일회용과 재사용 제품을 동일한 코

드로 관리하다 보니 의료기기를 무제

한 사용하거나 일회용을 재사용해도 

적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병원 내

의 환자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며 아무리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은 모두가 동의하는 명백한 사

실이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통

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기

기가 관리되기를 기대한다.

예측성 있는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얼마 전 행위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

정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방

안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반가

운 소식이긴 하나 실제로 실현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사실 150일 이내에 치

료재료 급여가 결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 제품과 동일가를 받기 위

한 약식검토는 빠르게 급여가 결정된

다. 하지만 산업계나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약식검토보다는 정밀검토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밀검토에 해

당하는 제품의 경우 급여결정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가 매우 어렵다. 특히 신의료기술로 고

시돼 행위결정 신청부터 진행된다면 

형국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든다. 개

인적 경험으로 행위결정 신청에서부터 

최종 치료재료 급여결정까지 2년 10개

월이 걸린 제품도 있다. 신의료기술을 

위해 검토한 기간을 합치면 총 4년 가

까이 된다.  

제약산업과 달리 의료기기산업은 다

양한 제품을 소량생산하며 새로운 제

품의 출시주기도 빨라졌다. 만약 신의

료기술을 도입하고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해당 

기술이 꼭 필요했던 환자에게도 답답

한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환자에게 반드

시 필요한 새로운 치료재료가 등장한

다. 따라서 빠른 치료재료의 도입과 보

험 급여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

될 수 있다. 또한 급여결정 시기를 예

측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제

품을 환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

업에 있어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결론 

매년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수많은 정부 정책들이 쏟아진다. 그러

나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상누각이 될 수

도 있다. 고조 시대에 신무제가 그 아

들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고자 얽힌 매

듭을 풀어보게 하였다. 

모두 어려운 매듭을 풀지 못하고 전

전긍긍하고 있을 때 한 명의 아들이 칼

을 뽑아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다. 그

리고는 “얽힌 매듭은 모름지기 베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복

잡해 보이는 문제를 위해 쾌도난마의 

지혜와 대담함을 빌릴 때이지 않을까 

한다. 

 치료재료 건강보험제도 개선 향후 과제 

서 화 석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부장

“치료재료의 정의, 이제 명확히 규정해야 할 때”
포괄적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정액수가제도 개선·예측가능한 요양급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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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 중 하

나로 행위별수가제를 지목하고, 지

불제도 변경안 중 하나로 포괄수가제

(Diagnosis Related Group, DRG) 

도입을 시도해 왔으며, 2013년 7월

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전면 확대시행

을 추진했다. 우리나라 포괄수가제의 

수가구조는 행위별 수가의 진료비용

(급여비용+비급여비용+비보험비용

의 50%)과 종별 인센티브를 모두 포

괄하는 하나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는 해당 질병의 치료행위와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진료행위 이전에 결정하는 

사전 진료비 결정 방식(Prospective 

Payment System)이기 때문에 수가

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의료기

술의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가

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

는 결국 포괄수가 내에서는 의료서비

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도시행 당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포괄수가산출 기초자료1)로 

활용됐던 자료는 2011년도 하반기(7

월-12월) 행위별수가의 급여비용과 비

급여비용(총22개 의료기관의 자료)이

었고, 이 자료를 기준으로 포괄수가를 

산출했다. 이후에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의 상대가치점수 변경이나 정책변화(4

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로 등) 반영 그리고 환산지수

의 변화로만 포괄수가가 개정돼 왔다. 

더욱이 안과의 경우는 다른 질병군 포

괄수가가 꾸준히 인상돼 왔음에도 불

구하고, 백내장수술의 수가는 2011년

도(포괄수가제도 시행 전)와 비교할 때 

2014년 현재 -14.6%의 수가 인하가 

발생2)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하고자 하는 

유인은 더욱 발생할 수 없다. 결국 새로

운 의료기술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

해서는 포괄수가 외에 별도의 보상기

전이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 불가능한 현행 DRG

다행히 2016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서는 DRG 분류체계 버전 4.0

을 반영하는 수가 전면개정을 준비하

고 있다고 발표했고, 특히 신의료기술

의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던 점

을 보완하기 위해 고가의료서비스와 

검사, 시술 등에 대한 반영체계도 전반

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

다. 특히 포괄수가실에서는 “신의료기

술의 적용이 원활치 않아 보상을 위한 

트랙 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가의 신

의료기술이 포괄수가에 반영되는 경

우 향후 진료비 증가 등 제도도입의 취

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검

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는 포

괄수가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

는 보수적인 제도의 취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새로

운 의료기술, 혁신적 의료기술 사용을 

위해 각국의 포괄지불제도(bundled 

payment system)에서 별도로 보상

해주는 기전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3)

영국의 경우 ‘잠정 pass-through’ 

지불방식을 이용해서 구매자들의 자율

적인 선택에 따라 고품질의 의료서비

스(higher quality care) 이용을 위해 

포괄수가의 표준의료서비스보다 고비

용을 지불하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독일의 G-DRG

에서는 DRG 지불이 아닌 비정규 예

산(extrabudgetary)으로 새로은 의

료기술 이용을 위해 보상(non-DRG 

payment)한 후에 사용된 자료를 활용

해 신기술을 정규 G-DRG 상환방식

에 도입하게 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처음 2년 동안은 새로운 기술 또는 혁

신적인 의료기술에 대해 DRG 시스템

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재정지불을 

하거나 DRG 시스템을 통해서(고비용 

열외군에 대한 추가지불을 통해) 지불

하는데, 이는 각 주의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에서도 입원환자 치료에 적

용되는 추가지불보상제도(add-on 

payment system)를 운영해 새로

운 의료서비스 또는 기술 비용의 50%

를 추가로 보상하고, 외래환자 치료

에 적용되는 추가지불보상제도(pass-

through payment system)에서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또는 기술 비용에 

대해 기존 포괄수가 급여비용에 포함

되는 비용을 제외한 차액의 100%를 

보상한다.4)

외국, DRG틀 밖에서 별도 보상 운영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별도 보상 방

식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합리적인 보

상방식을 제안한 사례가 있다. 이 제안

에서는 별도 보상을 위해 고려할 사항

으로 3가지 항목을 제안한다.

첫 번째 급여기술에 대한 포괄수가

에서의 보상 방식이다. 급여기술에

서는 포괄수가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상대값(해당 신의료기술을 사용하는 

DRG 수가의 일정 % 등) 또는 절대값

(예를 들어 10만원)을 정책적으로 결

정해 포괄수가내에서 적용가능한 것

인지 별도로 보상해야 할 것인지를 판

단할 수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의 형

태에 따라 보상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기존 행위들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료 

등과 같이 추가형 신의료기술일 경우

에는 해당 서비스나 재료의 가격이 기

준가격을 넘을 경우 해당금액을 보상

해준다. 

반면에 기존 기술의 대체형 신의료

기술일 경우는 신의료기술 비용에서 

대체되는 기존기술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을 넘을 경우 차액을 보상

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금

액기준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도 불구하고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해당 기술의 확산이 바람직하다고 정

책적으로 판단될 경우나 일부 의료기

관에 한정돼 시행되는 전문적 기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신

의료기술을 별도 보상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이 불분명하고 적

응증이 모호해 과도한 비용 증가가 우

려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 의료

기관에 한해 별도로 보상해주는 제한

적 별도보상 방식 또는 해당 신기술의 

사용 후에 자료를 축적해 신기술 사용

빈도를 평가한 후 해당 신기술 실시 비

율만큼 포괄수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별도 보상하는 신기

술들도 충분한 확산이 이뤄졌다고 판

단되면 실시 비율만큼 포괄수가에 포

함시키거나 별도 DRG로 독립시켜서 

보상할 수도 있다.

마지막은 환자에게 새로운 의료기술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 경제성은 없지만 일부 환자들의 편

의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비급여로 결

정되는 신의료기술 중에서 일정 금액

 포괄수가제도의 혁신기술 별도보상에 대한 제언

“DRG 지속가능성 위한 혁신기술의 보상”
정부-이해당사자, 논의와 협력 통해 DRG 여건 풀어가야

김 철 순

한국알콘 부장

유럽은 본래 환자 분류, 예산 할당 등

을 목적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포괄

수가제를 도입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해 현재는 포

괄수가제가 총액예산제, 인두제, 행위

별수가제를 대체하는 주요 지불보상제

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유

럽 주요 선진국의 포괄수가제 운영사

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포괄수가 개정 방식

주요 유럽 국가는 매년 실제 병원 비

용을 수집해 이를 포괄수가 및 환자 분

류체계에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한

다. 비용 수집 방식에 있어 영국은 모

든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병원이 의무적으로 비

용자료를 제출하며, 프랑스, 독일, 네

덜란드, 스웨덴은 일부 병원에서 수집

된 비용자료를 바탕으로 하향식(top-

down) 또는 상향식(bottom-up) 방

식으로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한다<표1>. 이처럼 유럽은 병원의 

실제 비용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포괄

수가에 반영하고 원가를 제출하는 병

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비용 수집 및 분석 데이터가 실제 수

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time lag)

가 발생한다. 최신의 의료서비스가 의

료현장에 도입돼 질병군 진료에 소모

된 서비스 비용과 빈도 등이 적절하게 

산정되기까지는 통상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및 고

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지불제도

(supplementary payments, special 

funding for cost outliers)를 단기적

(short-term)으로 적용해 최대 3년까

지 별도 보상한다. 추후 새롭게 도입된 

기술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사용돼 적

정비용이 산출되면 포괄수가에 반영되

어 질병군 분류가 신설되거나 기존 수

가의 조정이 이뤄진다<표2>.  

신의료기술 도입 우대정책

유럽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접근

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의료

기술 도입 우대(incentive) 정책을 시

행한다. 이런 정책은 신의료기술에 대

한 환자접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임

상적 유용성(환자의 이환율, 기존 치료

효과 대비 효과)이 있으나 고비용인 의

료서비스인 경우 별도의 제도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보상, 이가 시장에 자연스럽

게 유입돼 최신의 의료형태가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영국은 지역별 임상위임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 CCG) 기

금을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해 추가되

는 비용을 보상한다. 질병군 진료에 

있어 보건의료자원그룹(Healthcare 

Resource Group, HRG) 수가의 편

차를 불러일으키는 고비용의 서비

스, 의약품, 그리고 치료재료는 고

비용 의약품·치료재료·행위 목

록(high cost drugs, devices and 

procedures list)에 등재되어 별도 보

상된다. 독일은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

법 규정(Neue Untersuchungs-und 

Behandlungsmethoden, NUB; New 

Diagnostic and Treatment Methods 

Regulations)’을 통해 포괄수가제 내에

서 사용되는 신의료기술 비용을 보상하

며, 프랑스는 ‘동질환자그룹(Groupes 

homogeneous de Malades, GHM; 

homogeneous groups of patients)’

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재료 급여등재 

목록(Liste de Produits et Prestations 

Remboursables, LPPR; List of 

reimbursable medical devices and 

health materials)’을 별도로 관리하

고 포괄수가제 내에서 해당 재료를 보

상한다.

시사점

의료비 절감과 합리적인 건강보험재

정 운영을 위해 여러 나라가 포괄수가

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술 발전

이라는 상충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숙제를 안고 있다. 유럽은 포괄수가

제를 운영해 오면서 각국의 실정에 맞

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의료기술 도입

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있

으며, 이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접

근성 확보 및 최신 의료형태의 반영을 

촉진한다. 

 포괄수가제도- (4)유럽

유럽, 신의료기술 도입 위한 인센티브 정책 실시 
실제 병원비용 자료를 통해 포괄수가 개정 및 인센티브 제공

황 효 정

메드트로닉코리아 차장

<표 2. 포괄수가제의 단기적 지불시스템과 장기적 지불시스템>2)

<표 1. 5개 유럽 국가의 병원비용 수집 방식>1)

 

England France Germany Netherlands Sweden

Sample Size                            
(% of all hospitals)

All NHS 
hospitals

99 
hospitals(5%)

253 
hospitals(13%)

15-25 
hospitals(24%)

40 
hospitals(45%)

Direct cost allocation
Top-down              

micro costing
Top-down              

micro costing
Bottom-up              

micro costing
Bottom-up              

micro costing
Bottom-up              

micro costing

Time lag to cost data 3 years 2 years 2 years 2 years 2 years

1)	 	Quentin	W.	외.	Hospital	payment	based	on	diagnosis-related	groups	differs	in	Europe	and	holds	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Health	Affairs.	2013.
2)	 	Scheller-Kreinsen	D.	외.	DRG-Based	hospital	Payment	System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12	European	

Countries.	Value	Health.	2011.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포괄수가제	아카데미	심화과정(2014.05.30)

2)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2011년-2014년

3)	 		Busse	at	al.	2011,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Series

4)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Innovators'	Guide	to	Navigating	Medicare,	version	3,	2015

<DRG 하에서 신의료기술 보상 방안>

기준이나 추가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

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는 방식

을 운영할 수 있다.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한 기술이

라고 하더라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적

응증이 모호해 과도한 비용 증가가 우

려되는 경우는 대표성을 가진 일부 의

료기관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신기술은 급여로 전환

해 포괄수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신

기술의 반영해 포괄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 반면에 급여전환이 어려운 신기

술은 별도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제안들이 현재의 포괄

수가제도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꾸준

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야 할 것이다. 특

히 지불제도의 변화로 인해 가장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

계와 의료계와는 지속적인 논의자리를 

마련해서 현재 포괄수가제도의 제한점

들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적인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수

가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가 벌써 만 4

년이 지났다. 이제는 이 제도가 지속적

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

서 변화를 시도할 때라고 생각하며, 새

로운 의료기술의 보상 시도가 그 첫 번

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출처:	강길원,	신의료기술과	포괄수가제

39면으로 계속

38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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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인과 아일랜드인은 

음주가무를 좋아하고, 자기편이라고 

생각되면 우호적이며, 자기 민족이 뛰

어나다고 믿는 강렬한 애국심, 자기 역

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리고 실제로 강대국 

곁에서 겪은 수난의 역사와 한(恨)의 

정서 등에서 서로 닮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함께 수출주도 

경제발전전략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

장을 이룩했고 동시에 경제적 위기를 

맞았지만 이를 빠르게 극복한 점 등은 

두 나라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

하고자 하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의지

를 통해서 양국의 의료기기산업은 빠

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는 점도 서로 닮았다. 

이에 2017년 새해를 맞아 신년특집

호로 발행되는 의료기기협회보에 아일

랜드와 한국의 의료기기산업 협력방안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고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지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

며 향후 양국 간 의료기기산업의 협력

적인 교류가 지속하기를 희망한다.

닮은 꼴 많은 한국과 아일랜드

농업과 목축업이 전부인 낙후된 산

업구조를 가지고 있던 아일랜드는 적

극적인 외자유치활동과 노사화합으로 

1970년대부터 대변신에 성공했고, ‘켈

틱 타이거(Celtic Tiger)’라는 별명도 

얻게 됐다. 

서유럽의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의 

핵심 정책 기조는 지속적인 수출확대

를 통해 끊임없는 고용창출로 이뤄가

는 ‘경제성장’이다. 이를 위해 낮은 법

인세율(12.5%)을 유지하며 해외기업

의 직접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며, 

의료기기산업을 포함한 고부가가치산

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

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러 산학 

연계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

해 혁신적인 R&D 개발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유럽 국가중 의료기기 수출규모 3위

우선, 아일랜드의 의료기기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다. 

300개 이상의 의료기기업체가 활발

히 운영 중이며, 세계 상위 15개 의료

기기업체 중에서 13개 업체가 아일랜

드에 진출해 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으로 제품을 수출 중이며 연간 수출

액은 90억 유로 수준이고, 29,000명

의 인력이 의료기기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의

료기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일랜드

이다. 전 세계 콘택트렌즈의 33%, 전 

세계 인공관절제품의 75%, 심혈관질

환용 스텐트(stent)의 80%가 아일랜

드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2014년 

수입액 기준으로 아일랜드는 한국의 

의료기기 수입국 중에서 5번째로 많

은 수입을 하고 있는 교역대상국이기

도 하다. 이런 교역금액 대부분은 아

일랜드에 진출한 다국적 의료기기업

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Made In Ireland 이점 활용

단순한 제조단계를 넘어 다양한 솔

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일랜드

는 한국의 의료기기업계와 상호협력

을 통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여

긴다. 아일랜드에서 개발된 의료기기 

완제품 또는 부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일랜드가 강점을 보

이는 의료기기분야에서 계약생산방식

(Contract Manufacturing)의 협력

도 가능하다. 부품의 계약생산 협력방

법은 한국의 의료기기업체가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고품질의 의료기기 핵

심부품(예-심혈관계질환용 Balloon, 

Stent, Catheter)을 사용 목적에 맞게 

아일랜드협력사와 공동개발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완제품의 계약생산 협력

방법은 cGMP 및 EU-GMP 승인 생

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일랜드 업체

를 통해서 생산함으로써, 유럽 및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전초지로써 아

일랜드에서 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상

대로 마케팅할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Made In Ireland”라는 이점을 활용

해 유럽 및 선진국 의료기기 소비자에

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방식의 협력은 한국업체에는 

유럽·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해 지는 

장점이 있고, 아일랜드업체에게는 고

용창출 측면에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

다. 아일랜드에는 의료기기 등록관련 

컨설팅, 계약생산 전문업체, 의료기기

용 정밀부품업체 등이 다양하게 활동 

중이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아일랜드

기업진흥청(Enterprise Ireland) 서

울사무소에서 양국 간 상호협력을 도

와드릴 수 있다.

아일랜드기업진흥청과 Med In Ireland

아일랜드기업진흥청은 아일랜드 정

부의 고용기업혁신부(한국의 산업통

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와 유사)의 산

하기관으로, 아일랜드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및 컨설

팅, 한국기업과의 미팅 주선 등을 통

해 글로벌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반대로 아일랜드와 한국기업 간의 상

호방문 무역사절단, 신제품 및 신기술 

소싱을 원하는 한국업체들과 아일랜

드 업체들을 연결해 주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MED IN 

IRELAND’는 아일랜드기업진흥청이 

주관하는 의료기기·기술관련 전시회

로써 아일랜드의 의료기기 완제품 및 

정밀부품, 진단기기, healthcare 관련 

제품 및 연관기술을 소개하며 여러 포

럼 및 제품 전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

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행사이다. 전 

세계 의료기기제조업체 및 전문가들이 

참가해 아일랜드업체와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킹하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10월 중순경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일랜드

업체와 협력을 원하는 한국 의료기기 

업체는, 아일랜드기업진흥청 서울사무

소에 문의하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

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한국과 아

일랜드 양국 간의 의료기기산업 협력

이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협력 국가 - 아일랜드

유럽 의료기기시장의 전초기지 ‘아일랜드’
다양한 산업 협력 솔루션 제공, 10월 ‘MED IN IRELAND’ 개최

김 현 조

아일랜드기업진흥청(서울) 

부장

2017
의료기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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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브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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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인문학자 칼 포퍼가 주장한 

이상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열린 사

회가 돼야 하며 그 성취의 방법으로 자

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한 공개된 의

견 수렴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은 ‘2017년 의료기기심사부 업무 

투명성 향상 콜로키움’을 개최하며 업

계를 초대했다. 손여원 평가원 원장님

의 직접 인사 말씀과 자유로운 분위기

를 위한 테이블 배치, 발표의 주제도 

돋보이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통의 새로운 방식인 콜로키움이라는 

형식을 차용했다는 것이다. 

콜로키움이란 자유토론이 핵심이다, 

정해진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열린 공

간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가지고 원

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

과 토론이 이뤄지는 형식이다. 식약처

와 민원인의 구분이 파괴되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동일 선상의 의견 교환이 

일어난다.

심사부, 소통을 주도 하는 정부기관

사실 의료기기심사부는 어떤 정부기

관보다 많은 소통을 주도하는 곳이다. 

지난 3년간 무려 300회에 가까운 민원

설명회, 주제별 협의체, 분과 간담회, 

워크숍, 국제회의 등 다양한 소통방법

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심사

부과 민원인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안전한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규제

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최신의 과학적이고 합리적 검증을 채

용하고자 제조업체, 수입업체, 시험기

관 등은 첨예한 논의와 합의 절차를 거

치게 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필연적 의

견 차이는 다양한 소통방법으로 간극

을 줄이고자 한다. 민원 발생시 담당 

부서와 이견을 좁히고 근본적 해결이 

안 될 경우 제도적 개선을 위한 개별

업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제가 확정

하며 이를 간담회 주제로 채택해 해결

하며, 시간이 걸리고 다수의 이익당사

자가 해당되는 주제의 경우 팀을 만들

어 집중 토론을 통한 결과 도출을 끌어

냈다. 만약 팀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복잡한 주제의 경우 ‘소통포럼’을 개최

해 국내외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를 초

빙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가별 제도별 

전문가적 소견을 모아 제도개선의 토

대를 마련했다. 이와 같이 제도화된 절

차적 소통의 방법을 통해 얻는 산업계

의 인상은 평가원의 열린 행정에 대한 

열정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열린 행정에 마음 여는 업계

명실공히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 

가장 많은 소통과 가장 다양한 소통방

법을 동원하고 이를 체계화해 단지 규

제 기관으로서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선도하는 정부의 모

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성공적 소통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콜로키움이

라는 새로운 형식의 틀을 통해 변화를 

통한 지속성과 다양성 관점에서의 의

견수렴의 새 지평을 열었다. 변화와 다

양성을 통한 저인망식 의견수렴은 그 

성과를 떠나서 소통의 다변화를 통한 

맹점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콜로키움에서 단기적 어려움에서부

터 중장기적 전략도 논의될 수 있다. 

당일 심사부의 콜로키움은 미래를 위

한 준비로서 동국대 김정환 교수의 가

상증강 현실에 대한 보건의료의 활용

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다, 이는 

다가오는 기술혁신의 흐름을 파악하

고 국민의 보건과 의료를 책임지는 규

제기관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뒤를 이어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

금지법 강의가 있었고 뒤이어 정희교 

의료기기심사부장의 자유토론에 대한 

화두가 제시됐으며, 사실과 진실이라

는 고전적 추론을 가지고 논쟁의 물고

를 열었다. 

“사실이란 시공간적 제한 속에서의 

특정 사건에 대한 묘사이다.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은 수용체가 갖는 물리적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비록 나는 최

선을 다했다고 해도 나의 편향과 한계

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비해 진실은 

사실 속에 숨어져 있는 의미이다. 성경

의 예시처럼 길가에 누워 있는 행인은 

사실이지만 그 행인은 강도를 당해 부

상당해 쓰러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누워있는 행인을 지나친 것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지만 부상당해 쓰

러져 이를 묵인해 지나친 것은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콜로키움 미래지향적 신뢰형성 방식

그 어떤 소통보다 강한 화두를 던진 

정희교 부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적 한계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성이 비

록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불안전

하다는 것이고 이런 교훈을 매개로 우

리가 갖고 있는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해해 나

가자는 의미를 전달했다.

토론에서는 의료기기심사부 각 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업계의 16

년 결산과 17년 추진과제를 보며 식약

처가 생각하는 바와 업계의 시각 차이

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

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뒤이어 이어지는 소통의 스킬 강연

에서도 콜로키움에 대한 자유 분망함

과 업계와 함께 하는 토론의 기술에 대

해 식약처의 기획의도가 돋보였다.

콜로키움은 평소 심사부가 갖는 민

원인과 행정 업무에 대한 극명한 시각

을 보여는 공개의 장이었다. 새로운 시

도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목적

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었다. 비록 

결론을 내거나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

는 아니었지만 정부와 업계가 가야 하

는 지향점이 같음을 확인했고 더욱 소

중한 것은 이를 통한 신뢰 형성에 대한 

노력이 돋보이는 진정성의 자리였다.

서로에게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

지만 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접점

이 화합으로 승화된 의견 수렴의 장이

었다.

과학과 기술의 그리고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식약처 행사

에서 열린사회로 가는 자유토론과 비

판의 장이 마련된데 미래에 대한 전진

의 희망을 가져본다.

 KMDIA-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 콜로키움 후기

“의료기기심사부 콜로키움, 그 새로운 소통의 시작”
업계-식약처, 같은 지향점 공유하고 다른 시각 상호 이해해야

황 선 빈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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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메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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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업계가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규제개혁의 질적 변화를 동반

한 의료기기 관리과의 규제개혁 패러

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변화를 실

례로 나열하면 좀 더 선명해 진다. 업

체간 해석의 다름으로 오랜 기간 혼란

을 가져오던 준수사항의 명확화, 의료

인 사용 전문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

전심의 면제의 대상매체 확대, 자율광

고사전심의 제도도입을 위한 근거마련 

등이 대표적 성과물이었다. 

규제개혁에 대한 개별사안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여러 제도개선에 대한 

일관성을 이해한다면 변화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름 아닌 

감시와 처분 등의 의료기기 판매 후 관

리에 대한 사후처리가 아니라 자율과 

합리화 그리고 명확화를 통한 업계의 

자정능력을 인정하고 정착시키고자 하

는 거시적 목표를 읽을 수 있다.

준수사항의 명확화 통한 안전성의 

합리적 강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는 그동안 업

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적극

적이었다. 소원수리 식의 접수된 규제

개선보다는 찾아가서 발굴해 내는 개

혁적 방식을 선택해 업계로 하여금 예

방과 교육 그리고 선도를 통한 선순환

식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를 통해 발굴한 대표적인 개혁이 

준수사항의 명확화를 통한 안전성의 

합리적인 강화이다. 준수사항은 제조

자와 수입자가 당국에서 제조 또는 수

입하는 제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문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대상과 인정문건의 범위가 

방대하고 제조자와 수입자의 역할에 

따른 구분이 없어 명확한 가이드에 대

한 갈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입사에는 규정에 명시된 ‘수

입단위별’이라는 해석은 장비처럼 개

별품목의 경우 낱개로 해석되고 대

량생산되는 용품의 측면에서는 배치

(batch) 혹은 로트(Lot)의 개념이며 의

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의 담보 측면에

서는 수입사가 수입 시 들여오는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로 해석되

고 있었다. 

또한 성적서 확보의 범위와 대상에 

있어서도 형식논리에 의한 당해 제품의 

시험성적서라는 해석에서 어차피 제조

자의 책임여부를 확보하는 것이니 품질

관리에 대한 보증을 하는 정도의 선언 

혹은 제품 출하 시 창고에서 발급한 품

질보증서까지 의료기기의 다양성만큼 

각양각색의 여러 해석이 혼재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다양한 채널을 통

해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일관화하

려고 했음에도 워낙 업계의 이해가 다

르고 국가별, 제조사별 관리체계가 다

양해 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물론이

요 각 지방청의 해석조차 엇갈리는 어

려움이 지속됐다.

식약처 입장에서도 제품의 출하 시

에 당연히 품질에 대한 보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제조·수입업자의 의무인 

만큼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이

라 판단하지만, 이론적 당위성과 현장

의 어려움 사이에 타협점이 없어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다.

급기야 일부 업체들은 출고 시 또는 

수입 시 보유해야 하는 시험항목에 대

해 허가증에 명시된 항목을 모두 구비

해야 한다는, 어쩌면 시작의 불합리가 

과정과 끝의 왜곡을 낳는 당연한 현실

에까지 봉착하게 됐다. 허가증의 명시

된 시험항목은 제품의 설계 및 개발단

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검

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 시험항목은 

실제 제품 양산 후의 관리체계 하에서 

이뤄지는 품질검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와의 동거(?)는 우연한 

기회에 그 해결책을 찾게 됐다. 의료

기기관리과의 찾아서 발굴하는 변화

가 시작이었다. 업계입장에서 문제점

의 제시는 쉬우나 대안 제시가 어려운 

차에 관리과 주관 간담회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듣던 관리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실태파악을 했으며 이를 통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

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규정에 대한 

개정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

에 시간이 다소 소모되니, 규정의 해석

에 대한 모호함부터 명확히 하자는 취

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업계가 

내놓은 사례를 검토하고 규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결

국 출구를 찾게 된다. 

제조업자에 대한 규정과 수입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

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면 그 형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취

지의 개선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물

론 백인백색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

지만 법의 취지를 지키는 선 안에서의 

대안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식약처는 준수사항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인정 범위

를 구체화해 혼란으로 인한 모호성에

서 벗어나 합리적 준수체계를 제시했

다. 이로 인해 업계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준수사항의 구비서류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이뤄지

고 제조·수입자는 명확한 준수기준을 

통한 비교적 다양한 입증 문서를 인정

받게 된다. 

이는 많은 업체들에 품질관리 업무

의 실질적 도움을 주었고 효과성을 체

감케 하였다. 이로 인해 업체 내부 비

용의 절감도 가져오고 업무의 물리적 

부담 또한 줄였으며 절감된 자원을 실

질적인 사후관리에 쓸 수 있게 됐으니 

식약처와 산업계의 일거양득이 되는 

개선안인 것이다.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기준의 

합리적 개선

또 다른 한 축은 광고사전심의에 대

한 업계 불만의 해소이다. 아직 완전한 

해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광고는 물건

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그리고 

올바른 제품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

용되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소통의 도

구이다. 문제는 이 소통에서 쓸 수 있

는 표현이 매우 제한적이라 소통과 이

해가 서로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허가증은 안전성과 유효

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가요건에 따른 

기준들이 설정돼 있다. 따라서 허가증

에 쓰인 문구들은 과학적이고 기술적

인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이 표현을 기

초로 광고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논문

으로 동화를 쓰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전문가 대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 

그리고 심의 기준에 대한 합리화를 표

방하며 인정범위를 넓히고 표현의 자

유에 대해 안내서를 발간해 민원인 누

구나 참조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보여 

주었다. 

더불어 인공유방을 포함한 614개 품

목의 전문의료기기에 대해 자사 홈페

이지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심의를 면

제하고 그 범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

다. 그 뿐만 아니라 사전심의 면제 매체

도 자사가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까지 

확대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거름으

로 규제를 통한 업계 자정능력이 높아

졌다고 판단, 자율통제의 물꼬를 텄다.  

규제기관과 업계 간의 신뢰가 형성

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는 결정이었

음에도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 결정

을 통해 자율관리라는 분기점을 제시

한 것이다. 

2017년의 새로운 개혁과 과제 

이제 2017년이 시작됐다. 관리과가 

그 동안 보여준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 

성과를 나타내며 더불어 새로운 개혁

의 과제가 제시됐다.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으나 법개정

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반영이 미뤄지

고 있었던 전자 첨부문서(e-labeling)

의 도입은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많은 

자원과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

다. 전자 첨부문서의 인정은 시대의 흐

름에 일조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시기재의 경우 최근 지속적

으로 운영지침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

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아가 법안에 

반영돼 근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으로써 업계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

고 이를 적용하고 준수할 수 있기를 기

대하는 바이다. 

위험 제품군의 전주기 관리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추적관리는 그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

하고 있으나 보고 체계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추

적관리 보고 절차 및 시스템 정비를 통

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반면에 식약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의료기기산업 발

전의 기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KMDIA-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워크숍 후기

“사후관리, 처분과 감시에서 예방과 교육으로 전환”
의료기기관리과, 사후관리제도 일관성 있게 규제개선 추진 

전 종 열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 간사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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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료기㈜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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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 기반 의료기기산업을 위한 조건

유지해 프린팅의 실패 확률을 현저하게 

낮춘다. 소재압출 3D 프린터로 인쇄하

면 적층 흔이 남는데, nGen은 이 적층 

흔도 최소화해 후보정을 용이하게 해 준

다. 필라멘트 자체 특성은 기존 소재와 

유사해 룰즈봇, 얼티메이커 등 유명 3D 

프린터와 호환된다.

기술에 대한 규제 및 평가·보상 필요

두 번째로 규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의료분야는 직접적으로 사람 몸에 영향

을 미치는 분야이므로, 관련 기관과 정

부의 규제와 법규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존 방식으로 치료가 어

려운 환자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

해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다면,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및 출

력물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을 평가하

는 기준이 없어 신뢰성을 입증하는 어려

움으로 기업들의 애로가 컸다. 또한 비

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

지 않아, 기술이 있어도 시장이 형성되

기가 어려웠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

가 기준의 정립과 기업들이 제품을 빠르

게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의 

완화는 수평을 유지해야하는 저울과 같

다. 하지만 규제 및 제도의 정립이 강화

와는 다르다. 올바른 제품이 시장에 나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정

부의 입장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의료

제품을 의료인들과 환자들은 믿고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져야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국제적

인 Research Firm인 가트너가 공급망

(Supply Chain)에서의 3D 프린팅의 가

치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65%의 공급망 전문가들이 

3D 프린팅을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2

년 내에 3D 프린팅에 투자를 할 것이라

는 것이다. 전통적인 제조방식보다 원가

와 준비시간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이런 장점들

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린팅 기술들끼

리 상호 변환이 안 된다는 점은 생산하

려는 아이템에 따라 3D 프린터를 선택

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는 소재의 범위가 넓지 않아 

전통적인 제조방식에 비해 제한적이라

는 점, 마지막으로 3D 프린팅이 전통적

인 제조방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Lead 

Time을 줄인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생산 

프로세스 변동성뿐만 아니라, 준비작업

과 후처리까지 포함하는 전체 생산 프로

세스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공급사슬은 원재료를 획득하

고, 이 원재료를 중간재나 최종재로 변

환하고, 최종제품을 고객에게 유통시키

기 위한 조직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네트워크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도 오래

전부터 3D Systems 같은 회사들의 제

품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기술적인 발

전이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적층

제조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의 입장에서는 원가절감과 효율성이 향

상된다면 적층제조가 아닌 다른 제조방

식이어도 개의치 않는다.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프리미엄 가치 인정

의료분야에서의 3D 프린팅 기술의 활

용은 일반 산업에서의 제조방식의 시각

으로 바라보는 것과 구별돼야 하지만, 

어떤 기업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생산을 

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우리는 의료분

야에서의 3D 프린터는 맞춤형 의료기기

를 제작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 맞춤

형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영상정보 등 기본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하나의 설계 데이터로 계속해서 

찍어내는 기성품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불

합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매번 설계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개인(환자) 맞춤형 의

료기기가 존속되기 위해 프리미엄이라

는 타이틀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사용자 

또는 혜택을 보는 환자에게 기존과는 크

게 비교되는 높은 만족도를 가져다주는 

제품에 대해 동일한 값어치를 매기는 것

은 말이 안 된다. 사용자로 해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기존 공

정과 비교해서 높은 제조원가가 발생함

은 물론 기존 공정으로 불가능했던 수술

이 가능하고 단지 기능의 유사치를 복원

하던 수술이 완벽에 가까운 복원은 물론 

3차원적으로 심미적인 부분까지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

의 의료기기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라

야 할 것이다.

3D 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환자에게 선택의 기회 주는 것

3D 프린팅 기반 의료기기에 대해 우

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 제

작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이렇

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기존 제작방식으

로 불가능했던 형상 제작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수술을 시도할 수 있

게 됐고, 기존에 혜택 받지 못했던 환자

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라 생각된다. 프린

팅 방식만 하더라도 내부로 들어가면 수

많은 방식들로 나뉘고, 이들을 평가해야 

하는 방법도 나눠지며, 맞춤형으로 제작

하기 위해 해부학적 모델링에서 고려돼

야 하는 변수도 다양하다. 지금부터 차

근히 준비하면 된다. 기준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만들면 된다. 하지

만 조금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 전 세

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방송에서 종종 

나오던 3D 프린터에 대한 뉴스들을 본 

적이 있다. 해당 뉴스와 기사들을 보면

서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이런 기술이 

있었나? 앞으로의 미래에는 어떤 기술

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그 뉴스

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사람들이 얼

마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3D 프

린팅 기술 이후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어쩌

면 VR을 넘어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도 모

르겠다. 장담하건대, 머지않아 자율주

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 역시 새로운 기

술로 넘어갈 것이다. 기술은 3차 산업

혁명(컴퓨터의 발명)을 거친 이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수

많은 리포트가 2020년이 돼서야 도래

할 것이라고 예견한 4차 산업혁명을 우

리도 모르게 이미 겪고 있다고도 말한

다. 이는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는지도 알

기 어려웠던 연구의 정보들이 3차 산

업혁명 이후로 인터넷을 통해 매우 빠

르고 활발하게 교류되기 시작했기 때

문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

다. 이제 혼자 또는 같은 연구실의 연구

원들이 실험실에서 끙끙대며 문제점을 

해결하며 연구하던 시절은 점점 과거

의 얘기가 돼가고 있다.

기술 개발과 정보 공유의 가속화되는 세상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에서 받아

들여지고, 활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이다. 해당 기술이 일반적 또는 특정 

이해적 그룹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져야 

하며, 그 필요에 의해 해당 기술을 공

급하는 자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야 하기 때문이다. 단기적 불완전성(?)

을 가지는 기술은 비즈니스 모델로 적

합하지 않다. 시티폰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얼마 후 공중전화 부스 근

처가 아닌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

는 휴대폰의 등장으로 시티폰은 등장 

초기에 엄청난 기술적 관심을 받았지

만, 사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한 다음 세

대의 등장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조용

히 사라졌다. 때문에 시장에선 ‘두 번째

로 시작하는 기업이 성공한다’라는 말

이 우스갯소리로 돌기도 한다. 

또 하나는 기술의 가능성이 높게 평

가가 돼도 장벽에 막혀 실현이 불가능

한 경우이다. 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

(드론),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지

능형 범죄예방시스템, 자동차 사이드

미러 대체기술 등이 그러했다. 각종 규

제로 인해 국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기 어려워 기술 및 인력 그리고 

인프라 등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정부

는 뒤늦게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

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시범사

업 및 특별법 발의 후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앞

서나가는 선진국들과의 기술과 산업의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3D 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소재’가 중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산업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불완전성은 

‘소재’이다. 아직 프린팅이 가능한 소재

는 한정돼 있다. 3D 프린팅 소재는 인

쇄 기술 이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인

쇄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에 맞는 소

재가 없으면 3D 프린팅이 불가능하다. 

3D 프린팅 인쇄물의 특성을 결정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것 역시 소재의 역할

이다. 소재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해질

수록 3D 프린팅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

는 셈이다. 이에 전 세계 3D 프린팅 관

계사들은 신소재 개발에 열심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은 금속 소재

다. 금속 소재는 주로 분말(파우더)로 

만들어지며, 레이저 등으로 굳히는 소

결 방식으로 인쇄된다. 이 분야의 선두 

제조사 중 하나인 ‘EOS’는 알루미늄, 

코발트크롬, 니켈알로이, 스테인리스 

스틸과 티타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성과 강도를 가진 금속 소재를 제공 

중이다. 바이오 3D 프린팅 소재도 주

목 받고 있다. 바이오 프린팅업체 ‘오가

노보’는 인간의 간 조직과 같은 특성의 

3D 프린팅 바이오 티슈를 상용화했다. 

이 바이오티슈는 약품 개발 시 독성을 

검사하는 데 유용하다. 파퓰러 사이언

스 매거진으로부터 ‘2015 최고의 신제

품 상’을 수상한 오가노보는 이후 혈액

과 뼈 등 더욱 다양한 바이오 프린팅 소

재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재압출 3D 프린터용 필라멘트 부

문은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필라멘트 재료로

는 PLA, ABS 등의 소재가 주로 쓰였

다. 최근에는 새로운 특성 혹은 인쇄 

편의성을 지닌 신소재도 등장했다. 독

일 소재 제조사 ‘컬러팹(ColorFabb)’

의 3D 프린팅 필라멘트 신제품, 

‘nGen’은 코폴리에스텔로 만들어진다. 

이 소재는 인쇄 중 인쇄물을 견고하게 

임 준 영

시지바이오

3D이노베이션센터장

‘3D 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나?
“신시장 형성, 규제 및 제도의 정립 필요하나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2017
의료기기규제

2017
의료기기규제

과정명 차수 일정
교육일수
(시간)

교육
인원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

1차 3. 8(수) ~ 3. 9(목)

2일(16H) 30명
2차 5. 11(목) ~ 5. 12(금)

3차 8. 24(목) ~ 8. 25(금)

4차 10. 19(목) ~ 10. 20(금)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ISO 13485) 
기본과정

1차 4. 20(목) ~ 4. 21(금)

2일(16H) 30명2차 6. 27(화) ~ 6. 28(수)

3차 11. 15(수) ~ 11. 16(목)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

1차 4. 5(수) ~ 4. 6(목)

2일(16H) 30명2차 6. 14(수) ~ 6. 15(목)

3차 10. 12(목) ~ 10. 13(금)

의료기기 임상시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실습과정

1차 7. 4(화) ~ 7. 6(목)
3일(21H) 30명

2차 11. 1(수) ~ 11. 3(금)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

1차 5. 25(목) ~ 5. 26(금)

2일(16H) 30명2차 8. 30(수) ~ 8. 31(목)

3차 12. 12(화) ~ 12. 13(수)

의료기기 R&D 기획 역량 강화 과정
1차 4. 26(수) ~ 4. 28(금)

3일(21H) 30명
2차 11. 7(화) ~ 11. 9(목)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ISO 
10993) 과정

1차 6. 8(목) ~ 6. 9(금)

2일(16H) 30명2차 9. 13(수) ~ 9. 14(목)

3차 12. 7(목) ~ 12. 8(금)

IEC 60601-1(3판) 규격의 이해와 
설계 기본과정

1차 3. 30(목) ~ 3. 31(금)
2일(16H) 30명

2차 9. 21(목) ~ 9. 22(금)

IEC 60601-1(3판) 설계 및 
Usability 실습 특화과정

1차 5. 17(수) ~ 5. 18(목)
2일(16H) 30명

2차 10. 26(목) ~ 10. 27(금)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자 대상 사후관리 
기본과정

1차 4. 12(수) ~ 4. 13(목)

2일(16H) 30명2차 6. 22(목) ~ 6. 23(금)

3차 11. 23(목) ~ 11. 24(금)

의료기기 수출입 무역실무 기본과정

1차 3. 22(수) ~ 3. 23(목)

2일(16H) 30명2차 6. 29(목) ~ 6. 30(금)

3차 9. 6(수) ~ 9. 7(목)

의료기기 사업경영 시스템 기본과정
1차 6. 1(목) ~ 6. 2(금)

2일(16H) 30명
2차 11. 29(수) ~ 11. 30(목)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기본과정
1차 7. 11(화) ~ 7. 12(수)

2일(16H) 30명
2차 10. 24(화) ~ 10. 25(수)

의료기기 건강보험 기본과정

1차 5. 23(화) ~ 5. 24(수)

2일(16H) 30명

2차 7. 18(화) ~ 7. 19(수)

3차 9. 19(화) ~ 9. 20(수)

4차 10. 17(화) ~ 10. 18(수)

5차 12. 5(화) ~ 12. 6(수)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1차 3. 28(화)

1일(4H) 50명
2차 5. 30(화)

3차 9. 26(화)

4차 11. 28(화)

KMDIA 교육 안내
‘CHAMP 및 인재양성’

■ 2017년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 일정

■ 교육문의 교육연구팀 이윤모 사원

 전  화 : 070-7725-8728, 8660

 이메일 : edu@kmdia.or.kr

■  교육신청  http://edu.kmdia.or.kr

 온라인교육 : http://kmdia.cylearn.co.kr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의료기기 가족 모두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19(행신동, 루트로닉센터)  TEL  1577-1064  FAX  031)907-3440  www.korea.lutro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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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로닉



49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7년 1월 145호

 2017년 1월 145호48Ⅰ전면광고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운영하는 

9개의 위원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

하는 법규위원회가 지속적인 노력과 

소통으로 이뤄낸 여러 성과와 함께 이

제는 그 이름을 널리 알려도 되지 않을

까?” 감히 말해본다. 

협회는 회비 체계 개편 이후 위원회 

사업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최적의 고품질 의료기기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법규위원회가 진행하는 공식적인 분

기별 분과 간담회, 워크숍 등의 행사는 

회원사 누구에게나 개방형 참여가 보

장되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 모

두에게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원

사가 정부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유

일한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협회 회원

가입을 통해 업체소속이 아닌 법규위

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해야하는 당

위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법규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

회,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중

소기업청옴부즈만 등과 수차례 규제발

굴 간담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민·

관 소통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제안 

등으로 그 역할에 충실했으며 다음과 같

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의료기기 KGMP 현장심사 제도개선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외국 제조소 

GMP 현장조사 평균 소요비용은 8.7백 

만원에 달하고, 외국 제조소가 다수인 

경우 일괄 정기심사 신청 조건이 ‘정기

심사 대상 제조소별 GMP 적합인정서

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

정돼 있어 한 해에 3회 이상 현장심사

를 가야하는 수입업체가 발생하는 등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법규위

원회는 별도 TFT를 구성해, GMP 정

책을 담당하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

가과에 일괄신청 조건 삭제 등 관련 고

시 개정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중소

기업청옴부즈만에 해외 GMP심사기관

의 확대지정을 통해 현장심사를 최소

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노력을 했다.

그 결과 기존 정기심사 일괄신청 조

건이 삭제되는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일부개정(16.12.30) 

되어 3년 주기 1회 현장심사 체계 구

축이 가능해 졌다. 또한 식약처는 4개

소로 한정돼 있는 식약처 지정 품질관

리심사기관을 2017년 6월까지 유럽

의 GMP 심사기관(TUV, SGS 등)까

지 확대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유럽 

GMP 심사(EN ISO13485)신청 시, 국

내 GMP 심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

록 하여 이중심사, 업체의 시장진출 소

요기간 및 비용 부담을 해소할 계획임

을 밝혔다.

△ 의료기기 첨부문서 제공방법 확대

의료기기 첨부문서는 디스켓, 시디, 

안내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나, 미

국·유럽에서 허용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첨부문서 분실·

훼손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기 사용이 

저해 받을 우려가 있고, 최신의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첨부문서 검

색이나 갱신이 곤란하며, 첨부문서를 

제작하기 위한 물적 자원 및 비용이 소

요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제19대 국회에서 첨부문서 제공방법 

확대를 위한 법안이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 바 있었고, 식약처

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기에 다

시금 의원발의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

인 법령개정이 있었다. 현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하

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한하여,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

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1인)이 복지

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법규위원회는 중고의료기기의 수입 

및 판매, 수리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

기 산업계의 유통질서 유지 및 의료기

기의 체계적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시

점에서,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적절

한 수리 사례 등을 파악하여 지난 3월 

수리업 신고 요건 및 교육의무 등 안전

한 의료기기 사후관리를 위해 수리업 

관련 관리 강화를 건의하는 정책 제안

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는 ‘의료기기 

수리업무 준수사항’을 마련(16.7.19)했

고, 중요 부품은 반드시 허가(인증)받

은 동일 회사(社), 동일 부품으로 교체

해야 하며, 수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제조·수입업자로부터 미리 확인 받아

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2016.11.11 입법예고 한 「의

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료기기 수리업자에게 자체교육(1년 

12시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이 포함되는 등 협회의 제안사항이 정

책에 반영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

겠다.

의료기기 수입업자 준수사항 적용 개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

업자의 준수사항) 중 ‘입출고 및 품질관

리’ 및 ‘수입단위별 기록’ 등에 대한 합

리적 기준을 마련, 수입 및 품질관리검

사는 제조원의 품질관리 시험규격에 

따라 제품표준서를 작성, 직접 시험하

지 않고 제조원의 자료로 대체 가능하

게 됐다. 단, 제조원의 자료에는 해당

제품정보 및 품질관리 시험규격 적합

성 여부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그간 규정해석의 모호함에 따라 제

품별/LOT별 수백, 수천장에 달하는 

허가사항에 있는 시험규격에 대한 성

적서를 모두 보유하거나 국내에서 다

시 시험해야했던 불합리함이 대부분 

해소됐다. 특히, 다양한 품목과 많은 

제조단위를 수입하는 회원사에게는 상

당부분 업무 간소화가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성과 외에도 법규위원

회는 전자의료기기의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해, 의료기

기 제조·수입업체의 시험성적서 확보 

현황 및 그에 따른 애로·건의사항 파

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

과를 인용해 최종 제안사항을 도출하

기 위한 식약처와 ‘전자의료기기 첨부

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를 통한 소

통을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원재료에 대한 작성 

및 평가방법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현 규정에 대해 선

제적으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굴하

고 제안하는 등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법규위원회의 활동

과 성과는 GMP 제도개선을 위한 식약

처 행정예고문 내[붙임 4], 첨부문서 제

공방법 개선 건의에 대한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 회신문, 수리업자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식약처 

규제영향분석서 등에서 제도개선 건의

자로서 그 소속명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가 명확히 기재돼 있음으로, 증명

된다.

2017년도 법규위원회는 △국제조화

된 과학적 합리적 규제 △국내 산업 육

성 △소비자 안전의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식약처 지원업무 개발 및 수

행, 의료기기 정책발전 및 사후관리제

도 선진화 등을 위한 정부관계자 등 초

청 워크숍 개최, 의료기기분야 규제현

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대정부 건의 활

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세부추진 과제로는 △의료기기 동일

제품군 허가심사 제도 개선 △의료기기 

품목분류 기준 합리화 △위해성 평가절

차 기반 의료기기 자진회수 관리방안 

마련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보고대상 

명확화 △의료기기 재평가 후속조치 개

선방안 마련 △KGMP 위해우려제조소 

절차 명확화 △기술문서심사기관 수수

료의 합리적 조정 △의료기기의 안정성 

시험 기준의 국제조화 △의료기기 표준

코드 및 공급내역 보고의합리적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부족하지만 회원사를 위한 열

정으로 법규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정

책개선을 위한 활동과 회원사 지원사

업에 매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법

규위원회 간사직은 우리부 규제제도개

선팀 안창희 팀원이 바통을 이어 받아 

적극지원하게 된다. 

현재 210여명의 위원님들의 한해 

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17년 따뜻한 아침을 여는 광명의 상

징인 태양의 새의 기운을 받아 보다 많

은 국내 제조업체 임직원 분들의 적극

적인 참여로, 더욱 밝게 빛나는 한 해

가 되기를 기원한다.

 법규위원회 성과 및 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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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의료기기 업계 대표 단

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민건

강증진과 산업발전을 위해 의료기기 

업체 권익대변과 세계 첨단 의료기기

의 국내 공급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의

료시장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

을 펼치고 있는 이사회 산하 9개 위원

회,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 제도 및 정

책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보험위원회

의 2016년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짚어보고 2017년 사업 계획을 소개하

고자 한다. 

행위료포함 치료재료의 별도보상

드디어 행위료포함 치료재료 별도

보상의 문이 열렸다. 일회용 치료재료

를 포함한 일부 치료재료는 여전히 행

위료에 묶여 임의비급여를 초래하거나 

일회용인 치료재료임에도 재사용돼 환

자 감염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해 왔다. 

수년간 행위료포함 치료재료의 별도보

상을 위한 별도산정기준개선프로젝트

팀의 노력은 계속됐고, 특히 재작년 메

르스 사태에 이어 작년 다나의원 C형 

감염사건으로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의 절실함이 더

해져 프로젝트팀은 조직 재정비를 시

작으로 △환자안전 및 적정보상 등 치

료재료 별도산정 가이드라인 관리 방

향 건의 △별도산정 여부에 대한 객관

적이고 명확한 기준 및 검토 절차 도입 

건의 △별도산정 우선검토 품목 요약

서 제출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치

료재료 수가개선 품목 의견서 제출 △

행위료포함 치료재료 별도산정 소요

예산 제출 등 개선활동에 박차를 가했

다. 그 결과,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관

리에 필수적인 1회용 치료재료 52품목

이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3단계

에 걸쳐 별도보상 될 예정이며, 협회는 

별도보상으로 전환되는 52개 품목의 

71%에 달하는 37품목이 포함되도록 

하는 쾌거를 이뤘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신의료기술을 수반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한 후 요

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기존기술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기

존기술이 아닌 신의료기술일 경우, 의

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하나, 신의

료기술 평가 완료 전이거나 평가 결과 

‘조기기술’ 또는 ‘연구단계 기술’로 결정

될 경우 시판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신

개발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

용했고, 협회는 신의료기술평가개선프

로젝트팀을 중심으로 △신의료기술 수

반 의료기기의 식약처 품목허가 후 조

기 시장진입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근

거창출 기회 보장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의 명확화 △제한적 의료기술 실

시 의료기관 요건 완화 및 확대 △신의

료기술평가 시 근거자료에 대한 신청

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을 국무조정

실, 복지부, 중소기업청옴부즈만 등 관

련 정부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신의료

기술평가 개선에 대한 협회의 노력은 

제한적의료기술확대제도 도입(연구단

계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난

치성질환 관련 기술에서 안전성이 확

보되고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

술로 대상기술 확대, 기관 선정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정 의료기관에서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시 기관 

확대)이라는 결실을 이뤘고, 이는 곧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 및 국내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및 운영 개선

지난 2014년 12월 가치평가 대상선

정 기준 명확화, 평가지표의 객관화 및 

가치평가 가산율 확대 등 가치평가제

도는 개선됐으나, 가치평가 대상 기준

을 엄격히 적용해 신청제품이 가치평

가 대상에서 탈락되고 가치평가 소위

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

번히 발생, 가치평가 대상이 극히 일부 

품목에만 적용됐으며, 인정받은 가치

평가율도 30%이하로 저조했다. 이에 

협회는 가치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치평가 신청 및 평가 사례를 조

사·분석했고, 가치평가프로젝트팀은 

△가치평가 대상 근거자료 및 제외자

료 공개 △가치평가 진입 최소 점수 하

향 조정 △전향적 가치평가 △가치평

가 시 비교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월3일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시 가치평

가 운영 개정안을 마련해 2017년 시행

할 것을 발표하며, 가치인정을 위한 최

저점수 하향 조정 및 구간 세분화, 비

교대상 품목군에 대한 정의 명확화, 업

체 입증자료 제출 부담 완화, 기술혁신

에 대한 가중치 상항 조정 등을 담을 것

이라고 답했다.

 

그 외 의미있는 개선 성과들

신규 치료재료 등재 시 인정배수 및 

환율 현실화,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뤘다.

△신규 치료재료 등재 시 인정배수 

및 환율 현실화 : 치료재료 군별 특성 

및 가격 결정 탄력성 부여할 수 있는 인

정배수 상향 조정 및 환율 현실화 개선

안 마련 예정(ʼ17 상반기)이며, △치료

재료 급여기준 개선 : 급여기준 일제정

비 개선 관련 2016년도 치료재료 급여

기준 개선 37개 검토 항목 중 불투명·

투명드레싱류(습윤드레싱) 인정기준 

등 21건 고시가 이뤄졌다.

건강보험 정책 동향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포럼 개최

보험위원회는 매년 국제 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KIMES 건강보험 

세미나(03.18, 215명 참석)를 통해 보

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방향과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 관리 계

획을 업계 종사자들에게 제공해 관련 

지식 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

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12.03, 

115명 참석)’을 개최해 가치기반 보건

의료 강화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정

부·유관기관·의료계·학계·언론

인 및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를 초청, 혁신 의료기기의 합리적 가치

보상과 치료재료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감염예방·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논

의하고 초청된 각계각층과의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관련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개최

지난해 신규 사업인 전문가 초청 특

별강연은 건강보험 정책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소통 채널을 확보해 합리적 

규제개선 환경 마련에 의료기기산업계

와 건강보험 정책 관련 각계각층 전문

가와의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됐다. 

△미국 보스톤대 공중보건대학장 강

연(1월)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

이사 강연(1월) △서울대 간호대학 김

진현 교수 초청 좌담회(2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 강연(3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이윤태 소장 

강연(4월) △미국 메드트로닉 보험책

임자 강연(5월) △연세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 강연(6월) △충북대 의대 

강길원 교수  강연(7월) △인제대 글로

벌경영학부 배성윤 교수강연(10월) 등 

총 9회가 개최됐다. 

2017년도 보험위원회 사업계획

의료기기업계에 조금씩 우호적인 환

경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개선

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 2017년 역시 보험위원회는 건

강보험 분야의 합리적 규제환경과 치

료재료의 적정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매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산업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보험위원회 운영 △행위·치료

재료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

련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워크숍 개최 

△건강보험 정책 동향 파악 및 전문지

식 함양을 위한 특별강연 및 세미나 개

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

적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 

마련 △건강보험 분야 규제개선을 위

한 대정부 건의를 주축으로, △치료재

료 가치평가 개선 △행위료포함 치료

재료의 별도산정 △신규 치료재료 등

재 시 인정배수 및 적용환율 개선 △치

료재료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

정 철폐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포괄수가제 개선 △치료재료 급여기

준 개선 △선별급여제도 개선 등 세부

과제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

갈 예정이다.

 보험위원회 성과와 사업 추진계획

“KMDIA, 치료재료 별도보상의 문을 열다”
건강보험제도 합리적 개선 및 치료재료 적정보상방안 마련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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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지원부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회원사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을 추진하며 회원사에게 한발 더 다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 교육연구팀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협회는 의료기기산업계의 전문지식

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2014년부

터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컨소

시엄사업(CHAMP)’ 인력양성 교육 사

업에 참여해 오고 있다. 2014년에 신

규 사업으로 5개 교육과정 개설을 시

작으로, 2016년에는 업계 종사자들

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9개 교육과

정을 개설해, 23회 교육을 실시하고 

64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2017년에

는 업계의 수요조사와 교육 참석자들

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존 교육과정

은 유지·보안하며 신규교육과정(5개 

과정)은 추가로 개설해 총 14개 과정, 

39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인재양성 교육 운영(GSP 교육)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으나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관리기

준 미비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

으로 발생해 식약처에서는 제조ㆍ수입

부터 최종소비 단계까지 안전성을 확

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도입

하였고, 협회는 이에 발맞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해 오고 있다. 

GSP 교육은 2016년 총 4회 실시, 

137명 수료했으며, 2017년에는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해 2017년도에도 

분기별 1회씩 총 4회, 연인원 200명의 

교육 실시 예정이다.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교육 운영

지방소재 업체 종사자 및 집합교육

이 어려운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

인을 통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러닝(e-learning) 사업을 마련해, 

의료기기 업체 및 회원사에 온라인 전

문가 양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능력향상 및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16년 올해 운영된 4개 교육과정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현행 법령에 

맞는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해, 현재 운영 중인 4개 과정을 최

신 이슈를 반영한 내용으로 업데이트

해 지속적인 자료 제공 서비스로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산업 분야별 현장에서는 실무에 필

요한 교육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업계

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교육

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돼 왔다. 이

에 따라, 2017년부터는 업체에서 필요

로 하는 미국 FDA 및 유럽 CE, 의료기

기 FTA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정에 대해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자체

교육 의무화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자 

교육 개발을 실시할 것이다.

정부위임사업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융복합 신

개발의료기기 7대 품목에 대한 안전

성·성능평가 및 임상시험 계획서를 

개발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고 있는 상태로, 협회에서는 이 사

업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자 교육과정

별 설문을 통한 설문조사와 교육 프로

그램 교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교육장 확대 및 대관업무 운영

협회 사무 공간 및 교육장을 리모델

링해 시설을 증설하고 각 공간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고, 강사 및 교육생 등을 

위한 휴게실 및 편의시설을 증설해 기

존 교육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규 교육 

사업도 새롭게 추진 할 것이다. 확대 

및 리모델링된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

로 홍보해 강의실 및 회의실을 정부기

관, 유관기관 및 회원사 등에 임차 하

는 등 대관업무 진행함에 따라 유효공

간을 최소화시키고 합리적인 공간 운

영 관리를 진행할 것이다.

■ 회원지원팀

협회비 체계 변경과 회원관리

정부위임 업무에 의한 수입 의존율

을 줄이고 회원사 중심의 보다 수준 있

는 지원을 하고자, 유관단체와 해외사

례를 검토하고 의료기기 업계 상황을 

고려해 2016년부터 협회비 체계를 개

편하고 임원회비 신설했다. 변경 첫 해

인 2016년부터 협회비 체계 변경을 적

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협회가 회원

사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음을 상

세히 설명하면서 연회비 납부를 독려

했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으로 성공적인 예산 확보를 달성했다. 

2017년부터는 분기별 연회비 납부안

내 공문 및 지로 발송 등으로 납입 독려

에 힘쓰며 새로운 회원관리 방안을 적

용해 미납사와 납입사간의 차등을 적

용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고, 납입

회원사에게는 더욱 내실 있는 서비스

를 지원하도록 적극적 관리 방안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이동건강검진 사업 수행

건강검진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어린

이·청소년·노인들을 대상으로 8가

지 무료 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

하고 필요에 따른 후속 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자

선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어, 

기부 또는 자선행사(자선골프대회 등)

를 통한 이동 검진 재원을 마련하고 원

활하게 행사를 진행해 의료기기 대표

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회공헌활동

의 필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확대하

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협회와 회원사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지원정책 및 

산업동향을 살펴보며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

기 위한 정기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며, 

조찬 간담회를 통해 최근 산업의 현황 

또는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 및 의

견을 교류하는 소통의 장 마련하도록 

정기적인 CEO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

다. 또한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통해 이동건강검진 진행에 필

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자선골프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회원사 간

의 단합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할 것이다.

회원사에게 더욱 다가가는 서비스 발굴

2016년도에 완성한 회원사 정보 업

데이트 자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회

원사 연락망 등을 업데이트해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유지

하며, 회원사 대표자들에게도 필요 정

보의 신속전달을 위해 카카오톡과 같

은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빠른 

정보 제공과 회원사와의 긴밀한 관계

를 형성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회원사

와 협회간의 빠른 의사소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사의 

자발적인 요청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존 공문을 통해서만 의견을 취합하

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생략하기 위

해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회원사가 

실무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빠르게 

수렴하고 알맞은 해결안을 모색해 제

공할 것이다. 회원지원부는 위원회 활

동의 활성화를 통해, 회원사의 입장에 

서서 한발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서비

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

하겠다.

 회원지원부 성과와 사업 추진계획

“KMDIA 회원사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서비스 발굴·제공”
업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서비스 확대 및 애로사항 수렴방식 개선

오 중 환

협회 회원지원부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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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는 2007

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

약처)로부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

조제2항 에 따라 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

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제도 시행 전 거짓·과

대 의료기기 광고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의 사후 관리제도에 대한 보

완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2007년부

터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

돼, 그 피해를 선행적으로 예방하고 적

극적 개념으로의 국민 보호를 위한 심의

제도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심

의기준은 불법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다소 엄격하고 보수적인 측면에서 심

의기준을 적용해 거짓·과대 광고를 

근절시키고자 했다면, 2016년 한해는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산업계의 광고

적인 표현의 자율성 확보 및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활성화

를 추구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2016년도 전체 심의 건수

는 전년대비 15.1 % 증가했으며, 심의

결과 승인 비율이 20.2%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또 조건부 승인 비율

은 77.2%, 미승인 비율은 2.6%로 전

년 대비 9.7%, 1.4%로 각각 감소하는 

등 괄목한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심의

결과는 △‘승인’, 광고내용에 특이사항

이 없어 즉시 광고할 수 있는 경우 △

‘조건부 승인’, 광고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 수정 및 입증자료 확인 등이 필요

한 경우 △‘미승인’, 광고내용에 수정·

보완사항이 과도하게 많거나 품목허가

(인증, 신고)사항을 크게 벗어나는 광

고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협회 광고관리팀과 심의위원회는 계

속해 승인 비율을 높이고 조건부 승인 

비율을 낮추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산업

계 대상 교육 및 심의기준 공개 등을 추

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두 번째 성과로 산업계와의 소통 채

널을 확대했다. 심의제도의 올바른 이

해를 돕기 위해 민원교육(외부 교육 5

회, 협회 내 3회)을 실시했으며 교육 만

족도 조사를 통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

렴해 업무에 반영했다. 이 외에도, 세 

차례의 광고사전심의 제도 개선 간담

회를 실시해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 진행과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 올해는 

협회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에

서 건의한 심의제도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식약처와 

협의해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에 반

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성과는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 지침을 제작해 광고심의 전주기

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한 사항이다. 이 

지침은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에서 

2013년 제작, 배포하고 2015년 개정

한 사항을 기반으로 해 심의 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 및 심의가 진행된 70개

의 품목에 대한 사용 가능 표현과 불가

능한 표현에 대한 예시를 포함해 품목

별 심의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심

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올

바른 광고물을 제작하게 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처리 지침

은 사무국 내부 처리 절차 등을 제외한 

민원 공개용 파일을 별도 제작해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2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 주요 내용

2016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된 의료

기기광고사전심의 규정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광고사전심의 제도에 업계

의 자율성이 확대된 사항이다. 

△ 심의면제 대상 매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 공고

(ʼ16.06.28)한 의사 등 의료인 사용 

614개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광고사전

심의 면제 대상 매체를 자사 홈페이지

에서 제조, 수입업체에서 운영하는 홈

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까지 확

대했다. 이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가 발

달해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에서 운

영하는 인터넷 매체 수도 증가함에 따

라 면제 대상 매체를 확대해 민원 만족

도 제고와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을 유

지하고자 한 취지이다. 광고사전심의

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는 경

우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

2조2항’과 같고 기 선택적으로 신청

했던 ‘심의면제’ 절차 없이 바로 광고할 

수 있으며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율 광고사전심의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광고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현수막 

및 전단지 등의 기타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광고내용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한 판

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광고심의를 받

을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광고사전심의를 요청해 적합판정을 

받아 광고된 내용 중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

는 법적 근거(의료기기법시행규칙[별

표8] Ⅰ.일반기준 8-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업계에서는 이를 염두해 적

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또한 심의받은 광고내용 중 일부를 

변경해 광고하고자 할 때, ‘의료기기 광

고사전심의 규정 제8조1항’의 경우에

는 사무국에 확인을 받고 광고했던 ‘심

의변경’절차도 삭제됐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적합여부

를 확인 받고자 한다면 심의 신청을 통

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심의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각 분야 전

문가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소위원

회 운영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

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고관리팀에서는 앞서 언급한 규

정 개정사항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

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함으로써 

광고심의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와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고 합리적 광고사전심의제

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에도 협회 광고관리팀과 의료기기광

고사전심의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의

료기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의제도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것이다.

 광고관리팀 성과 및 사업 추진계획

“올바른 심의제도 정착과 의료기기 광고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2016년”
2017년, 산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한 광고사전심의 규정 적용

김 은 경

협회 광고관리팀장

의료기기, 지속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

의료기기산업은 고령화 추세, 기대

수명의 증가, 정책적 지원 등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최근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2016년에는 그 

시장규모가 작년 대비 4.7% 증가한 약 

46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1)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또한 세계 

성장 추세에 반영하듯 2015년 시장

규모는 5조 2,660억 원으로 전년대

비 5.3% 증가했으며, 생산은 전년대

비 8.6% 증가한 5조 20억 원, 수출은 

19% 증가한 3조 3,310억 원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의료기기산업을 고부가 가치 

유망산업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시대 도래 및 수출시장이 도약

함에 따라 향후에도 증가 추이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2019년까지 연평균 의료

기기 시장 성장률의 추정치에 따르면1), 

아시아·태평양(9.9%), 중동·아프리

카(9.7%), 북미·남미(6.7%), 중앙 및 

동유럽(4.7%), 서유럽(3.7%) 순으로 

기존에 시장을 주도하던 미국, 독일 등

의 선진국보다는 아시아, 중동·아프

리카 등의 신흥시장의 규모가 성장하

며 기존 흐름의 변화가 예상된다. 

협회,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

그러나 탄탄한 노하우와 다양한 경

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

진국의 안정적인 시장 경쟁력과 최근 

의료기기를 10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

고 민영의료 확대 등 다양한 의료기기 

육성정책을 내세우며 급속하게 성장하

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우

리나라의 해외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

하다. 이에 정부에서도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는 등 의료

기기의 수출산업화 촉진을 본격화하며 

의료기기를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런 정부

의 지원방침에 맞춰 국내 의료기기 업

계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지원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 방

안인 국내·외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여 년간 주관하고 있는 국제의

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와 

함께 2015년부터는 대한투자무역진흥

공사(KOTRA)의 해외전시회 공동수

행기관으로 선정돼 터키, 이란, 미국, 

러시아 4개국의 의료기기 전시회에 국

고지원을 받아 한국관을 운영하며 국

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 성황리 개최

작년 경제 제재 이후, 이란 시장에 대

한 큰 관심 아래 진행된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Iran Health 2016)’

는 2016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Teheran Intʼl Permanent 

Fairgrounds에서 개최됐다.

1998년부터 매년 18년간 개최된 이

란 최대의 의료분야 전시회로 인근 중

동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21개국

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참가했다. 최

근 경제 제재 완화에 따른 이란과의 교

역 확대 및 중계무역 형태의 의료기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

며, 이란 의료분야의 유력 기업들을 만

나볼 수 있는 전시회의 수요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은 총 10개사 12개 부스로 구

성됐으며, 피부질환 치료기, 저주파 자

극기, 의료용 공기압축기, 의료용품, 

필러, 혈당측정기 등 다양한 제품을 내

세워 한국의 우수한 품질 및 기술력을 

홍보했다. 

전시회 동안 참가업체는 총 231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에 따른 상담액으

로 28,760천 달러의 결과를 냈다.

이란 정부는 2010년부터 5차 경제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의료시설 확대 및 서비스 현대화에 집

중 투자하며 의료산업 발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국은 이란의 의료기기 

수입 대상국가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만

큼 이란 현지 시장에서도 한국 의료기

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현재 이란 시

장 흐름을 파악하고 전시회와 같은 활

동을 통해 진출한다면 이란 진출의 기

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협회는 이란 테헤란 의료기

기 전시회의 참가를 지원하며, 2017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개최

될 예정이다. 

‘러시아 의료기기 전시회’ 두 번째 참가

협회는 2016년 12월 5일부터 9일

까지 5일간 모스크바 Expocentre에

서 개최된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ZDRAVOOKHRANENIYE 

2016)’에 10개사, 12개 부스 규모로 한

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작년 26회째를 맞은 러시아 전시회

는 CIS 지역 최대 의료분야 전문 전

시회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정부주도

의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

는 러시아 시장의 특성상 국내 의료기

기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시회로 평

가되고 있다. 계속된 러시아 경제 침체

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전년 대

비 다소 감소했으나, 러시아 의료기기 

산업 동향으로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산업규모나 수입시장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 참가기업의 주요 전시 품목

은 레이저 란셋, 저주파 자극기, 휴대

용 엑스레이, 진료대, 의료용 카트, 시

험용지, 필러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

됐으며, 전시 기간 총 409건의 상담이 

이뤄지며 상담액은 약 3,280천 달러를 

기록했다.

참가업체의 적합한 바이어 발굴 및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 등 전시회 기간 

동안 최대의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코

트라 모스크바 무역관과 바이어 상담 

일정 주선, 사전 간담회 등 사전 마케

팅을 진행하며 업체의 참가 활동을 적

극 지원했다. 특히 러시아 경제, 의료

기기 시장동향, 문화 등에 대한 정보제

공은 러시아 바이어의 특징 및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협회는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전시회 외에 

다양한 전시회를 발굴할 예정이며, 그 

규모 또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국가 의료기기 협회·유관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국외 의료기기 협회·유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의료기

기 업계의 수출 증진 활동을 지원할 예

정이다. 해외 인적 네트워킹 형성 및 

이를 확장함으로써 상호 의료기기 시

장 정보 교류 및 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

한 채널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올해는 기존 MOU 체결된 해외 협회 

· 단 체 ( 미 국 ( A d v a m e d ) ,  유 럽

(Eucomed), 일본(JIRA), 중국(CMC), 

이란(AIMEC))와의 관계 증진 활동에 

힘쓰며, 상호 협업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및 국내 업계 지원 사업에 대해 논

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주요 해외 

의료기기 협·단체와 협력해 보유한 

회원사 정보 교류를 통해 적합한 바이

어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

이다. 상호간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위해 업체별 회사 규모, 매출 규

모, 주요품목, 수출현황 등 정보를 세

분화해 조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상호 

바이어 매칭 확률을 높일 것이다. 

협회는 2017년 다각적인 업계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 발전 도모 및 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

고자 한다.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

내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전 세계

에 알리기 위해 업계와 상생하며 협회 

또한 함께 노력할 것이다.  

 국제협력팀 성과 및 사업 추진계획

“KMDIA, 한국관 참가 해외 전시회 확대 위해 최선”
해외 의료기기협회·유관단체와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활성화 추진

한 지 윤

협회 국제협력팀장

<2012-2016 광고매체별 심의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심의 전년대비

방송
매체

텔레비전 88 139 174 209 246 117.7 856

라디오 20 28 27 49 40 81.6 164

인쇄
매체

일반일간신문 137 183 118 127 149 117.3 714

일반주간신문 16 13 12 16 6 37.5 63

잡지 94 110 86 91 148 162.6 529

인터넷
매체

인터넷 2,734 3,611 2,753 2,584 3,194 123.6 14,876

인터넷신문 5 13 9 1 11 1,100 39

기타유사매체 274 351 449 219 - - 1,293

총계 3,368 4,448 3,628 3,296 3,794 115.1 18,534

<KMDIA-2017년 한국관 수행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

전시회 일정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03.30(목)~04.02(일)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 05.15(월)~05.18(목)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11.26(일)~11.30(목)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12.04(월)~12.08(금)

1)	 	출처	:	최근	의료기기	산업의	동향	및	전망	/	Weekly	KDB	Report	2016.	11.	14,	2016년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2016 심의 결과 현황>

                                                                               (단위 : 건, %)

심의 결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승인
(%)

257 236 423 300 766 1,982 

(7.6) (5.3) (11.7) (9.1) (20.2) 10.7 

조건부승인
(%)

3,078 4,181 3,099 2,863 2,928 16,149 

(91.4) (94.0) (85.4) (86.9) (77.2) 87.1 

미승인
(%)

33 31 106 133 100 403 

(1.0) (0.7) (2.9) (4.0) (2.6) 2.2 

합계
(%)

3,368 4,448 3,628 3,296 3,794 18,5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
KMDIA

2017
KM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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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MDIA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서 이른바 ‘김영란법’ 시대가 열렸다. 

또한 12월 1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해당하는 약사

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이 모

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

보고서 작성과 보관(5년)을 의무화하

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됐다. 이처럼 공

정한 대한민국, 더 나아가 공정한 의료

기기 거래 질서 형성을 위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으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및 윤리위원회 역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는 사업

자 간의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 질

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유지·개

선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2011년 1월

부터 사업자 자율규약을 시행했으며 

같은 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을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다. 공정경쟁

규약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안전지대(Safe Harbor)로서 사업자

의 영업활동에 대한 허용 범위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해 리베이트 쌍벌제, 청탁

금지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협회에서는 의료기기 관련 단

체·기관 및 학회 학술행사 등에 대한 

기부지원 및 사전·사후 신고 및 심의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정경쟁규약심의

위원회(위원장 변창석·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법무지원단장)를 설치·운영하

고 있다.

또한 협회 이사회 산하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준호·(주)준영메디칼 대표)

에서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업계의 공통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통해 불공정한 리베이트 근절, 불합리

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책방안 건

의 등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제조 및 수입업체와 

대리점 등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

기관 사이에 추가된 유통단계인 간납

업체의 과도한 제품구매 할인율 요구, 

일방적 대금결제 방식 등 의료기기산

업 발전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간

납업체 개선 TFT를 출범했으며, 간납

업체부터 복지부까지 현황파악과 실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했으며, 

이는 의료기기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과 더불어 표준약관도입으로 이어지

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현황

2016년 규약 심의 및 신고 건수는 총 

4,813건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했

다. 올해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

금지법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자율규

제에 대한 사업자등의 신고는 매해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품설명회와 같은 사업자의 지원과 

강연·자문과 같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건의료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내역의 

신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리베이트 3법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과 함께 공정경쟁규약의 중요성은 더

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건

강한 의료기기산업과 보건의료인에 대

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및 윤리위원회 성과

규약심의위원회 심의 부문

협회는 2016년 월 1회씩 총 12회의 

규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부 등 요

청단체와 사업자의 사전·사후심의 

807건 및 신고 4,813건의 업무를 처리

해 불공정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

약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규약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한 세미나를 3회 개

최해 실무 담당자의 규약 준수 인식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윤리위원회 부문

윤리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및 세

부운영기준 개정 추진에 있어 규약에 

대한 심화 사례에 대한 교육과 청탁금

지법 시행령, 국제 Code 비교 및 전 

세계 트렌드 강연을 6월 17일 윤리위

원회 정기워크숍 교육을 실시했다. 이

를 통해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의 

주관자 의무 강화. 강연료 지급 기준 

강화, 남은 지원금액에 대한 환불 등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조건 강화 등

을 통해 업계의 부담은 줄이고, 실제

적인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기술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의 질 향상을 도

모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

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업계의 혼란 및 피해를 방지하고, 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의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기기업

계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시행 당일에 맞춰 9월 28일 개최했다. 

업계와 학회의 뜨거운 관심으로 1인당 

5만원이라는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업

계담당자부터, 학회담당자까지 439명

이 참석, 의료기기산업에 적용되는 청

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최근 이슈에 대한 발 빠른 대처로 협

회의 위상이 제고됐으며, 공정경쟁규

약의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가, 더 

많은 신고와 심의로 건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시장 질서를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도 사업계획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의 한국을 이끌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집중 육

성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의료기기 시

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규범

의 확산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민 건

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

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공정경쟁규약 및 윤리위원회 성과와 사업 추진계획

“공정규약 중요성 커져 매년 심의·신고 건수 증가”
올해 보건의료인 대상 규약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윤 효 상

협회 공정경쟁관리팀장

공정경쟁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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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제반작업

•간납업체 개선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공정경쟁규약 교육 및 홍보 강화

  - 보건의료인교육 대상범위 확대 

  - 포켓용 가이드북 제작·배포

•업계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위원 모집

<2016년도 공정경쟁규약 심의 및 신고 현황>

구분 연도 총건수 기부 자선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

국제학술대회
개최운영

학술대회
참가지원

제품설명회
교육·훈련

강연·자문 전시·광고 시장조사

심의

2016 807 51 - 47 - 281 428 - - -

2015 810 54 - 48 - 318 390 - - -

2014 738 49 - 54 - 266 369 - - -

2013 642 44 - 57 - 231 310 - - -

신고

2016 4,813 43 55 36 365 183 1,120 1,052 1,957 2

2015 3,989 35 61 34 402 188 989 745 1,5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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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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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 2016.01.0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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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 침체에서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은 고령화 및 건강에 대

한 관심증가 추세에 따라 지속적 성장

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으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력

이 높은 산업으로 인지됨에 따라 전세

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기도 

하다.

2015년 실적보고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5조 2,656억원으로 전년대비 

4.9% 성장하였으며, 2011년 이후 연

평균 5.2% 성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

기기 시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외 시장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확대 등 국내 업체의 생산액 증가로 성

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

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의 70~80% 수준으로 

추정되며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 역량이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급성장 중인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의료기기산업 후

발주자를 견제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

업이 글로벌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

서는 국내의료기기 산업구조를 선진화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 지원사업 및 사업계획

이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

책연구부는 의료기기 업계에서 대응해

야할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와 의

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적 분석 

및 지원을 통한 로드맵을 확보하기 위

해 다양한 정책연구 및 지원전략을 개

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기술의 발전 속

도를 고려한 의료기기 안전정책 수립 

지원 및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기

기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산업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에 대한 객관성 있는 정보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

미 기존에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다양

한 통계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 통

계자료 간의 상이함과 수요자의 접근

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동향 분석은 수요자들의 애로사

항을 해결하고 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시장, 기술 등 중요 

요소에 따라 정보를 구분·통합하고, 

의료기기산업 중심의 양질의 최신 정

보와 자료를 구성해 제공함으로써 업

계의 실무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더불

어 보건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고자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매년 발간하는 한

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을 비롯해 정

기적으로 통계분석 정보를 업그레이드

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 및 업

체들의 시장 맞춤형 R&D 기획, 신제

품 개발 및 마케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 정보 제공

글로벌 기술규제 장벽 대응 및 의료

기기 개발에서 수출까지 단계별 시행

착오 감소를 위한 의료기기 관련 심층

정보가 부족하며, 영세 제조업체의 경

우 해외 시장의 동향 및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외 시장 선점 및 인

허가 등록의 시행착오 감소를 위한 글

로벌 의료기기 등록 규정에 대한 국가

별 정보를 협회보 및 의료기기뉴스라

인,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함

으로서 언어장벽 및 해외 전문 정보 이

용에 따른 비용문제 등과 같은 의료기

기 업체들이 느끼는 정보 획득의 어려

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의 

활성화

산업정책연구부에서는 정부기관에

서 추진하는 연구사업을 모니터링해 

회원사 및 업계에 도움이 되는 신규 연

구사업를 발굴 및 수행함으로서 의료

기기 정책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

발 R&D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인허가 

코디네이팅 센터를 의료기기정보기술

지원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함께 구축해 

급변하는 의료기기 국제규격 및 국제 

동향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신속

히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과제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관리 및 판로확보·성과확산을 마련하

고자 지원해 왔다. 

또한 신개념의료기기의 개발 전망 

분석 연구 및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

력강화 기반 마련 연구뿐만 아니라 의

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입까지 전주기

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의료기기 

통합 정보 BANK 구축에 참여함으로

서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연

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찾아가는 맞춤형교육지원 서비스 실시

의료기기관련 교육 및 인허가 관련 

설명회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상대적

으로 교육 참여의 기회 확보에 어려움

이 있는 수도권역외 지역의 의료기기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

시장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사업’의 

연구과제사업의 일환으로 협회의 산·

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료기기 관련 정보 제공 및 의료기기 

종사자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해 과제연

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허가·심사·임

상시험·보험·특허 등 맞춤형 인재양

성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이 사업

은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찾아가

는 맞춤형교육지원서비스를 실시했다. 

2017년에는 회원사를 비롯해 전 의료

기기업계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글로벌 의료기

기업체의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해 ‘의료기기 동반성장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자 협회 산하 산업발

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의료기기 산

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글로벌 수입업

체와 국내 중소 제조업체를 매칭해 연

구개발, 시장판매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동반성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

석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술 DB’를 구

축할 예정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술 

DB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다양

한 의료기기의 기술 정보를 총망라할 

계획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의료기기 

기술을 담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

량과 시장정보 부족으로 인해 의료기

기 제품화 능력의 실질적인 발현이 어

려웠던 국내 의료기기 업계를 위해 대

형병원 기업연계 의료기기개발센터 및 

산학협력단과의 보유기술 정보 교류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기

기 관련 기술 개발 사업과 연계된 의료

기기 상업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 지원

의료기기는 가장 높을 성장률을 보

이는 출원분야로 향후 특허분쟁 가능

성은 물론 IP 기술거래도 활발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산업의 다품

종·소량생산 특성으로 기업의 규모· 

분야도 다양하나, 이에 대응되는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이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IP 전문인력이나 IP 인식부족으

로 인해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IP창

출과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IP 정보 전달 및 신기술 

자문·홍보를 진행하고,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 도출 및 IP 기술이전·사업

화로 확대하고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

다. 의료기기산업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을 중심으로 각 의료단지, 

협회 및 조합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IP 

협의체 업무를 활성화하고 특허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맺음말

세계 의료기기시장은 글로벌 의료기

기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중

국 등 신흥국의 제품들이 우리를 추격

하고 있는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앞

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에서는 의료기

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 

양한 지원체계를 구축 및 글로벌 의료

기기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과 더불어 

2017년 한해가 의료기기산업이 한 단

계 도약하는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산업정책연구부 성과 및 사업 추진계획

의료기기산업의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주력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한 지 만

협회 산업정책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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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지원부 - 재정운영팀, 기획관리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리모델링 공사 입찰 사전설명회(12.09) 
■ [KMDIA] 2016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12.13)
■ [KMDIA] 2016년도 종무식(12.28)

    ▶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6.12.31)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98 197 159 375 731 165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34 16 * -1 15 30 4 0

※ 업종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

■ 제18회 KMDIA 정기총회 개최 업무(계속)
○  일시/장소 : 2017.02.22(수) 10:00 / JW메리어트 호텔

○  주요내용 :  협회장·복지부 장관·식약처장 표창 등 포상자 추천 공문 발송 및 접수

■ [RSNA]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11.25~12.03)
○  주요내용 : 한국관 운영 및 참가업체(10개사)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KMDIA]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12.05~12.09) 
○  주요내용 : 한국관 운영 및 참가업체(10개사)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회원지원위원회] 2017년도 사업계획 회의(12.07)
○  주요내용 :  2017년도 회원지원위원회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검토 등

■ [교육위원회] 2017년도 협회 교육사업계획 회의(12.08)
○  주요내용 :  2016년도 교육사업 결과보고 및  2017년도 교육사업 계획 논의 등

■ [KMDIA] 영국의료기기협회(ABHI) 업무회의(12.15)
○  참석자 : Timesco Healthcare 대표 Shah Fayyaz, Deltex Medical 상무이사 Andy Mears, 영

국의료기기협회(ABHI) 국제 이사, 주한영국대사관 김지민 상무관, 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 

신병순 국제교류위원장

○  주요내용 : 상견례 및 양 국가 의료기기 시장 현황 공유

■ [KOTRA] 2017년 국고지원 해외전시사업관련 수행기간 워크숍(12.20)
○  주요내용 

 -  17년 사업 추진방향 소개 및 사업수행 핵심프로세스 안내(장치선정/교육/성과측정)

■ [KMDIA]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협회 방문 및 업무회의(12.28)
○  참석자 : Shay Feiler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이민희 상무관, 황휘 

협회장, 홍순욱 상근부회장, 나흥복 전무

○  주요내용 : 상견례 및 양 기관 소개

■ [KMDIA] 2017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안내(12.23)
○  주요내용 : 참가업체 모집규모 : 11개사 내외(12개 부스) 

   ▶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 - 안전평가분과 합동 회의(12.01)
○  주요내용 : 2017년 관리분과·안전평가분과 활동 계획 논의

■ [법규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 회의(12.02, 13)
○  주요내용

 -  2016년 업무성과 정리 및 2017년 추진계획 공유

  -  내시경 품목재분류 및 창상피복재 등급재분류 논의

■ [식약처] 2017년 의료기기심사부 업무 투명성 향상 콜로키움(12.06)
■ [IVD위원회] 2016 KMDIA IVD위원회 법규분과 워크숍(12.15)

■ [법규위원회] 식약처 심혈관기기과 제4차 간담회(12.15)
○  주요내용 

   -  IMDRF 회원국 가입 추진 및 국산 의료기기의 국제적 인정기반 마련

   -  의료기기 허가·심사 교육 효율적 운영 추진(디딤돌 사업)

   -  수술기용전극의 품목 재분류 및 성능평가 방안 마련 등

■ [법규위원회] 식약처 정형재활기기과 제4차 간담회(12.15)
○  주요내용 :  2016년 업무성과 정리 및 2017년 추진계획 공유

■  [시지바이오] 3D 프린팅 의료기기 GMP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전문가 협의체 
회의(12.15)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하에서 3D 프린팅기반 의료기기 제조 시 GMP 고려

사항에 관한 식약처 연구용역 관련

■ [법규위원회] KMDIA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과분과 워크숍(12.16)
○  주요내용 :  2016년도 간담회 결과에 대한 검토 및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안 논의

■ [법규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12.23)
○  주요내용

  -  원재료 병행기재 적용 시 입증자료 제출의 대상 명확화

  -  인체접촉 부위에 한하고, 비접촉인 경우 자료제출 없이 병행기재 가능함을 명확화

  -  복수 원재료 기재방법의 조건 논의 및 원재료 공급처별 자사규격 각각 기재

  -  각 자사규격은 원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원재료 공급처(실 제조자)와 상품명 등 기재

■ [법규위원회] 전자의료기기TF 회의(12.26)
○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선정 관련 대응방안 논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융·복합 의료기기 분야 규제 발굴 회의(12.26)
○  주요내용 :  융·복합 의료기기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 관련 논의,  선제적 연구개발과제 발굴

■ [법규위원회] 기준규격 TF분과 회의(12.27)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기준규격-산업표준 통합화 방안 추진내용 공유

■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12.28)
○  주요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논의(1월 중순)

  -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합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공급내역 보고 항목 및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방법 등 마련

  -  시행일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함

■ [건강보험공단] 제3차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12.05)
○  주요내용 : 전동보장구 등 급여평가 신청제품의 적정가격 논의

■ [보험위원회] 2016년도 보험정책포럼(12.07)
○  개최목적 : ‘가치기반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의료기기 산업 발전방안 논의 및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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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12.08)
○  주요내용

  -  보건의료지출의 중요 부문을 차지하는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한국·일본·대만의 관리 

노하우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추구

  -  치료재료의 환자 안전·감염예방을 위한 방안, 기술혁신 보상·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예정 

■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8회 심평포럼(12.09)

■ [병원협회] 치료재료 별도보상 관련 간담회(12.14)
○  주요내용 

 -  치료재료 별도보상 1단계 품목에 대한 협의체 구성 논의

 -  1단계 품목 중 소요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술포와 멸균 가운에 대한 적정금액 보상 논의

 -  병원협회에서 행위료에 포함된 수술포 중 별도 보상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실

시 예정(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논의 예정)

■ [보험위원회] 보험전략기획위원회(12.21) 
○  주요내용 

  -  2017년도 보험위원회 사업계획 논의

  -  업계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보험위원회 운영

  -  행위·치료재료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HIRA-KMDIA 워크숍 개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현장 소통 강화 간담회(12.21)
○  주요내용

  -  2016년 제도개선 추진 현황

  -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최소화 및 간소화를 통한 시장진입 기간 단축

  -  시장진입 단축, 신청자 편의 증대 등을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

  -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 확대 시행으로 연구단계기술의 시장 진입 및 근거창출 기회 마련

  -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별 신청자에 한해 정보 공개 및 의견개진 기회 마련

  -  2017년 신의료기술평 제도 개선 추진 계획

■ [건강보험공단] 제3차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12.22)
○  주요내용 :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 신청제품 급여대상 여부 및 적정 가격 심의(안)

■  [KMDIA–NECA]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소통강화를 위한 조찬 회의(12.28)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관련 소통강화를 위한 업계 릴레이 간담회 협조 요청, 신의

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계획 논의 

   ▶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업무
(기준 : 2016.12.31)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78 16 1 54 298 480 8,040 8,827

※ 총 87,904개 품목(체외진단 8,192개 품목, 총 품목수 대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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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요건강화사항,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요건면제 확인 등

■ [식약처] 2016년도 정부 위탁 업무 지도·점검 실시(12.08~09)

■ 관세청 수입 의료기기 현장 확인 관련 회의(12.14)
○  주요내용 : 표준통관예정보고 없이 수입되는 의료기기의 현장 확인 등 수입의료기기 관리

(2017년 추진)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6.12.31)

구분 처리 2016년

제47차~제50차

승인 69

293 3,794조건부승인 221

미승인 3

심의면제
적합 129

222 3,672
부적합 93

심의변경
적합 79

109 1,456
부적합 30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310

279 2,996
불이행 78

※ 2016년 : 2016.01.01~2016.12.31 기간 중 전체 처리 건수

※ 심의면제, 심의변경 : 2016.01.01 ~ 2016.12.27. 기간 중 처리 건수(「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에 따름)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51호, 16.12.28) 개정 고시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 매체 확대

 -  자율 광고사전심의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  광고사전심의 업무처리지침 제작(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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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사전심의 시스템 개선 관련 업무회의(12.19)
○  주요내용

 -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 사항의 시스템 반영 방안 논의

 -  식약처 지도점검 후속 조치사항 반영(민원인 송달 문서의 수신확인)

 -  기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승인시스템 수정 요청 등

 -  규정 개정 사항 확인 후 2016년 예산으로 집행예정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 고시에 따른 광고사전심의 홈페이지 
개선(12.30)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및 공지사항 등록

 -  심의 면제/변경 신청시 안내 팝업창 신설 및 면제/변경 접수 제한

■ [복지부] 간납 직영도매 관련 회의 참석(12.06)
○  주요내용 :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업체 운영 금지 관련 의료기기법 개정 필요 여부 등

■ [복지부] 리베이트 3법 관련 회의 참석(12.07)
■ 2016년 제12차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개최(12.09) 
■ [간납업체개선TFT] 12월 정기회의(12.19)

   ▶  산업정책연구부 - 미래전략연구팀, 정보분석팀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 연구지원과제 진도점검 
회의(12.01)

○  주요내용

  -  2단계 5차 연구지원과제 진도점검

  -  연구과제 현장 방문 모니터링

  -  지원과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해외바이어 매칭 및 홍보에 관한 보고서 기획

■ [식약처] 차년도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사업제안서 관련 회의(12.05)
○  주요내용

  -  2016년 사업 결과 검토

  -  2017년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신규 콘텐츠 발굴 논의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 전체 워크숍 참석(12.08)
○  주요내용

  -  연구과제 수행기관 간의 소통을 통한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 제고

  -  연구과제별 사업 수행 현황 공유 및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 수렴

  -  연구과제 관련 세미나 교육을 통한 연구기관의 연구 및 사업 수행 능력 향상

■  의료기기통합정보 BANK 전주기 정보제공 강화 사업 관련 업무 회의(12.14, 19)
○  주요내용

 -  차년도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사업제안서 관련 업무 협의

■  [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 국내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간담회(12.15)

○  주요내용

  -  국내기업-글로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사업 추진(’17년)

  -  국내기업-글로벌기업 간 협력 현황 및 수요조사 실시

  -  유망 기술·신제품 보유한 국내기업과 협력을 원하는 글로벌기업 선정·매칭 협력 지원

■ [산업발전위원회] 2017년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12.19)

   ▶  대변인

■ [홍보위원회] 2017년도 홍보계획안 검토 회의(12.22)
○  주요내용 : 201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마련

■ 이데일리 3회 연재기고
○  주요내용 ‘규제과학 선진화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 의료기기협회보(1호~144호) 제본 제작(12.16~12.3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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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06133)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역삼동, 여삼빌딩8, 9층)
Tel : 02)596-7404 Fax : 02)596-7401
E-mail : kmdia@kmdia.or.kr www.kmd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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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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젬스(대표·박영서)와 비브

라운코리아(대표·김해동)는 EZ-

VAC(지속성 배액용기)제품에 대한 

국내 판권 및 수출 협약식을 지난달 

21일 갖고 글로벌 진출의 새로운 기

반을 마련했다.

EZ-VAC(지속성 배액용기) 제품

은 외과적 수술 후 환부에 생긴 체

액, 혈장 등의 분비액을 지속적으로 

배액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인 

장치이다. 일정한 음압을 이용해 체

액, 및 혈장을 배액함으로서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부터 환자

의 안전을 도모한다. 

 EZ-VAC은 크게 PVC 또는 

Silicone 형태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배액 용량 및 Wound Tube의 

굵기에 따라 크기가 나뉘어 있다. 

PVC 형태는 주로 정형외과 수술 후 

사용되고 Silicone 형태는 외과, 비

뇨기과, 산부인과 수술 후 많이 된다. 

특히, EZ-VAC은 생물학적 안정

성이 검증된 의료용 소재를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X-ray 라인과 깊이

표시는 튜브의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특수한 배출캡은 

용기 내의 이물질을 비우고 샘플을 

측정하기에 용이하다.

한국젬스 박영서 대표이사는 인사

말에서 “EZ-VAC은 주요 대형병원

과 여러 전문의료기관에서 지난 10

년여간 판매하면서 안전성과 편리성

이 입증됐던 품목이며 동시에 제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인증 및 자동화 시설 및 양산체제의 

준비를 마쳤다”라고 소개했다.

한국젬스는 비브라운코리아와 공

동마케팅 체제를 시행함으로 국내 우

수한 기술의 제품이 비브라운 64개

국의 지사를 통해 전 세계에 판매되

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회사로 발돋

움할 수 있게 되는 초석을 마련했다. 

씨젠(대표·천종윤)이 9일 미

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제

35회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The 35th Annual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에 올해

까지 4년 연속 초청받아 참가했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헬

스케어 분야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열

리는 투자행사다. 매년 초 우수한 제

약·바이오 회사들을 초청해 새로

운 기술과 연구결과 등을 소개하고,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 및 주요 투

자자들과 1:1 미팅도 주선한다. 

이번 행사에서 씨젠은 분자진단 

표준화 및 대중화를 위해 개발 중인 

‘원 플랫폼 분자진단 솔루션’을 소개

했다. 신종플루 등 감염성 질환부터 

암을 비롯한 유전 질환까지 거의 모

든 분자진단 검사를 하나의 시스템

에서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현재 대부분 기업이 사용하는 분

자진단 시스템으로 100여 종의 검

사를 모두 수행하려면 수십 종의 장

비가 필요하며 이는 분자진단 대중

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씨

젠은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나

의 시스템에서 모든 분자진단 검사

를 수행할 수 있는 시약개발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시작했다. 

‘시약개발자동화’란 시약 개발부

터 임상시험, 인허가, 생산과 품질관

리까지 제품 개발 전 공정을 자동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DPO, TOCE, 

MuDT 등 씨젠이 이미 확보한 원천

기술과 지난해 개발한 ‘올리고 자동

개발 솔루션’을 기반으로 개발 중이

며 이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

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천종윤 대표는 “원 플랫폼은 씨젠

의 동시다중 분자진단 기술과 노하

우가 집대성된 솔루션으로, 하나의 

장비에서 가장 많은 분자진단 검사

가 가능한 솔루션”이라며 “그동안 

분자진단 검사 확산의 가장 큰 걸림

돌이 돼 왔던 가격을 낮춤으로써, 분

자진단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허준)

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식형 심장

리듬 모니터인 리빌 링크(Reveal 

LINQTM)가 지난 7일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심장리듬 모니터는 진단이 쉽지 않

은 부정맥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환

자의 체내에 이식해 심장 리듬 정보

를 읽어 들이는 의료기기다. 

이 제품은 기존 심장리듬 모니터 

모델인 리빌 엑스티(RevealⓇ XT)와 

동일한 보험상한가 및 인정기준을 따

른다. 재발성 실신, 재발성 두근거림, 

심방세동이 의심 되는 원인불명의 재

발성 뇌졸중 증상 등이 있는 환자에

게 사용할 수 있다.

메드트로닉의 리빌 링크는 AAA 

건전지의 1/3 크기로 현존하는 심

장리듬 모니터 중 가장 작으며, 환

자의 심장 리듬 정보를 최대 3년 동

안 읽어 전문의의 부정맥 진단을 돕

는다. 기존 시술에 비해 시술 시간

은 15~20분 정도로 줄었으며, 환자

의 왼쪽 가슴 위쪽의 피부를 1cm 이

하의 길이로 절개해 이식할 수 있어 

육안으로 이식 여부를 거의 알 수 없

다. 부정맥 전문 학술지인 ‘Heart 

Rhythm’에 올해 게재된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리빌 링크의 진단 정확도

는 99.4%였다.

리빌 링크는 기존의 심장리듬 모

니터 모델인 리빌 엑스티에 비해 저

장 용량도 20%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메드트로닉의 부정맥 치료를 위

한 다른 이식형 심장리듬 치료기

기(CIED: 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들처럼 이식 

환자가 1.5테슬라(1.5T)는 물론 3

테슬라 (3T)급의 자기공명영상법

(MRI)을 통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지멘스 헬스케어(대표·박현구)은 

장비 운영 효율성 개선과 비용 절감

에 특화돼 설계된 최신 영상의학 솔

루션과 장비를 대거 출시했다. 이번

에 발표된 신제품들은 지난 2016년 

북미영상의학회(RSNA 2016)에서

도 선보였으며, 전 세계 의료기관의 

운영 난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영상

의학 검사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위한 첨단 솔루션과 최적의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소마톰 고’

는 태블릿을 이용해 전반적인 CT 검

사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이 탑재됐다. 의료진은 태블릿만으

로 모든 일상적 검사 기능

을 제어할 수 있고 표준화

된 작업 단계 덕분에 몇 번

의 입력만으로도 스캔을 완

료할 수 있다. 게다가 후처

리 절차가 자동화돼 있어 

장비 조작이 훨씬 더 수월

하다. 또한 공간 활용 극대

화로 설치 비용을 크게 절

약할 수 있어, 우수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1.5 테슬라 ‘마그네톰 셈

프라’ MRI 장비는 의료진의 업무 생

산성을 증대하고, 장비 운영비 절감

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마그네톰 셈

프라’는 질환의 종류와 각 환자의 상

태에 따라 다양한 검사가 가능하다. 

뇌, 척추, 대관절 검사용 특수 기술

로 MRI 촬영 자동화 및 능률성을 높

이는 닷(Dot) 엔진이 업계 최초로 장

비에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닷 엔진

은 평균 검사량의 3/4가량을 소화하

므로 불필요한 반복 스캔을 최소화

해 의료진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

킨다.

한국젬스-비브라운, ‘EZ-VAC’ 국내외 판매 협약 체결
국내 우수기술 제품 비브라운 64개국 지사 통해 수출

씨젠, ‘원 플랫폼 분자진단 솔루션’ 소개
JP모건 콘퍼런스서 “분자진단 표준화 및 대중화” 포부 밝혀

메드트로닉, 초소형 심장리듬 모니터 ‘리빌 링크’ 출시
식약처 허가 획득, 환자 심장리듬 정보 3년 동안 기록

지멘스 헬스케어, 신제품 CT·MRI 솔류션 출시
장비 운영 효율성 개선·비용 절감에 특화된 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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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  보건복지부

◇국장급=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

획관 류근혁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for Global Health 파견 

김상희(이상 12.20일자) △복지정책관 배

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장애

인정책국장 조남권 △건강정책국장 김현

준(이상 2016.12.31일자) △비상안전기획

관 최태봉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전병왕 △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이상 

2017. 1. 1일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급=승진 △인재경영실장 이소영 

△정보통신실장 장용명 △창원지원장 계

미원 △세종연구소(파견) 이영아

◇부장급=승진 △급여등재실 치료재료

등재부장 김미향 △급여기준실 의료행위

기준부장 이연봉 △의약품관리종합정보

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장 조수용 △기획

조정실 대외협력팀장 황인옥 △수가개발

실 수가개발2부장 안유미 △급여조사실 

조사1부장 정경숙 △정보통신실 정보자

원부장 윤준하

◇개방형직위=임명 △의료분류체계실 

환자분류부장 최행정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승진= △협력사업부 통관관리팀 대리 

박수현 ◇전보= △협력사업부 광고관리

팀 대리 이윤지 ◇임용= △회원지원부 

교육연구팀 사원 이윤모 △협력사업부 

통관관리팀 사원 강지형 △산업정책연구

부 미래전략연구팀 사원 김효정(계약직)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제일메딕스약품 장지영 053-628-0273 수입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남호 063-220-8922 연구

이넵스㈜ 이동일 031-889-1840 기타

당뇨 소모품 전문 제조기업 메덱셀

(대표·차동익)은 ‘안전 펜니들’이 산업

통상자원부의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

로 지난 1일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은 세계 시장점유

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드는 품목

과 향후 7년 이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지정해, 생산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안전 펜니들’은 인슐린 주사액을 투

여하기 위해 사용중인 펜니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인 자가주입자의 재사

용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의료

인들의 바늘 찔림 사고로 인한 2차 감

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철저한 

지식재산권에 의해 전세계에서 5개 기

업들만이 생산·유통하고 있다.

메덱셀의 ‘안전 펜니들’은 타기업 제

품보다 안전성, 경제성, 생산성 부분에

서 기술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특허를 

강화했다.

메덱셀 R&D 박원귀 연구소장은 “안

전펜니들을 세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의료인들이 겪을 수 있는 2차 감염의 

고통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며 “현재 글로벌 일반 펜니들 

시장은 1조 5천억원의 규모이지만 안

전펜니들 시장은 일반 펜니들 대비 아

직 5% 규모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

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차세대 세계일

류상품’ 선정이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조인메디칼(주)(대표·변박연)이 비

침습식 무채혈 혈당측정기 ‘글루코트

랙(GlucoTrack)’을 국내시장에 처음

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인메디칼은 신제품 글루코트랙을 

3월 1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

는 ‘제33회 국제의료기기+병원전시회

(KIMES 2017)’에 전시할 예정이다.

글루코트랙(GlucoTrack)은, 기존 

혈당 측정 시 손가락에서 혈액을 뽑아 

측정하는 고통스러운 방식에서 벗어

나, 귓불센서를 귀에 물리면 1분 이내 

측정치를 보여주는 상용화된 무채혈 

혈당측정기이다. 또한 혈당 변화 트랜

드를 화면에 그래프로 보여줘 환자가 

한눈에 혈당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제품은 이스라엘 Integrity 

Applications사에서 개발된 특허제품

으로 임상 및 유럽 CE인증을 마쳤으

며, 호주, 이태리아, 네델란드 등지에

서 시판되고 있다. 국내에는 식약처 수

입허가를 마치고 2017년 1월부터 국

내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조인메디칼은 1994년 설립한 이후 

산소발생기, 혈압계, 네블라이저, 석션

기, 등 다양한 홈케어 의료기기를 전문

으로 공급하고 있다.

메덱셀, ‘안전 펜니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안전 펜니들, 의료인 2차 감염 예방 및 시장 성장 잠재력 커

조인메디칼, 무채혈 혈당측정기 ‘글루코트랙’ 출시

귀에서 혈당측정, 3월 ‘KIMES 2017’서 제품 공개 예정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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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열쇠> 

(1)<지난해 보살펴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

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써서 보내죠 (3)삼가 새해를 

축하 드립니다 (5)발의 뒤쪽 부분 (7)먹는 샘

물 (9)높은 누대와 넓은 집. 크고 좋은 집. 

광 (10)침과 뜸을 놓아 치료를 하는 직업

인 (11)살아 있을 때처럼 만들어 놓은 동물 

표본 (13)돈, 귀중한 서류, 귀중품 따위를 간

수하여 보관하는 데 쓰는 궤 (14)오래되었거

나 희귀한 옛 물품 (15)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

함 (16)대학원을 나온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

위 (18)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하는 풀. 선경에 

있다고 믿어 왔다 (20)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

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

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 대□요□ 

(21)요즘 목에 두르고 다니죠

<1월호>

<12월호 정답>

<12월호 정답자>

민성희 서울시 관악구 성현동 임순이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애 국 심 낙 락 장 송

국 장 본 인 신

가 마 명 송 구 영 신

중 고 년 분

미 물 사 은 회 소 증

주 마 치 아

알 랑 방 귀 설 과 거

한 면 사 포 북

포 복 절 도 수 평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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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내실	곳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3	여삼빌딩	8층,	9층

낱 말 퀴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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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열쇠> 

(1)한 살 터울로 아이를 낳음 

(2)길게 기른 머리털 (3)병을 

완전히 고침. 의사는 약물 치

료만으로도 ~가 가능하다고 

했다 (4)생명 유지를 위해 생

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화학 변화. 묵은 것이 없어지

고 그 대신 새것이 생김. □진

□□ (6)사실을 바른대로 말

함. 네가 지은 죄를 어서 ~하

여라. 이 (8)잠이 들게 

하는 약 (9)동명왕 주몽. 광개

토 대왕. 우리 역사상 가장 광

대한 영토를 영위했던 나라 

(11)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팖 

(12)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

은 느낌 (13)다이아몬드 (14)

뼈가 약해지고 틈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 

뼈엉성증 (17)어느 한 지방에

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18)법에 어긋남 (19)풀과 나

무. 추운 겨울에도 ~은 돌아

올 봄에 싹을 틔울 준비를 하

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