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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식약처 신준수 의료기기정책과장부정청탁금지법 - 민경철 변호사

10면

“KMDIA 협회장-식약처장 신년간담회 개최” 
‘의료기기의 날’ 법정기념일 추진, 국내 제조사 수출지원 의견 나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단은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방문, 손문기 식약처

장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의료

기기 정책 방향 및 업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

게 의견을 교환했다. 

황회 협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의료기기 업계의 

성장 배경에는 적극적인 식약

처의 규제 개선 노력과 의료기

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책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식약처 의료기기 주무과들이 

보여준 다양한 소통 노력에 감

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이 미래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기기산

업 위상을 키워가고 업계 종사

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서는 의료기기법 제정을 기념

하는 ‘의료기기의 날’을 법정기

념일로 격상하는 법제화가 필

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휘 협회장은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양성 

및 종사자 실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협회는 이를 위

해 교육위원회를 신설, 교육과

정을 개발하고, 완비된 교육시

설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장 리노베이션을 진

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 교육사업은 업계

와 회원사에 직접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임을 강

조하면서 업계에서 필요한 다

양한 의료기기 관련 교육을 협

회에서 수행하는데 식약처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기기 소프

트웨어 관련 기획수사로 인해 

일부 업체가 본의 아니게 의료

기기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

는 사례가 발생해 업계에 큰 부

담을 주고, 고객에게도 부정적

인 인식을 갖게 했다며 이 문제

의 심각성을 식약처에 전달하

고 향후 개선을 위해 협회가 노

력할 것을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스탠퍼드연구

소와 의료기기 개발협력, 이스

라엘·아일랜드 의료기기산업 

사절단 참여 등 국내 제조사의 

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

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

한 규제기관이지만 국민과 기업

이 없다면 존재가치를 잃는다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버전 관

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의 날’ 법정기

념일 법제화, 의료기기 관련 교

육 등 협회 제안 및 요구에 대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회

가 CEO 간담회를 주제별 범위

를 정해서 초대하면 참석자들

과 끝장토론을 벌여, 결론이 있

는 간담회가 되게 하겠다고 강

조했다.

특히, 국내 제조사의 수출 활

성화를 위해 외국 규제 당국 간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IMDRF) 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회의 

협력과 도움을 당부했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지난달 2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협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 손문기 식약처장과 신년간담회를 가졌다.(왼쪽부터 협회 나흥복 전무, 황휘 
협회장, 손문기 식약처장, 홍순욱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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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mdia.or.kr  |  www.kmdianews.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3 여삼빌딩 8층, 9층 

대표전화 : 02)596-7404    회원지원부 : 02)596-0847   FAX : 02)566-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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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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18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18회 정기총회를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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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

식약처(처장·손문기)는 지

난달 16일 의료기기업체를 대

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

2017년 의료기기분야 주요업

무 추진계획 △의료기기 사후

관리 운영방안 △의료기기 

GMP 정책방향 △산업표준 업

무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기술

을 적용한 첨단 의료기기에 허

가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신개념 의료

기기의 개발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오는 6

월에는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GMP(품질관리기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1월

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

용한 의료기기 분류 및 허가심

사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 구분 기준과 품목

분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체외진단제품 특성에 맞는 안

전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체외

진단제품법 제정이 추진된다. 

특히, 식약처는 의료기기 고

유식별코드(UDI) 구축에 속도

를 내고 있다. 의료기기 UDI

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부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작

업을 시작하고, 11월 시범사업

을 거쳐 위해도와 시급성이 높

은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6월 

의료기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정보센터 지정운영 등 업

무위탁 근거 마련, 7월 의료기

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

기기 공급내역보고 및 통합정

보시스템 등록방법 마련, 8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기준 및 기

재방법,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

리 규정 등 UDI 관련 고시가 

제정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위해도 높은 4

등급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업체는 2019년, 3등급 의료기

기는 2020년, 2등급 2021년, 

1등급 2022년에 UDI를 등록

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추

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신준수 의료기기정

책과장은 “UDI 시행시기는 업

계의 여건 준비기간, 의견수렴

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 주선태 의료

기기관리과장은 “올해 위해 요

소 및 사회적 이슈 중심 제품을 

선정해 타깃 감시체계를 운영

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위반

사항이 시정·예방조치 될 때

까지 조치 결과를 끝까지 피드

백 관리해 잠재적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또, 11월까지 의료기기 추적

관리 시스템을 의료기관기까

지 확대하고, 검색·통계기능 

개선으로 상시 모니터링체계

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의료기기의 수

입·통관을 차단하기 위해 관

세청과 협업이 추진된다. 5월

부터는 ‘자동수입검사선별시

스템’에 불법통관 우려 품목 

및 업체정보를 입력해 자동으

로 수입검사를 하도록 할 예정

이다.

이날 식약처 김성호 의료기

기안전국장은  “올해 의료기기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

히 관리해 안전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

진할 계획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적극

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UDI 시범사업 11월 추진, 내년부터 등급별 도입’
식약처, 의료기기 정책방향 및 업무계획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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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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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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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이달 22일 KMDIA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올해 

추진하는 협회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 총회 의결이 필요

한 안건을 검토·논의하기 위

해 7일 제1회 이사회를 개최

했다.

이날 이사회는 2017년 주

요 사업계획안·예산안 보고

에 이어 2016년도 사업 및 결

산보고, 회원 관리방안 등 6건

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신임 이사로 보청기 전문기업

인 지엔리사운드코리아의 장

규환 대표를 선임했다.

황휘 협회장은 “지난해 협

회는 KGMP 현장심사, 치료

재료 별도보상, 전시사업 및 

글로벌 협력지원 등 업계 애

로사항을 해결하고, 업계 성

장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성공

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

를 얻었다. 특히 협회비 체계 

개편을 통해 협회 성장의 기

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힘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며 “이는 이사회, 회원사, 협

회 사무처가 합심한 결과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

하다”고 말했다. 

협회 2017년도 사업계획은 

10개 사업분야 39개 부문의 

세부사업계획안이 마련됐으

며,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

액된 예산안이 편성돼, 총회

에서 의결 승인 시 집행될 예

정이다. 특히 의료기기산업

대상이 확대되고,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각 위

원회 사업에 대한 예산이 늘

었다. 

체계적인 회원 관리도 추진

된다. 개편된 협회비 체계에 

대한 회원사의 수용도를 높이

고, 장기 회비미납에 따른 회

원 관리 등을 위한 회원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회비

의 1년 미납 시 제공되는 회원 

서비스가 정지되고, 2년 연속 

미납 시 차기 년도 정기총회

에서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협회 정관에는 ‘회비를 

24개월 이상 체납할 시’ 제명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회비 미납 

회원사에 협회의 역할과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제명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요건면제수입확인 업무처리

규정,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

보고 업무처리규정이 일부 개

정돼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이밖에 이사회는 협회보를 

통한 학회·의료 명사 대담인

터뷰계획 보고, 이사회(운영

위원회) 및 협회행사 개최 일

정안 확정, 이달부터 2개월 동

안 진행되는 협회 사무실 리

모델링 공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황휘 협회장은 “올해에도 

협회가 계획한 다양한 사업들

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

를 밝혔다.

종합뉴스

앞으로 의료기기 공급내역

을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 의

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미등

록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기

법 개정·공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의료기

기 공급내역 보고 및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등록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토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

짓 보고, 의료기기 통합정보시

스템에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부과기

준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80만원, 3차 위반 시

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이 밖에 의료기기 통합정보

의 수집·조사·가공·이용·

제공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

스템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효

율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의

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

토록 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

관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함으

로써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국

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추적관리대상 의료

기기의 취급자, 사용자의 자료 

등에 관한 사무 및 의료기기 부

작용 발생에 따른 보고 등 사후

조치에 관한 사무에 대해 민간

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은 4차 산업혁명으로 과

학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동향을 담은 ‘의료

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를 발간

했다. 

이 번 

보고서는 

대 표 적 

유망 기

술인 3D 

프 린 팅 , 

ICT, 로

봇, 신소

재 등이 

접목된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 현

황 등을 제시해, 정부·산업

계·학계 등이 의료기기 연구·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3D 프

린팅 의료기기 △ICT 기반 의료

기기 △로봇 의료기기 △신소재 

의료기기 각각에 대한 시장규

모, 개발 현황 및 동향 등이다.

국내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시장규모는 2015년 87억원에

서 연평균 29.1%씩 성장해 

2021년 403억원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ICT 기반 

의료기기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4년 3조원에서 매년 평균 

12.5% 성장해 2020년 14조원

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로봇 의료기기 중에 국내 수술

로봇의 경우는 시장규모가 연

평균 45.1% 대폭 증가해 2018

년에는 56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소재 의료기기는 심혈관 

질환에 사용되는 관상동맥스

텐트, 조직과 뼈를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이식용메쉬 등이 개

발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특수

재질골접합용나사 86건, 관상

동맥스텐트 2건 등이 허가돼 

있다.

미래부, 6대 바이오 분야 신규 투자 확대 

신개념의료기기 원천기술 확보 등 240억원 지원

식약처, ‘인공수정체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발간

KMDIA, 이사회 임원사와 소통 활발

황휘 협회장, 임원사 릴레이 방문 진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

희)는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창의적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바이오 분야의 국가 주력산업

화를 위해 바이오 분야 원천기

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추진하는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사

업의 예산은 2016년 대비 

31.4% 증가한 3,157억원

(755억원 증가)이 투입된다.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미래시

장 창출을 위해 6대 주요 투

자분야로 △신약, △의료기

기, △미래형 의료선도, △바

이오창업활성화, △유전체, 

△뇌과학이 선정돼 중점 지원

된다. 특히 올해에만 1,344억

원 규모(2016년 565억원 대

비 2.4배 증가)의 예산이 신

규과제에 지원된다.

먼저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

벌 성과창출을 위해 초기단계 

R&D 확대 투자에 340억원,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병원과 

연계한 산·학·연·병원 컨

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에 

240억원이 투자된다. 또 미래

형 의료 선도를 위해 정밀의

료, 예방의학, 재생의료 등 융

합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

한 원천기술개발에 304억원, 

시장지향적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확보-창업-성장-투자

회수-재투자’에 이르는 선순

환적 바이오생태계 조성을 위

해 266억원이 투자된다.

이밖에 유전체 기반의 생명

현상 기능 및 기전연구, 글로

벌 공동 연구 강화 및 유전체 

전문인력 양성에 49억원, 뇌

과학 4대분야(뇌신경생물, 뇌

신경계 질환, 뇌인지, 뇌공학) 

및 뇌융합(뇌지도, 챌린지기

술, AI연계) 등 뇌과학 분야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45억

원이 지원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제7대 이사회 임원

사와 소통 강화를 위해 릴레이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황휘 협회장은 홍순욱 상근

부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나흥

복 전무와 함께 지난해 12월 스

미스메디칼(대표·곽우섭)을 시

작으로, 올해 1월에는 동방메디

컬(대표·김근식), 동방의료기

(회장·안병산), 보스톤사이언

티픽코리아(대표·허민행)를 방

문하고, 회사 소개 및 취급 의료

기기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 청취, 협회 발전

방향 및 추진사업에 대한 진지

한 면담을 갖고 있다.

이번 임원사 릴레이 방문은 

협회 활동에 신임 이사들이 동

참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임원사와 소통을 강화하

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미보고·거짓 보고 시 과태료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약처, ICT 기반 의료기기시장 2020년 14조원 전망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 대표적 유망기술 및 시장규모 분석

장규환 대표
지엔리사운드코리아

KMDIA 이사회, 올해 사업계획안·예산안 검토
7일 제1차 이사회, 신임 이사 장규환 지엔리사운드코리아 대표 선임

㈜동방메디컬 김근식 대표가 자사 의료기기를 설명하고 있다.

동방의료기㈜ 안병산 회장, 황휘 협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홍순욱 상근부회장(왼쪽부터)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방문, 이선교 전문위원, 황휘 협회장, 허민행 대표, 홍순욱 상근부회장(왼쪽부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수정체 기능을 

대체하는 데 사용하는 인공수

정체에 대한 성능 시험 방법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간했다.

근시, 난시, 원시 등의 시력

을 교정하는 기능들이 추가된 

다초점인공수정체, 원환체인

공수정체, 조절성인공수정체 

등 인공수정체에 대한 성능 

시험방법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수정체 

정의 및 분류 △물리·화학적 

시험방법 △성능 시험방법 △

광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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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세평

‘공정경쟁규약ʼ에서 허용하고 있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

우라면, 금지되는 금품 제공에 해당하

지 않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제공 등

의 실제 목적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

를 판단하므로, 외관상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제품 제공이라도 그 실질이 부

정한 금품 제공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    

△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책임 발생 가능성

부정청탁금지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직원 등이 업무에 관해 본 법

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

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해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

우에 한해 위 책임이 면제된다. 상당한 

주의, 감독의 판단기준은 1)사내 부패

방지부서의 마련, 2)부패방지 지침의 

운용, 3)주기적인 준법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새로운 홍보, 마케팅 전략의 구축 및 사내 

준법 교육의 실시 

부정청탁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경

과했다. 법 시행으로 국민은 청렴한 공

직문화 형성을 기대하는 한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커피 한 잔도 본 법 

처벌 대상이 될까 저어하고 있는 모습

이다. 아직 이렇다 할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어 어떤 행위가 본 법에 의해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감

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 시행 초기에

는 그 본보기로써 엄격한 집행을 할 것

이 예상되므로, 모든 대관 업무, 마케

팅 홍보 업무를 보수적인 시각에서 판

단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

로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부정청탁

금지법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

로운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의료기기 규칙 등으로 허용되던 행위

는 그대로 진행 가능하다. 따라서, 규

칙에 의해 기존에 허용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지나치게 위축될 필

요는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책임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

사들은 사내 준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회사 임직원들의 부정청탁금지법 이해

도를 높이고, 법위반을 방지해 양벌규

정의 위험을 수시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금지법 출범 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돼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부정청탁금지법

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

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

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

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청탁법의 출범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연줄문화’, ‘접대문화’

가 존재한다.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

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 국민

의 40.2%, 기업인의 62.9%, 외국인

의 50.0%가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

응을 제공한 동기로 ‘원만한 관계유지, 

관행’을 들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

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관계 공직자와

의 끈끈한 관계 형성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려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팽배해있

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 역

시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형법상 뇌물죄는 1)공직자 

등이 부당한 금원을 받았더라도 대가

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고, 2)적용되는 인적범위가 좁으

며, 3)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금품 제공

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하

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뇌물 수

수행위를 세부적, 효과적으로 제재하

기 어려웠다. 반면 부정청탁금지법은 

1)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

도 처벌 가능하도록 했고, 2)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및 그 법률상 배우자

까지 적용 인적범위를 확대했으며, 3)

금품수수 없이 부정 청탁만으로도 처

벌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부

정청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작용될 전

망이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요

부정청탁금지법은 크게 ▷공직자 등

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5조)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8조) ▷공직자 등

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

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되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

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

다. 다만, 공직자 등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

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의 

예외로써 허용했다.

△ 금품 수수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매 회계연

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해당 공직자 

및 금품제공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 등이 위 금액 이하의 금품

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만 인정되

면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공직

자 및 금품제공자에게 수수금액의 2∼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

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

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

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의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공 

가능하다. 정당한 권원을 바탕으로 지

급받은 금품,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물 등의 금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

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이

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

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

야 한다.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

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 

강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장관급 이

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

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

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

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

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

만 원이다. 위 상한액에는 실비로 제공

하는 교통비를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강의와 관련해 공직자 등에

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모두 포

함되므로, 공직자 등은 명목 여하에 상

관없이 교통비를 제외한 추가 금원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기기산업에 던지는 시사점

△ 공직자 등 범위 확대에 따른 대관, 마

케팅, 홍보업무 방향 재정립 필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기존 대관 업무 및 홍보 마케

팅 업무 방향이 재정비돼야 할 필요성

이 크다. ‘국립대학교 의사 및 임직원

들’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소속병원 의

사 및 임직원’, ‘사립병원 소속이지만 

동시에 국립대 교수로 임용돼 있는 의

사’까지 공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

무수행사인’의 경우도 공직자 등에 준

해 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들은 표면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업무관계에서 주의를 요

한다. 

△ 기존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부정청탁

금지법의 조화점 모색

부정청탁금지법은 기존 법체계와 청

탁금지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다

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수

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의료

기기 판매 관련 세부 지침으로 기능하

고 있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

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지원 등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시행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두 법

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위 규칙

상의 허용 기준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춰 재정립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을 바탕으로 허

용되고 있던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각 사

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과 의료기기산업’
기존 업무 관행에서 벗어난 사내 준법 교육 필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일에 맞춰 의료기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
회를 개최하고 법 준수를 강조했다.

민 경 철

법무법인 중부로 변호사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소기

업들이 대거 방한해 한국기업들과 다

양한 비즈니스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주한 EU 대표부는 한-EU 기업 간

의 비즈니스 협력 프로그램인 EU 게

이트웨이 프로그램(EU Gateway to 

Korea)에 따라 내달 14~15일 양일

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하모니볼룸에서 ‘2017 헬스케

어 및 의료기술 전시상담회’를 개최

한다.

이번 전시상담회에는 EU 28개 회

원국의 5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으로 

세계적 수준의 EU 의료기기산업의 

전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는 기업의 주

력 제품은 재활보조장비 기술, 의료

정보통신기술, 원격 진료 및 원격 건

강 모니터링, 의료기기 및 치료장비, 

진단 및 예방기술을 비롯하여 분석 

및 테스팅 시스템까지 망라하고 있으

며 성형수술, 병원 및 가정에서 환자

를 위한 치료 장비 및 장치, 병원 폐기

물 처리 등을 위한 제품들로 구성돼 

있다.

EU의 의료기기 시장은 연간 650

억 유로 규모로 미국(900억 유로) 다

음으로 크지만 EU의 의료기기 수출

입 규모는 미국을 앞지르는 등 EU 의

료기기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1년에 발효

된 한-EU FTA에 따라 국내산 의료

기기의 대 EU 수출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며 EU산 의료기기의 국내 수

입 역시 134개 품목 중 3개를 제외한 

131개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전시상담회에 참가를 희망하

는 기업이나 개인은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www.eu-

gateway.kr/healthcare) 또는 모바

일 홈페이지(m.eu-gateway.kr)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입장이 가능하

다. 또한 특정 EU 기업과 개별 비즈

니스 미팅을 원할 경우는 홈페이지에 

공고된 기업 정보를 확인해 개별 신

청을 하면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전시 관련 문의 : EU Gateway 한

국사무국 02-6000-5208/4453, 

info@eu-gateway.kr)

유럽연합, 헬스케어 및 의료기술 전시상담회 개최
내달 14~15일 COEX 인터컨티넨탈 호텔, 50개 EU 기업 방한 비즈니스 상담

2017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 
광고 모집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내의료기기산업 관련 정책수립, 발전방안, 

연구, 경영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7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연감(의료기기 생산 수출 수입 실적통계)’을 발행합니다.

이에 회원사 및 의료기기업계의 광고 모집을 희망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감 및 부록 CD 주요 내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소개, 2016 주요사업 성과, 의료기기 시장 총괄 분

석 보고서, 2016년도 의료기기산업통계, 상위 30위 국가별, 업체별 품목별 

생산·수출입 실적 현황, 통계 및 업체 현황,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인 등

■기타사항

회원사 혜택 (광고비 20% 할인)

■문     의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

(전화 : 02-596-0848, 이메일 : semin0618@kmdia.or.kr)

7면으로 계속

6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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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ateway Programme 2017 참가기업 안내
Healthcare and Medical Technologies

유형군별 업체 및 국가 제품 및 기술정보

마취 

및 

호흡기기

1 옥시매트 슬로바키아 (Oxymat-Slovakia S. R. O)/슬로바키아 
www.oxymat.com

PSA 기술로 병원에서 필요한 고순도의 산소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소 발생기 시스템
과 질소 시스템 설계, 디자인 및 제조, ISO9001, 13485, 14001 인증

2 파마 시스템 (Pharma Systems)/스웨덴 
www.pharmasystems.se

마취 및 집중 치료를 위한 패시브 가습기와 바이러스 및 세균필터제조.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응급치료에 적용. ISO 9001/13485, MDD 93/42 / EEC 인증 보유 

방사선 

영상진단 기기

3 디에르스 인터내셔널 (DIERS International GmbH)/독일 
www.diers.de

생체역학적 측정시스템 생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척추 및 자세분석을 수행하는 4D 모
션랩과 족압&보행 분석기 및 근력 측정기 제공

4 DMS 이미징 (DMS IMAGING)/프랑스 
www.dms.com

의료 영상 진단 전문기업으로 Apelem, DMS, AXS Medical, Medilink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
며 방사선, 골밀도 측정, 입체방사선촬영술 등의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

5 퍼스트 센서 (First Sensor AG)/독일 
www.first-sensor.com

PET 스캐너 및 기타 핵의학 응용제품과 같은 의료용 PIN 포토다이오드 및 방사선 센서, 호흡장
비용 초저압 센서 등 방사선, 광전자, 관성센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 제공 

6 빌라 시스테미 메디칼리 (VILLA SISTEMI MEDICALI)/이탈리아 
www.villasm.com

아날로그 및 디지털 R/F 시스템, 치과용 파노라마, 구강 및 3D, 유방 조영술, 모바일 장치 및 
외과용 X선 장치 등 X선 응용 프로그램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비전동식 수술 

및 

치료기구

7 치르메드 (CHIRMED)/폴란드 
www.chirmed.pl

외과용 기구 CHIRMED의 제조 업체로서 스테인리스 스틸과 티타늄으로 만든 고품질의 심장 
및 혈관수술, 정형외과, 치과, 안과 및 ENT를 위한 기구 제공 

8 하그메드 (HAGMED)/폴란드 
www.hagmed.com

심혈관 애플리케이션, 전기생리학 및 내시경 장치용 의료 기기 전문 OEM 생산업체로 CE 마크
보유. ISO 9001 : 2000 및 ISO 13485 : 2003 인증 획득

9 니콜라이 (NICOLAY GmbH)/독일 
www.nicolay.de

고품질의 의료용 케이블 시스템 커넥터, 실리콘 밀봉 전기 부품, SpO2 센서, 수술용 핸들 등 비
침습적 환자 모니터링에 전문화된 제품

10 렙스톡 인스트루먼츠 (Rebstock Instruments GmbH)/독일 
www.rebstock.de

신경외과와 척추수술에 초점을 맞춘 수술기구 및 임플란트 제조, 시스템 공급 업체로 최고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갖춘 가위, 클립, 스크류 등 광범위한 수술기구 제공 

생체계측기기
11 히르츠 (Hirtz & Co. KG)/독일 

www.hico.de
HICO Medical은 저체온증, 고열 시스템, 욕창 예방 및 치료 솔루션 및 흡입 장치를 생산하며 
특히 중환자실, 신생아실 및 수술실에서의 효과적인 환자 온도 관리에 중점 

12 시그마 메디진테크닉 (SIGMA Medizin-Technik GmbH)/독일 
www.neurowerk.de

신경학적 진단을 위한 고품질의 뇌파 및 근전도 장치(NEUROWERK/NEUROWERK EMGy) 개
발, 제조, 판매 및 서비스. DIN EN ISO 9001 및 13485 인증 

의료용품 

및 

소모품

13 AE 라보라토리 (AE LABORATORY)/영국 
www.aelaboratory.com/

DERMASCULPT Microcannula 제조업체로 메조테라피 요법을 위한 Meso Cocktail 제품군과 
정확한 지방이식을 위한 Lipofilling Kit, 천연성분의 PRP Kit 및 포스트인젝션크림 제조 

14 프레스코 인터내셔널 2005 (FRESCO INTERNATIONAL 2005, S.A.)/스페인 
www.fresco.es

소매 및 전문가를 위한 풋케어 제품, 궤양 예방용 압력 재분배 제품, 흉터 관리용 실리콘 시트, 
물리치료 및 재활 폴리머 젤 제품 제조 

15 G. 사마라스 (G. Samaras S.A.)/그리스 
www.gsamaras.gr

가스 실린더 스테이션, 공기압축기 등 의료용 가스 공급 시스템에 관련된 광범위한 제품 및 서
비스 포트폴리오 보유. ISO 9001, 13485 획득, CE 마크 보유 

16 IPC 이노베이티브 폴리머 컴파운즈 (IPC-Innovative Polymer Compounds)/아일랜드 
www.I-P-C.IE

압출, 필름 및 사출 성형 의료기기에 필요한 혼합 폴리머 제공 전문기업으로 Arkema, Lubrizol, 
BASF, EMS, DuPont, Evonik, Solvay 폴리머 제조, ISO 9001/13485 인증 

17 SMP (SMP GmbH Prüfen Validieren Forschen)/독일 
www.smpgmbh.com

의료기기의 혁신적인 위생관련시험 및 검증서비스제공. DIN EN ISO 17025 : 2005에 따라 제조
되고 평가된 테스트 키트 제공 

18 클리마오프레마 (KLIMAOPREMA d.d.)/크로아티아 
www.klimaoprema.hr

병원 등 건물에서 사용되는 공조, 환기, 청정 시스템용 장비 제조업체로 공기확산기, 방화댐퍼, 
스페셜 확산기 등 다양한 제품 제공 

19 트라시스 (Trasis)/벨기에 
www.trasis.com

올인원 신디사이저 제품군, 병원용 Unidose 디스펜스, 전용 차폐 솔루션, AIO용 시약 키트 등 
혁신적인 방사성 의약품 장비 및 관련서비스의 설계 및 제조 전문, ISO 13485 인증

20 반 스트라텐 메디칼 (Van Straten Medical)/네덜란드 
www.vanstratenmedical.com

CSD 스테인리스 제품 및 린스, 소독도구, 플러싱 도구, 고성능 계기 매쉬바스켓 등의 외과 수
술실 및 병동 내 기구와 일회용품 제조 및 공급

재활기기

21 엘미 (Elmi srl)/이탈리아 
www.elmi-reha.it

신경계와 정형외과적 질환, 심혈관계 활동 또는 일반적인 평형 및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환
자의 재활에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 MOTIVA 및 치료용 의자 CULLA 생산 

22 EWAC (EWAC)/네덜란드 
www.ewac.nl

재활 분야 물치료 전문기업으로 어디에나 설치 가능한 독립형 모듈식 수영장과 물의 부력조절
을 위해 깊이 조절이 가능한 수영장 개발  

23 게이트 (GATE)/스웨덴 
www.gaterd.com

오랜 전통의 홈케어용 재활 보조기구 회사로 이동 및 보행훈련, 재활을 위한 StandTall walkers 
와 샤워 및 위생을 위한 Hygiene Chair 제공  

24 하소메드 (HASOMED GmbH)/독일 
www.hasomed.de

뇌손상의 신경학적 재활을 위한 18개 언어의 RehaCom 개발. 컴퓨터 지원형 인지 재활 제품으
로 ISO 9001, 13485 획득. 기능적 전기자극, 보행 분석 및 손 훈련 시스템 제공

25 엘디젠 (HERDEGEN SNC)/프랑스 
www.herdegenexport.com

유럽 홈케어 제품의 주요 독립 제조업체 중 하나로 욕창 예방 장비, 리프트 체어, 욕실 체어, 전
동 침대 및 목발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홈케어 제품 생산  

재활기기/물리치료기기 26 메덴 인메드 (Meden-Inmed sp. z o.o.)/폴란드 
www.meden.com.pl

재활장비 및 물리치료 기기를 비롯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 영업 및 마케팅, OEM 제조

전동식 수술 

및 

치료기기

27 아트모스 메디진테크닉 (ATMOS MedizinTechnik GmbH & Co. KG)/독일 
atmosmed.de/

이비인후과 유닛용 진단장비, 산부인과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질경검사시스템, 외과시술용 석
션기, 흉곽배액용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NPWT 제품 등 생산 

28 유포톤 (Eufoton s.r.l.)/이탈리아 
www.eufoton.com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반도체(다이오드)로 구성된 휴대용 수술 및 의료용 레이저의 
설계, 제조 및 판매, 치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및 물리치료 분야에 적용 가능

29 유로미 (EUROMI)/벨기에 
www.euromi.com

의료, 피부 및 성형외과용 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전문 기업으로 일회용 지방 제거 키트 NLF 
SystemⓇ 및 무통 지방 제거 기술 N.I.L.Ⓡ 등 제공 

30 MTS 메디칼 (MTS Medical UG)/독일 
www.mts-medical.com

비침습 조직의 치유와 재생분야의 선구자로 정형외과, 외상학, 상처치료 및 비뇨기과에서 세계
적으로 사용된 혁신적인 SparkWaveⓇ 치료 시스템의 개발, 제조, 판매

31 포톤 에너지 (PHOTON ENERGY GmbH)/독일 
www.photon-energy.de

독자적인 레이저 마킹 기술을 기반으로 OEM 부품, DPSS, 초단파 레이저 소스(UPS)의 개발 및 
제조가 전문이며 개인 고객 지원과 결합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진료장치
32 엠핏 (Emfit Ltd)/필란드 

www.emfitqs.com
운동 선수 및 노인 케어, 일반 소비자용으로 수년 간 자동으로 사용자의 건강 상태 추적이 가능
한 스마트 침대 IoT 솔루션 개발

33 탈리 그룹 (Talley Group Ltd)/영국 
www.talleygroup.com

욕창예방매트리스, 압축요법 및 음압창상치료장비 등 의료장비의 수직적 통합 제조사. VEN-
TURI™ AVANTI, VENTURI™ COMPACT, 압박완화 매트리스등이 주요 제품군 

진료장치/병실환경복지기기 34 에어인스페이스 (airinspace)/프랑스 
www.airinspace.com

심한 면역결핍 또는 감염환자 격리용 제품, 이동용 공기오염 제거 및 여과장치 등 모바일 공기 
처리 장치와 표면 살균 제품 및 솔루션 제공 

진료장치/치료,진단기기 35 아날리스 (analis)/벨기에 
www.analis.be

실험실의 프로젝트 설계에서 유지 보수까지 실험실 관리의 모든 부분을 다루며 모세혈관 전기
영동 진단키트와 의료용 비침습 의료기기 및 표면 오염 제거, 소독 솔루션 제공 

체외진단기기

36 EB 뉴로 (EB Neuro S.p.A.)/이탈리아 
www.ebneuro.com

신경학, 신경생리학 및 심장학과 관련된 진단, 치료 및 임상 연구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 제조, 
공급하며 ISO9001, ISO13485 인증 및 CE 마크(93/42/CEE, 2007/47CEE) 획득

37 메디판 (Medipan GmbH)/독일 
www.medipan.de

다양한 기술 및 시스템에서의 인체 실험 진단용 테스트 제공. 125J로 라벨링 된 RIA, Elisa, IF와 
같은 다양한 기술로 50가지가 넘는 다양한 체외 진단 테스트에 특허, OEM 제조 가능 

38 메딕스 바이오케미카 (Medix Biochemica)/필란드 
www.medixbiochemica.com

IVD산업의 단일클론 항체, 항체 서비스, 재조합 항원 및 POC 검사 개발, 제조, 판매. Medix-
MAB™ MedixAntigens™ 브랜드 보유. ISO 9001 및 ISO 13485 인증

39 메씨 (MESI d.o.o.)/슬로베니아 
www.mesimedical.com

말초 동맥 질환(PAD) 선별을 위한 자동 발목 상완 지수 측정 장치 (ABPI MD)개발. ISO 9001 
및 ISO 13485 인증 획득, 슬로베니아내 최고 혁신상 등 다수 수상 

40 온크이뮨 홀딩스 (ONCIMMUNE HOLDINGS PLC)/영국 
oncimmune.com

최대 4년 전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항체 분석 기술 EarlyCDT 개발. 다양한 고형 종양에 
적용 가능

41 퀴아젠 라케 콘스탄스 (QIAGEN Lake Constance)/독일 
www.qiagen.com/ese

세계 최초 DNA 분리용 easy to use 키트 개발 및 판매, 혁신적인 샘플 분석 기술과 표준화된 
자동화 솔루션으로 테스트 공급자를 위한 B2B 진단도구 제공. ISO 인증 

42 비엔나랩 다이아그노스틱스 (ViennaLab Diagnostics)/오스트리아 
www.viennalab.com

유전 질환, 유전적 소인, 약리유전학 및 종양학과 관련된 체외진단검사기 개발, 제조 및 수출. 
“StripAssays”와 실시간 PCR 분석 제공

43 비오매트 (Biomat srl)/이탈리아 
www.immunosurface.com

생명공학분야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표면개질 전문업체로서 마이크로플레이트 및 기타 면역 
검사용 진단키트, 신약물질 발굴, 조직배양을 위한 제품 등을 제조 

폐기물 처리시설 44 에코다스 (ECODAS)/프랑스 
www.ecodas.com

감염성 및 지정의료폐기물(RMW) 처리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의 설계 및 제공. 완벽 멸균 특허 
프로세스로 한 사이클당 100~2500리터 범위의 처리 용량 모델 제공 

기존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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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특별기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행위

별수가제를 주요 진료비 지불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의 급

속한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비 관리를 

위해 급성기 입원진료에 2003년 4월 

일종의 포괄수가제도인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DPC)’ 제

도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82개 특정기

능병원*에 한정해 DPC를 적용했고 현

재는 적용병원이 확대돼 전체 일반병

상의 약 55% 이상에서 DPC를 적용하

고 있다.1) DPC제도는 우리나라 신포

괄수가제와 유사한 제도로써 행위별수

가제와 포괄수가제를 결합해 포괄항목

에 해당되는 부분은 포괄수가제로 지

불하고 비포괄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해 지불하는 혼합 

방식으로 운영된다. 

*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으로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음. 

분류 체계

일본의 DPC는 입원일당에 기준한 

포괄수가 형태로 ‘진단군 분류에 근거

한 1일당 정액보수 산정제도’를 의미

한다. 일본은 DPC 도입 전 미국형 포

괄수가제 도입가능성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의료경제연구기구, 일본의사

회 등 관련 단체가 이를 검토했으나 

일본의 독자적인 진 단군 분류를 개

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일본만의 독특한 지불제

도를 구축했다. DPC 분류에는 임상

전문가 판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며, 후생노동성 및 중앙사회보험의료

협의회(Chuikyo)는 임상전문가 의견

에 기초해 진단군 분류를 결정한다. 18

개의 주요진단군(Major Diagnostic 

Categories, MDC)을 바탕으로 2,873

개 진단군이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2,309개 진단군에 포괄점수가 설정됐

다. DPC는 14개 자리수의 코드로 구

성되고 △입원유형, △환자정보, △수

술 유무 및 종류, △자원 소모량, △합

병증, △중등도가 고려돼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에 비해 상세히 분류돼 있

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1>. 

수가 구조 

DPC 총지불액은 포괄산정 항목과 

포괄 외 산정 항목(행위별 수가)의 진료

보수액에 입원시 식사요양비가 더해진 

것으로 입원기본료, 검사, 투약, 화상

진단, 주사 및 1,000점 미만의 처치는 

포괄수가로 산정되고 수술, 마취, 방사

선 치료, 의학관리, 재활, 정신과 전문

요법, 내시경검사, 1,000점 이상의 처

치 등은 행위별수가로 산정된다<그림 

2>. 포괄평가 지불액은 질병군별 1일

당 점수와 입원일수, 의료기관별 계수

에 따라 계산된다. 의료기관별 계수는 

포괄진료비 산정 시 의료기관별 차등

을 주기 위한 계수로 기능평가계수 1과 

2, 기초계수 및 잠정조정계수로 이뤄져 

있는데 기능평가계수 2가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진료성과에 따라 

진료비가 지불되도록 한다. 포괄과 비

포괄의 구분은 미국 포괄수가제와 유

사하게 병원수가 요소와 의사수가 요

소로 구분되지만 병원수가와 의사수가

로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병원 평가 및 데이터 구축

DPC 대상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

생노동성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시

켜야 하며, DPC 준비병원을 거쳐 대상

병원이 된다. 대상병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그림 3>.

모든 DPC 대상병원은 지불기관에 

청구명세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후생노동성에 DPC 관련 데이터를 제

출할 의무를 가진다. 제출하는 데이터

는 환자 단위의 의무기록정보 및 청구

서 데이터 정보와 의료기관 단위의 정

보이며,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된다. 제

출된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DPC 운

영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 판단

의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병원 간

의 비교를 통한 표준진료지침(clinical 

paths) 평가와 병원관리 기반 마련에 

활용된다. 

시사점

일본은 포괄수가 도입 당시 이해관

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포

괄수가제 운영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으며, 임상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포괄수가를 설계하여 의료기관의 자발

적인 참여를 확보했다. 

또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포괄수

가제 대상병원을 선정 및 관리, 양질

의 병원데이터를 확보해 포괄수가제 

운영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을 도모한다. 우리나라 7개 질병군 포

괄수가제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됐지만 다소 미흡한 사회적 합의

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어 의료기관

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추후 포괄수

가제 개선을 위해서는 현 포괄수가제 

운영이 적절하게 평가되고 이를 바탕

으로 문제점 개선이 이뤄지도록 양질

의 병원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수집

된 비용 및 질 데이터를 합리적이고 투

명하게 제공해 이해당사자들의 포괄수

가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포괄수가제 운영의 투명성 또한 

확보될 것이다. 

 포괄수가제도-(5)일본

일본 DPC, 양질의 병원데이터 분석 통해 평가·운영개선
국내 DRG 투명성·제도수용도 높이려면 비용 및 정보 제공 질 수준 높여야

황 효 정

메드트로닉코리아 차장

<그림 1. KDRG와 DPC 코드 입력에 관한 알고리즘 비교>2) <그림 2. 포괄 및 비포괄 산정 항목>3)

<그림 3. DPC 대상병원의 기준>

구분 기준

1 일반병동·특정기능병원 전문병원 입원료에 대해 7대 1 또는 10대 1의 가산 산정

2 진료관리체제 가산 신청

3 후생노동성이 실시하는 DPC 조사에 참여하며, 입원환자 및 외래진료 데이터 제출

4 DPC 조사에서 조사기간 1개월분의 ‘데이터/병상’ 비가 0.875 이상

5 적정 코딩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개최

1)  김도훈 외,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2014,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2)  KMA의료정책연구소, 포괄지불제 현황과 방향, 2014, 국

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정형선 외, 일본 DPC제도의 확대 및 한국에의 시사점, 

2013,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식약처 의료기기 정책 방향

우 리 나 라 는  우 수 한  I T 

(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을 기반으로 BT(Bio 

Technology) 및 NT(Nano 

Technology)까지의 복합 인

프라가 구축돼 있어 융복합 제

품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콘택트렌즈형 혈

당 측정기, 로봇보조운동장치, 

3D 프린팅 맞춤형 인공 뼈 등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기존에 생각지도 못한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대 변화에 규제 속도가 

뒤처지지 않으면서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 안전 강

화를 위해 지난해 식약처 의료

기기 정책은 그 어느 해 보다 

바쁘게 지낸 한 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지난해 성과 및 올해 정책 방향

2016년도 주요성과로는 △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품목별 가이드라인 

세계 최초 제시 △개발 단계별

로 허가·심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별 허가제도 도

입 △의료기기 허가·신의료

기술평가 통합운영으로 허가 

기간 최대 13개월 단축 △인체

유래 검체(혈액, 소변 등)를 대

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제품 임

상적 성능시험 실시기관을 검

체수탁의료기관까지 확대 △

유망 의료기기 제품화 전과정 

맞춤형 지원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의무지정제도 전면 시

행 등이 있다.

의료기기 분야 국내외 환경

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7년도에는 의료기

기 규제 선진화를 통한 창조경

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

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 국민보건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

한 규제에 대한 개혁은 지속적

으로 추진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한다. 

첫째, 첨단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선제적 의료기기 허가체계 마련

급격한 기술의 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AI) 기술

이 적용된 첨단기기, 로봇기술 

및 3D 프린팅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등 새로운 모

습과 형태의 의료기기들의 개

발이 활성화되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개념 첨단 의료

기기 개발속도에 의료기기 허

가·심사 및 안전관리체계 부

응할 수 있도록 허가체계개편

을 추진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선제적 허가심사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제품

의 새로운 품목분류를 마련하

고, 전자센서 등이 부착된 첨

단 재활 로봇의 허가·심사 가

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제품

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3D 프

린팅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 현

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GMP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체외진단제품의 경우 질병 

진단에 특화되고, 체외에서만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성능 중

심의 차별화된 안전관리체계

를 마련하고자 한다. 체외진단

용 시약 중심의 관리에서 시약

뿐 아니라, 측정기기, 시스템을 

포함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인체유래 검

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적 성능

시험 중심으로 임상평가를 개

편할 예정이다. 나아가 체외진

단제품의 정의, 등급분류 기준, 

성능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규

정한 별도의 체외진단제품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체외진단

제품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안

전관리체계를 마련고자 한다.

둘째,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그간 전체 의료기기 중 일

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2

개 품목에 대해서만 유통 과정

을 파악함에 따라 부작용 등 문

제발생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

수·폐기 및 환자 피해방지가 

곤란했다. 이에 제조·수입되

는 모든 의료기기에 국제적으

로 표준화된 고유식별코드를 

부착하고 통합정보를 등록하

도록 해, 생산부터 유통, 사용

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손바

닥 보듯 추적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회수·폐

기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문제 해결 및 소

비자 대상 정보 제공 등 의료기

기 안전사용 및 유통 환경을 조

성하고자 한다. 2016년 12월

에 의료기기법 근거 규정을 마

련했으므로 의료기기 통합정

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4등급 

의료기기 및 감염우려 일회용

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

합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진

행하고자 한다.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발간하고 업계의 

원활한 UDI 적용을 위한 맞춤

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해요소·사회적 이

슈 중심의 제품을 선정해 타

겟(Target)감시체계를 운영

함으로써 사전 예방의 효율성

을 강화할 예정이며, 불법 의

료기기 수입·통관 차단을 위

해서 관세청과의 협업도 강화

할 예정이다. 불법통관 우려품

목 및 업체 정보를 관세청에 제

공해 불법 의료기기 자동 수입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식

약처-관세청의 통관단계 현장 

협업검사 및 특별 합동단속 등

을 실시해 불법 의료기기의 수

입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중심의 의료기기 안

전망 강화 

무료체험방 등에서의 불법 

광고로 인해 어르신 계층의 피

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무료

체험방 등 불법 광고 특별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료

체험방 전담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을 지정해 사전 정보 수

집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시 단

속활동을 통해 반복 적발된 업

체에 대해는 강력 조치할 예정

이다. 또한 전국 단위의 대리

점 형태 판매업체의 취급 의료

기기에 대한 가격 정보를 조

사·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고가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사용자(소비자·의료인) 불

만제품 및 품질불량(부작용 보

고) 제품 등 사용자 중심의 수

거·검사를 실시하고, 콘돔, 

전자체온계, 임신진단테스트

기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

용·가정용 의료기기 취급 대

형마트 및 통신판매업체 등에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

템’을 도입해 위해 의료기기의 

신속한 판매 차단을 통한 소비

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회수사실 등이 환자에

게 통보되지 않아 적절한 진료

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환자 개인정보 수

집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의

료기기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관련 회수 및 

보상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적

극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예

방 및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넷째, 국제적 수준의 첨단 의료

기기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식약처는 미래부, 산업부, 복

지부, 중기청 등 5개 부처 합동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

단」을 지속·운영함으로써 연

구개발부터 시판허가 및 수출

까지 전주기 통합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총리실 민관합동규

제개선추진단,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

해 개발부터 수출까지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

고 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품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를 2016년 20

개 제품에서 17년 40개 제품

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R&D 지원 과제 등 세계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은 제

품 20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주

기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한다. 

R&D, 임상, 허가, GMP 등 제

품 개발 단계별로 각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 규제·

개발 정보 및 기술 등을 제품별 

전문 멘토링팀을 구성·운영

함으로써 제품화 전주기 지원

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시장동향 및 규제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세계 시장 선점에 기여하고

자 작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의료기기 통합정보뱅크」의 서

비스 수준 또한 한층 업그레

이드할 예정이다. 현행 10개

국 정보 지원 범위를 13개국으

로 확대하고, 정보검색 도우미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업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맺음말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인 

ICT 기반 첨단 의료기기 시장

의 급성장과 고품질 의료서비

스에 대한 수요 증대는 의료기

기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 도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

각한다. 의료기기의 업계의 창

의적인 도전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국민의 성원이 함

께 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

리나라 첨단 의료기기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에 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의

견과 참여 그리고 협조를 부탁

드린다.

“안전과 무관한 ‘규제’ 개선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신개념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부응하는 허가심사·안전관리 체계 개편 

신 준 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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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경제 전망

벨라루스는 유럽 동부 내륙의 폴란

드와 러시아 중간지대에 위치한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이다. 벨라루스어와 러시

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

아어를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한다. 벨라

루스는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특혜 및 구제금융 지원 

등으로 경제를 지탱해오고 있다.

그러나 2014년도 대러시아 경제제

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경제적 동맹국인 벨라루

스도 이에 대한 영향으로 경기침체와 

외화 부족 등 달러화 기준 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벨라루스 정부는 만성적인 외화 부

족 현상을 타개하고자 차관 도입, 화폐 

개혁 등을 통해 대외 수출 확대의 의지

를 보이며, 시장경제의 재기를 노리고 

있다. 또한 WTO 가입을 통해 다른 국

가들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추진, 대

외 경제활동을 위한 관계변화의 계기

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부

족한 사회기반시설, 의료, 국영기업 제

조시설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중소규

모부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벨라루스 의료기기 시장 동향

벨라루스의 의료기기산업은 노년층

의 인구증가 및 이에 따른 각종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

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의료현대화를 목표로 민간병원 

설립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꾸준히 시장진입을 노려 개척해 나

가야 하며, 고정적인 거래선을 차츰 확

보해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병원 설립 단계부터 진입한다면 

충분히 입지확보가 가능하다. 

지난해 벨라루스 보건부는 World 

Bank의 협상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신

생아 케어 시스템 개선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비전염병 관리 임상역량 강

화를 목표로 e-Health 시스템과 ICT 

기반의 임상적 의사결정 지원 tool 구

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벨라루스의 의료기기시장은 사회

주의의 영향으로 국영병원이 대부분

이며 민간병원은 주로 수도인 민스크

에 위치하고 있다. 필요한 기기 및 소

모품은 주로 입찰을 통해 구매하며, 

의료 관련 입찰을 수행하는 기관은 

Belmedtehnika이며, 20달러의 수수

료로 원하는 업체와 연결시켜준다. 특

히, 2013년부터 러시아와 공공조달시

장을 통합하면서 공공조달 수요가 크

게 늘어났다. 

한국(대 벨라루스) 의료기기 수출 현황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

제품(특히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유

의 가공품), 화학제품(칼륨비료), 기계 

및 차량, 농식품류, 금속류 등의 제품

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

입 품목은 에너지, 원자재 및 부품, 소

비재, 기계·장비류 등으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와 원자재의 비중이 높은 특

색을 보이고 있다.

벨라루스의 의료기기 시장은 80% 

이상이 수

입을 차지하

며, 주로 독

일 및 러시

아에 의

존 적 이

다. 최근

에는 중국

이 낮은 가격

을 무기로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영상진단기기 

분야와 기타 의료기기 분야가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비교

적 높은 편이며, 주요 교역국인 러시

아 등 타국을 통한 우회 수입보다 제조

사로부터 직수입을 선호한다. 2015년

도 기준 한국에서 벨라루스로 직접 수

출한 의료기기 규모는 약 245만 달러

로, 약 32개 품목을 14개 기업에서 수

출했다. 수출금액 기준으로 면역화학

검사시약(27.38%), 개인용면역화학

검사지(27.2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26.46%)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며 세 

품목이 전체 수출의 80% 가까이 차지

하고 있다.

벨라루스 주요 인증제도

벨라루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해당 제품이 강제인증 대상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인력이 명시된 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서와 자

기적합선언을 받아야 하며, 분류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

나 자발적으로 획득이 가능하다.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생

산·실험 과정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

하는지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국가 표준 기준을 적용 및 제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부합 여

부를 검증받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다. 

자기적합선언의 경우 벨라루스에 

등록된 법인이나 개인영업자만이 획

득할 수 있으며, 자기적합선언을 받

은 후에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생

산자나 수출자는 표준적합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식승

인기관 및 실험연구실을 통해 서류

를 보강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의

료기기 판매와 수출을 위해서 인증서

(Certification), 신고서(Declaration), 

등록증(Registration)이 필요하다. 

벨라루스 의료기기 등록

벨라루스의 의료기기 등록 및 인증,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의 전문기관인 CETH(Center for 

Examinations and Tests in Health 

Service)이다. CETH에서는 의료기

기의 안전성, 효능 및 품질 요구 사항

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국내·

외 의료기기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또

한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허가와 미

등록 의료기기의 판매에 대한 허가사

항도 관리한다. 국외 의료기기를 등록

하려는 업체에서는 의료기기의 안전

성, 유효성 및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벨라루스

의료기기
등록규정

의료기기
등록규정

검사결과에 따라 신청자는 등록신청 

서류를 보건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보

건부가 3∼5개월 동안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의료기기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

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발급

된 등록증은 5년간 유효하며, 의료기

기 등록갱신의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3개월의 심사 

기간이 걸린다.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지정 

대리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러시아어나 벨라루스어로 번역해, 외

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함께 

CETH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벨라루스 내 제품 등록을 직접 할 수 

있으나 현지 언어와 법률 환경에 능통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른다. 

2015년도에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 5국 관세동맹(러시아, 벨

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

르기스스탄)에서는 공통으로 적용되

는 CU(Custom Union) 인증(EAC 

Mark)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EEU의 

의료기기 등록 규정 및 의료기기의 품

질 관리 시스템 요구 사항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한다. 

등록증의 경우 현재 통합작업을 추

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품목별로 각국

에서 상이한 내용이 많아 발급 전 확인

이 꼭 필요하다.

의료기기는 그 위험도에 따라 Class 

1(저위험군), Class 2a(중간위험군), 

Class 2b(상당위험군), Class 3(고위

험군)의 4등급으로 분류된다. Class 1

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제

조업체가 전적으로 수행하지만, Class 

2a, 2b 및 Class 3의 의료기기의 경우 

인증기관의 절차를 통한 평가가 필수

이다.

벨라루스 진출 시 주의 사항

벨라루스의 수출 진행은 주로 현지 

딜러와 독점판권계약을 통해 이뤄지

며, 딜러의 마케팅 역량에 따라 수출 가

능성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딜러 선정

을 신중히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러시

아 딜러를 통해 벨라루스에 우회 진출

했던 업체의 경우 현지 수입상과의 직

접 수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단계적

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야 한다. 민

영 의료시설에서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의료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유

지관리 및 A/S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품목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벨라루

스 정부는 수입대체 정책을 시행 중이

며, 이는 자국산 제품에 대한 우선 혜택

을 부여하고 있다. 경쟁 입찰보다 정부

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스펙사항에 대

해 가격경쟁력으로 진출을 노리는 것

이 좋다. 자국산 제품의 경우 입찰과정

에서 응찰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15% 

감산한 가격으로 경쟁하게 되어 있으

며, 외국기업의 경우 벨라루스 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자국산 제품으로 취급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EU(유라시아경제연합)산 제품도 

일정 서류만 구비하면 벨라루스산 제

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EEU 국가 내에 

투자 진출하여 제조한 제품의 경우 벨

라루스 시장 진출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리·협회 산업정책연구부 

※ 출처 

1.  BMI, Belarus Medical Devices Report Q2 2017

2. 식약처, 2015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3. KOHES, 해외의료시장동향

4. 보건산업진흥원, 동향과 정보

5.  KOTRA, CIS지역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6. KOTRA, 해외시장뉴스 

7. CETH, http://rceth.by/en/

수 도 : 민스크

언 어 : 벨라루스어, 러시아어

면 적 : 약 20만㎢ (한반도의 0.94배)

인 구 : 약 958만명 (세계 92위)

GDP : 약 481억 2,600만 달러 (세계 83위)

<의료기기 등급 분류>

등급 위험 정도 종류

Class 1 Medical products with a low degree of risk microscopes, medical scales, audio 
reaction testers, etc. 

Class 2a Medical products with a Medium degree of 
risk 

audiometers, laboratory equipment, 
Spiro meters, etc. 

Class 2b Medical products with a higher degree of 
risk 

cardiocheck analyzers, 
plethysmographs, defibrillators, etc. 

Class 3 Medical products with a higher degree of 
risk 

implants, end prostheses, lithotripters 
etc. 

<의료기기 등록 방법>

구분 제출서류 심사기간 등록증 유효기간

국외 생산 
의료기기 

등록(재등록)

- 신청서

- 기술문서

- 생산 국가에서 발행된 험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사본

- 사용 설명서

- 위임장(지정대리인)

3개월~5개월 5년

이미 등록된 
의료기기의 
정보 변경 시

- 신청서 

- 변경사항에 대한 인증서
3개월

기존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따름

<2015년 한국(대 벨라루스) 수출 품목 현황>

(단위 : 달러, %) 

순위 한글품명 수출금액 비중

1 면역화학검사시약 670,564 27.38

2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 666,577 27.21

3 초음파영상진단장치 648,151 26.46

4 의료용조합자극기 129,600 5.29

5 조직수복용생체재료 70,059 2.86

한국(대 벨라루스) 수출 합계 2,449,350 100

전체 수출 2,710,714,890 -

<국외 생산 의료기기 등록신청서>

<자기적합선언과 인증의 구분>

자기적합선언 인증

생산자와 수출업자에 의해 집행
공식인증기관은 자기적합선언의 목록을 관리

공식인증기관에 의해 집행

사본 : 자기적합선언의 소유자의 권한
사본 : 인증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공식인증기관의 권한

생산품 생산품, 서비스, 인력

벨라루스,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지역 진출 전초기지

Republic of belaRus

베네수엘라, 자가 의료진단장비 수요 증가 

한국 의료장비 신뢰도 높아, 의료기기 90% 외산

베네수엘라 당뇨 및 성인병 인구

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혈당측정기 

등 자가 의료진단장비 수출이 기대

된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인구 3,100만 

명 중 200만 명(7%)이 당뇨병을 앓

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성인질환

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2013

년 이후 시작된 경제위기로 의약품

과 의료장비의 수입이 크게 위축되

고, 병원 치료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질병의 예방과 

특정 보유질환의 측정을 위해 혈압

측정기, 혈당측정기, 체온계 등 자가

진단장비를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자가진단장비

를 생산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

하고 있으며 수입 규모는 2015년 기

준 총 510만 달러 수준이다. 이중 절

반 정도인 220만 달러는 보건분야에

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로부

터 들여오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산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가진단장비 수입은 쿠바,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 핀란드가 4, 5위

를 기록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4년에만 당뇨질

환으로 2만 명, 심장질환으로 4만 

5,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

계되면서, 현재 성인질환 예방을 국

가적인 공중보건 과제로 다루고 있

다. 이에 ‘내분비-신진대사 보건 프

로그램ʼ을 추진, 공공의료기관을 통

한 치료와 관련 자가진단 장비의 공

급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화부족으로 정부의 공급

이 매우 부족하고, 또 정부가 공급하

는 중국산 진단기기는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당뇨 질환을 앓

고 있는 국민이 진단 장비를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무역관에 따

르면 “한국 의료기기가 베네수엘라 

보건업계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초

음파기기, 엑스레이, ICU, 일회용 

제품, 마사지기 등이 호평을 받고 있

으나 현지 수출 타진을 위해서는 베

네수엘라 수입업자가 주로 방문하는 

독일 메디카 박람회를 활용해야 한

다”고 조언했다.

<벨라루스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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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주요 여정

1월을 보내며 진정(?)한 정유(丁酉)

의 횃소리를 다시 듣는다. 언제나 반

복되는 시간의 연속에 달을 나누고 

해를 나눔은 또 다른 다짐과 출발을 

위한 것이다. 1월 11일에 개최한 다

기관 허가도우미 협의체는 새 출발에 

대한 모두의 다짐을 담아 〈표 1〉의 일

정에 내디딘 첫발자국이다. 이 모임

에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

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그동안 허가

도우미 지정업체에 지원한 내용을 발

표하고 한해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특히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를 다기관협의체로 추가 지정하고 오

기환 본부장은 협의체 위원으로 이번 

회의부터 참석했다. 바이오협회는 체

외진단협의회를 통해 체외진단제품

의 해외진출과 보험수가와 관련한 경

험의 공유 및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집중지원 대상 업체(㈜케

어메디)에서 요청한 애로사항에 대해 

임상 GMP 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사

항은 오송첨단재단에서 도움을 주기

로 하고, 안전성시험(ISO 14708-1) 

및 성능시험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첨단재단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정보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한 현장 홍보를 업계 및 

협회와의 공동노력으로 추진하고 있

다. 그 일환으로 1월 12일에는 분과위

원과의 홍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

회의 각 분과장과의 회의를 개최했다. 

‘정보 취약계층 대상 의료기기의 안전

사용 현장홍보’에 대한 취지와 추진계

획을 설명하고 대상별 세부 홍보계획

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다문화 

가정과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노인

과 특정일별로 차별화된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체온계, 수동식의료용

흡인기, 창상피복재 및 혈압계는 연구

사업을 통해 리플릿을 마련하고 다문

화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

라인 홍보와 더불어 지역센터를 방문

해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 및 청

소년 대상으로는 작년과 동일하게 협

회의 이동검진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콘택트렌즈와 체온계 이외의 추가 품

목도 개발하고 이동검진(주관 온프렌

즈) 장소의 섭외를 감안해 1개월 전에 

홍보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노

인 대상의 인공수정체와 치과용임플

란트에 대해서는 소통협력과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일

별 일반인 대상으로는 주요 행사의 날

(세계당뇨의 날 등)에 당뇨관리와 같

은 질병관리와 연계한 의료기기의 올

바른 사용법을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파워블로거를 통한 홍보도 강구하기

로 했다. 당뇨병과 관련된 의료용랜

싯(구강소화기기과)과 혈당측정기(체

외진단기기과) 및 당뇨병치료제(의약

품심사부), 그리고 식품 등을 포괄하

여 홍보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과와 대

변인실과도 협의하기로 했다. 그 밖의 

홍보방법과 계획과 대해서도 많은 의

견을 나눴으며 올해에는 다양한 방법

과 입체적인 홍보방안을 통해 의료기

기사용자의 안전체감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월 17일에는 전자의료기기의 첨부

자료 요건을 검토하는 네 번째의 협의

체를 개최해 국내시험검사기관에서 

해외시험성적서를 검토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모임

에는 검사제도과에서도 참석해 성적

서인정에 대한 법적내용을 설명하는 

기회가 됐다. 관련 규정(「의약품 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

에 관한 규정」 제18조 2항 4호)이 폐

지돼 국내시험검사기관에서 해외시험

성적서를 검토해 발급하는 것은 어려

우며,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의 

‘시험·검사의 위탁’에 따라 식약처장

이 지정한 모든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에서 시험·검사가 불가능한 시

험항목은 위탁이 가능함을 공유했다. 

그 밖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함께 제조

소의 해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의 소개와 의료기기법

률에서 근거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

는 의견도 소개했다. 그동안 네 차례

에 걸쳐 논의됐던 다양한 의견을 정리

해 다음 회의에서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에 대한 임상세미나와 함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설명회를 1월 20일

에 개최했다. 전임상시험과 임상적용

분야에 대한 세미나(김범준 교수, 중

앙대병원 피부과)를 통해 집속초음파

의 기본원리와 메커니즘, 리프팅과 

지방감소, 전임상시험의 평가항목 등

을 정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며, 

그동안 협의체를 통해 마련해온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집속형

초음파자극시스템 허가심사 가이드

라인 추진현황과 품목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신청서 작성 및 심사시 고

려사항, 동등여부 심사방법과 성능평

가 등을 소개해 참석한 제조(수입)업

체 관계자 등 43명에게 실제적인 도

움이 됐다.

1월 24일에는 치과재료 시험·심

사기관과의 협의체 모임을 갖고 구성

원 인사와 더불어 새해의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

되는 환자맞춤형 치과교정장치의 허

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4과제에 대

한 내용을 설명하고, 구강소화기기

분과 협의체와 치과재료업계와 간담

회 등의 운영계획 및 2017년도 구강

소화기기과의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치과재료 품목의 허가·인증·

신고 종합안내서 마련에 대한 계획을 

소개하고 올해에도 치과재료의 협의

체를 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창구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

2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

리는 달은 아마 없을게다. 그 말 속에 

담긴 아쉬움을 담아〈표 2〉의 일정을 

살펴본다. 올 6월에 개최예정인 ‘제

3차 국제의료기기소통포럼(MDCF)’

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2.9)에서 운

영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15명)과 

더불어 운영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

이다. 그리고 IMDRF 회원국 가입

의 기반마련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허

가된 의료기기가 다른 나라에서 자

동으로 승인하는 제도(One-Cycle 

Approval)의 추진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OCA 추진 민관협의체 회의

(2.9)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 전문위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또

한 자가검사용 의료기기는 사용자의 

사용방법이나 사용시 주의사항 준수 

여부가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인용요화학분석기에 대한 전문가

회의(2.17)를 개최할 예정이며, 생활

밀착형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현

장홍보와 관련한 협회와의 두 번째 

회의(2.17)도 계획하고 있다. 그밖에 

합리적인 허가심사의 가이드라인 마

련을 위해 성형용 필러(2.14)와 로봇

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기(2.22)

에 대한 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2주(2.6~2.10)
○ ‘제3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을 위한 운영위원회(2.9)
○ OCA(One-Cycle Approval) 추진 민관협의체(2.9) 

3주(2.13~2.17)

○ 성형용 필러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방안 마련 협의체(2.14)
○ 다기관협력을 통한 허가도우미 전문협의체(9차)(2.15)
○ 개인용요화학분석기 안전사용 홍보 리플릿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2.17)
○ 심혈관기기분과 혈관용스텐트 소분과 간담회(2.17)
○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안전사용 현장홍보 관련 협회회의(2차)(2.17)

4주(2.20~2.24)

○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5차)(2.21)
○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협의체(2.22)
○ 의료기기 원재료 자사규격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2.24)
○ 전기수술기용전극의 품목재분류 및 성능평가 방안 마련 전문협의체(2.27)
○ 치과재료 업계 간담회(2.28)

〈표 2〉 12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1월 11일
○ 다기관협력을 통한 허가도우미 전문협의체(8차)
 - 기관별 운영결과 공유 및 신청업체별 신속제품화 지원방안 등 논의

서울역
워크센터

13명

1월 12일
○ 정보취약계층대상 의료기기의 안전사용 현장홍보 전문가회의
 - 계층별로 차별화된 홍보방법에 대한 산업협회 분과와의 논의

식약처
별관

14명

1월 17일
○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
 -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검토 및 의견 수렴

아셈타워 25명

1월 20일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임상세미나 및 가이드라인 민원설명회
 -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추진현황과 주요내용 소개 및 품목개정 등 논의

LW
컨벤션

43명

1월 24일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협의체
 - 치과재료분야의 ’17년도 업무계획 공유 및 개선사항논의

서울역
워크센터

11명

<표 1> 11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의료기기 안전사용에 대한 취약계층별 현장홍보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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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7.01.31)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7년 900 197 159 377 733 165 2

2016년 898 197 159 375 731 165 2

증감 2 0 0 2 2 0 0

■  제18회 KMDIA 정기총회 개최 업무(계속)
○  일시/장소 : 2017. 02. 22(수) 10:00 / JW메리어트 호텔

○  주요내용 : 각 포상기관별 공적조사 접수완료 및 검토/초청장 시안 작성 및 인쇄

■  [BSI Kore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원·선임 심사원 교육 안내(01.05)
○  주요내용 : ISO 13485 : 2016 개정된 규격이 2016년 3월에 발행돼 변경·추가된 요구사항 교

육 안내

■  CHAMP 교육 업무-2016년 전략분야형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01.05)
■  [교육위원회] 식약처 심혈관기기과 방문 업무 협의(01.18)

■  [주한이스라엘대사관] 2017 이스라엘 의료기기 산업 사절단 모집 안내(01.05)
○  주요내용 

   -  MED in ISRAEL 전시회/2017. 03. 04(토)~09(목)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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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 : 주한이스라엘대사관 경제과, 한국 이스라엘산업연개발재단,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장소 : 이스라엘 텔아비브 컨벤션센터

 

■  [식약처] ‘국내 의료기기 허가제품의 글로벌 자동승인(One-Cycle Approval)’ 추
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문위원 모집 안내(01.20)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수출 지원과 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  [식약처] IMDRF 회원국 가입 추진 위한 자문위원단 및 민관국제협력팀 간담회(01.23)
○ 주요내용

  -  신규 국제협력사업(IMDRF 회원국 가입) 추진계획 공유

  -  IMDRF 회원국 가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단(STG) 구성

  -  2017년도 민관국제협력팀 추진계획 공유

■  [주한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무역 증진을 위한 협회 방문(01.24) 
○  주요내용 :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시장 현황 소개/ 양국의 단체 간 상호 교류 및 협업사항 논의

■  [국제교류위원회] 2017년 사업계획안 회의(01.24)
○  주요내용 :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모집/2017년 국제협력 사업계획 공유

■  국내 및 해외 전시사업 업무
○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17.03.30(목)~04.02(일))

○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17.05.15(월)~05.18(목))

○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17.03.16(목)~03.19(일))

■  국제교류사업 업무
○  ‘2017 한-일 공동심포지엄’ 5월 개최 예정 

○  JFMDA MOU 체결 업무 진행

○  국가별 주요 의료기기 협·단체 조사(계속)

  -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주요국 및 기타 유럽 의료기기 협·단체 조사

  -  중앙아시아 및 네팔, 라오스 등 아시아 의료기기 협·단체 조사

  -  중동 주요국가 의료기기 협·단체 조사

   ▶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법규-보험위원회 연계 대선 정책제안서 준비 사전 회의(01.03)
○  주요내용 : 의료기기산업 주요 추진정책 논의 및 제안/ 대선 정책 제안서 제출시 고려사항 논의

■  [법규위원회]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 회의(01.05)
○  주요내용 : 식약처 관리과-의료기기관리분과 워크숍 후속조치 논의

■  [서울식약청] 서울지방식약청장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01.10)
○  배경(목적) : 협회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업무 애로사항 및 산업계 기타 건의사항 청취

○  주요내용

  -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관련 식약처 행정처분 사항 실시간 반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광고사전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국민신문고 상습민원 대응 및 지자체 사후관리 담당자 교

육 방안

  -  GMP 위해우려제조소 선정기준 및 시점과 관련 절차의 명확화 및 심사지연에 따른 유효기

간 유예조치 적용 현황

  -  전시용 의료기기 승인 대상 기준 명확화 및 까르네 반입 별도 인정 방안

  -  의료기기 폐기시 공무원 입회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시정조치에 대한 세분화 등

■  [법규위원회]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및 의료기기심사부 방문(01.12)
○  주요내용

  -  금년 법규위원회 추진계획 및 신임 분과위원장 소개

  -  의료기기안전국 및 의료기기심사부 신년 인사

  -  금년 의료기기 안전사용 홍보계획 논의

■  [식약처]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 제4차 회의(01.11)
○  주요내용

  -  국내시험기관에서 해외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정 가능 여부 등 논의

  -  5차 회의 이후로도 협의체는 상설 운영 계획(3판, 설치형 의료기기 관련 이슈 논의)

■  [시지바이오] 3D 프린팅 의료기기 GMP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전문가 협의체 회
의 제2차(01.19)

○  주요내용

  -  3D 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제조시 GMP 고려사항 도출

  -  가이드라인 초안 검토(제품제작 요청서, 제품디자인 사전확인서, 제품 최종확인서 등)

■  [IVD위원회] 법규분과 제1차 전체회의(01.24)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통합운영에 대한 최근 간담회 내용 공유

  -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간담회 및 체진과 분기별 간담회 추진계획

  -  IVD위원회 신규위원 모집 및 기존위원 정보 업데이트

  -  IVD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식약처] 치과재료 업체 간담회 운영결과 안내(01.02)
○  주요내용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기술문서(모양 및 구조-작용원리) 작성 관련 안내

   -  치과재료 품목 및 등급 재분류 관련한 변경·삭제 필요 품목 의견수렴

   -  치과재료 업체 건의 및 애로사항 논의 등 발생 가능 민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민원만족

도 향상 등

■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제정·폐지 예고 안내(01.02)
○  주요내용 

   -  개정 : ‘KS P 5106 치과 - 치과 주조용 주석 합금ʼ 등 120종에 대한 산업표준 개정(안)

   -  제정 :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선 치료 기록 검증시스템의 안전성ʼ 등 26종에 대한 산업

표준 제정(안)

   -  폐지 : ‘KS P 6125 의료용 인공호흡기ʼ 등 13종에 대한 산업표준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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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01.03)

■  [식약처] 의료기기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채널 확보 등으로 늘고 있는 ‘의료기기 
부분품의 원재료 병행사용 방안’ 안내(01.04)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 분야 연구 및 산업현장 의견 제출(01.06)
○  주요내용

   -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대상 제품을 국제조화에 따라 1톤 이상의 물질만 관리

   -  의료인만 사용하는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자사홈페이지 광고사전심의면제 지정 품목에 

IVD 추가

   -  검체검사 수탁기관에서 잔여검체로 임상연구 시 환자 서면동의서 면제

■  [식약처]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사용 현황 조사 결과 제출(01.11)
○  배경(목적) : 협회 회원사 대상 현재 UDI 사용 현황 및 표준체계 등에 대해 조사 진행, 총 58

개사 회신(수입 32개사, 수입/제조 6개사, 제조 20개사)

■  [식약처] 2017년도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01.16)
○  주요내용 : 산업계 소통창구 운영을 통한 민관 협치 기반 구축을 위해 의료기기 소통포럼 지

속 개최, 금년도 운영위원회 구성

■  [식약처] 의료기기 원재료 작성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01.16)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서류의 원재료 작성 합리화를 위해 원재료의 자사규격 작성방식을 

개선하고자 협의체 구성

■  [중기청옴부즈만지원단] 중소·중견기업 핵심규제 발굴 안내(01.18)

■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01.26)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품목 재분류 신청 시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제출자료,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의료기기 품목별 국제적 기준 및 이미 분류되어 지정·관리되는 유사품목과 비교

해 품목 재분류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 홀 충전재’ 1개 품목 신

설 및 ‘치과용 CAD-CAM 밀링장치’ 등 8개 품목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일부 개정고시

■  [식약처] 2017년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기한도래 안내(01.26)
○  주요내용 :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대상 및 방법 등을 안내

■  [보험전략기획위원회] 인제대 배성윤 교수 초청 회의(01.23)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선별급여 근거마련 중으로 선별급여 제도 개선 현황 및 향후 

업계 대응방안 논의

  -  필수급여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와 신속한 보험 등재 결정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건의 

방안 논의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01.10)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높이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기한 단축 등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신청 기간을 기존 15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안

■  [국무총리실] 의료기기산업 규제개선 추진 현장간담회 관련 과제발굴 안내(01.11)
○  주요내용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의료기기산업의 기업현장 규제·애로사항을 발

굴해 개선하고자 2월 중 현장간담회 개최 예정

■  [NECA]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01.12)
○  주요내용 : 2017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및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사업와 관련해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및 신의료기술

수반 의료기기시장진출 지원사업을 회원사에 안내 

■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안내(01.25)

○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기존기술여부) 신청에 대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심평원에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

해 신청인에 대한 통보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 

안내

   ▶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업무
(기준 : 2017.01.01~31)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101 8 2 48 159 472 7,701 8,332

 ■  [식약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의(01.13)
○  주요내용 : 협회 승인시스템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모니터링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업무

협의

■  제1·2·4차 광고사전심의위원회(온라인 심의) 개최(01.04, 11, 25)
■  제3차 광고사전심의위원회(대면 심의) 개최(01.18)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7.01.31)

구분 처리 2017년

제1차~제4차

승인 113

380 380조건부 승인 263

미승인 4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182

230 230
불이행 48

※ 2017.01.01 ~ 01.31 기간 중 전체 처리 건수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시스템 고도화 구축 (01.23~31)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 고시에 따른 광고사전심의 홈페이지 개선

■  제1차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개최(01.13)
○  주요내용 :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자사제품설명회 및 교육훈

련 심의, 사전·사후 신고사항 등 558건 결과 보고 

■  [복지부] 리베이트3법 지출보고서 관련 회의(01.18)
○  주요내용 : 현재 지출보고서 양식은 의약품 지출보고서에 맞춰 작성되어 있어, 의료기기 양

식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윤리위원회에 검토 후 의견서 제출

  

■  [간납업체개선TFT] 2017년도 제1차 회의(01.19) 

■  [윤리위원회] 2017년 1차 정기회의(01.24)
○  주요내용 : 리베이트3법 지출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의료기기 양식 개선을 위한 

윤리위 프로젝트팀 구성

   ▶  산업정책연구부 - 미래전략연구팀, 정보분석팀

■  「2016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 배포(계속)
■  2016년도 의료기기 실적보고 접수 실시(01.01~01.31)
■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최종평가 발표(01.05)

■  [진흥원] 국내기업-글로벌기업 간 협력 지원방안 논의(01.05)
○  주요내용

  -  협력사례 및 수요조사 및 상생협렵체(위원회) 구성

  -  BIO KOREA 연계 포럼 운영 지원 및 협력 DB 구축

■  [산업발전위원회] 제2회 의료기기산업대상 행사 개최 회의(01.09, 11)
○  주요내용

   -  의료기기산업대상 행사 추진계획 논의

   -  2017년 산업발전위원회 사업추진방안 논의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 연구지원과제 진도점검 회의(01.10)
○ 주요내용 : 2단계 6차 연구지원과제 진도점검

■  [식약처] 신규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발표(01.11)
 ○ 과제명 : 예방 건강관리 기반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다년 과제)

■  [서울시청]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해커톤 개최 관련 회의(01.19)
○  주요내용

   -  협·학회별 기술개발 동향 공유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분야별 해커톤 개최방안 논의

   -  공동홍보, 참가자 모집, 사전교육 및 컨설팅, 단계별 평가 등

■  [미래학회] 제1회 미래학회 월례 학술 세미나 참석(01.20)
○  주요내용

  -  미래의료기술 메가 트랜드와 의료 예측

  -  빅데이터와 의료의 변화

  -  미래 의료제도와 생태계

   ▶  대변인

■  [홍보위원회] 2017년 홍보사업계획안 회의(01.12)
○  주요내용 

   -  금년 홍보사업계획 논의

   -  식약처 새해 인사 방문 및 협력 홍보사업 논의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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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텍(대표·고정택)은 지난달 

23일 미국 의료기기 온라인전문유통

회사인 ‘아이레메디(iRemedy)’와 5

년간 5,600만 달러(약 653억원) 규

모의 정형외과 일회용 핸드피스(수

술도구) 독점공급 MOU 계약을 체결

했다. 이미 지난해 8월 미국 정형외

과 의료기기 전문 유통업체 ‘유니버

셜메디컬프로덕츠’와 300만 달러 규

모의 독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30여년의 역사를 지닌 아이레메

디는 의료기기 유통 전문업체로 생

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온라

인 의료기기판매의 ‘아마존’으로 불

리고 있다. 일반 가정용 소매용 의

료용품부터 전문 수술기기까지 다

양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미국 시

장에 공급하고 있다.

아이레메디는 온라인을 통해 미

국 전역에 알로텍의 제품을 공급하

게 되며 별도로 미국 내 500명 규모

의 전문영업인력을 통해 주요 병원 

및 수술센터 등에도 적극적인 오프

라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알로텍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고철웅 수석연구원 연구팀과 공동

으로 개발한 ‘테라 AT 3.0 시리즈’

를 공급하게 되며, 기존의 재사용 

의료 핸드피스의 불완전한 세척·

멸균에 따른 환자의 2차 감염위험

을 예방할 수 있다.

고정택 대표는 “테라 AT 3.0 시리

즈에 대한 미국시장 독점 진출에 이

어 미 온라인 독점 판매권에 대해 추

가 MOU 체결은 의료기기 선진국인 

미국에서 자사의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내 

중소의료기기업체의 세계적인 경쟁

력을 보여준 의미 있는 계약으로 미

국 전체 인공관절 수술 시장의 절반

인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 

점유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원장·이영찬)은 메

디칼임팩트 등 3개사에 의료기기분

야 보건신기술(NET)로 선정하고 인

증 수여식을 지난달 9일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술은 △메디칼임팩

트(대표·김기성) 투관침 및 봉합사

가 포함된 복강경 의료용봉합기, △

피씨엘(주)(대표 김소연) 감염성질

환의 고감도 다중검출을 위한 3차원 

SG Cap 기술, △(주)제노텍(대표·

김재종) FenDel 기반 고감도 유전

자 변이 분자진단 기술이다.

인증받은 기술들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NET 마

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

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 및 국

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NET 인증업체를 대상

으로 특허획득경비 및 해외박람회 

참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체

계적인 마케팅 등 진흥원의 각종 지

원사업에서의 우대와 함께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받는다.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

장은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

들이 다양한 인증지원 혜택들을 적

극 활용해 향후 보건산업분야 기술 

사업화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흥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신기술(NET) 인증마크

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

거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최초

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NET 인증

마크 홈페이지(http://www.khidi.

or.kr/technomart)로 가능하다. 

동방의료기(대표·안병산)는 당

뇨 망막병증의 적시적 치료와 효율

적인 정기적 검진을 위해 웰치 알렌

(Welch Allyn)사의 휴대용 망막전

위도(ERG) 검사기를 국내 출시했

다. ‘RETeval-DR’ 장비는 소형 망

막전위도(ERG) 검사기로 산동 없이 

5분 이내에 빠르고 편리하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당뇨 망막병증

을 판별해 낼 수 있고, 피부 접착식 

센서를 사용해 비침식 검사가 가능

하다.

망막전위도(ERG) 검사는 빛 자

극에 대한 망막의 전기적 반응을 측

정함으로써 병증이 있는 망막의 경

우는 신호 발생이 늦어지고 신호의 

강도도 낮아지게 된다. 또한 질병이 

진행될수록 다른 밝기의 빛에 반응

하는 동공의 변화가 적어지게 된다. 

RETeval-DR 장비는 이런 당뇨 망

막병증의 중증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점수로 환산해 검사 결과

를 Normal 및 High로 구분해 나타

내고, High 결과가 나온 환자는 추

가적인 정밀 검사가 요구된다.

당뇨 망막병증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망막전위도

(ERG) 검사의 경우, 동공을 확장 시

키는 산동제 및 콘택트렌즈식의 전

극을 사용해야 해서, 긴 시간이 소요

되고 환자의 불편이 작지 않은 검사

였다. 좀 더 간편하게 활용되는 안저 

촬영의 경우에도, 정확한 검사를 위

해서는 좀 더 넓은 부위의 촬영이 필

요하기 때문에 산동이 필요하다.

회사관계자는 빠르고 편리한 망막

전위도(ERG) 검사를 제공함으로써, 

평소 당뇨 관리를 위해 자주 방문하

는 내과 의원 등에서 정기적인 당뇨 

망막병증 검사를 받고 적시적인 치

료로 시력 손상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텍(대표·김정현)이 정유년 새

해를 맞이해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

일 홈페이지를 전면 새 단장 했다.

원텍의 홈페이지 개편의 주안점

은 고객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채널이 홈페이지라고 보고 방문 고

객이 짧은 시

간 안에 손쉽

게 제품에 대

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리

뉴 얼  했 다 . 

특 히 ,  가 장 

두 드 러 지 는 

특징은 방문 

고객이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성과 접근성을 높인 것과 모바일 홈

페이지 콘텐츠를 강화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적응증별로 관련된 장비

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Treatments’, △언제든 장비 문의

를 할 수 있도록 한 ‘Inquiry’, △원

텍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Newsletter’ 등의 기능을 추

가했다. 

원텍은 이번 영문 웹사이트를 시

작으로 한국어, 중국어 홈페이지도 

조만간 차례로 오픈할 예정이다. 

원 텍  김 정

현 대표는 “이

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

해 세계 최대 

수준인 43종

에 달하는 다

양한 제품의 

정보를 효과

적으로 제공

할 수 있게 됐

다”며 “이번 개편과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텍은 지난해에도 피부미

용 의료기기 사업에서 다시 한번 매

출 성장을 이뤄내 12년 연속 매출 성

장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알로텍, 미국서 5600만 달러 MOU 체결 쾌커
아이레메디 통해 미국 전역에 핸드피스 공급

진흥원, 의료기기분야 3개 기술 NET 인증
메디칼임팩트, 투관침·복강경 포함된 의료용봉합기 개발

동방의료기, 휴대용 망막전위도 검사기 출시
‘RETeval-DR’, 치료 필요한 중증 당뇨 망막병증 판별 

원텍, 새해맞이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
공식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동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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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 교육

-  TFT(2개):기준규격개편, 허가심사제도개편

-  분과(8개):의료기기정책, 의료기기관리, 

  의료기기안전평가, 임상제도, 첨단의료기기, 

심혈관기기, 정형재활기기, 구강소화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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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  2017년 2월 146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7년 2월 146호
업계소식 게시판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코브리지 유한회사 니콜라스클래리 02-6336-6763 수입

㈜윕메니지먼트 신상원 02-6324-1234 수입

㈜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02-1688-1155 기타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www.kmdia.or.kr

등 록 번 호 : 강남 라00612 대 표 전 화 : 02)596-0561

창 간 : 2005년 1월 1일 팩 스 : 02)596-7401

발 행 겸 편 집 인 : 황  휘 E - m a i l : paper@kmdia.or.kr

주 간 : 이준혁 간 별 : 월간

인 쇄 인 : 민순옥

발 행 처 :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 소 : (06133)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여삼빌딩 8층 (역삼동) 
※ 의료기기협회보에 게재된 글은 반드시 본협회의 공식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인 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고위공무원단 △바이오생약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동희

◇교육훈련=고위공무원단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김진석

◇전보=과장급 △국무조정실 고용식품

의약정책관실 김명호 △기획조정관실 기

획재정담당관 정용익 △처장정책비서관 

강백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

과장 좌정호 △식품영양안전국 식중독예

방과장 김용재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

과장 강석연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

과장 정명훈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장 이남희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

허관리과장 옥기석 △의료기기안전국 의

료기기안전평가과장 유희상 △의료기기

안전국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

진단 TF 허가심사팀장 이성희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김현중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장 강길진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영양기능연구팀

장 오금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

품심사부 종양약품과장 오호정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소화계약

품과장 최돈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동욱 △서울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장 최승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 김동술 △경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황인진 △대

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박정훈

◇교육훈련=과장급 △국립외교원 글로

벌리더십과정 부이사관 김성진 △세종연

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부이사관 김명정 

<이상 2017. 2. 1>

◇파견=과장급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

재단 김준규 <2017. 2.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이영성)

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

합운영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년 1

월부터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서비스’

를 시행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허

가(식품의약품안전처)-신의료기술평

가(보건복지부·NECA) 통합운영 제

도는 각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지

던 심의절차를 동시 진행해 소요시간

을 단축하고, 신청 및 통보 기관을 식

약처로 일원화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

모했다.

이번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서비스’

는 통합운영 제도 신청 전에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임상

시험을 계획단계부터 지원하는 서비

스로, 신청자들은 전문가 자문을 무료

로 제공받아 임상시험의 완성도와 효

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자문내용은 주로 시험군-비교군(대

조군) 설정의 적절성 및 임상적 의료

결과의 타당성 등에 관한 자문이다. 

자문절차는 NECA에서 해당 임상시

험 관련 질 높은 참고문헌을 선별해 연

구결과를 정리한 후, 신청 안건 분야 

임상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게 된

다. 회신받은 자문결과는 NECA에서 

최종 정리해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신청방법은 임상시험 계획서 자

문서비스는 NECA 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 공식 홈페이지 및 이메일

(nhta@neca.re.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자문서비스 신청서

와 임상시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NECA는 자문 제공 후,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 고객소통제도개선팀의 

전문 상담을 통해 자문결과와 개선방

향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자문 서비스

의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의료·산업계 고객

을 대상으로 ‘문헌검색 지원 서비스’도 

시행해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정

보 등 임상적 근거탐색 활동을 지원한

다. 문헌검색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담

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헌 검색과 

원문확보 방법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관련 의료기술에 대한 문헌 목록을 제

공할 예정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

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

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으로 지난해 12월 지정받았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직무대행·강태건 부장)는 총 26개의 

의료기기 품목군 중에서 △의료용자

극발생기기계기구, △내장기능대용

기, △시술용기계기구,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의료용경의 인허가 관련 

시험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해당 품목군에 대한 전

기·기계적 안전성시험, 전자파 안전

성시험, 생체적합성시험(생물학적 안

전성 시험) 및 지정 품목군 성능 시

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인체이식

형 의료기기의 MR 환경 안전성 시험

을 위한 MRI 적합안전성시스템 및 스

텐트 내구성 시험을 위한 다축스텐트

피로시험시스템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강태건 부장은 “국내 의료기기시

험검사업무 이외에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인증 획득뿐만 

아니라 CB(Certification Body) 인

증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세계적

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성장하고, 의료

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기초 기반

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국내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한 인프라 활용 지원, 애

로기술 해결, 성능 및 신뢰성 강화 등 

제품화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

하기 위하여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인 

연구공간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NECA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서비스’ 시행

홈페이지서 신청, 대조군 적절성·필수 검증사항 등 검토

오송첨복재단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시술용기계기구 등 5개 품목 시험검사 가능

 

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허준)는 

1일 의약품 주입용 기구 ‘아이포트 

어드밴스(i-Port Advance™)’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아이포트 어드밴스는 피하 주사 

약물을 제품 주입구를 통해 주입할 

수 있는 신체 부착형 의료 기구다. 

주입구에 주사 

바늘을 넣고 약

물을 투입하면 

부드럽고 유연

한 소프트 캐뉼

라를 통해 몸속

으로 전달된다. 

특히, 인슐린 

펜이나 주사기

를 사용하는 환

자들은 아이포트 어드밴스를 활용

함으로써 피부에 직접 바늘을 찌르

는 데서 발생하는 두려움이나 고통 

등을 줄이고, 쉽고 안전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 실제로 인슐린으로 

혈당 관리하는 당뇨병 환자 중 1/3 

정도(33%)가 바늘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 고통 때문에 인슐린 치료 시

에도 불안감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 

아이포트 어드밴스는 피부에 삽

입 후 3일(7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75회 미만까지 다회 주사

가 가능하다. 지름이 약 3cm의 작

은 원형 크기로, 이 제품을 부착하

는 동안 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성

인과 아동 모

두 에 게  사 용 

가능하다.

메드트로닉

코리아 당뇨병 

치료사업부 이

호근 상무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인슐

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바늘에 대한 두려움은 혈당 관리의 

큰 장애물”이라면서 “아이포트 어드

밴스는 피하 주사 횟수를 크게 줄여

줌으로써 환자들이 더욱 효율적으

로 당뇨병을 관리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스터(대표·최용범)는 작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고시에 따라 박스터의 홈초이스

(HomeChoice Automated PD 

System)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

는 소모품인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

터말단폐색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박스터 홈초이스를 사용해 자동복

막투석을 하는 환자들은 올해 1월 1

일 이후 발급받은 처방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모품 급여 확대로 환자들

은 카세트와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

폐색기를 1일 1개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스터의 홈초이스(복막투석장

치)는 복강 내로 투석액을 주입해 물

질을 교환하는 시간을 부여한 후, 투

석액을 제거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의료기기이다.

자동복막투석은 취침 전 환자가 자

동복막투석기계와 투석액, 몸의 도

관을 연결하면 수면하는 동안 자동

으로 투석이 이뤄지며, 자동복막투

석은 낮 시간이 자유로워 직장, 학교

생활 및 사회 활동의 제약이 적다.

복막투석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신 

대체요법 중 하나로, 가정에서 환자 

스스로 시행하는 치료방법이다. 콩

팥의 기능이 정상수준의 15% 미만

으로 떨어지면 환자 특성에 맞는 신 

대체요법이 필요하다. 투석 스케줄

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속적

으로 치료가 이뤄져 노폐물과 수분

량의 투석 전후 변화가 덜하다. 

복막투석은 지속성 복막투석

(CAPD)과 밤에 자면서 자동복막투

석기계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자동복

막투석(APD)으로 나뉜다. 현재 국

내 신 대체요법이 필요한 환자 수는 

약 87,014명에 이른다.

콜로플라스트코리아(대표·배금

미)는 지난달 1월 ‘콜로플라스트 케

어(Coloplast Care) 서비스’를 론칭

했다. 자가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환

자들이 요양급여 환급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병원 검사 및 

퇴원 후 카테터 사용 방법을 교육하

는 일대일 원스톱 서비스이다. 

실제 환자들은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 후, 요양 급여를 환급받으려면, 

△병원 방문 △요류역학검사 △환자

등록신청서 △처방전 △카테터구입 

△공단서류제출 △90% 환급 등의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

를 이용할 경우 모든 서류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어려움 없이 등록 및 

환급 절차 대행이 가능하다. 90일 

처방전 기준 자가도뇨 구입비용(81

만원)을 먼저 지급 후, 보험공단을 

통해 추후 환급(72만 9천원) 받는 번

거로운 절차 없이 본인보험급여부담

금 10%인 8만 1천원만 먼저 지급하

면, 집에서 자가도뇨 카테터를 편하

게 받아볼 수 있다. 또 자가도뇨 카

테터를 처음 사용하거나, 요양 병원 

퇴원 후, 자택에서 직접 방광 관리해

야 하는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

움이나 궁금증에 대해 전화(1588-

7866)나 카카오톡 옐로우 ID ‘콜로

플라스트’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환자들이 실생활에서 빠

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기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제공되던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 요양 급여 혜

택이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약 

2만명의 자가도뇨가 필요한 척수장

애인들은 간헐적 자가도뇨 카테터

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필립스코리아(대표·도미니크 

오)는 최근 국내 최초 인터벤션

(Interventional Radiology) 전

문 의료기관인 민트병원(대표원장 

김재욱)의 자궁근종 통합센터에 비

수술적 자궁근종 치료 솔루션 소날

리브 MR-HIFU(Sonalleve MR-

HIFU)를 설치했다.

자궁근종은 35세 이상 여성의 

40~50%에서 나타나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최근 젊은 층의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다. 자궁근종 발견 시, 

근종의 크기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

나 근종으로 인해 통증, 빈뇨, 압박

감, 과도한 출혈 등의 증상이 있고, 

반복적인 유산,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MR-HIFU는 정밀 영상진단장

비 MRI에 고강도 집속초음파 종양 

치료법인 HIFU를 결합한 하이브리

드 자궁근종 치료용 장비다. MRI 영

상으로 근종의 정확한 위치와 부피

를 파악한 후, 강한 에너지의 초음

파를 종양에 집중해 괴사시키는 방

식이다. 칼,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편안히 엎드린 상태로 치료하므로, 

환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고 출혈이

나 흉터 걱정을 덜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치료는 2~3시간 걸리며,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 특히, 온도 측정

이 불가능한 초음파-HIFU와 달리, 

MR-HIFU는 실시간으로 근종과 

자궁 주변 장기를 모니터링하면서 

체내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필립스 소날리브 MR-HIFU 

(Sonalleve MR-HIFU)는 한 번에 

지름 16mm, 길이 40mm 크기의 

조직까지 괴사시킬 수 있다. 세포 한 

점 한 점 괴사시키는 기존 HIFU와 

달리, 마치 과일을 깎듯 원형 궤도 

방향으로 종양을 제거해 크기가 큰 

종양도 더욱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

인 치료가 가능하다. 

메드트로닉 ‘아이포트 어드밴스’ 국내 출시
약물 투여시 주사 통증 및 불편함 줄여

박스터, 홈초이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급여 확대
환자 부담금 줄고, 더 위생적으로 투석 가능해져

자가도료 카테터 필요 환자 ‘케어 서비스’ 론칭
콜로플라스트코리아, 요양급여 환급 절차 등 도움 제공

필립스, 민트병원 ‘소날리브 MR-HIFUʼ 설치
자궁근종 비수술적 치료 솔루션으로 안전하게 종양 제거 

부처 및 기관별 공고·교육 모집

□ 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R&D센터

•  의생명 R&D 지원 센터 구축 및 상용

화지원사업(2차년도) 공고

 -   지원분야 : 경남지역 인체이식용 의

료기기, 신소재·신기술 적용 의료기

기, 항노화바이오 및 나노바이오 관련 

기업체와 정밀 의료기기로 업종 전환 

희망(참여) 기업

 -  신청기간 : 2월 17일(금)까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헬스케어 미래관 전시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지원분야 : 디지털헬스케어 제품(디바

이스 및 SW), 디지털 진단&스마트 헬

스케어, 커넥티드 케어, 유전체 정보

분석,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

이터,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6개 부문

 -  신청기간 : 2월 17일(금)까지

□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

•  제1차 최소 침습 의료기기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고

 -  지원분야 : 전임상시험(동물시험), 임

상시험

 -  지원품목 : 의료용경, 의료용카메라, 

전기수술장치, 레이저수술기, 결찰봉

합기, 천자천공기, 카테터, 유도용 기

구, 스텐트 등

 -  신청기간 : 2월 19일(일)(1차 마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 공고

 -  지원분야 : 개발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국내외 판매예정인 의료기기로 사

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계

획중인 제품

 -  신청기간 : 2월 22일(수)까지

□ 고려대구로병원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고

 -  지원분야 :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기업지원 프로

그램(성능평가시험 및 임상시험)

 -  신청기간 : 2월 24일(금)까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지원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건축규모 : 10,274㎡(지하1, 지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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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케치

제주의 2월은 온통 팝콘처럼 소담하게 피

어난 매화축제로 들썩인다. 휴애리와 노리매, 

한림공원에서는 매화 축제가 한창이다. 열매

를 강조하면 매실나무가, 꽃을 강조하면 매

화나무가 되는 나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강직하게 꽃을 피우는 꽃과 은은

한 향기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

았다. 겨울의 끝자락, 꽃을 배경으로 한 인생

샷과 은은한 향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매화

가 정답이다. 

<가로 열쇠> 

(1)16세 전후의 젊은 나이 (4)마지막으

로 승부를 가리는 시합 (6)윗옷의 좌우

에 있어 두 팔을 꿰는 부분 (7)대대로 아

버지가 아들에게 전함 (9)배가 고픔. ~

이 반찬이라 (10)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

려 그 중량을 겨루는 경기 (11)음력 정월 

보름날 (13)적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자

세히 앎 (14)화가 나서 옆으로 흘겨보는 

눈 (16)손에 길이 일 센티미터 정도의 짧

은 침을 꽂아 병을 치료하는 침술 (18)짐

승이나 벌레 따위의 수를 세는 단위 (19)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 리 외로

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20)잘못하여 명

예나 위신을 아주 톡톡히 망침. 망 

(21)크고 높은 봉우리. 알이 굵은 포도 

품종 (22)팔의 위아래 마디가 붙은 관절

의 바깥쪽 (23)대대로 이어지는 여러 대

의 자손. ~에 복락을 누리시라

<세로 열쇠> 

(1)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큰일을 이

룸. 성 (2)조그만 돌 따위를 손에 

쥐고 멀리 내던지는 일 (3)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자네 ~께서는 잘 계시

는가 (4)맺은 사람이 풀어야 함. 일을 저

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여야 함 (5)

전쟁에서 싸워 이김 (8)수염을 깎는 기구 

(9)근심과 걱정 (10)처지를 바꾸어서 생

각하여 봄 (12)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

는 곳 (14)아주 크고 우묵한 솥 (15)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

내는 것. 김 부장은 ~도 없이 제멋대로 

말했다. 치 (16)한 나라의 중앙 정

부가 있는 곳 (17)작은바늘을 큰 몽둥이

라고 함.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말함 

(19)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사람 (20)

대중없이 어수선하게 꾸는 꿈 (21)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 ~을 떨다

<2월호>

“제주에서 겨울꽃 매화를 만나다” 

‘휴애리, 노리매, 한림공원 매화 축제 2017’

•기간 : 2017년 3월 1일(수)까지

•장소 : 휴애리자연생활공원, 한림공원 등

•홈페이지 : http://www.visitjeju.net/

2월의 책

인포메이션
제임스 글릭 지음/박래선, 김태훈 옮김/김상욱 감수/동아시아

의식 있는 자본주의
찰스 햄든-터너, 폰스 트롬페나스 지음/이종인 옮김/세종서적

그 누구라도 컴퓨터 혹은 스마

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든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과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

고 있다. 전화, 팩스, 인터넷, 스마

트폰 등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전

기적 기반의 이 편리한 소통의 도

구들은 어떻게 발명되고 발전하

게 된 것일까? 이 책은 인류의 소

통과 정보 교환, 정보의 역사와 

이론에 관해 친절하게 이야기한

다. 또한 정보, 통신, 컴퓨터, 위키

피디아, 구글 등 ‘정보’에 대해 그 

어떤 책보다 방대한 분야와 해박

한 지식을 알려준다.

낡은 자본주의 모델을 활성화

하기 위한 현실적, 실용적, 권위적 

제안을 담은 책이 있다. 지금까지

는 성공했으나, 이대로 가면 망해 

버릴지도 모르는 자본주의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 독일어권 미텔

슈탄트의 놀라운 유연성, 싱가포

르의 동서양의 혼합, 전 세계에 약

동하는 이민자 공동체, 재생 가능

한 에너지 운동 등이 미래의 자본

주의를 대비하여 권위 있고 야심

찬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1월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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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의 축제

<1월호 정답자>

최유진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김성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낱 말 퀴
즈

공    연    명 뮤지컬 광염 소나타

공  연  장  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공  연  기  간 2017년 2월 14일(화) ~ 26일(일)까지

공  연  시  간 화·목·금 8시 / 수 4시, 8시 / 토·일 3시, 7시

티  켓  가  격 R석 6만원 / S석 4만원

열아홉 나이에 천재라는 칭송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작곡가J

그러나 그는 데뷔작 이후 단 한 곡도 써내지 못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대로 세상에서 잊혀 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데뷔작을 뛰어넘는 곡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던 J는 클

래식계의 저명한 교수 K를 찾아가 다시 작곡을 시작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돌아오는 건 실패와 냉랭한 평가뿐

어느날 ‘죽음’을 목격하고 믿을 수 없는 영감으로 광염 소나타 1악장을 완성한 J. 하지만 또다시 바닥을 드러내

는 음악적 영감.

K는 마지막 악장을 위해 J의 오랜 친구인 S를 죽이자 말하고, 과연 J는 소나타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연 하 장 근 하 신 년

년 발 꿈 치 진 이

생 수 고 대 광 실

면 침 구 사 직

박 제 생 려 금 고

리 골 동 품 강

다 정 다 감 석 사

매 공 불 로 초 투

대 증 요 법 목 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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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017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간 교육 일정

구분 과정명[교육일수(시간)] 차수 신청기간 교육일정 교육인원

CHAMP 
교육
과정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 
[2일(16H)]

1차 2017.2.6(월)~2.24(금) 2017.3.8(수)~3.9(목)

30명

2차 2017.4.10(월)~4.28(금) 2017.5.11(목)~5.12(금)

3차 2017.7.24(월)~8.11(금) 2017.8.24(목)~8.25(금)

4차 2017.9.11(월)~10.10(화) 2017.10.19(목)~10.20(금)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ISO 13485)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3.20(월)~4.7(금) 2017.4.20(목)~4.21(금)

2차 2017.5.29(월)~6.16(수) 2017.6.27(화)~6.28(수)

3차 2017.10.16(월)~11.3(금) 2017.11.15(수)~11.16(목)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3.6(월)~3.24(금) 2017.4.5(수)~4.6(목)

2차 2017.5.15(월)~6.2(금) 2017.6.14(수)~6.15(목)

3차 2017.9.11(월)~9.29(금) 2017.10.12(목)~10.13(금)

의료기기 임상시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실습과정 [3일(21H)]

1차 2017.6.5(월)~6.23(금) 2017.7.4(화)~7.6(목)

2차 2017.10.10(화)~10.27(금) 2017.11.1(수)~11.3(금)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 
[2일(16H)]

1차 2017.4.24(월)~5.12(금) 2017.5.25(목)~5.26(금)

2차 2017.7.31(월)~8.18(금) 2017.8.30(수)~8.31(목)

3차 2017.11.13(월)~12.1(금) 2017.12.12(화)~12.13(수)

의료기기 R&D 기획 역량 
강화 과정 [3일(21H)]

1차 2017.3.27(월)~4.14(금) 2017.4.26(수)~4.28(금)

2차 2017.10.10(화)~10.27(금) 2017.11.7(화)~11.9(목)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ISO 10993) 과정
[2일(16H)]

1차 2017.5.8(월)~5.26(금) 2017.6.8(목)~6.9(금)

2차 2017.8.21(월)~9.8(금) 2017.9.13(수)~9.14(목)

3차 2017.11.6(월)~11.24(금) 2017.12.7(목)~12.8(금)

IEC 60601-1(3판) 규격의 이해와 
설계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2.27(월)~3.17(금) 2017.3.30(목)~3.31(금)

2차 2017.9.21(목)~9.22(금) 2017.9.21(목)~9.22(금)

IEC 60601-1(3판) 설계 및 Usability 
실습 특화과정 [2일(16H)]

1차 2017.4.17(월)~5.8(월) 2017.5.17(수)~5.18(목)

2차 2017.9.25(월)~10.20(금) 2017.10.26(목)~10.27(금)

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대상 
사후관리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3.13(월)~3.31(금) 2017.4.12(수)~4.13(목)

2차 2017.5.22(월)~6.9(금) 2017.6.22(목)~6.23(금)

3차 2017.10.23(월)~11.10(금) 2017.11.23(목)~11.24(금)

의료기기 수출입 무역실무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2.20(월)~3.10(금) 2017.3.22(수)~3.23(목)

2차 2017.5.29(월)~6.16(금) 2017.6.29(목)~6.30(금)

3차 2017.8.7(월)~8.25(금) 2017.9.6(수)~9.7(목)

의료기기 사업경영 시스템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5.1(월)~5.19(금) 2017.6.1(목)~6.2(금)

2차 2017.10.30(월)~11.17(금) 2017.11.29(수)~11.30(목)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6.12(월)~6.30(금) 2017.7.11(화)~7.12(수)

2차 2017.9.25(월)~10.13(금) 2017.10.24(화)~10.25(수)

의료기기 건강보험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4.24(월)~5.12(금) 2017.5.23(화)~5.24(수)

2차 2017.6.19(월)~7.7(금) 2017.7.18(화)~7.19(수)

3차 2017.8.21(월)~9.8(금) 2017.9.19(화)~9.20(수)

4차 2017.9.18(월)~10.10(화) 2017.10.17(화)~10.18(수)

5차 2017.11.6(월)~11.24(금) 2017.12.5(화)~12.6(수)

인재
양성
과정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1일(4H)]

1차 2017.2.27(월)~3.17(금) 2017.3.28(화)

50명
2차 2017.5.1(월)~5.19(금) 2017.5.30(화)

3차 2017.8.28(월)~9.15(금) 2017.9.26(화)

4차 2017.10.30(월)~11.17(금) 2017.11.28(화)

2017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과정 안내

■ 교육일정

■ 교육대상자

 - 의료기기 관련 업체 종사자

■ 교육 신청 방법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홈페이지 (http://edu.kmdia.or.kr) 

    접속 후 인터넷 신청

■ 수료 기준

 - 교육생 수료 기준 : 총 교육시간의 출석률 80% 이상 수료시 

    수료증 발급

■ 교육비 및 교육생 특전

 - CHAMP 교육 : 무료(컨소시엄 협약 가입시)

 - GSP 교육 : 50,000원

 - 교재, 문구류 제공, 중식 및 다과 제공, 수료증 부여

 - 교육 취소는 교육일 3일 전까지만 가능

■ 교육장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8층 교육장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또는 역삼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교육내용

2017년 ‘CHAMP 교육’은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 등 총 14개 과정, 39회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별로 1인당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고품질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업

체 종사자에게 무료 수강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없

애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의료기기를 임

대 및 판매하는 업체의 종사자들의 자체이수교육을 돕기 위한 “의

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교육”도 실시합

니다. 총 4회 교육이 이루어지며, 본 과정을 통해 의료기기 유통품

질 관리기준의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 및 체계에 대하여 알 수 있으

며, 사용되는 용어와 시설 설비, 그리고 품질 및 위생, 문서 등의 관

리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 및 의료기기산업계를 다각적이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돕고 핵

심인재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협회는 집합교육 이외의 시간적ㆍ지역적인 이유로 참여하기 어려워 

교육 기회를 얻기 힘든 의료기기산업계 종사자를 위하여 협회 ‘사이

버연수원(http://kmdia.cylearn.co.kr)’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공정

경쟁규약 길라잡이, △건강보험 정책이해 실무교육, △IEC 60601-

1(3판) Risk Management,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

관리과정(GSP)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 play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

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협회는 향후에도 장기적이고 차별화 된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프로

그램을 개발은 물론, 업계의 애로사항 및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의 다양화·전문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교육 문의   교육연구팀  |  전화 : 070-7725-8660, 8728   |  이메일 : edu@kmdia.or.kr
교육 신청   edu.kmdia.or.kr  |  사이버연수원 : kmdia.cylearn.co.kr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3, 여삼빌딩 8, 9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산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

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이하 CHAMP) 교육,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교육, △협회 

사이버연수원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