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53호 Ⅰ전면광고Ⅰ24

 

   발행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 NEWS                   2017년  9월   제 153호 www.kmdia.or.kr

의료기기협회보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업계 목소리 담아야”
KMDIA, 정부에 소통하는 의료기기산업 성장 방안 마련 촉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성 강화 추진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과 관련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을 줄이고, 의료사각지대를 해

소하는 등 ‘병원비 걱정 없는 든

든한 나라’ 조성에 기여하는 정

책으로 그 목적과 취지에 공감

하며, 보건의료 발전에 노력하

는 의료기기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및 제도

적 뒷받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

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경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약 3,800여개 중 치료재료가 

약 3,000여 개를 차지하는 만

큼 의료기기산업계의 향후 성장

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산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치료

재료의 범위와 품목별 다양성

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이 마

련돼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

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및 선

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

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이 지속

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

이 시급한 실정이다. 혁신의료기

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 이후 신

의료기술평가제도의 통과장벽

이 높아 많은 기업이 신속한 시

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

책에 포함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내외 혁신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계

와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산정에 대한 

산업계와의 소통이 절실하다”

며 “치료재료는 범위와 품목이 

다양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

구개발뿐만 아니라 인허가, 보

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교

육·훈련, 물류 등에 많은 비용

이 소요되기에 이런 요인이 충

분히 반영돼 적정 보상될 수 있

도록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나가

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시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협회

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

균 11.5%(2016년 기준) 성장률

을 보이고 있으나 업체의 8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이라면

서 “의료기기산업이 국가 신성

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세계 7대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

해서는 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자안전·감

염예방을 위해 별도보상이 필요

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신

속하고도 지속적인 검토이다. 

협회는 올해 12월 말까지 ‘별도

보상 기준개선 및 우선순위 가

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

부·유관기관과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혁신의료기

술이 활발하게 개발됨에 따라 

치료효과 개선, 환자 입장의 가

치, 사용자 편의 증대 등 의료기

기가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국민 

보건증진 향상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

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

부와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고, 

산업계의 현안이 해결되고 충

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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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이창규 초대 회장,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받아”
디지털 X-ray 국산화·협회 설립 등 산업 발전에 기여, 지난달 24일 동국대 가을 학위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창규 DK메디

칼솔루션(주) 회장이 지난달 24

일 동국대 가을 학위식에서 동

국대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창규 회장은 경북 성주에

서 출생해 성주고등학교, 1965

년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

고, 이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

원 국제정보 고위정책과정 및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

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을 수료

하는 등 회사경영 관련 학문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해왔다.

50여 년간 의료기기산업에 종사

그는 1969년부터 현재까

지 50여 년간 의료기기 산업

에 종사하면서 낙후된 국내 의

료기기 산업의 현실을 인지하

고, 1986년 의료기기 수입·판

매 회사인 동강무역(현 DK메

디칼솔루션)을 설립해 선진 의

료기술을 도입·보급해 왔다. 이

후 1992년 영상의료기기 전문

회사인 동강의료기를 설립하고 

꾸준한 기술혁신과 과감한 투

자로 외국제품의 의료기기보다 

우수한 장비를 개발·생산해 이 

분야 국내시장 선도 기업으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

계 30여개 나라에 수출하는 명

실상부한 영상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성장시켰다.

특히, 2000년 디지털 X-ray

가 생소했던 국내시장에 최초

로 디지털 X-ray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산·학·연에 투자

하고 연구소를 설립해 2006년 

국산 디지털 X-ray 장비를 개

발했다. 이는 100% 수입에 의

존하던 디지털 X-ray 의료기

기의 국산화를 이뤄냈으며 국

내 의료계에 보급하면서 수입

대체 효과와 더불어 환자영상

을 디지털로 저장하게 됨으로

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국적인 원격 영상진료 인프

라 구축에 기여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설립

또한, 이창규 회장은 1999년 

의료기기업계의 대표단체인 사

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를 창립, 초대회장으로 취임해 

의료기기의 국내외 공급 질서 

확립, 국민보건 향상,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앞장섰다. 이에 대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보

건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09

년 의료기기의 날 대통령 표창, 

2013년 제50회 무역의 날 100

만불 수출의 탑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한태식 총장(법명 보광)

은 “이창규 회장은 진취적인 회

사 경영 및 왕성한 사회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고 대학 발

전 및 후학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해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라고 학위수여 취지

를 밝혔다. 

도전과 열정, 신뢰 지키는 삶 살아

이창규 회장은 명예박사 학

위 수여식에서 “저의 50년간 일

관되게 추구해 온 가치관은 도

전과 열정, 그리고 신뢰이다. 그 

시절의 도전은 바로 무모함이

었다. 의료기기업에 대한 당시

의 무모한 도전은 누구도 시도

하기 어려운 분야였지만 이런 

무모함을 열정과 노력으로 극

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

안 수많은 역경과 고비를 항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일념으로 이겨내 왔다”며 “오늘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돼 더없

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창규 회장은 “사업을 

하면서 맺은 고객과의 신뢰, 

회사 구성원과의 신뢰, 거래 회

사와의 신뢰를 무엇보다도 중

요하게 생각했고 고객과는 평

생 고객이 되도록 항상 소통을 

해 회사와 가족적인 관계를 유

지했다”며 “국내외로 구축한 

신뢰로 이해관계를 떠나 영원

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덧

붙였다.

특히, 이창규 회장은 “항상 

사익보다는 회사, 회사보다는 

사업보국을 잊지 않았다. 그동

안 의료선진국으로부터 배운 

의료기술과 지식, 경험을 바탕

으로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서 큰 성

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연

구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와 노

력을 기울여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에 매진하고, 우리나라 미

래성장동력산업인 의료기기산

업에 공헌할 수 있도록 모든 지

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

속했다.

끝으로, 같은 날 사회에 진출

하는 젊은 후배들에게 “항상 도

전과 열정을 멈추지 말고 우리

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상호 

신뢰가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

을 잊지 않기”를 당부했다.

학력
•경북 성주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수료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최고국제관리자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HPM) 수료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국제정보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
•1971. 05 동일교역주식회사 입사
•1986. 02 동강무역(주) 대표이사 취임 (설립)
•1996. 04 동강메디피아(주) 대표이사 취임 (설립)
•1999. 01 산업표준심의회 의료기기부회 위원
•1999. 07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초대회장
•2002. 02 WTO 도하개발아젠다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 위원
•2002. 03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현재 DK메디칼솔루션(주) 대표이사 회장 

상훈
•1999. 03 제3회 조세의 날 국세청장상
•2002. 04 국무총리 표창
•2009. 03 의료기기의 날 대통령 표창
•2011. 10 제13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경영부문 지식경제부장관상

KMDIA 임원과 기념사진 촬영(왼쪽부터 나흥복 전무, 홍순욱 상근부회장, 박철순 여사, 
이창규 초대회장, 황휘 협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이준혁 홍보위원장)

KMDIA 이창규 초대회장이 감사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KMDIA 이창규 초대회장이 동국대 한태식 총장으로부터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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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

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건

강보험의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그간의 진료 건별 

미시적 심사·평가 방법에 대

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평가 시스템 개선

을 포함한 업무 패러다임의 개

편을 시작했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적극 지원

을 위한 기관의 모멘텀을 확보

하고, 거시적 관점의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의 심사·평

가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할 계

획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기준-모

든 업무의 바탕인(급여·심

사·평가) 기준을 의료계가 체

감하는 공정한 절차와 강화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발·

관리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

적 책임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는 방침이다.

진료건 단위 심사에서 기관

별 심사-기존 의료행위 청구

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

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

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

임성을 강화한다.

가치기반 심사평가-양질의 

의료를 적정비용으로 제공하

는 것을 ‘가치’로 보고, 심사·

평가 통합관리, 성과중심의 보

상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의료

의 안전성과 질, 비용의 거시

적·통합적 관리기전을 마련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

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해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계가 우려하

는 보험재정 안정화 명목의 임

의적인 심사 삭감이 아닌 적정

한 수가 보상과 양질의 의료서

비스 제공 결과에 따른 적정보

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

다”며 “심사·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의료계의 ‘임의적 삭감’이

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지

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개발 의료기기 재심사 기

간이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

축되는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제

가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

영진)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재

심사 기간 단축, 재심사 절차 및 

정의 명확화, 마지막 연차보고

를 재심사 신청으로 갈음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

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에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재심

사 기간을 추적관리대상 의료

기기는 5년, 별도로 식약처장

이 명하는 의료기기는 4년으

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두 4년으로 단축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신개발 의료기기는 이미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류 또

는 품목과 작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 목적 등이 본질적으로 같

지 않은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또 재심사 신청기간(재심사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

과통지 절차 등을 명시해 재심

사 절차를 명확히 했고, 재심

사 신청 시 불필요한 첨부 서

류를 삭제했다. 

시판 후 조사와 관련해 외국 

제조원 자료 준비 등에 추가시

일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통

보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통

보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까

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 업체에서 시판 후 조

사에 관한 문서 및 자료를 전

자적 기록매체(CD, 디스켓 등)

에 수록해 보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안전

성 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정보의 수집 및 보고대상 명확

화,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주의

사항 등 안내문을 전달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

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

시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부작

용 수집대상 정보 중 그 대상

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

보를 수집하도록 규정을 개정

했다.

또한, 안정성 정보 보고대상

도 명확히 했다. 외국에서 의

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에도 해당 안전성 정보를 식약

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가 의료기

기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주

의사항 등 안내문을 전달할 

경우 안전성 정보 보고 시 안

내문을 첨부하도록 규정했으

며 제조·수입업체가 안내문 

통지를 완료한 경우 통지 결

과 및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토

록 했다.

이외에 안전성 정보 보고자

료에 대한 보완 필요 시 의료

기기 취급자가 원인조사 등을 

위해 보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

난달 13일 발족한 ‘4차 산업혁

명 의료기기 특별위원회(위원

장·유병재)’는 부위원장 및 

3D 프린팅 의료기기분과 등 4

개 분과별 위원장을 위촉하고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부위원장에는 유현승 시지

바이오 대표, 손승완 인튜이티

브서지컬코리아 대표가 뽑혔

으며 현재 4개 분과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가 90여 개사에 

이르고 4개 분과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 2인이 선출

됐다. 

분과별 위원장은 3D 프린팅 

의료기기분과에 김재흥 대웅

제약 팀장, 로봇 의료기기분과

에 이재선 미래컴퍼니 전무, 

스마트헬스케어 의료기기분과

에 김민준 에이치쓰리 대표, 

빅데이터 의료기기분과에 이

성용 IBM 상무가 선출됐으며, 

의료기기 정의·개념 정립, 연

구개발 활성화 방안, 국제 표

준화, 연관 학회 협력 방안, 주

요 현안 및 업계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정리하기로 했다. 또

한 기획전략운영위원 7명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0일 

분과별로 선정된 의료기기를 

전시하고 정부관계자 및 기자

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질 예

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이선희)은 체외충격파쇄석

기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안내서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절차

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했

다. 이번 안내서는 체외충격파

쇄석기 개발자, 제조업체 등이 

제품 안전성과 성능을 정확하게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절차와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

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체외충격파쇄석기 시험방법 

안내서 주요내용은 △체외충

격파쇄석기 작용 원리 △안전

성 및 성능평가 규격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항목·시험

방법 등이며, 체외진단용 의료

기기 허가 절차 안내서는 △체

외진단용 의료기기 정의 △허

가·인증·신고 대상 및 절차 

흐름도 △허가 신청 시 제출해

야 하는 자료 등이 수록됐다.

복지부, 내년 예산안 64.3조억원 확정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시험 사업 291억원 등 연구개발 투자 증가

내시경 귀 수술 등 신의료기술에 추가

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광고심의결과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민원인 신청 광고, 심의결과 ‘실시간’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

(안)이 올해보다 11.4% 증가

한 64조 2,416억원으로 편성

됐다. 보건분야는 올해 대비 

5.5% 증액됐다. 

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

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 의

결을 거쳐 이같이 소관 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원)의 15.0%를 

차지한다. 복지부 내년도 총

지출은 올해 57조 7,000억원 

대비 11.4%(약 6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국민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정신보건, 

재난적 의료비지원 강화 등 

국민 건강관리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역사

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를 2.6% 인

상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

업을 확대(35→70개소)한다.

보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해 보건산업의 성과확

산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는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

계 시스템(77억), 기관 간 분

석자료 공유·활용 서비스

(24억) 등에 예산을 신규 반

영한다.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는 가칭 바이오

헬스 기술비즈니스 종합지원

단 설치·운영을 통한 우수기

술발굴-가치향상-시장진출 

지원의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

(6억, 신규)하기로 했다. 의료

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

서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지원(3억, 

신규) 및 해외 ODA 지원센터 

구축(3.5억, 신규)에 예산을 

신규 반영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가

속화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

비한 복지·건강 증진 및 방

역 체계 등에 대한 R&D 투자 

강화로 인구구조·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정밀의료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전체 기반 암진단·치료법 

및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

발(35→141억원, 107억 증)

을 추진한다.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

합개발에도 인공지능, 로봇기

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을 의료산업에 28억원을 지원

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기 기

술개발 사업에는 의료기기 다

기관 임상시험 추가지원 등의 

예산을 220억원에서 291억원

으로 71억원 증액한다. 

내시경 귀 수술 등 8가지 의

료기술이 신의료기술에 추가

됐다. 보건복지부(장관·박

능후)는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고시했다.

내시경 귀 수술은 만성 중이

염, 삼출성 중이염, 진주종, 전

도성 난청 및 혼합형 난청 환

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통

해 수술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현미경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

이고,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로 안

전성·유효성이 입증됐다.

뇌정위 수술 로봇 보조 시

스템은 뇌정위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시 로

봇팔을 이용해 자동으로 정확

한 병소의 위치를 찾고 수술 

경로를 안내해 수술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밖에 더모스코피 검사, 경

피적 대동맥류내 ‘Multilayer 

Flow Modulator’ 삽입술, 

Volume clamp 방식을 이용

한 비침습적 연속적 혈압감시 

및 심박출량 감시, 클립을 사

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재

건술,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

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 뇌수막염/뇌염/수막뇌

염 병원체 핵산증폭법 등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는 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

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

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의료기기 광고사

전심의 결과의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해 ‘광고사전심의 결과 

정보공개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다.

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

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

원회 운영규정’ 제30조(심의

결과의 공개 등)에 근거해 업

계의 광고물 심의결과를 신속

하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현재 민원인은 광고사전심

의 결과 ‘승인’ 받은 광고와 조

건부승인이행보고 절차에서 

‘적합’을 받은 광고는 결과 통

보와 동시에 광고심의필을 표

시해 공개된다. 이번에 개선

된 시스템은 승인과 동시에 자

동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진다.

광고사전심의 결과는 별도

의 로그인 절차없이 홈페이지

(http://adv.kmdia.or.kr)

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업

체명, 분류번호, 품목명, 모델

명, 품목허가(인증, 신고)번

호, 심의번호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해도 확인이 가능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

민원 창구(https://emed.

mfd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민원인 또는 업계는 

심의 완료된 광고물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심의기

준을 적용해 올바른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심

의받은 광고물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의료기기 구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광고사전심

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주 하

는 질문’ 게시판도 현행 광고

사전심의 관련법규에 따라 업

데이트됐다. 기존 질문 사항

에 올해 실시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민원교육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온 질문을 추

가해 민원인의 업무에 실질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구

성했다. 이번 게시판은 심의

절차·심의기준·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으로 분류해 빠른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추진
의료계의 ‘임의적 삭감’ 우려 불식, 적정수가 보상에 노력

신개발 의료기기 재심사 기간 4년으로 단축
식약처, 규제완화차원서 의료기기 재심사 규정 개정

의료기기 부작용 외국서 발생해도 식약처 보고해야
4일,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KMDIA 의료기기 특별위원회, 각 분과장 선출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수요에 대응, 오는 20일 간담회 예정

식약처, 체외충격파쇄석기 시험방법 안내서 2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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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어떤 단체인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15년 한성의

사회로 창립했다. 지난 100여 년간 서

울시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회원들의 학

술, 친목 활동을 지원하고 의사의 권익

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

으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대한의사협

회의 가장 큰 산하단체로, 25개 구의사

회와 병원급인 41개의 특별분회로 구분

돼 있다. 회원은 약 3만 5천명으로, 서

울시 내의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숫자이다. 서울

시의사회는 의사단체로서의 고유 업무 

외에 의사신문사와 의료봉사단을 운영

하고 있고, 의사신문사에서는 1960년

에 창간된 의료전문지인 의사신문과 제 

취임해인 2015년 창간된 월간지 ‘서울의

사’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설

립된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

봉사단은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에

게 무료진료를 펼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회원의 지지

와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회장이 된 첫해는 서울시의사회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기념행사가 많

았다. 공교롭게도 그 해는 메르스 사태

까지 겹쳐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회장 출마 때부터 회원과 자주 만나 소

통하고, 편안한 진료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회원과 수없이 만남

을 가졌고, 특별분회 원장을 매년 방문

해서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리 의사들이 공부만 하고 환자만 열

심히 진료 하느라 그런지, 의사를 규제

하는 많은 의료법이 입법화됐다. 약화

된 의사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 ‘1인 1

정당 가입하기’, ‘국회의원 후원하기’ 등 

나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목소

리를 전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마

침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져 우

리 캠페인이 주목받기도 했다.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전문가 단체로서 ‘의사 이

미지 제고’와 질병정보와 의료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건강 캠페인을 시작했다. 협회

는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다. 

동시에 사회의 가치를 키워가고 필요를 

함께 논하고 국민과 정부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라 여긴다. 다만, 평가라는 것이 자신에

게는 항상 관대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하루하루를 최선

을 다해 맡은 바 책임 완수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

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려 표명과 개선을 요청한 것을 

알고 있다. 주요 요구사항은?

의료비를 줄여준다는데 싫다고 할 사

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는 마냥 

공중에서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

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저의료수가를 

인정하면서도 의료수가는 올리지 않고 

보장성만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의료수

가부터 정상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보험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

다.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

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신포괄수가, 예비급여 도입뿐만 

아니라 관리강화 등 재정절감 대책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하므로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의사의 전문성 훼손과 의료에 대

한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의료자원의 적

정한 분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여기에 급여화가 진행되면 상급의료

기관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

으로 예측된다. 지금도 어려운 일차의

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되짚어 봐야 한다. 왜 외

국인이 우리 의료를 부러워하는지 깊이 

알아야 한다. 특히, 신의료기술 도입과 

비급여라도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좁히

면 안 된다. 환자가 최상의 의료서비스

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외면하지 말아

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며 좋은 의사에 대

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다. 환자중심

의 의료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사

회의 노력이 있는지?

과거에는 전염병 혹은 급성질환이 의

료계의 주요 해결 과제였다면, 이제는 

면역문제나 만성질환, 그리고 이로 인

한 삶의 질 하락 방지와 수명연장이 주

요 해결할 과제가 됐다. 좋은 의사란 ‘질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 상

태를 개선시키고 현상유지를 하면서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돕

는 의사일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살기”

를 돕는 것은 어려운 숙제이다. 의사 개

개인의 전문성 확보와 도덕적 진료뿐

만 아니라 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

도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만

성질환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재활의료

나, 호스피스 병동, 연명의료 문제, 노인

진료비 부담완화 등이 우리 단체가 협

조할 부분으로 꼽힌다. 서울시의사회는 

라디오 캠페인은 물론 서울시와 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건

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이 새 도약을 바라보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의료인의 지식

과 아이디어, 경험은 의료기기개발, 임상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의료인이 참

여하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고견을 

준다면?

지금까지는 소수의 의사만이 의료현

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필요한 의료

기기, 기구 개발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차산업의 특징은 인간중심, 환자

중심에 입각한 비즈니스 창출에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은 물론 정책과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서구보다 늦게 참여했지만 

출발선이 같은 4차 산업혁명 중 의료기

기 분야에서 앞서려면 의학 기술이 세계 

최고인 국내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할 것

이다. 보다 많은 의사와 만나야 하고 의

사의 마인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한

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간

담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규정하는 ‘적정수가’에 대한 시각

차가 크고 첨예하다. 의료계를 비롯해 보

건의료산업의 선순환적인 발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벽이 되고 

있다. 대안이 있다면?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될 때 원가

라던가 상대가치라던가 그런 개념이 없

이 서울대 병원 등 3개 대형병원을 대상

으로 조사한 관행수가의 50% 수준에

서 보험가격을 정해서 고시했다. 그 당

시 병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에 크게 반발도 없었다. 게다가 전 국민 

보험이 아니라 일부 국민만 한정해서 시

행됐기에, 특히 서슬이 시퍼런 유신정

권 치하에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

웠다. 그렇게 시작된 의료보험수가가 이

후 정권에서도 원가 개념을 공식적으

로 발표한 적이 없고 2000년 상대가치

점수제도 도입 때도 기존의 50% 수가

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기구나 기계를 

제작하려면 아이디어, 도면, 재료, 여러 

종류의 제작기계와 이를 다룰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용된 비용에 이윤이 추가

되는 것이 가격이다. 의료기기와 의사

를 비유하자면 의사는 두뇌 속에 아이

디어, 도면 등이 있기에 누군가에게 보

여줄 수 없다.

 말하자면 지적 비용에 대한 적정수

가를 인정하지 않기에 불만이 있다. 더

욱이 공공의료라는 미명 하에 유럽과 

자주 비교한다. 유럽은 공공병원이 많

고 의사에 대한 정부 보조가 교육 시기

부터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의 비용으

로 세운 민간 병의원이고 교육에 대한 

보조가 없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금은 적정수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더 어려워졌다. 4차 산업혁명을 한국이 

선도하려면 지적 재산과 노력에 대한 가

치가 충분히 인정돼야 하고 재투자가 

이뤄져야만 한다.

의료계를 비롯해서 보건의료산업은 윤리

교육 및 윤리경영, 공정경쟁규약 외 관련

법 준수 등의 강화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

으나 리베이트쌍벌제 3법, 의료인 등 경제

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

무화 등 높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신뢰

받는 의료계가 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사회가 투명해짐에 따라 변화가 필요

한 시기이다.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스

스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또한 전문

가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항상 실현하

려 애써야 하다. 아울러 제도상의 문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와 법으로만 

해결하기보다 단체의 자정능력에 일부

분을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편이 된다.

임기 중 여러 현안이 산적한 것으로 안다. 

반드시 임기 중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

다면, 그리고 회원에게 당부와 강조하는 

바는?

서울시의사회장 임기가 이제 7개월이 

남았다. 서울시의사회는 35,000명 정

도의 회원이 있지만 회원 현황을 정확

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를 하지만, 병의원 이전

이나 개원 등 신변 변화가 있어도 의사

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의사단체가 회원을 파악하

는 문제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회원

들이 의사단체에 스스로 문을 두드렸으

면 한다. 의사회원은 다양한 규모의 병

의원, 연령, 지역 등으로 이해관계가 굉

장히 엇갈린다. 전체의 공익을 위한 합

의가 필요한데 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중앙단체의 위상을 제고하는 힘은 회원

의 관심과 지지에서 속에 생긴다. 리더

와 회원 간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 아닌

가 싶다.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은 물론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

고자 한다.

의사와 의료기기업계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양 날개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상호 교류 및 발

전하기 위해 한 말씀?

의료기기산업은 의료의 발전과 함께

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정상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

나 급격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를 완전급여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의료

기술의 발달과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전

문성이 훼손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료기기산업 현장의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방향과 개선점에 대해 

정부, 의료인, 의료기기산업체 간의 협

력과 방향 설정이 그 어느 시기보다 필

요할 때라 생각한다. 의료기기산업 발전

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 개선 등 교류를 

통해 서울시의사회가 미력하지만 도움

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950여 회

원사에 한 말씀?

의료기기업계 회원사 여러분. 양질의 

의료기기를 공급하므로 국민건강 향상

을 위해 노력해오신 것, 우수한 의료기

기를 통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신 것, 모두에 감

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의

료 발달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

으면서 질 좋은 의료기기를 많이 개발

하고 생산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보여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회, 국민·정부에 바람직한 의료정책 방향 제시 역할 수행”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서울시의사회 작은 보탬이 되도록 협력

 KMDIA 대담인터뷰-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KMDIA, 의료계 명사 대담인터뷰’를 기획, 대한민국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계 명사와 대담을 통해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의료와 산업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과 

KMDIA 황휘 협회장이 만나 대담을 나누고,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대응, 국민 보건향상과 회원사의 권익 보

호, 상호 단체의 성장과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KMDIA 황휘 협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2015년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100주년 이래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고 서울시 의사들을 

대표하며 어려운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회원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1978년 고려대학교 의

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의료원 산부인과 전임의, 고려대학교 및 한림대학교 의과대

학 외래교수를 지내고, 1990년부터 김숙희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해 국민의 임신·출산, 임산

부 건강에 관한 일차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회장, 전국광역시의사회

장단협의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현 의사신문 발행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대표

이사, 한국여자의사회 이사, 국제사업위원회 위원장, 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의료자문위원, 의사수필가협회 부회장,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KMDIA 황휘 협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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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DIA 특별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제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60% 초반에서 맴돌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선진국에 비해 

높은 국민부담 의료비 비중, 고액 의료

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0.6

조원을 투입해 MRI, 초음파 등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문

재인 케어’가 추진된다.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AI), 빅데이

터, 기술 간 융합, 정밀의료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중심

에 있는 의료산업에서는 앞으로 새롭

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개발돼 신속

하고 정확한 질병의 진단 및 더 높은 치

료 효과를 더 많은 환자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의료기기의 경계가 보다 확

장될 것이며, 헬스케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IT, 데이터 분석 기업

까지도 의료기기산업의 영역으로 진입

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환경적인 변화의 시점에서 발

표된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에 대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성공

적인 정책의 실행과 이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동시

에,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표명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의료기기산업

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혁신적인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새로운 의료기술 및 혁신적인 치료

재료는 연구개발비가 크게 투입됨으로 

고가일 가능성이 높고, 임상경험 및 임

상근거를 충분하게 쌓을 수 있는 시간

적인 제한으로 인해 제도적인 지원이 

없다면 시장에서 사용되기 어렵다. 신

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의료기술 및 혁

신적인 치료재료로 평가된 많은 제품

이 과거에 비급여 행위 또는 비급여 치

료재료로 분류된 사례들이 많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언급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의료기술 및 치료재료의 시장진

입을 용이하게 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적용 의

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제품 개발 수요

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인허가·보

험체계 등 규제 방식은 이를 적절히 지

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허가, 신

의료기술평가, 급여기준검토, 급여 가

격검토 등 시장진입에 필요한 절차에

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개선

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치료대상 환자

군에 급여하며, 지속적인 산업육성이 

가능한 가격수준에서 급여되도록 제도

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에 대한 동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

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기

전 또한 반드시 구축돼야 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급여검토체계 구축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대

폭 확대하고자 하는 신포괄수가제, 행

위·치료재료·약제의 급여 전환 검토

시 대상 환자 및 급여가격이 최대한 합

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또 임상근거에 기반해 대상 환자를 정

하고, 시장 가격을 감안한 급여가격 검

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가격 검토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의료기

기업계를 포함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정

책참여를 이끌어 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신포괄수가제에 확대 계획과 관련

해, 의료기기업계의 지속적인 세 가지 

요청사항에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

다. 첫째, 포괄대상 기준 공개 및 비포

괄대상 치료재료의 보상이 80%가 아

닌 100%로 개선돼야 한다. 둘째, 질병

군 상대가치점수에서 치료재료가 차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공개돼야 한다. 

셋째, 질병군 진료를 위한 주 치료재료

가 새롭게 개발돼 비용 및 효과가 현저

히 달라질 경우, 추가 산정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선행되기

를 기대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 위

원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예비

급여 우선순위, 로드맵 구체화 등 의견 

청취를 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상세한 재정추계와 정

책수행에 대한 로드맵 공개를 요청하

는 등 여러 단체, 학회, 토론회 등에서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및 우려

를 표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의 성공적

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달성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및 정책 추진 시 이

해 당사자로서 소통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

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임을 공약 발표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

로 육성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

기기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

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속

적으로 개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및 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점의 효과를 극대화하

고,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며, 혁신적 의

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정부의 협력 

파트너로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김 충 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센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무역구제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조사제도 이용시 장점

•신속한 조사절차/광범위한 권리 보호/우회 수입 등 효과적인 차단/강력한 제재조치

•중소기업 신청 시, 대리인 선임비용 50%까지(최대 5,0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조사절차

조사신청 조사개시 결정 조     사

판     정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누구든지” 신청 가능 신청일 이후 20일 이내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잠정조치

   잠정조치 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신청 후 최종판정 전이라도 무역위원회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판매, 제조 등의 불공정무역행위 중지나 
그 밖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기판정물품 확인

   기판정물품 확인제도
과거 무역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수출입 
되는 경우 별도의 조사·판정 절차 없이 신속히 구제하는 제도

▒ 조사신청 기간 및 대상  불공정무역행위 발생 1년 이내, 누구나 신청 가능

▒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국제협력팀 한지윤 팀장 (070-7725-6999/june@kmdia.or.kr)

▒ 불공정무역행위 정의 및 유형

정의
공정한 수출입질서를 교란해 안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밖으로는 국가신용
도를 하락시키는 불법행위. [관련 법률: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유형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수입·판매하는 행위, 수출목적으로 제조
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품질 등 허위·과장표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수출입에 있어 계약사항 미이행 및 계약과 다른 물품의 수출입 등 대외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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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난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

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

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하다고 밝히

며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은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2015년 63.2% 2015년 

63.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

이 높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가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계직접

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20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

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부담은 

높은 이유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며 실

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

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

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

에 더욱 크게 노출돼 있으나, 소득 대

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

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

붙였다.

이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

립해 30.6조 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

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계획

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

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

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

는 정책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는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

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

이다.

또한,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

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비급여와 예비

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

도록 할 예정이다.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

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

수적 비급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

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

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

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

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

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

원)해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게다가 평가결과가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실손

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

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

문가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구체

화하고 최종 확정할 것을 밝혔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

한은 내년(2018년)까지, MRI·초음파

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건

별 심사에서 기관 총량심사로 전환하

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등재 비급여는 우선순위 및 

2014~18년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

안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

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 부담

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

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선별등

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를 도입한다.

△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

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

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

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

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

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

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도 손본다.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

실 본인 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

획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

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 인력 등

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 입원

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

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으로 353개 의료기관에서 23,460병

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

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

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기존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

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

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신포괄 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

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

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

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

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

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

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

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

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해 실시한다.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

을 대폭 경감한다. 정부는 치매국가책

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

증 치매 환자(약 24만 명)에게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

하 (20~60% → 10%)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

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

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해 본인 부담

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

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 입원진

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6세 미만 입원진료비 

10% 부담 → 15세 이하 5% 부담)하

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 부담 완

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또한,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

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을 2019년부터 

추진한다. 현행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 

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중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경

우는 약 35% 수준(가톨릭대, 2016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해서는 만 44세 이하 여성

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

정)은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또한, 내년부터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질환자

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보조기 급여대상도 확대된

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각장애인

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

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 부담 상한액 

설정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

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

이다.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

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

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약 335만명

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

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

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 부담을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하게 된다.

△ 제도간 연계 강화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

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

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

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

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

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해 추

진한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

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

정립을 추진하고 특히, 1차의료기관

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

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방

침이다.

또한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

던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

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

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

염 등) 강화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

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

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6조원

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초기(’

17∼’18)에 집중적인 투입(신규 재정의 

56%)으로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2017

년 6.9조) 확대 추진,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비효율

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

행해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

(과거 10년간 보험료 인상율 3.2%)으

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2015년 기

준:50.4만원→ 41.6만원)하고, 비급

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고, 또한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

담 환자는 약 66% 감소(39.1만명 → 

13.2만명),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12.3만명 → 6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건강보험 30.6조원 투입, 비용·효과성 부족한 비급여는 ‘예비급여’로 관리

구분 2017~’18년 2019년 2020년

MRI
•인지장애 •혈관성 질환 •근육·연부조직 질환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복부(간·담낭·췌장) •양성종양, 염증성질환

초음파
•심장·흉부질환 •두경부·갑상선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기계,부인과 •수술중 초음파 •근육·연부조직·혈관 질환

< MRI·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주요 항목 >

추진연도 주요 분야·대상 예시

2017~’18년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2019년 만성·중증질환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

2020년 안과질환·기타 중증질환 •눈의 계측검사(백내장), 폐렴균·HIV 현장검사 등

2021~22년 척추·통증 치료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

< 등재 비급여 연도별 해소 계획 >

< 신포괄제도 도입 및 신의료기술 급여화 >

<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 >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개선)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현행유지

<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

` 현행 개선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연령에 따라 10∼20% 부담



본인부담률 5% 동일 적용 

아동
치과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10%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미적용 건강보험 적용(12세 이하)

소아 
재활

어린이재활 
인프라 개선

어린이재활병원(민간)
서울 1개소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추진

여성

난임 시술
전액 비급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
필수시술 급여 (일부 약제ㆍ검사제외)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
모든 여성

장애
인

장애인보조기
급여대상자

욕창예방방석:지체장애인
이동식리프트:척수, 뇌병변

뇌병변장애 추가
신경근육질환 추가

` 현행 개선

신포괄 도입

공공의료기관 42개



민간 포함 200개이상(’22)

비급여 인센티브 無 비급여 감축 인센티브 도입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 비급여 판정 시 비급여로 
잔존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 전환>

비급여 점진적 축소 비급여 완전히 해소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 보장

` 현행 개선

대상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모든 질환

추가지원 없음
소득기준·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
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단위: 억원)

구분 총계 ’17 ’18 ’19 ’20 ’21 ’22

신규 65,635 4,834 32,018 9,658 6,915 6,305 5,905

누적 306,164 4,834 37,184 50,590 60,922 71,194 81,441

< 연도별 투입 재정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국민부담 의료비 변화> <비급여 의료비 부담 변화>

50.4만원

41.6만원

18% 감소

13.5조

4.8조

6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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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 동향

정식 명칭은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으로, 인도양

과 남태평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자

바·수마트라·보르네오·셀레베스 

등 크고 작은 1만 3,677개의 섬으로 구

성된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이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광활한 영토에 

산재한 다종족·다종교가 혼합된 가

운데 이슬람교 문화가 지배적인 모습

을 보인다.

인구 약 2억5000만 명의 거대 내수

시장과 저렴한 노동비용으로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도

네시아 전체 수출의 12%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 당선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발생, 보호주의 무역 채택 등의 이슈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 파트

너인 중국·일본·유럽연합(EU)·싱

가포르 등이 저성장·무역량 감소 추세

를 보이고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 가운데에도 인도네

시아의 풍부한 자원 환경과 경기부양 

정책을 활용해 도약하는 산업들이 다

수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펄프·제지, 

신발, 창고, 의료 등 산업이 주목을 받

고 있다. 높아지는 삶의 질, 건강에 대

한 대중의 의식,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국민 소득 상승

으로 인해 의료산업은 부상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2019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

소득은 4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되며, 이 중 205달러가 의료서비스 비

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

네시아의 의료비 전체 지출은 증가하

는 추세이나, 소득별 의료비 지출 격

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

도네시아 정부는 저소득 계층도 균등

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해 사회보험관리기관(BPJS)

을 2014년에 설립했으며, 국민건강

보장프로그램(Jaminan Kesehatan 

Nasional, JKN)을 2015년부터 시행

하고 있다.

사회보험관리기관(BPJS)은 건강보

험 시스템을 담당하는 4개 기관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기관으

로 BPJS I Healthcare는 건강보험을, 

BPJS II Workforce는 산재, 노후, 사

망 및 연금 보험을 관할하고 있다. 국

민건강보장프로그램(JKN)은 사회보

장시스템(SJSN)의 일환으로 법률 49

호(2004년)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

하게 했고, 국민이 건강을 위한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고자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의료기기 시장 전망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96%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미

국, 일본 등 선진국과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등 화교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

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수입국 6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 제

품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권화된 보건시스템, 

공적 규제가 거의 없는 높은 수준의 가

격, 많은 인구수, 국내 총생산 증가로 

인한 부의 축적, 중앙 정부의 국민 우

호적인 복지 보험 정책 등 무한한 가능

성을 지닌 최적의 의료기기 수입국으

로서 의료기기 시장 전망이 밝을 것으

로 예상한다.

인 도 네 시 아  의 료 기 기  시 장 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CAGR)

은 US달러 기준으로 12.0%(현지 통화 

기준 12.4%)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B M I ( B u s i n e s s  M o n i t o r 

International)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네시아의 수입시장은 최근 5년간 US

달러 기준으로 연평균 4.1%(현지 통화 

기준 12.5%) 상승했으며, 2015년도에

는 US달러 기준 1.7%(현지 통화 기준 

14.8%)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의료용 소모품, 

치과용품 분야 및 진단용 영상기기에

서 강세를 보인 중국이 전체의 15.8%

로 1위를 차지했으며, 독일(15.4%), 

미국(13.0%), 일본(11.3%), 싱가포르

(7.7%) 순이다. 한국(3.9%)은 6위로 

조사됐다.

또,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진단

용 영상기기(25.2%), 의료용 소모품

(18.3%), 환자보조용 기기(10.8%), 치

과용품(2.1%), 정형용품(1.6%) 순이다.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수출시장은 

최근 5년간 US달러 기준으로 연평균 

8.3%(현지 통화 기준 0.9%) 하락했

으며, 2015년에는 US달러 기준으로 

45.7%(현지 통화 기준 38.7%)까지 하

락했다.

대표 수출국인 싱가포르는 정형용

품, 환자보조용 기기, 의료용 소모

품, 진단용 영상기기 부문을 주로 수

출하고 있어 전체 수출금액의 50.4%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 – 인도네시아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독일

(12.1%), 일본(10.3%), 미국(6.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진단용 영상

기기(29.9%), 의료용 소모품(18.4%), 

환자보조용 기기(11.6%) 순이다.

2016 한국(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수·

출입 현황

2016년 대 인도네시아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10.26% 증가한 38.8백만 

달러로, 한국 의료기기 전체 수출금액

(2,918백만 달러)의 1.33%를 점유해 

15위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대 인도네시아 수입

금액은 전년대비 6.7% 감소한 1.2백

만 달러로, 한국 의료기기 전체 수입금

액(3,151백만 달러)의 0.04%를 차지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량은 

40.0백만 달러이며, 지속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HIV.HBV.

HCV.HTLV면역검사시약(417만 달

러), 초음파영상진단장치(293만 달

러),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249만 달러), 레이저수술기(218만

달러), 소프트콘택트렌즈(179만 달

러)로 분석됐다.

주요 수입 품목은 의료용 장갑(106

만 달러), 콘돔(11만 달러), 의료용 침

대(5만 달러)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규제기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는 보건복지부

와 식약청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인 도 네 시 아  보 건 복 지 부

(KEMENTERIAN KESEHATAN 

REPUBLIC INDONESIA; Ministry 

of Health Republic of Indonesia)

는 보건의료, 복지 및 의료기기 의약품 

생활용품 등의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DIREKTORAT 

JENDERAL BINA KEFARMASIAN 

D A N  A L A T  K E S E H A T A N ; 

D i r e c t o r a t e  G e n e r a l  o f 

Phamaceutical Services & Medical 

Devices)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생활

용품의 규격 및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으로 인도네시아 식약청 내 의료기기 

부서는 의료기기팀, 체외진단기기&생

활용품팀, 검사팀, 규격 및 인증팀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기기 등록 절차

현재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INSW)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인도네시아 세관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돼 있고, INSW를 통해 원활하고 

단일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기

업들은 e-등록 온라인  포털(http://

regalkes.depkes.go.id)을 통해 유통 

라이센스, 생산 라이센스, 그리고 등

록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INSW에 가

입한 기업들은 라이센싱 시스템과 제

품에 관련된 규칙과 규정 등의 정보 

및 수출입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등록번

호, HS코드, 세금 및 원산지 등의 정보

를 INSW로 전송해 관리·감독한다. 

INSW는 수입 통관 서비스의 결제 프

로세스를 가속화시키고 화물 취급 수

출입 상품의 효율성과 성과가 높일 것

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 

인도네시아 의료기기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보건복지부 장관 제1190/의료

기기 및 가정용 제품에 관한 제1조 및 

제3조에 의해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 환자 모니터링 진단, 모니터

링, 또는 보상 △ 해부학 생리학적 과

정 조사, 대체, 변경, 지지 △ 삶을 지

지하거나 유지 △ 의료기기 소독 △ 인

체 표본에 대한 시험관 내 시험을 통해 

의학적 목적 또는 진단 정보 제공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간을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의료기기 등급은 위험

성을 기반으로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

되며, 등급별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시

간은 <의료기기 등급 분류 표>와 같다. 

의료기기 제품 등록

인도네시아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공

통 제출 서류 서식 파일(CSDT), 품질 

경영 시스템을 위한 ISO13485, 의료

기기의 안전성, 품질 및 효과를 보장하

기 위한 국내 및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

조·유통업자는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

기 전에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가 발

간한 라이센스를 확보해야 하며, 의료

기기에 대한 e-등록 시스템을 시행하

므로 △ASEAN CSDT를 준수한 의료

기기 등록 신청서 △의료기기 제품 인

증서 △유통업 허가증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기 위

해서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제

1190 의료기기 및 가정용 제품에 관한 

양식1인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에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해당되는 첨부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

출되는 자료는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

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유통업허가증(IPAK:Medical 

Device Distributor License)은 인

도네시아어로 IPAK(Izin Penyalur 

Alat Kesehatan)이라고 불리며, 인도

네시아에 의료기기를 수출 또는 판매

하고자 하는 회사는 유통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출처 

1. BMI, Indonesia Medical Devices Report Q4 2017

2. KOTRA, global window

3. 식약처, 2016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4.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해외시장브리프

5. AHWP 회원국 규제당국자 초청 포럼 자료

<의료기기 등급 분류>

등급 설명 소요시간

Class I
오작동 또는 오용의 경우, 심각한 사고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평가는 품질과 제품에 중점을 둠)

사전 등록 후 
30 근무일

Class IIa
고장이나 오용의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사고는 아니지만 중대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경우 (판매 전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평가, 임상평가는 요구되
지 않음) 

사전 등록 후 
60 근무일

Class IIb
고장이 발생하거나 오용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사고는 아니지만 매
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판매 전 위험관리와 안정성 정보를 포함
하여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평가, 임상평가는 요구되지 않음)

Class III
고장이 발생하거나 오용할 경우, 환자 또는 간호사, 사용자에게 심각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경우 (판매전 위험관리와 안정성 정보를 포함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평가, 임상평가가 요구됨)

사전 등록 후 
90 근무일

 <2015년 인도네시아 수입 주요 국가 Top10>
(단위 : 천 USD, %)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 비중

1 중국 93,448 15.8

2 독일 91,345 15.4

3 미국 77,132 13.0

4 일본 67,021 11.3

5 싱가포르 45,580 7.7

6 한국 23,149 3.9

7 말레이시아 21,436 3.6

8 스위스 20,140 3.4

9 영국 14,708 2.5

10 프랑스 14,558 2.5

출처 : BMI, Indonesia Medical Devices Report Q4 2017

<2015년 인도네시아 수출 주요 국가 Top10>
(단위 : 천 USD, %)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비중

1 싱가포르 82,696 50.4

2 독일 19,941 12.1

3 일본 16,926 10.3

4 미국 10,848 6.6

5 멕시코 3,485 2.1

6 말레이시아 3,385 2.1

7 태국 2,616 1.6

8 네덜란드 2,232 1.4

9 중국 2,227 1.4

10 호주 1,875 1.1

출처 : BMI, Indonesia Medical Devices Report Q4 2017

<한국(대 인도네시아) 수입 품목 현황>
(단위 : USD, %)

순위 한글품명 수입금액 비중

1 의료용장갑 1,058,743 87.02

2 콘돔 109,257 8.98

3 의료용침대 48,700 4.00

한국(대 인도네시아) 수입 합계 1,216,700 100

출처 : 식약처, 2016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한국(대 인도네시아) 수출 품목 현황>
(단위 : USD, %)

순위 한글품명 수출금액 비중

1 HIV·HBV·HCV·HTLV면역검사시약 4,173,499 10.76

2 초음파영상진단장치 2,927,209 7.55

3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2,485,576 6.41

4 레이저수술기 2,177,913 5.62

5 소프트콘택트렌즈 1,788,309 4.61

한국(대 인도네시아) 수출 합계 38,785,391 100

출처 : 식약처, 2016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수 도 : 자카르타

언 어 : 인도네시아어

면 적 : 약 190만㎢ (한반도의 8.624배)

인 구 : 약 25,831만명 (세계 4위)

GDP : 약 1조 205억 달러 (세계 15위)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0~2020>

출처 : BMI, Indonesia Medical Devices Report Q4 2017

의료기기
등록규정

의료기기
등록규정

인니,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추진
2.5억 인구가 사용하는  
의료기기 96%, 해외에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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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주요 여정

7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하기에 여

름 무더위에 시달리던 복더위도 이젠 

안녕. 우린 모두 가을을 느낀다. 계절

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엄정함을 새

삼 공감하며 〈표 1〉을 채우고 있는 열

정을 살펴본다. 8월 8일에는 제15차 

인공지능기반 임상결정지원시스템

(CDSS) 의료기기의 협의체를 개최해 

임상적 유효성 평가의 고려사항을 논

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

험자 데이터 수, selection bias의 최

소화방법, 판독자 배정방법 등 임상

유효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 박상준 교수(분당 서울대병원)

가 발표하고 대조의료기기나 gold 

standard가 없는 경우 의료진 진단

의 일치도 또는 평균값을 이용해 임상

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했

다. 또한 업계에서 FDA의 가이던스

에 근거해 reference standard를 이

용한 평가방법과 다기관임상시험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8월 9일에는 다기관 협력을 통한 

허가도우미의 운영결과를 공유하고 

신청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

난 두 달 동안 4개 지정업체에 대해 

기관별로 지원한 내용을 소개하고 신

청한 해당 지원 건에 대한 지원 종료

시점을 논의했다. 시판 후 보험수가

나 시장진출 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허가 이후 1년까

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수

렴했다. 2개의 집중지원 대상업체에 

대한 진행현황 소개 및 애로사항 논

의하고 다기관 협력을 통한 허가도우

미제도 홍보를 위해 발행한 전자홍보

물의 홍보결과에 대해 공유했다. 지

난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5개 

기관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해 84,125

명에게 홍보물을 발송했으며, 4개 기

관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한 593회(조

회)와 1개 기관에서 SNS 게시물을 이

용해 199회의 조회 건수를 기록했다. 

네트워크 기반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6

차 회의를 8월 16일에 개최했다. 먼

저 그동안의 회의에서 논의한 가이

드라인(안)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등

의 회의결과를 공유하고 사이버보안

의 등급분류 방향을 논의했다. 사이

버보안 침해로 인한 사용자의 위해도

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보안 등급분류 

기준(고려대학교 한근희 교수)과 IEC 

TR 80001-2-1에 기반한 등급분류 

기준(KTC 방지호 선임)에 대해 각 전

문위원이 의견을 발표했다. 사이버보

안 침해로 인한 사용자의 위해도 수

준에 따라 상, 중, 하의 3단계로 등급

을 구분하되, 각 등급에 해당하는 의

료기기의 사용목적과 기능 및 제품 

예시가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

으며 사이버보안 침해로 인한 민감정

보의 손상과 노출에 관한 분류기준을 

포함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

기로 했다. 또한 현재 제시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은 유헬스케어 의료기

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통신 

기능이 있는 전반적인 의료기기에 적

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안)의 

적용대상 의료기기를 통신의 목적과 

통신방식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각 

특성에 맞는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항목을 제시해 이달 모임에서 검

토하기로 했다. 

8월 29일에는 체외진단기기과에

서 간담회를 개최해 체외진단의료기

기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과 의료기

기 업계의 심사기관 이용에 대한 애

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기

술문서 심사기관의 이용에 대한 만족

도 조사 결과와 더불어 그동안 논의해

온 원재료협의체의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Family Guideline 폐지에 따라 

고시에 반영할 개정내용에 대해 의견

을 교환했다. 그리고 가상증강현실기

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방

안과 관련한 자문을 위해 제4차 전문

가협의체도 개최했다. ‘가상증강현실

의 재활치료에의 적용사례’에 대해 김

민영 교수(차의과대학 재활의학과)의 

발표와 함께 관련 기술의 특성을 고려

해 허가심사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

해 검토를 하고 다음 모임에서의 심층

검토를 약속했다.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기

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

한 협의체(4차)는 8월 31일 개최돼 재

활로봇 세분화(안)과 필수성능에 대

해 의견을 수렴했다. 필수성능(안)

은 재활로봇관련 국제표준(안)(IEC 

80601-2-78(ACD): 재활로봇의 기

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개별 요

구사항, 2018.12 제정예정)을 중심

으로 검토했다. 기존 의료기기 재활

로봇(전동식 재활의료기기 포함)의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원인의 관계를 계열

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와 부작용 보

고 및 논문 등을 검토해 필수성능(안) 

추가 반영 여부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

해 다음 달에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하

기로 했다.

9월에 이어지는 여정

그해의 12월은 언제나 9월과 같은 

요일로 시작한다. 하기에 9월이 되면 

한 해의 마무리를 생각하며 모두의 마

음에 조바심을 느낀다. 벌써 16차를 

맞이하는 인공지능(AI)기반 임상결정

지원시스템(CDSS)협의체는 임상유효

성 평가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표 2〉의 일정(9.5)을 마련한다. 

이어서 혈관용스텐트와 혈관용카테터

에 관한 주요 질의·응답집 초안을 검

토하는 심혈관기기분과 간담회(9.7)를 

예정하고 있다. 성형용필러 전문가협

의체(9.8)에서는 필러의 기능적 특성

을 반영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최

종(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다. 이번에 5회를 맞이하는 국내 의료

기기소통포럼(MDCF)의 11월 개최를 

위해 포럼 주제의 선정과 운영방법 및 

좌장·발표자 등을 논의할 운영위원

회(9.20)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그동

안의 개정된 규정내용과 가이드라인

의 제·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

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5차)

와 구강소화기분야의 업계 건의사항

을 논의하는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

회(9.28)는 가을에 맞이하는 업계와의 

소통의 기회로 관심을 받고 있다.

네트워크기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

안(Cyber security)(9.20)과 AR·VR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허가·심

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9.27)

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하기 위

한 전문가의 토론기회를 준비하고 있

다. 더불어 전기수술기용전극의 품목

재분류(안)에 따른 성능평가의 시험

항목과 시험기준을 논의하는 협의체

(9.29)는 9월의 마지막 주를 채우는 소

통일정으로 가을에 젖는다.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2주(9.4~9.8)
○ 인공지능기반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협의체(16차)(9.5)
○ 심혈관기기분과 소분과위원회 간담회(4차)(9.7)
○ 성형용 필러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방안 마련 협의체(4차)(9.8)

4주(9.18~9.22)
○ 네트워크기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 전문가협의체(7차)(9.20)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9.20)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5차)(9.20)

5주(9.25~9.29) 
○ AR·VR 기술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체(5차)(9.27)
○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9.28)
○ 전기수술기용전극의 품목재분류 및 성능평가방안 마련 협의체(7차)(9.29)

〈표 2〉 9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8월 8일
○ 인공지능기반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협의체(제15차)
 - CDSS의 의료기기의 임상유효성 평가 시 고려사항 논의

서울역
회의실

17명

8월 9일
○다기관협력을 통한 허가도우미 전문협의체(제12차)
 - 각 기관별 운영 결과 공유 및 신청 업체별 신속제품화 지원방안 등 논의

산기원
회의실

17명

8월 16일
○ 네트워크 기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전문협의체(6차)
 - 사이버보안에 필요한 안전성 및 성능 요구사항 토론

서울역
회의실

12명

8월 23일
○ 심혈관기기분과 소분과위원회 영상회의
 - 카테터와 스텐트의 Q&A 구성내용에 대한 논의

심혈관
기기과

9명

8월 29일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개선 간담회
 - 업계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33명

8월 30일
○ AR·VR기술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방안 마련 전문협의체(4차)
  - 가상·증강현실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성능평가방법 심사방안논의

서울역
회의실

16명

8월 31일

○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4차)
 - 의료기기 재활로봇 세분화(안) 검토 및 필수성능 도출에 대한 논의

컨퍼런스
하우스

10명

○ 전기수술기용전극의 품목 재분류 및 성능평가방안 마련 전문협의체(6차)
 - 제품의 용도를 반영한 재분류와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성능평가 항목 마련

연세세브
란스빌딩

11명

<표 1> 8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8월, 무더위와 함께한 첨단의료기기의 소통 열정

 

4차 산업과 공공정보 활용 방안

 

정보가 공공재로서 가치를 갖고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

은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 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의 2017년 공공데이터 

개방 조사에서 2회 연속 1위에 올랐

다. 프랑스, 일본, 영국, 멕시코, 미국

보다 높은 순위의 공공데이터 개방성

을 인정받은 셈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에 따르면 이미 

2017년 5월 기준 2만 3천여 건의 데

이터가 개방되었고, 이에 대한 민간

이용도 254만 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신규 기업의 창업도 약 1,200여 

개가 이루어져 양질의 정보를 이용한 

산업적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 증대

컴퓨터의 혁신적인 발달과 급속도

로 증가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기

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군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은 미항공우주국 

(NASA)이 세 명의 우주비행사를 달

로 보냈을 때보다 발전된 컴퓨터 능

력(computing power, 예시 : 컴퓨

터, 소프트웨어 분석, 확장된 모델링 

기법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달로 향후 20년간 

106배 그리고 향후 50년간 1015배 발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빅테이터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데이터의 90%는 지난 2년 동

안 생성된 것으로, 놀랍게도 2017년

에 생성된 데이터가 지난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생성된 데이터보다 많

으며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의 중

요성은 마치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

의 연료가 된 화석연료와 같은 가치

를 지닌다. 다른 점이 있다면 화석연

료는 자원의 양이 제한적이고 사용 

후 불가역적이지만 정보는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진

료나 구글의 딥다이브, IBM의 왓슨 

등은 결국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활용

이 가능해지고, 앞으로 그 가치는 더

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천 자

원인 정보가 갖는 자산적 가치는 앞

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에 대한 

소유 주체 간 권리의 중요성도 지금

보다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의 IT 환경과 방대

한 정보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 

인적자원도 수준이 매우 높아 4차 산

업을 위한 기반은 튼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인적·물적 자

원을 활용한다면 4차 산업에 대한 발

전 가능성 또한 국가 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정보의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정보의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는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정보에 공공재

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할 경

우 관련 산업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낮은 장벽은 신규 사

업에 대한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할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산업 발달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가 공공성을 갖는 장점으

로 플랫폼 개발과 연관된 방대한 투

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

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이 4차 산업 관련 정부 정책 과제의 

대부분을 플랫폼의 구축으로 주안점

을 두고 있다. 나라마다 4차 산업에 

대한 주체, 정의나 중점 과제가 일치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공유하는 부분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데이터의 저

장, 활용 클라우드, 표준언어 등에 대

한 국가 내 합의와 더불어 국가 간 표

준도 필요하므로 이런 공통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미 

미국, 독일, 중국 등은 국가 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

다. 이와 같이 정보 공공성의 중요성

은 향후 미래 전략을 결정하는데 매

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

한 다각적인 형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건분야로 예를 들면, 정보에 대한 

공공성이 토대가 되어 준다면 이를 기

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 발전은 기술의 

보편화라는 단계를 거쳐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얼마 전 개최된 식품의약안전평가

원 주관의 제3차 국제 의료기기국제

소통포럼에서 한 연자가 발표한 것

처럼 기술의 보편화의 한 예인 수술

의 보편화를(Democratization of 

Surgery) 살펴보자. 불과 20년 전만 

해도 고도의 특정 수술의 경우 제한

된 숙련의사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로봇 수술이나 기구 등이 발전함에 

따라 소정의 전문과정을 수료할 경

우 양질의 수술경과를 보일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과학의 진보가 기술

의 보편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더 많

은 환자가 더 나은 수술 결과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돼 비용과 의료 접근성

의 탁월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현재 의약품

이나 의료기기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동물시험 등 각종 시험과 임상 시험

이 요구된다. 동물의 존엄성이나 임

상 시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

고 일부 희귀질환의 경우 관련 질병

군의 환자의 수적 열세로 인하여 안

전성 확보를 할 만큼의 유의성 있는 

임상군 및 대조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증

가하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하게 설계된 모델링 및 시뮬레이

션(modeling & simulation)을 활용

하여 가능한 가설을 검증하고 반복함

으로서 임상 결과에 대한 신뢰성 있

는 예측력을 제공함으로써 임상시험

을 대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공공 정보 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시급

이것은 먼 훗날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지금 현재 미국 FDA 및 유럽규

제당국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이다. 이미 의약품 개

발 및 허가에서 임상시험 디자인 모

델링 및 약동/약력학 모델링 자료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리얼 월드 데이터나 시뮬

레이션을 활용한 근거자료가 안전성 

및 유효성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 시

작했으며, 국내에서도 제한적으로 활

용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비임상자료의 활용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효과

가 높은 혁신적인 제품을 이를 필요

로 하는 환자에게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독점이 갖는 우려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는 시점에서 

대안으로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이

를 통한 사회적 기여가 중요한 시점

에서 의료기기에서도 정보의 공공성

에 대한 설계와 이용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각 나라의 예처럼 주체는 산업계와 

정부의 협업이 중요하며 규제라는 접

근보다는 행정의 지원이란 유연한 관

점이 4차 산업의 발전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문

구처럼 준비된 4차산업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의료기기 세평

황 선 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위원회 교육분과장

“빅데이터, 활용 폭 커짐에 따라 자산적 가치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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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개발지원 기관 소개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R&D 및 기업지원 앞장선다”
오송재단 첨단의료기기센터, 의료기기개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One-Stop 서비스 지원

인구 노령화 및 저출산 비율이 가속

화되고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삶

의 질 및 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현대

인들에게 의료시장은 건강한 삶을 위

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

며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으로 의료시

장의 기술 및 기기의 지속적인 품질향

상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중장기 발전 계획

을 발표하고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 

및 의료기기 시험 개발 지원에 대한 다

각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

장·선경, 이하 오송재단)의 첨단의료

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김성수, 이

하 의료기기센터)는 국내 의료기기산

업에 대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

원을 One-Site에서 수행하는 국가기

관으로서 제품화를 지향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공간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의료기기센터는 연구개발·시제품 

제작·시험검사 단계의 One-Stop 

service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경영부, 

제품개발부, 시제품생산부, 제품평가

부 총 4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개발·생산 기술이 높아

짐에 따라 개발된 기기 품목들도 늘어

나고 있으며, 상용화에 성공할 때까지 

제품의 품질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같

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른 제품평

가부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

종합적 연구공간 및 시스템 지원 가능한 

최적의 시험환경 

의료기기센터 내의 제품평가부는 △

전자파안전성평가팀, △안전성평가팀 

△생체적합성평가팀으로 구성돼 있다. 

전자파안전성평가팀은 의료기기 제품

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지원, 안전성평가팀은 의료기기의 안

전성 및 성능, 물성,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 생체적합성평가팀은 ISO 10993

과 식약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

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기반 시험평가

를 지원한다. 

위와 같이 의료기기 제품 인정 업무

를 담당하는 종합시험체제 구축 및 시

험 관련 ‘최첨단 장비’를 보유 중에 있어 

관련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

해 의료기기 시험 및 평가 진행이 가능

하다. 또한, 필요시 의료기기센터 내 구

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개발부 등 

타부서와 개발지원 업무의 협업이 원

활한 만큼 타 기관과의 차별화된 서비

스를 지원하고 있다. 

간편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

식약처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

험인증 및 문제점 해결 등의 업무 지원

도 가능하다. 

연구개발 성과물 등의 제품화 지원

을 위해 사업화지원부 인허가지원팀을 

2016년 1월에 신설하고 식약처 공무원 

2명이 투입돼 오송첨복단지 입주기업 

대상 인허가 컨설팅을 통한 선제적 지

원 및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

고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지정 성과 

의료기기센터는 2015년 체내삽입

용 의료용품 분야 ‘의료기기 제조 및 품

질관리 적합인정(임상 GMP)을 받은데 

이어, 2016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의

료기기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식

약처의 허가와 관련된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총 26개의 의료기기 품목군(群)중 5

개 품목군(의료용자극발생기계기구, 

내장기능대용기, 시술용기계기구, 체

내삽입용의료용품, 의료용경)에 대한 

전기·기계적 안전성 시험, 전자파 안

전성시험, 생체적합성 시험 및 지정 품

목군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제품평가부는 임상시험

용 의료기기 제작 지원 및 임상시험 연

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전

원공급이 필요 없는 인체이식형 의

료기기의 자기공명(MR:Magnetic 

Resonance) 환경을 아시아에서 유일

하게 구축해 MRI 적합 안전성 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텐트 내구성 시험을 위한 다

축스텐트 피로시험시스템을 구축해 스

텐트의 맥동 시험뿐만 아니라 굽힘 시

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

다. 앞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품목군 

5개 외의 추가 확대될 품목군(주사기 

및 주사침류)에 대한 성능 시험 환경을 

구축해 더욱 다양한 시험 서비스를 지

원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품목군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확대로 시험 서비스 분야 확장 계획

매년 시험검사 품목군 추가를 목표로 

올해 10월까지 3개의 식약처 품목군

(진료용 일반 장비, 보청기, 주사기 및 

주사침류) 허가, 12월까지 국제공인시

험기관 (KOLAS) 인정 분야 추가로 시

험 서비스 분야 확대 및 신뢰성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품목군 확대의 경우 

현재 품목군에서 수요자 요청 품목군

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4월까지 의료기

기 비임상 시험 기준(GLP : 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 기관 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있

다. 이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

기 비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국

내에 확보해 전문성 향상 및 국제 신뢰

도 제고를 통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의료기기센터장은 “시험검사

뿐만 아니라 신뢰성 인증 범위 확장으

로 국산 의료기기의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할 것이며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제

품 제작, 시험검사, 비임상시험 및 임상

시험 안내 지원 등 첨단의료기기산업

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갖춰 

R&D 연구 개발 및 기업지원에 더욱 박

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문의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제품평가부

는 업체 지원을 위한 창구를 운영 중

이며 시험평가 및 장비활용 문의는 기

관대표번호(043-200-9711)로 이용 

가능하다. 해당 지원 서비스별 담당자

는 오송의료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kbiohealth.kr/) 지원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 규 재

제품평가부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이동건강검진
회원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참여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회원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동건강검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건강검진사업’은 협회 회원사로부터 건강검진장비, 전문 의료인 

및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을 통해 의료소외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검진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협회는 2017년부터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르신까지 대상층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회원사는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KMDIA 이동건강검진 안내 ●

 •일시/장소 : 2017. 10. 28(토) 08:30~14:00 / 부천시 보람지역아동센터

 •대 상 :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54명

 •참 여 방 법 : ① 건강검진 필요장비 지원(체성분분석기, 청력측정기기, 시력측정기기, 요성분분석기 등)

     ② 자원봉사자/후원물품·후원금 기부/전문 의료인 등 섭외지원

     ※ ①, ② 중 선택 또는 모두 선택 가능

 •참 여 혜 택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협회 매체를 통한 후원내용 공개 등

 •신 청 기 간  :  2017년 10월 20일(금)까지

 •문 의 : 회원지원부 정유희 팀장(02-596-0847, dunkhee@kmdia.or.kr)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전자파 실험 챔버첨단의료기기기술지원센터 전경

다축스텐트피로 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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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지원부 - 기획관리팀, 재정운영팀 

■  협회 직원 법정 의무교육 시행(08.01~31)
○ 교육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원 휴가 지침에 관한 안내(08.11)

■ [레디코리아] 협회 홈페이지 개편 킥오프 미팅(08.29)
○ 주요내용 : 홈페이지 시안 검토 및 메뉴 통폐합 정리

   ▶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7.08.31)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7년 925 205 159 389 753 170 2

2016년 898 197 159 375 731 165 2

증감 27 8 0 14 22 6 0

※업종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

■  [식약처] ‘AHWP 회원국 규제당국자 초청 의료기기 G2G/G2B 콜라보레이션’ 개
최 안내(08.02)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베트남 의료기기 규제 소개

■  [홍콩무역발전국] 협회 방문 및 양국 간 협업 사업 논의(08.08)
○  주요내용 : 한국 및 홍콩 의료기기 시장 현황 정보 공유

■  [지식재산보호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고센터’ 업데이트 안내(08.09)
○  주요내용 : 신고센터 추가 선정 관련 정보 제공

■  [식약평가원] 다기관 협력을 통한 허가도우미 전문협의체 제12차 회의 (08.09)
○  주요내용 : 각 기관별 운영 결과 공유 및 신청 업체별 신속제품화 지원방안 등 논의

■  [KOTRA] ‘Novo Nordisk와 함께하는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안내(08.11)
○  주요내용 :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행사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사 모집

■  [KOTRA] 하반기 해외 전시회 관련 업무 협의(08.11)
○  주요내용 : 해외 전시회 사전 간담회 일정 조율 

■  [식약처] 2017 APEC 규제조화센터 의료기기감시 워크숍 개최 안내(08.24)
○  주요 내용 : 의료기기감시의 국제적 변화 및 활동

■  CHAMP 교육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3차’ 교육 실시(08.24)

■  [식약처] AHWP 회원국 규제당국자 초청 의료기기 G2B 콜라보레이션(08.28)
○  주요내용 : AHWP 주요 회원국 의료기기 규제 소개 및 제조업체와의 1:1 간담회 

■  [복지부]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 의제 수요조사(08.29)
■  [국립재활원] 2017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안내(08.30)
■  CHAMP 교육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2차’ 교육 실시(08.30)

■  [진흥원] 중국 수출업체 모니터링 회의(08.30)
○  주요내용 :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수출업체 대상 애로사항 및 의견사항 수렴 

■  협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 협의(08.31)

○  주요내용 : KTC와 세미나 등 행사 진행 논의 등

■  [한국무역협회] 제3차 한중 FTA 무역촉진단 파견 수요조사(08.31)
○  주요내용 

   -   한중 FTA 활성화를 위한 1:1 무역상담회 개최(북경, 상해)

   -   주요 유통시장 시찰 및 유관기관 방문 등 통상활동 전개   

   ▶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212호) 공포 안내(08.01)
○  주요내용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하고, 의료기기 표준

코드 관리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식약처]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민·관 협의체 회의 참석 전문가 
추천(08.09)

■  [법규위원회] 전자의료기기 TF 회의(08.09)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비상대책위원회]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08.11)
○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 추가적 대응 방향 설정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결과 의견 제출(08.14)
■  「원자력안전법」 내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의 및 관리범위 등 검토(08.18) 

■  [법규위원회] 전자의료기기 TF 분과장 회의(08.21)
○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법」 상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의 및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유권해석 진행 여부 협의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안전평가분과 분과회의(08.22)
○  주요내용 

    -   1차·2차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간담회 논의사항 공유

    -   이상사례의 추가보고 기한 연장 및 추가보고 시 보고 내용의 범위 가이드 제시

■  [IVD위원회] 법규분과 분과회의(08.23)
○  주요내용

   -   식약처와 심사기관의 심사자료 공유를 통해 중복 제출 방지 및 심사 보완 시 과도한 자료 

요구 기준 완화 

    -   원재료협의체 결과 공유 및 질의사항 논의

■  [동국대]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안) 개발 연구」 공청회 개최 안내(08.24)
○  주요내용 : 1등급 의료기기 60개 품목의 기준규격 관련 제조·수입업체와 논의

■  [식약평가원] 「전기수술기용전극 품목 재분류(안)」의견 제출(08.25)
○  주요내용 : 「전기수술기용전극 품목 재분류(안)」 중 로봇수술장치용전극의 작동원리에 ‘초음

파 진동’ 추가와 종양(치료)용 전기수술기용전극 및 열소작기용전극 별도 분류 의견 제출

■  [IVD위원회] 제2차 체외진단기기과 간담회 개최(08.29)

■  [식약처] 제2차 체외진단기기과 간담회(08.29)
○  주요내용 

    -   심사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및 애로사항을 논의

    -   Family guideline 폐지에 따른 고시 개정 논의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업체 규제개선 회의(08.30)
○  주요내용 :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및 설계승인 신청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침에 대한 개선 요청 등

■  [식약처] 제3차 의료기기안전평가과 간담회(08.30)
○  주요내용 : 1차·2차 간담회에서 논의한 KGMP 위해우려제조소 선정 및 현장심사 제조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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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기준에 대해 4대 심사기관 및 6개 지방청과 논의해 업계의견 반영 조치 예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7년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공고 안내(08.25)
○  주요내용 :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을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

하는 지재원 운영사업 안내 및 참여기업 모집 공지

■  [보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관련 회의(08.04)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정의 및 대상,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현황 논의 

■  [보험위원회] 2017년 7월 국내 의료기기 건강보험정책 제·개정 동향 안내(08.07)
○  주요내용 : 7월에 제·개정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요양급여의 적

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등 건강보험 관련 총정리 내용

■  [복지부] 건강보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계획 발표 안내(08.09)
○  주요내용 :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한 급여화 

계획을 발표

■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요청(08.09)
○  주요내용 : 공단은 2019~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수립 중,이와 관련해 급여 우

선순위 설정을 위해 일부 의료기기(IV Filter Set, InFusion Pump(의약품주입기))의 목적, 적

응증, 비용 효과성, 대상자 수 등에 대한 자문 요청

■  [대한보건협회] 제3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수교육 안내(08.16)
○  주요내용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방안 교육

■  [건강보험공단] 양압기 요양비 적용검토 회의(08.17)
○  주요내용

   -   수면무호흡 환자에 양압기 대여료 지급여부(요양비 지급)

   -   표준수면다원검사 비용 급여 여부 

■  [보건의료연구원]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개최 안내(08.17)
○  주요내용 : 의료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및 논의

■  [보험위원회] 보험전략기획위원회 회의 개최(08.18)
○  주요내용

    -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 논의

    -   세부계획 추진 진행현황 파악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소통채널 강화

■  [보험위원회]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를 위한 TFT 소그룹 회의(08.22)
○  주요내용 : 신생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그룹 의견 논의

■  [보험위원회]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를 위한 TFT 회의(08.25)
○  주요내용 : 임산부, 신생아, 노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기준 개선, 치료재료 별도산정, 행

위 재평가 등 업체 현안별 의견서 마련

■  [심평원] 별도보상 치료재료 자문위원회 회의(08.28)
○  주요내용 :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등 행위료포함 치료재료 급여전환 

관련 검토 경과 보고 등

■  [심평원] 건강보험 치료재료관련 간담회(08.29)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산정배수 및 기준환율 개선 관련 제안

■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및 독립적 검토 결과 안내(08.28)
○  주요내용 : 지난 6월 개최된 제7차 치재위 평가 결과 및 제6차 독립적 검토 결과 

  

   ▶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처리 현황
(기준 : 2017.08.31)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69 12 4 54 139 427 7,713 8,279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관련 식약처 유권해석 안내(08.01)
○  주요내용 

   -   식약처 등 정부기관의 명칭, 로고 사용에 대하여 거짓·과대성 여부를 광고심의위원회에

서 심의 후 사용 가능

   -   인증 및 신고 업무 실수행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

   

■  제30, 31, 32, 33, 34차 광고사전심의위원회(온라인 및 오프라인 심의) 개최
(08.02, 09, 17, 23, 30)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7.08.31)

구분 처리 2017년

제30차 ~ 제34차

승인 75

322 2,717조건부 승인 243

미승인 4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215

269 1,978
불이행 54

※2017년 : 2017.01.01 ~ 2017.08.31 기간 중 전체 처리 건수

■  [간납업체개선TFT] 간납업체 부도에 따른 의료기기업계 피해 조사 회의(08.08)

■  제8차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개최(08.11)
○  주요내용 :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및 교육훈

련 심의, 사전·사후 신고사항 등 853건 결과보고

■  [복지부]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 의견 제출(08.16)   
○  주요내용 :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 의견 제출

■  [윤리위원회] 8월 정기회의(08.21)
   -     윤리위원회 워크숍 개최(10.19~20 예정)

   -     허용되는 경제적이익 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 보고 및 추가의견 논의

■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관련 민원 상담(08.03, 11, 17, 21)
■  [복지부]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 자문단회의(08.30)  

   ▶  산업정책연구부 - 미래전략연구팀, 정보분석팀

■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 세미나 안내(08.17)
○  주요내용 :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노하우 공유 및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  [서울시/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개관식 기술교류회 참여 요청 안내(08.04)
○  주요내용 : 우수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제약/의료기기 기업과의 현장 미팅 및 사업개발 1:1 상

담과 투자유망기술기업을 원하는 투자자를 연결 기회 제공

■  [복지부] 2017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 신규지원 과제 관련 회의(08.09)
■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관련 업무 협의(08.11)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비전자의료기기 글로벌 산업생태계 협력사업 협의(08.18)

■  [식약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업무회의(08.24)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사항 확인

■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코드 - HS Code 매칭 용역과제 회의(08.24)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제2차 기술 수요 분석 참석(08.25)
○  주요내용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재직자간의 교류를 통한 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사
업설명회 참석(08.25)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특별위원회

■  [스마트헬스분과] 1차 분과회의 개최(08.22)
○  주요내용 : 스마트헬스 의료기기 개념정립, 제도개선 등 업무목표 설정

■  [3D 프린팅분과] 1차 분과회의 개최(08.23)
○  주요내용 : 임상시험 신속화, 연구개발 활성화, 연관 학회와의 협력방안, 국제표준화 선점 등 

위원회 세부업무 4가지 목표 공유

■  [로봇분과] 1차 분과회의 개최(08.23)
○  주요내용 : 로봇분과 현안 및 문제점 공유, 분과 운영방안 논의

■  [빅데이터분과] 1차 분과회의(08.30)
○  주요내용 : 빅데이터 분과 현안 및 문제점 공유, 분과 운영방안 논의

■  [기획전략운영위원회] 1차 회의(08.30)
○  주요내용 : 각 분과별 현안 및 문제점 등 논의

   ▶  대변인

■ 홍보위원회
○  대외홍보 – 홍순욱 상근부회장 아주경제신문 인터뷰(08.01) 

○  KMDIA CEO 카톡핫라인개설(08.18)

○  의료계 명사 대담인터뷰-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09.01)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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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존

슨앤드존슨이노베이션, 한국얀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 공동으

로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챌린

지’를 개최한다. 

존 슨 앤 드 존 슨  이 노 베 이 션 의 

JLABS는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

포르 등에서 총 16차례의 퀵파이어 

챌린지(QuickFire Challenge)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28개의 수상팀

을 선발해 멘토링, 실험 공간과 연구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총상금 340

만 달러(약 38억원)를 지원했다. 

한국 퀵파이어 챌린지는 ‘서울 이

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이하 서

울 퀵파이어 챌린지)’라는 공싱 명칭

으로 진행되며, 오는 29일(금)까지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 JLABS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치료제,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을 보유한 전 세계 스타트업은 물론, 

일반 기업, 연구자 모두 가능하다.

서울 퀵파이어 챌린지는 최종 2명

의 수상자를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총 1억 5천만원의 상금과 서울바이

오허브에 2년간 입주할 수 있는 자

격이 주어진다. 수상팀은 서울바이

오허브의 연구 공간 및 장비를 사용

할 수 있으며, 1년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의 멘토링 프로그램 및 

진흥원의 연계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바이오허브의 산

학연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협력 

채널 구축으로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는 10월 중 진행되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술의 잠재적 

영향력 △독창성 및 시장경쟁력 △

기술의 품질 및 실현 가능성 △지원

자의 신뢰성 및 실행역량 △향후 12

개월 연구계획의 명확성 등을 평가

한다. 또한 모든 신청자는 서울 근

무 계획, 현지 바이오 생태계와의 연

계방안 및 멘토십을 활용한 연구 계

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서

울 퀵파이어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과 참가 신청은 퀵파이어

챌린지 홈페이지(https://jlabs.tv/

seoulqfc)에서 할 수 있다.

루트로닉(대표·황해령)은 ‘엔커

브(enCurve)’를 활용한 연구 임상 

결과가 일본의 국제 학술지 ‘레이저 

테라피(Laser Therapy)’에 실렸다

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김범준 중앙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권태린 중앙대 피부과학교실 박사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 결과를 논문

으로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엔커브 시술은 지

방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전

달하며 피부 손상을 유발하지 않았

다. 또 기존 200W 초단파 활용보다 

300W 출력 활용이 시술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지방 분해 연구에서 공

인된 실험용 돼지 모델을 활용해, 각

각 파라미터와 시술 시간을 다르게 

실험했다. G1 모델은 200W 초단파

를 활용 30분간 치료했고, G2 모델

은 300W 초단파를 활용 20분간 치

료했다. 각각의 모델은 일주일 간격

을 두고 총 4주간 치료 후, 90일의 추

적관찰 기간을 거쳤다. 그 결과, G1  

모델은 지방층이 44.8%, G2 모델은 

지방층이 55.6% 감소했다. 홍반이

나 기타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김범준 중앙대병원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접촉식 초단파 자극

기를 이용한 지방분해의 효과와 안

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며 “향

후 짧은 시술 시간으로 피부를 손상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복부 지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리사운드 보청기(대표·장규환)는 

신제품 프리미엄 스마트 보청기 ‘리

사운드 링스 3D’의 국내 공식 론칭

을 기념하는 무료 시험착용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

사는 리사운드 본사 고객센터에서 

진행되며, 최고급 프리미엄 보청기 

리사운드 링스 3D를 시험착용하고, 

무료 청각검사를 비롯해 보청기 배

터리, 습기 제거제 등 사은품이 제공

되는 무료 체험행사이다. 

시험착용은 리사운드 본사 고객센

터를 내방 고객에 한하며, 방문 전 사

전 전화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회사는 링스 3D는 리사운드의 모

든 기술력과 노하우가 응축된 최고

급형 스마트 보청기로, 3세대 양이 

방향성 기술에 의한 탁월한 음질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음질에 관해 타사 제품과 비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링스 3D는 

98%의 정확도로 소음 속에서 말소

리 신호를 분류하고, 가장 낮은 수

치(42%)를 기록한 보청기와 비교해 

△다양한 환경에서 말소리를 (50% 

이상) △사용자 주변의 말소리를 

(80% 이상) △소음 환경에서의 말

소리를 (40% 이상) 더 정확하게 인

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링스 3D의 향상된 환경 분석 및 

어음 인식을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청취 환경에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스럽고 선명한 소리를 들

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스마트 폰 애플리케

이션(ReSound Smart 3D) 및 클라

우드 원격 피팅 기술로 언제, 어디서

나 보청기 전문가의 소리 조절 서비

스를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센터 방

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매우 유

용하다.

바드코리아(대표·하마리)는 신경

인성 방광환자들의 자가도뇨에 필

요한 실리콘 재질의 일회용 친수성 

자가도뇨 카테터 Magic 3를 지난달 

30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Magic 3는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한 일회용 실리콘 카

테터로 단단한 재질과 부드러운 재

질이 혼합된 3중 구조의 구성이 특

징이다. 카테터 바깥층을 매우 부드

럽게 제작해 카테터와 요도가 만나

는 공간에 편안함을 제공한다. 가운

데층은 단단하게 제작돼 카테터를 

쉽게 조절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안쪽 층은 부드러운 재질로 불필요

한 힘을 들이지 않고 요도를 탐색해 

환자 스스로 자신감 있는 사용이 가

능하다. Magic 3는 남성용, 여성용, 

소아용 각각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

됐다. 

바드코리아는 Magic 3 제품 출시

와 더불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

고 있는 ‘Yes, I Can’ 캠페인을 국내

에서 론칭했다. ‘Yes I can’ 캠페인

은 자가도뇨가 필요한 척수장애인

들이 더욱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일

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캠페

인이다. 앞으로 바드코리아는 환자

가 일상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나

갈 예정이다. 

한편, 일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구

입 및 보험 환급 절차에 대한 도움

을 주는 ‘매직케어’ 상담센터(1566-

1101)와 카카오톡 플러스아이디 ‘매

직케어’ 계정 서비스를 28일 오픈했

다. 매직케어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

해 검사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상담 전화를 통해 그 이후 진행되

는 구매 및 보험 급여 절차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Magic 3는 

오는 10월 출시 예정이다.

지멘스헬스케어(대표·이명균)은 

7 테슬라 초고자장MR 장비 마그네

톰 테라의 CE 인증 획득으로, 업계 

최초 영상의학분야 임상용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마그네톰 테라 CE 인증 획득은 이 

장비가 영상의학 분야에서 안정성, 

임상적 유익성 및 환경 보호 측면에

서 모든 EU 요구사항에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유럽 의료진

들은 일상적인 임상 현장에서 신경 

및 근골격계 검사에 마음 놓고 이 시

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측은 “오랜 연

구 끝에 7 테슬라 MR 영상을 마그

네톰 테라 장비로 실현할 수 있게 됐

다”며 “새로운 임상용 자장 세기를 

토대로 인체 내부 조직 및 기능 검사

에서 새로운 차원의 정밀도를 실현

함으로써 정밀 의료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MRI 의학 연

구 및 임상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그네톰 테라는 공간 및 분광 해

상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근

골격계를 세세하게 검사하고 뇌의 

대사 과정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

다. 알츠하이머, 뇌전증, 다발성 경

화증(MS) 같은 신경 질환을 시각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뇌 촬영 

시 해상도가 뛰어나고 영상 대비가 

선명하기 때문에 병변을 훨씬 명확

하게 식별할 수 있다. 즉, 뇌전증 환

자를 검사할 시, 백질과 회백질이 선

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장 세

기가 낮을 때 불가능했던 정밀한 진

단이 가능하다. 

현재 마그네톰 테라의 FDA 승인 

상태는 ‘510(k) 보류 중’이며, 국내 수

입품목허가는 받기 전 단계에 있다.

메가젠임플란트(대표·박광범)와 

크레도웨이(대표·이상호)가 경북 

경산 메가젠임플란트 본사 회의실

에서 치과용 전자차트의 개발 및 판

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달 28일 

체결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치과용 

전자차트 개발 및 마케팅, 교육, 컨

설팅 사업의 공동 협력이다. 

크레도웨이는 병의원용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 솔루션을 개발 및 운

영하고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이다. 이번 협약은 크레도웨이의 전

문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메가젠

임플란트의 치과 의료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해 고객의 니즈를 반

영한 치과용 전자차트를 공동 개발

하고 나아가 치과 병의원 대상의 토

탈 병원 경영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크레도웨이 이상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과용 전자차트 시장

에 전문적이면서 차별화된 솔루션

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며 “앞으로 

메가젠임플란트의 글로벌 네트워크

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크레도웨이는 2013년에 설립된 

메디칼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의료

기기 개발, 생산, 제조 및 국내외 유

통을 하는 업체로 전문적인 기술개

발과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다

양한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진행 중

이다. 특히 병, 의원용 분석 장비 및 

의원용 Medical service와 관련한 

Interface program의 국내 비즈니

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관

련 업계 시장에의 새로운 사업 전략

을 도모하고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신규 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다

양한 사업의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대표·

손승완)와 대한대장항문학회(회

장·오승택)는 지난 2일 세종대

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RS 

2017(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 국제학술대회

에서 로봇수술 트레이닝 관련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인튜이티

브서지컬코

리 아  손 승

완  대 표 와 

대한대장항

문 학 회  오

승 택  회 장

은 이번 양

해 각 서  체

결 을  통 해 

로봇수술 분야의 기술적 역량 발전

에 협력하고 기존 전문의 위주로 제

공되던 로봇수술 교육을 전임의까지 

확대함으로써 로봇수술 저변을 넓히

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장암 분야에서 로봇수술의 임상적 

근거 창출과 학술 연구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임상 데이터 구축에 상호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로봇수술기 다빈치 시스템은 수술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암을 효과적으

로 제거하고 출혈, 통증과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빠른 회복을 도와 환자들

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좁은 골반 내

에서 이뤄지

는 직장암 수

술에 있어서 

더 유용하다

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손승완 대

표 는  “ 이 번 

협약으로 국

내 우수한 의

료진들을 통해 보다 많은 결장암·

직장암 환자들에게 정교하고 섬세한 

다빈치 로봇수술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

내 로봇수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대

표·최성옥)는 지난 2일 ‘2017 BCM 

(Body Composition Monitoring) 

expert meeting’을 개최하고, 생체 

임피던스 분광기술(이하 BIS)에 기

반한 만성 콩팥병의 수분 관리의 중

요성에 대해 짚어보면서 치료 전략

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 해 로  2 회 째 를  맞 은  B C M 

expert meeting에는 약 50여명의 

신장내과 의료진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수분 관리를 위한 BIS의 임상적 활

용법에 대한 실제적 논의 △국내·

외 임상 경험 공유 △BIS의 확장적 

사용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좌경 한림대 

성심병원 신장내과 교수가 BIS에 기

반한 말기 신부전 환자의 수분평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발표

했다. 또, 두 번째 세션에서 대만의 

신장내과 전문의 첸 후얀 션(Chen 

Huan Shen)은 임상 현장에서 BIS

에 기반해 혈액투석 환자의 수분 및 

건체중을 관리한 약 5년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환자의 생존율, 혈압, 항

고혈압제 사용 및 건체중 조절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병근 원주세브란스병원 신

장내과 교수는 ‘Extended use of 

BIS;Cardio-Renal’ 연구 결과를 소

개했다. 연구에서 긴밀한 상호작용

을 하는 Cardio-Renal(심장과 신

장)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위해, 보다 

객관적인 도구인 BIS를 활용할 수 있

다고 전했다. 실제 BIS로 수분 관리

를 한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개선되었으며, 나아가 

적절한 수분관리를 통해서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정상화하고 좌심실비대

를 제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7 테슬라’ MR 장비 업계 최초 임상용 승인
지멘스헬스케어, 뇌신경 및 근골격계 검사 새 지평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 공동 개최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로 바이오 창업 생태계 혁신 기대

루트로닉 ‘엔커브’ 지방분해 300W 시술법 효과 확인
중앙대병원 김범준 교수팀 ‘레이저 테라피’에 논문 게재

리사운드보청기, 링스 3D 출시 시험착용 행사
소음 속에서도 정확하고 탁월한 음질 제공 기술 장착

바드, 일회용 자가도뇨 카테터 ‘Magic 3’ 출시
삽입 용이한 3중 구조 실리콘 재질, 남녀·소아용 버전 구성

메가젠임플란트-크레도웨이, MOU 체결
치과용 전자차트 공동 개발 및 판매 업무 협력

인튜이티브서지컬-대한대장항문학회, MOU 체결
대장 로봇수술 분야 기술적 역량 발전 상호 협력

프레제니우스메디칼, 2017 BCM Expert Meeting 개최 
BIS 기반 만성콩팥병 수분관리 중요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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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열쇠> 

(1)우리나라의 국기 (3)이성에 관심을 가

지게 되는 시기 (6)꼬리 부분에 있는 등

골뼈 (8)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청소년은 ~이 예민하다 (9)

항문에서의 가스의 방출. 때로 소리가 나

기도 하죠 (10)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12)숨을 들이마시면 늘어나고 

숨을 내쉬면 줄어드는 호흡기관. 폐 (13)

악마의 손. 음흉한 손길이나 수단 (15)남

자 형제 사이에서 아우의 아내 (17)유리

나 보석 따위를 둥글게 만든 것. ~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18)심청이 공

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고 빠졌다는 물 

(20)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에 크게 울리

는 소리 (22)잠이 들게 하는 약 (23)한 가

정의 살림의 규모와 수입과 지출 따위를 

적는 장부 (25)땅 속에 있는 물 (26)군대

에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장교

<세로 열쇠> 

(1)나라에 혼란 따위가 없어 백성들이 편

안히 지내는 시대 (2)얼굴에 끼는 거무스

름한 얼룩 같은 점 (3)짐승, 특히 소의 네 

다리뼈. 몸을 보신하는 데 쓴다 (4)갓난

아기의 다리 사이에 채우는 것 (5)임금님 

(7)가을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날 (9)파도를 막기 위하여 항만에 쌓은 둑 

(11)병자를 돌보아 주는 사람 (14)쇠가죽

에서 벗겨 낸 질긴 고기 (16)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돌봄. ~ 치국평천

하. 신 (19)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

음.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 방 (20)푸성귀를 다듬을 

때에 골라 놓은 겉대. 김장이나 젓갈 따위

의 맨 위에 덮여 있는 품질이 낮은 부분 

(21)병아리보다 조금 큰 어린 닭. ~ 백숙 

(23)노래 부르기가 직업 (24)남의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

<9월호>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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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호 정답자>

김소진 성남시 성남대로 

김종현 익산시 동서로

낱 말 퀴
즈 간 장 식 중 독 나 체

병 장 구 신 기 루

인 건 비 암 자 터 울

망 청 오 타

구 증 구 포 보 금 자 리

충 슬 름 가

제 비 토 종 등 용 문

자 리 끼 부 목 지

풍 금 잠 꼬 대 냉 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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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신임 

차장에 최성

락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실 복지행정지

원관을 지난달 

20일 임명했

다. 최성락 신

임 차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

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

업하고 조선대에서 식품학 박사 학

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1990년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장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

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 식품안전

국장을 거쳤다. 다시 복지부로 복귀

해, 보육정책관, 대변인, 보건의료정

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을 거쳐 복

지행정지원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식

품 의 약 품 안

전 평 가 원 장

에 이선희 식

품의약품안전

평가원 의약

품심사부장을 

지난달 24일 

임명했다. 

이선희 신임원장은 이화여대 제약

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

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식약처에

서는 국립독성연구소, 의약품안전

국, 부산지방식약청 등을 거쳐 2013

년 3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을 맡고 있을 만큼 

의약품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식

약처 전문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 신임 차장에 최성락 복지행정지원관 임명 부처 및 기관별 공고·교육 모집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신청대상 품목명 : 수동휠체어,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수동

침대, 전동침대, 지팡이, 배회감지기

(GPS형) 등 2개 품목

 -  신청방법 :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의 

온라인신청을 통해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간 : 9월 15일(금)까지

•  보건산업(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실

태조사 실시

 -  대상 : 보건산업 관련 제조(판매)업 및 

수입업체

 -  일시 : 9월 하순까지 진행

□ 경북테크노파크

•  타이타늄(Ti) 소재기업 육성사업 과제

수행기업 모집

 -  신청기간 : 9월 13일(수), 16:00까지

 -  지원대상 : 경상북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두고 있는 Ti 스크랩 

활용 가능 기업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전자 의료기기 시험검사법 (2차)

 -  과정소개 : 국제규격(IEC60601-1 (3.1

판))의 위험관리 요구사항 및 강화된 

시험검사 항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신청기간 : 9월 14일(목)까지

□ 대구테크노파크

•  ‘2017년 수요연계형 Daily healthcare 

실증단지 조성 사업’ 스타트업 기업 입

주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  일시 : 9월 14일(목), 18:00까지 접수

□ 동국대학교

•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안) 개발연구 

공청회 개최 계획 안내

 -  개최배경 : 1등급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제·개정(안)에 대한 제조사 및 수입사

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업체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  일시 : 9월 21일(목), 15:00~17:00

 -  신청기간 : 9월 15일(금)까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2017 해외규격인증획득 중국인증분야 

지원사업

 -  지원개요 :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

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 CFDA 

등 중국 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을 지원

 -  지원분야 : CCC, 자율안전인증, CFDA, 

GB TEST, China REACH, MSDS 등 기

업당 1개 제품분야만 신청이 가능, 신

청 품목 수는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9월 15일(금)까지

•  2017 해외규격인증획득 CoC/DoC 분

야 지원사업

 -  지원개요 :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게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

(50~70%)를 지원

 -  신청기간 : 9월 29일(금)까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제2기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및 분쟁예

방 교육 과정

 -  교육대상 : 병원 및 보건산업 분야 의료

사고 및 분쟁예방에 관심있는 병원, 제

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   교육기간 : 10월 26일(목)~10월 27일(금)

 -   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

산업교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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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주요사업 성과

□ 2016 의료기기산업통계

   •의료기기 시장분석

   •산업총괄 현황

□ 의료기기 업체현황

   •제조업체

   •수입업체

   •수리업체

□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인

□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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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7725-0422, 팩스 : 02-596-7010, 

    이메일 : diane1214@kmdia.or.kr)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통계자료를 한 권에!

2017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새 수장 이선희 원장 임명

최 성 락
식약처 신임 차장

이 선 희
식약평가원 신임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