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달 30일 치

료재료 7개군 원가조사를 통

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상한

금액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

다’는 내용의 업계의견서를 복

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보험 급여 대상의 치료재료 중 

7개 군(A, C, D, G, H, I, K)

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중분류

별 가격인하율 및 평균인하율

을 개별 업체별에 통보했다.

이번 7개 품목군의 상한금

액 평균인하율은 8.33%에 달

하며, 인하율을 중분류별로 동

일하게 적용시 품목군에 따라 

최대 60%대까지 떨어지는 사

례도 확인돼 영세업체에 큰 손

실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원가조사 

기반의 치료재료 가격인하 정

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

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복

지부에 △원가조사 기반의 상

한금액 조정 정책의 철회 및 

유예 △인하율 산출과정의 구

조적 모순 시정 △7개군 대상 

가격조정 재고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지난 2010년 F군, 

2013년 B, E, J, L, M 등 5개군

에 대한 원가조사 기반의 가격

조정 과정에서도 이같은 방식

이 법적 근거의 취약성과 적용

상의 불합리성이 있음을 지적

하고, 시정조치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가조사 기반의 상한금액 조정 

정책의 철회 및 유예 요청

협회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을 무시

하고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

은 유래가 없는 파행정책이 아

닐 수 없다”며 “즉각 중지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건

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부득

이 가격조정을 강행해야 한다

면,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그 집행을 연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가격인하정책이 강

행된다면 정부가 제시한 ‘2020

년까지 7대 의료기기산업강국

에 진입하겠다’는 보건의료산

업의 육성 목표는 달성하기 어

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도 “연이은 치료재

료 가격 인하조치는 의료기기

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취업·고용 유발효과를 잠식

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하율 산출과정의 구조적 모순 

시정 요청

또한 기업손실이 예상되는 

인하율 산출과정의 인위적인 

제한(Ceiling), 업계 유통 특

성이 반영되지 않은 마진율 적

용 등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협회는 “현 상한금액을 초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방식

은 결국 시장가격의 평균값을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원가

에 비해 낮은 마진만으로 제품

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일방

적인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런 

제한은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

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측이 채택한 한국

은행 2013년도 기업경영분석

상의 ‘도매 및 상품중계업’ 도

매마진율은 치료재료 업계의 

유통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

았으며 업계 현실에 적합한 

‘소매업 또는 종합소매업’ 마

진율이나, 관세평가분류원의 

‘의료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

마진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

시했다.

3면으로 계속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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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쟁점

치료재료 원가조사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련

10~11면

“치료재료 가격인하, 의료기기산업 발전동력 차단”
KMDIA, 치료재료 7개군 원가조사 결과 반대 의견서 복지부 전달

KMDIA 보험위원회(위원장·김충호)는 지난달 8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치료재료 원가조사, 별도산정불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2015년 5월 125호20Ⅰ전면광고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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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제품, 독립된 관리체계 구축해야”
협회·식약처·김용익 국회의원실과 업계 간담회 가져 

KMDIA, 7개군 대상 가격조정 결과 재고 요청

체외진단제품의 허가심사 및 

관리에 있어서 현행 법령 개정 

또는 별도 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달 24일 체외

진단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김용익 의원실과 체외진단업

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

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

에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실무관들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체로 위험

도가 낮은 체외진단제품은 독

립적인 관리체계

를 구축해 관리해

야 한다는 의견으

로 귀결됐다.

업계에서는 체

외진단제품은 인

체에서 유래한 물

질을 검사한 정보

를 이용하기 때문

에 위험도가 낮은 

1~2등급은 유연한 허가심사 

및 관리체계가 적용돼야 한다

는 입장이다.

또한 비슷한 유형의 제품이 

국내와 해외가 같은 등급이더

라도 허가심사 체계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과도한 시설

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일반의료기기와 다른 특

성을 지닌 체외진단제품을 허

가, GMP, 사후관리까지 동일

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체외진단분야 

시장은 장비, 치료재료와 비교

해 진입장벽이 낮아 국내 제조

사가 세계시장에 진출하기에 

용이한 유망한 분야”라며 “유럽 

등과 국제 조화된 규정이 조속

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 법령이 체외진

단제품을 포함하고 있지만 부

족한 점이 있다며 GMP 심사

의 제품 제형별 가이드라인 마

련 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

장기 계획을 세워 체외진단제

품 및 국내시장 특성을 반영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별

도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안 제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존 법안에 

예외규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업계의 급한 애로사항을 해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1면에서 계속

협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치

료재료 7개 군 대상 가격조정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

했다.

금번 원가조사 대상인 7개

군은 청구량 총액에 있어서 

전체 치료재료의 1/4 수준이

며 건강보험 재정 전체로 놓

고 봤을 때도 0.9% 수준에 불

과하다. 

영세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조인 치료재료시장에서 과

도한 가격인하 정책은 건강보

험재정 건전성에 불과 0.07%

로 추산되는 긍정적 효과는 현

저히 작아 정책집행 비용·효

과분석 상 득보다 실이 많다는 

설명이다.

협회 김충호 보험위원장은 

“업계가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 

연구개발 및 시장 개척을 통해 

의료기기 강국이 되기 위해서

는 현실이 반영된 가격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가조

사를 통한 일방적인 가격 인하

보다는 획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 행사 안내

국민과 함께 해온 의료기기산업인의 ‘의료기기의 날’ 기념 행

사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합니다.

이날은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을 기념해 2008년부터 매년 

5월 29일, 의료기기 종사자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민관

이 함께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날’에는 기념식과 함께 의료기기의 각 산업부문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포상 시상식, 그리고 안전한 의료기

기의 공급을 모색하는 ‘의료기기 안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의료기기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5월 29일(금)

 · 제 1부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 10:30~13:30

 · 제 2부 의료기기 안전 세미나 : 13:30~17:00

●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 그랜드볼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

● 주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관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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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엉덩이뼈관절 등 476개 제품 ‘재평가’ 실시
업계, 오는 9월 19일까지 재평가 신청해야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전컨설팅’ 제공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서 총 20회 진행

‘인공혈관·인공관절 등’ 의료기기 추적관리 강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2개 품목으로 확대

식약처는 금년도 ‘인공엉덩

이뼈관절’ 등 고위험 의료기기 

92개 품목 47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한

다.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185

개 업체는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재평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의료기기 재평가는 이미 허

가를 받아 판매되는 제품을 대

상으로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다시 검증

하는 사후관리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의료기기위원회 심

의를 거쳐 재평가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업체로부터 관련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정보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재평가를 실시

하게 된다. 

특히 재평가를 받지 않거나,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

지 않을 경우, 또는 재평가 결

과 안전성·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재평가 대상 품목이 있을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

정처분 기준에 따라 최소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부터 

최고 문제 품목의 제조·수입 

허가 취소 또는 제조·수입이 

금지 된다. 

현재 허가돼 판매 중인 의료

기기는 총 2 ,206개 품목 

75,748 제품이며, 지난해까지 

984개 품목 13,223개 제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중 

5,721개 제품은 안전성과 유

효성에 적합했으며, 3,453개 

제품은 시장성이 없는 등의 사

유로 업체 자발적으로 품목 취

하했고, 178개 제품은 업체 폐

업 등으로 품목 취소됐다. 

3,542개 제품은 최종 재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329개 제품

은 제출자료 미비, 재평가 미신

청 등으로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안전성 및 유효성

이 검증된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재평가 대상 업체는 

재평가 신청 기간 중에 꼭 신

청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내 임상시험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2015

년 임상시험 사전컨설팅’을 실

시한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의료기

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인제대

학교부산백병원등 전국에 걸

쳐 총 20회를 진행한다. 

사전컨설팅은 의료기기정보

기술지원센터가 수행한다. 의

료기기 업계와 임상시험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

험 규정, 임상통계 및 문서관

리 방법 등에 대해 설명과 상

담의 기회를 제공된다.

사전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법규 소

개 △임상시험계획 설계와 증

례기록서 개발 △임상통계 등

에 대한 강의 및 모니터링 실습 

△개별 임상시험 상담 등이다.

이외에도 임상시험기관 점

검에 따른 실제 지적사항 사례

(2013~2014년)를 중심으로 

임상시험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시

험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와 임상시험기관 인력들

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품질관

리와 피험자 안전관리의 수준

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후 

발급되는 참가증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점검 시 제출해야 하

는 임상시험 관련 인력의 교육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임상시험 사전컨설팅에 참

여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 홈페

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의료기기 24개 품목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처장·김승희)는 인

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혈관, 인공관

절 등 인체에 이식해 사용되는 

24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

료기기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

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3

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인체에 1년 이

상 삽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의료기기

의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통해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조

치를 위하여 2003년 의료기기

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해 현재

까지 28개 품목을 지정 관리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인체이식 의료

기기 중 대한정형외과학회, 대

한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

체의 의견과 국내외 사례를 검

토해 고위험 인체이식 의료기

기에 대해 추가 선정했다.

추가 지정된 품목은 △중심

순환계인공혈관 △이식형인슐

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엉덩

이관절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

입되는 의료기기 24개 품목이

며, 이미 지정돼 있는 28개 품

목과 함께 전체 52개 품목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관

리된다.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판매·임대·수

리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매월 공급내역 기록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

며, 의료기관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전립선암 로봇수술 “합리적 수술 대안 못돼”
NECA, 전립선암 로봇수술 경제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

장 · 임 태 환 ,  N E C A ) 은 

2014년 수행한 ‘전립선암에

서 로봇수술의 경제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립선암은 

국내에서 로봇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암 종류로, 국

내 자료를 활용한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 정

보를 제시하고자 수행 됐다.

연구결과, ‘전립선암 로봇

수술’은 기존 ‘복강경’ 또는 

‘개복 수술’ 대비 삶의 질 개

선 측면의 효과가 다소 좋았

지만, 비용은 2~3배 이상 현

저히 높았다. 비용-효과를 

고려시 현재 로봇수술은 기

존과 비교해 합리적 대안으

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의 

평균 질보정생존년수(QALY)

는 0.7478년(약 273일)이었

으며, 복강경 수술(0.7102년, 

약 259일)과 개복 수술

(0.6591년, 약 241일)보다 각

각 14일, 31일 정도 길었다.

이는 실제 생존기간의 연

장은 없지만 수술 침습 정도, 

합병증, 기능 회복 등으로 인

한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로

봇수술은 기존 수술에 비해 

약 14일~31일(0.376~ 

0.887년)의 삶을 완전한 건

강 상태로 사는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승희)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으로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을 발표

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최근 헬스케어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ICT 기

반 융복합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영역의 웰니스 제품들이 나타남

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제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마련 △첨단 융

복합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한 전

략적 지원이다.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마련

우선, 내달(6월)까지 ‘건강관리용 웰

니스 제품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

련해, 운동이나 레저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웰니

스 제품을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

한다. 

현재 미국 FDA도 웰니스 제품에 대

한 관리 기준을 마련 

중에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명확한 관

리 기준이 설정돼 있

지 않다. 미국 FDA는 

올해 1월 ‘웰니스 제

품의 가이드라인’ 초

안이 마련됐다.

국내에서도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규제

대상 여부 등 관리 기

준이 모호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

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서 제외되면 사전 허가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료

기기에 적용하는 의무규정을 준수할 필

요가 없다. 이 경우 허가 준비에만 소요

되는 최대 4년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품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비용도 최대 4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위한 

전략적 지원

기술혁신에 따른 융복합 의료기기 급

성장에 맞게 해당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통합정

보 뱅크(Bank)’ 구축을 추진하고, 제품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전담지원팀을 지

정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그 동안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는 연

구·개발과 허가의 연계가 미흡하고, 

의료기기 관련 정보가 각 부처에 분산

돼 있어 제품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합정보 뱅크는 R&D부터 허가·사

용까지 연계한 의료기기 정보, 주요 수

출국의 허가 및 통관절차 등 산업계 및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전담지원팀

을 지정해 개발 초기부터 전임상과 임

상시험 등 허가 준비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웰니스 신산업 창출과 첨단 융복합 의

료기기 개발 촉진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안전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헬스케어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

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최근 의료기기 

업체는 물론 유헬스 관련 단체가 참석

한 가운데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광순 상근부회장은 “유헬스

케어산업 관련 규제를 풀고 산업 활성

화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의 면담을 진

행하는 등 협회가 나서서 적극 추진하

겠다”라고 말했다.

“웰니스 신산업 창출·첨단 융복합의료기기 개발 촉진된다”
식약처,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 발표

“KMDIA, 4월 국제교류 활발”
러시아·중국·말레이시아, 통상·산업기관과 면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4월 한달동안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의 의료기기관

련 통상 및 산업단체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가졌다. 지난달 10일 

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 미

하일 본다렌코 대표가 협회를 방

문해 황휘 협회장과 면담, 양국 

의료기기분야의 상호교류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 

24일에는 중국의약성(CMC, 

China Medical City: 태주의약첨

단기술산업단지) 대표단과 2013

년 체결된 협력 MOU의 후속 조

치 사업을 논의했으며, 27일에는 

말레이시아 고무수출진흥위원회 

대표단과 국내 고무원료 사용 의

료기기의 시장 정보를 공유했다.

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 방문단

중국의약성(CMC, China Medical City) 대표단

말레이시아 고무수출진흥위원회 대표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모집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의 국내·외 투명한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제정·시행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및 공정거래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진취적인 위원회 활성화 및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우수의료기기 공급에 관한 사항

• 단체 또는 사업자의 분쟁조정 사항

•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관한 사항 등

주요활동

활동조직

자격요건

신청방법

• 윤리위원회 :  법규개선분과 / 교육홍보분과 /

 대외협력분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소속이며 위원회 활동을 원하시는 

컴플라이언스 또는 마케팅 분야 담당자

업체명, 직급, 성명, 전화, 이메일을 기재한 후 위원회 간사에게 메일로 신청

- 윤리위원회 간사 : 양은미 과장

 (emyang@kmdia.or.kr, 070-7725-8705)

식품의약품안

전처 제2대 처장

에 김승희 전 식

약청 차장이 지

난달 6일 임명됐

다. 이번 식약처

로 복귀는 지난 

2013년 3월 차

장 퇴임 이후 2

년 1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지난 

2004년 김정숙 식약청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으로 기록됐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식약처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안전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국민’과 ‘안전’을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현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행정을 하는 부처이기

에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며 현장감각을 더욱 키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의약 안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최고 전문가라는 자신감

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회, 정

부부처,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와 

발전적 협력체계를 주도적으로 만

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제2대 처장, 김승희 전 식약청 차장 임명
“식의약 안전은 식약처가 전문가” 역량 강화 주문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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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주관 : MEDEXPERT BUSINSESS CONSULTANTS (P) LTD.           www.medicall.in          e-mail : info@medicall.in

MEDICALL 2015
MEDICALL 인도 첸나이/뭄바이 의료기기 전시회 2015

첸나이
Medicall 의료기기 전시회

1. 일시 : 7월 31일~8월 2일
2. 장소 : Chennai Trade Center

3. 2014년 전시참가 업체

•해외 200개 포함 630개업체

•방문객 11,500명중 83%인 9,500명이 비즈니스 관련

    방문했고, 인근 스리랑카 포함 Delegation 980명 참여

•방문객중 의사 40%, 딜러 26%, 의료기기 전문가 및 

 구매담당자 17%였음

뭄바이
Medicall 의료기기 전시회

1. 일시 : 10월 9일~10월 11일
2. 장소 : Bombay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인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edicall
의료기기 전시회
•2015년 경제 성장율 7.5% 초과 전망

•의료기기의 70%가 수입되고 있는 국가

•향후 5년간 40만 Bed 규모 병원 신/증설

첸나이 : 7월 31일~8월 2일

뭄바이 : 10월 9일~11일

신청 : Medicall 한국 파트너 ㈜ATS무역

문의 : 02)2051-2650/2

e-mail :  kslim@atsk.com

종합뉴스

지난해 광고심의 매체 “인터넷, 76%로 가장 많아”
식약처, 2014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결과 발표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관리체계 일원화
농림부,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복지부, 보건산업 육성 5대 발전전략 제시
고위험 의료기기 원천기술 확보 및 임상 추진

지난해 의료기기 광고 매체

는 ‘인터넷’이 가장 많았다. 식

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승

희)는 2014년에 의료기기에 

대한 총 3,628건의 광고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그중 82%인 

2,998건을 적합 승인했으며, 

17%인 630건을 미승인 했다

고 밝혔다.

이중 광고매체로는 인터넷이 

2,762건(76%)으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다. 전단지나 리플

렛 등 유사매체가 449건(12%),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이 201건

(5.5%)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연평균 약 

3,800여 건으로 지난 ’09년

(1,231건) 대비 약 3배의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

인인구 증가와 웰빙문화 확산

에 따라 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의 의료기기 사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의료

기기 업체들이 광고를 이용해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결과로 풀

이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거

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허

가사항에 대한 올바른 광고 내

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2007년도부터 변호사, 교수,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 참여하는 ‘의료기기광고사

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하고 있다.

광고사전 심의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거짓·과대광고

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의료

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

의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달 17일 체

외진단시약을 동물용의료기기

로 관리체계 일원화하는 ‘동물

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

에 관한 규정’ 등 4건의 인허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 

했다.

인체용 의료기기의 경우 체

외진단시약의 국제부조화 및 

이원화에 따른 사용자 불편해

소를 위해 ‘약사법’ 및 ‘의료기

기 법  시 행 규 칙 ’ 을  개 정 해 

2014년 11월 14일부터 체외

진단시약을 체외진단용의료기

기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은 기기

는 의료기기로, 시약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PCR 진단법 등

의 분자 유전 검사용 시약들은 

체외진단시약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을 동물용의료기

기 범위에 포함시키고, 허가와 

관련된 기술문서와 안전성·

유효성 심사 내용을 고시에 신

설했다.

다만,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중 ‘약사법’에 의해 허가된 전

염병 검사시약(구제역, AI 등 

동물의 전염병 검사시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

고, 기존에 허가된 제품은 시

행 후 6개월 이내에 제조·수

입 품목허가증으로 갱신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업계의 혼란 

및 민원부담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

는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

린 ‘바이오 메디컬 코리아 위

크’ 콘퍼런스에서 ‘보건산업 발

전 방향 5대 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약, 의료기기 등 각 

세부 분야별로는 기본계획이 

있었으나 보건산업의 관련 분

야를 총망라해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5대 전략은 △강점 분야 육

성 △연구개발(R&D)의 산업

화 촉진 △산업 간 융합 및 세

계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전

주기 인프라 조성 △융합인재 

육성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수한 국내 인력을 

활용해 기존의 강점 분야는 집

중적으로 육성하고 첨단 의료

기기를 개발하는 등 연구 중인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경쟁

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 히 ,  첨 단  의 료 기 기 는 

2017년까지 3·4등급의 고위

험 의료기기 원천기술의 임상

진입 2건을 목표로,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해 임상진입부터 

시장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의 판로개척과 

산업간 융합 및 고령화 진행 

등 새로운 미래 전망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보건산업 

인프라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프라간의 상호 연계성 제고

를 통해 보건산업 전주기 플랫

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건 시장의 세계 

시장 규모가 8천조 원에 이르

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업계와 학

계, 산업 분야 등 전체 구조가 

목표를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

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

방향 자료는 보건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기본 구상으로서의 성격”이라

며 “구체적 사업일정과 예산 

투입계획은 향후 관계부처 합

동으로 추진할 바이오미래전

략 등 관련 계획들과 연계해 

분야별로 사업계획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유형별 특허 동향, 한눈에 파악 
특허청, ‘의료기기-특허분류 연계표’ 마련

의료기기 특허 출원 및 등

록 동향을 산출할 수 있는 새

로운 분류기준이 제공된다. 

특허청은 모든 의료기기를 

14개 중분류 및 80개 소분류

로 구분하고, 각 유형과 관련 

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

제특허분류)를 1:1로 매칭해 

‘의료기기-특허분류 연계표’

를 마련했다.

이 분류 연계표는 의료산

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기기 유형에서 IPC를 바

라보는 관점으로 작성된 분

류기준으로, 의료기기 산업

과 특허 사이에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의료기기 업체들

은 각 의료기기 유형별 특허 

출원, 등록 현황에 관한 정보

를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기-특허분류 

연계표’에 따라 지난 10년간

(’05~’14년) 의료기기 특허

의 출원 및 등록 동향도 발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

년간 의료기기 특허 출원은 

총58,734건으로 연평균 

6.9% 증가했으며, 특허 등

록은 총28,559건으로 연평

균 8.2% 증가했다.

특허청 이충재 의료기기심

사팀장은 “지속적으로 분류

기준과 통계를 업데이트하

고 공유할 예정”이며 “의료

기기-IPC 연계표 및 이에 

따른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은 특허청 의료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www.

k i p o . g o . k r / c l u b /

medicaltech)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눈의 피로를 없애준다”, “수술없이 디스크 치료” 등과 같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

△  “100%”, “부작용 없는” 등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

△ “국내 최상”, “세계 최고”, “영구” 등 절대적 표현 등을 사용

△  “◯◯의료전문가 추천” 등 무분별한 의료기기에 대한 추천이나 

공인 

경쟁력 강화

강점분야 육성 R&D의 산업화 촉진

•�한국형�의료패키지�
글로벌�확산
•외국인환자�유치
•블록버스터�신약
•글로벌�제네릭

•유전체·맞춤의료
•줄기세포·재생의료
•항체치료제
•첨단�의료기기
•보건의료�TLO�육성�지원

인프라 구축

전주기 인프라 조성 융합인재 육성

•바이오뱅크� •빅데이터�구축·연계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임상시험� •투자창업�플랫폼

•HT�융복합�인재�양성
•글로벌�인재�양성

시장창출

산업간 융합 및 세계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보건제품�수출�촉진
•뷰티산업
•천연물�신약
•건강노화산업

식약처, ‘MRI 허가사항’ 준수 권고

지난달 춘천 소재 병원에

서 80대 노인이 자기공명전

산화단층촬영장치(MRI) 촬

영 도중 기계 틈에 왼손 약지

가 끼여 일부가 절단되는 사

고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에 MRI 촬영

시 다음과 같은 허가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MRI 촬영 시 환자테이블이 

마그네트 안으로 이동하기 

전에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

기 위해 환자 양손이 테이블 

위에 위치했는지 반드시 확

인할 것, △손가락이 환자테

이블과 MRI 시스템 본체

(Bore) 사이에 끼일 수 있어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기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세트, 손가락 보호 센서장치

등을 사용할 것, △엎드린 자

세로 누었을 때 환자의 발가

락이 환자테이블 표면보다 

높은 곳에 지지해 있어야 하

며, 환자의 발이 테이블 끝에 

걸쳐 있다면, 발이 테이블과 

MRI 시스템 본체 사이에 끼

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공황 

장애가 있는 환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환자를 고

정시키기 위한 액세서리를 

반드시 사용할 것 등이다.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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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주요 여정

현실의 비정함은 팽목항의 기억

에 따른 회한과 함께 아직도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그 아픔을 느

끼는건 모두에게 거울뉴런(mirror 

neuron)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

런 거울뉴런에 의한 공명현상이 감정

이입으로 정서에까지 나타나는 걸 공

감이라고 부른다. 하기에 경쟁에 따

른 적자생존을 부추기는 각박한 현실

에서도 공감을 통해 소통하고, 소통

을 통해 적응하는 우리 모두는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임

이 분명하다. 

실제로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건 

공감과 소통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런 소통의 거울뉴런을 확

인하기 위한 〈표 1〉의 여정들은 이 사

월에도 간단없이 지속돼 왔다.

그동안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이

원화돼 관리되던 체외진단 제품은 

2014.11.10.부터 의료기기로 전환

해 일원화된 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

다. 그런 관리제도의 일원화에 따라 

자동화시약 뿐만 아니라 매뉴얼 검사

시약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기 위해 체외진단기기과에서는 지

난 2월6일부터 전문가협의체를 구

성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따라

서 기존의 자동화 시약에 국한된 용

어와 성능가이드에 메뉴얼시약도 포

함해 개정하기 위해, 혈구형검사시약

(forward typing)과 혈청형검사시

약(back typing)의 명확한 요구성능

을 구분하고 제품의 유형별로 구분된 

성능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4월3일의 모임을 통해 그

동안 논의해온 검체종류와 임상시험

평가기준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이달(5월)까지 개정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월14일에는 체외진단

용 분석기 제품군별 시약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산·학·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체외진단용 

분석기 제품군(family instrument)

이란 동일한 검체 및 시약을 사용하는 

동일 기술과 기본적인 특징을 갖추고 

업그레이드된 동일 제조사의 유사 장

비군을 지칭하는데, 그런 제품군에 대

해 분석기별로 모든 시약의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하고 변경관리를 해야하

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런 어려

움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한 모임이었던 만큼 폭넓은 

의견교환의 장이 됐다. 따라서 제품군

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변경에 따른 

체외진단용의료기기(시약)의 성능평

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

해 검토하고, 미국 FDA의 체외진단

용 분석기 제품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 내용을 조사·검토했다. 

일례로 FDA 가이드라인에서 다루

고 있는 제품군 관리대상 및 제외 대

상에 따른 변경방안을 살펴보면 고위

험성바이러스 검사용 및 현장검사용

의 체외진단용 분석기를 제품군에서 

제외하여 개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

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제조사별

로 제품군의 현황과 함께 국외(캐나

다, 호주, 싱가폴 등)의 관련 규정과 

사례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체외

진단용 분석기 제품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4월10일에는 의사 및 환자

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성형용 의료기기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형용필

러에 관한 허가정보(개요, 원재료, 제

품정보)와  안전정보(부작용, 주의사

항)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거쳐 최

종안을 구성했으며, 협의체의 결과물

인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위한 안

내서’를 발간(4월27일) 했다. 

한편 4월16일에는 국제표준화기술

문서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민·

관 전문가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30개 품목의 작성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과 아울러 STED 정

비에 따른 세부 사항을 토의하고, 다

음 달까지 작성해설서와 심사지침서 

및 30개 품목별 작성 가이드라인 최

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4월17일에는 품목별 사용목적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19명의 전문

위원이 참석하여 지난 4월1일의 2차 

회의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실무워크

숍을 개최해 3·4등급 품목별 일반 

사용목적 명확화대상의 우선품목을 

선정하는 등 많은 진전을 이뤘다. 

5월에 이어지는 여정

다시금 〈표 2〉와 같은 5월의 여정

을 준비하며, 3월호 의료기기협회보

에서 읽었던 글(‘규제산업으로서의 

의료기기와 발전방향’, 이진휴 동방

의료기(주)이사)을 떠올린다. 우리 처

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과 

함께 ‘좋은 규제’,  ‘제도 등 규제의 합

리적 도입’,  ‘규제의 개선체계 마련돼

야’란 부분을 통한 날카로운 지적들을 

되새긴다. 특히 ‘… 좋은 규제란 어렵

기는 하지만 결국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줘야한다.’란 부분은 

모두가 곱씹어야하는 부분이다. 규제

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는 게 아니

라,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손질

하거나 진화시키는 것, 하기에 규제

완화(deregulation) 대신 소통의 적

극적인 과정을 통해 합리적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을 이뤄 가야 

한다. 그런 좋은 규제의 정답을 찾아

가기 위해 이번 달에도 인공관절류의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업

계와의 간담회(5.12)와 3D프린팅 기

반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모임(5.19)이 예정돼 있으

며,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뉴트랙 

개발과 관련한 민·관 연구회의 4차 

회의(5.28)와 성형용필러에 이어 인

공유방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협

의체 회의도 모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합리적 자료를 위한 활발한 소통노력

소통의 여적(餘滴)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형재활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
(5.4~5.8)

○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회(5.6)
○ 반복사용 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전문자문단(1차)(5.7)

2주
(5.11~5.15)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5.12)
○ 인공관절류의 3, 4등급 등급분류 기준 명확화(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5.12)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가 회의(5.12)

3주
(5.18~5.22)

○ 3D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심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5.19)
○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업체 CEO 간담회(5.19)
○ 펄스옥시미터 첨부자료 요건 관련 전문가협의체(3차)(5.19)
○ 의료기기 품목별 일반 사용목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3차)(5.19)
○ 정형재활기기 분과위원회 간담회(3차)(5.21)
○ 생물학적 안전성 자료의 면제 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1차)(5.21)
○ 체외진단 분석기 시리즈에 대한 시약 지침서 마련을 위한 협의체(2차)(5.22)
○ 심혈관기기 분과위원회 간담회(2차)(5.22)

4주
(5.25~5.29)

○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뉴트랙 개발 관련 민·관 연구회(4차)(5.28)
○ 인체이식형 성형용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3차)(5.28) 
○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협의체(1차)(5.28)

<표 2> 5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4월1일
○ 품목별 일반 사용목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체(2차)
 - 일반 사용목적의 작성방향 및 예시(안) 논의

서울역�
회의실

13명

4월2일
○ 펄스옥시미터의 합리적 성능자료 요건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
 - 국가별 펄스옥시미터의 정확도 인정요건 논의

서울
아산병원

13명

4월3일
○ 수혈용 혈액형 검사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협의체(2차)
 - 혈구형 시약 성능 및 임상시험 방법 최종(안) 의견 수렴

의료기기�
산업협회

12명

4월8일
○ 반복사용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문단(2차)
 - 제품의 특성, 안전성에 따른 심사 방법 및 연구사업 진행상황 논의

서울
지방청

14명�

4월10일
○ 인체이식형 성형용의료기기 전문가 협의체 2차 회의
 - ‘성형용 필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검토 및 의견 수렴

의료기기�
산업협회

11명

4월14일

○ 체외진단 분석기 제품군별 시약 성능평가지침서 마련을 위한 협의체
 - 국외 관련 가이드라인 조사 및 제조(수입)업체 의견 수렴

의료기기�
산업협회

14명

○ 유헬스케어진단지원시스템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2차) 
 - 해외 허가제도에 대한 세미나 및 계획서작성·평가 가이드라인(안) 검토

서울역�
회의실

16명

4월16일
○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전문가 협의체(3차)
 - 30개 품목별 가이드라인 제정(안)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5명

4월17일
○ 품목별 일반사용목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실무 워크숍
 - 일반 사용목적 작성방법 및 DB 구축방법과 우선 품목 선정

식약처별관
회의실

19명

4월23일
○ 원재료 배합목적 기재 전문가 협의체 회의
 - 적용범위, 품목별 작성예시 및 국내·외 관련규정 등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5명

4월28일 ○ 첨단의료기기분과 간담회
의료기기�
산업협회

16명

4월29일 ○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
정보기술
지원센터

16명

4월30일
○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뉴트랙 개발 관련 민·관 연구회(3차) 
 - 혁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의료기기 정의, 대상, 적용범위 등 논의 

서울역�
회의실

9명

<표 1> 4월 주요 소통 내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 3월26일

~29일까지 나흘간 개최된 ‘터

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한국

관 참가 기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성

공리에 마쳤다.

협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해외전시 지원사업인 만큼 꼼

꼼한 준비와 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한국관을 운영했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성공적인 터

키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첫 발을 내딛으며 

우수한 국내 제품의 브랜드를 

알리고자 노력했다.

협회-KOTRA, 전시회 사전 ‘마케팅’ 

활발

특히 전시회 공동 수행기관

인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과 전시회 개최 이전에 여러 

‘사전 마케팅’을 지원했다. 짧

은 전시기간, 현지에서 가시적

이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

록 참가기업에 적합한 바이어 

발굴이 선행됐다. 전시회 개최 

한 달 전부터 참가기업별 품목 

세부내역 및 상담 희망 바이어 

조사를 통해 상담 주선 일정이 

마련됐다. 또 참가기업 대상으

로 현지 업무협의회를 진행하

며 한국관 운영 관련 안내 및 

터키 의료기기 시장동향에 대

한 정보 제공이 뒤따랐다. 이

는 참가기업이 터키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터키 이

스탄불 의료기기전시회는 유

라시아 지역 최대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강점으로 터키 지역뿐

만 아니라 인근 중동, 동유럽,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으로

부터 약 3만 명 이상의 의료전

문분야 참관객이 방문해 상담

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전 시 회 는  이 스 탄 불 의  

‘TUYAP FAIR AND CONGRESS 

CENTER’에서 약 10만㎡ 규

모로, 의료기기 전시회를 비롯

해 의학실험용기기류 전시회

(LABTECHMED 2015), 미용

의료전(COSMED 2015)이 통

합 개최 됐다. 

종합전시회, 30개국·980여 

의료기기 등 업체 참가

참가국 및 전시참가업체 수

는 30개국 이상, 약 976개사

로 집계됐으며, 앞서 말한 동

시 개최된 전시회와 합하면 통

틀어 1천개사가 넘는 규모이

다. 의료기기산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수 참가

했고, 전반적으로 자사 개발 

및 공급 의료시스템을 시연하

며 제품을 홍보했다.

전시회는 전문 외과용 수술

장비, 치료, 진단용 기기류, 병

원용 소모품류 뿐만 아니라 의

료보조용기기류, 응급후송차

량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분야

에서 사용되는 전 품목이 출품

됐고, 이외에도 의학실험용기

기류 전시회, 미용의료전시회

를 포함해 의료용품, 기기, 설

비가 총망라한 종합박람회의 

성격을 보였다.

해외 국가관은 한국을 비롯

해 미국, 중국, 대만, 인도, 말

레이시아, 유럽 7개국, 중동 3

개국 등 총 16개국에서 참가했

다. 중국의 경우, 이번 전시회

에 ‘Country of Honor’로 지

정돼, 단일 국가관으로는 가장 

많은 200여 업체가 참여했다. 

품목도 다양해 ‘품목군’으로 전

시관 섹션을 나눌 만큼 큰 규모

와 많은 제품을 자랑했다.

한국, 13개사 16개 부스 참가 

기술개발 자랑

한국관은 국제 의료시장에

서 지명도가 높은 독일, 프랑

스 등 유럽관이 자리 잡은 국제

관 Hall 6에 위치하며 총 13개

사 16개 부스 규모로 구성됐

다. 참가기업 중에는 ㈜우영메

디칼, 메가메디칼㈜, ㈜영원메

디칼, ㈜인성메디칼 등 협회 

회원사 4개사가 참가했다. 4일

이란 전시 기간에 한국관 참가

기업은 총 183건의 상담이 이

뤄 짐 과  동 시 에  상 담 액 은 

10,831.5(천불)을 기록했다. 

이중 계약으로 이어진 추정액

은 4,222.6(천불)에 달하는 성

과를 얻었다.

참가기업의 주요 전시 품목

은 경막외카테터, X선/방사선 

기기, 휴대용 X선 촬영장치, 

의약품 주입기, 이비인후과 장

비, 심장수술용 안정화 장치, 

수술용 장비, 일회용 의료기

기, 인슐린 주사기, 헬스케어 

서비스, 욕창방지 매트리스, 

의료장비S/W, 의료용 석고/수

술비품, 경피·기관용·혈관

튜브 카데터 등 다양했다. 최

근 치료기술, 의료용품의 재

료, 시스템 등에서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진 제품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었다. 

터키는 대부분의 의료기기

를 수입(시장의 약 85%)에 의

존한다. 그러나 최근 터키 의

료기기 시장은 미국, 유럽 제

품에 대한 의존도(전체 1/3규

모)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

세다. 줄어든 미·유럽 제품의 

자리를 아시아 제품이 차지하

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한국제품을 찾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현지 관계자의 의

견이 있었으며, 의료용 소모

품, 수술용 장치에 대한 관심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제품 점유율 증가세, 

한국제품 관심 높아

터키, 중동의 소득수준에 비

추어 볼 때 한국산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은 이미 공급가격이 

높아진 상태이나, 기술력, 품

질상의 특·장점은 꾸준히 바

이어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분

석이다. 우리 제품에 대한 기

술력, 품질 등의 요소를 강점

으로 내세운 홍보가 지속적으

로 이뤄질 경우, 시장진출 가

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

다. 게다가 의료분야의 특성상 

의료기기산업간 기술 및 생산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

망된다.

이런 분석에는 한국보건산

업진흥원의 터키 보건의료현

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더 명

확해 진다. 

터키 의료기기 시장은 현재 

세계 30위권에 진입했으며 그 

시장규모는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올해 의료기기 시장 규

모는 약 31억 달러가 될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EU) 진입을 위한 통합의료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터키는 EU의 준 회원국이기 

때문에 터키 시장 진출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CE인증(Medical Device CE 

Marking)이 필수적이다. 아

울러, 터기 의료기기 인허가는 

보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2회째 

한국관 참가가 진행된 이번 전

시회는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

은 바이어 및 관람객이 전시 부

스를 방문하고 상담이 이뤄졌

다. 모 참가업체는 터키 의료시

장의 변화로 지난번 참가에 비

해 더 적합한 바이어 발굴이 가

능했다는 의견이며, 한국관 기

업들은 대체적으로 전시회 참

가에 만족스런 평가를 했다. 하

지만 터키는 통관이 매우 어렵

고 까다롭다. 이번 전시회 참가 

업체는 임시 통관으로 물품 운

송을 진행함에 따라 귀국 시 물

품 반출의 문제로 현장판매의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터키 의료기기시장 및 전시회 

규모 확대

터키의 의료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으로 인해, 터

키 의료기기 전시회는 앞으로

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참가국 및 국가관, 기업도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 국내 제조사는 지속적으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용

편의성, 휴대성, 디자인적인 

기능성 및 심미성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품 판매 이후 사후관

리가 약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가격 면에서는 유럽

보다 저렴하고 품질 면에서는 

중국보다 우세한 한국산 의료

기기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협회는 ‘2016년 터키 이스탄

불  의 료 기 기  전 시 회 ’ 에 도 

KOTRA의 공동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올해 참가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 마케팅 지

원 요구사항 및 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보다 개선된 한

국관 전시업무를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내년 전시회는 4월 14일부

터 17일까지 나흘간 개최될 예

정이다.

한지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기술사업부 대리

“한국 제품, 터키 의료기기시장 진출 확대”
KMDIA, 내년 터키전시회 개선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추진

 KMDIA-터키 의료기기 전시회(2015. 3.26~29) 한국관 전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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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단계인 품목별 상한금액 조정률 산

출과정에서 인정배수 적용시 현 상한금액

을 초과하게 될 제품의 인정 상한금액은 

배제된다. 이는 전체 시장상황을 반영하

는 평균값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 측 공문을 보면 이번 원가조사

는 “제조(수입)원가 및 유통마진을 감안

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 상한금

액을 초과해 인상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적정한’ 인상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이번 원가조사는 일방적인 가격인하

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업계가 주장

하는 것이다.

업계 특성 반영한 치료재료의 도매마진율 

적용해야

넷째, 상한금액 조정기준안에 적용된 

도매마진율은 의료기기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상한금액 도출을 위해 정부 측이 

차용하는 도매마진율은 한국은행 발표 

‘2013년 기업경영분석’ 중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매출총순익/매출원가 비

율인 17.60%이다. 하지만 이 도매마진율

이 적용된 산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

면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

물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의료기기 산업의 유

통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치료재료 도매상들, 즉 의료기기 판매

업자들의 경우 의료기기 관련 법령이 허

용하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일정한 범

위 내에 보건의료인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의

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

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5조(판매

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

법 등)에서 요구하는 판매업자의 준수사

항을 지키기 위한 인력과 비용도 요구된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재료의 특

성을 반영한 도매마진율 값을 적용해야 

함은 명확하다.

또한, 치료재료의 국내 유통구조는 중

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제조·수

입업체에서 바로 요양기관으로 납품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 도매업체, 대리점, 간

납업체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이런 제

반의 상황은 한국은행 기준의 도매마진

율이 치료재료 업계의 원가산정 기준으

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개군 가격인하, 업계 손실 큰 반면 재정절감 

효과 ‘미미’ 전망

마지막으로, 이번 7개군 상한금액 조

정안은 시장 내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실이 우려되는 업계의 희생에 비해, 정

부가 기대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건전

성 및 지속가능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는 점이다.

이번 원가조사의 대상인 7개군의 청구

량 총액은 전체 치료재료 지출액의 1/4

에 미치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 규모 전

체로 볼 때도 0.9% 정도 수준에 불과하

다. 또한, 이번 원가조사를 정부의 조정

안대로 마무리 짓더라도 이를 통해 기대

할 수 있는 재정 절감액은 산술적으로 전

체 건강보험재정의 0.1%를 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해당 7개군에는 360개 업체

가 약 4,500억 원 수준의 제한적인 시장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영세성을 면

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평균 조

정률은 8.33%이지만 중분류에 따라 동

일 적용되는 개별 조정률을 들여다보면 

최대 60%대의 인하율까지 확인된다. 불

과 0.1%도 안 되는 재정절감을 위해 수

많은 중소 규모 업체들에게 과도한 부담

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맺음말

협회와 업계는 정부 측의 원가조사 기

반의 가격조정 정책과 그 시행과정 전반

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여러 의견과 

대안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수용을 요청해 왔다. 우선 원

가조사는 상한금액 인하 수단으로 시행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해 왔다. 

이런 방식을 정부에서 강행해야 한다

면 적어도 일방적인 인하가 아닌, 시장상

황에 따른 ‘적정한 인상’도 함께 고려돼야 

함도 피력해 왔다. 

그리고 조정률 산정과정에서 도매마진

율은 최소한 의료기기 업계의 특징을 어

느 정도라도 반영한 것으로 적용해야 한

다는 점과 정책시행 과정에서 산업, 개별 

군 그리고 기업이 가진 본연의 특수성 및 

영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이

뤄져야 함도 그 의견들에 포함된다.

또한, 치료재료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

해 일부 의약품에 적용되고 있는 ‘퇴장 

방지’의 개념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약

제의 경우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

산성의 문제로 생산 및 수입이 기피되는 

제품의 경우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

해 비용 및 원가보전, 약가 추가 제공 등 

정책적 배려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치료

재료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있음에도 그

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적 적용을 받

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치료재료, 퇴장방지 제도 등 정책적 배려 

필요

서두에서 밝혔듯이, 정부가 업계와 진

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

로 정책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

이고 있다는 것은 일원으로서 볼 때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의료기기 업계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상급의 제품을 선보여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시

장을 개척해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드높이

고자 고군분투하는 현실에 대해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적어도, 시장경제의 대원칙 아래서는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방식이자 생존원리

인 원가절감을 부정하는 원가조사 기반

의 가격조정은 채택돼서는 안 되는 정책

이며, 가격의 사후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세부시행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 선

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면

을 통해 강조한다.

어김 없이 또 한 번의 원가조사 기반의 

가격조정이라는, 업계 입장에서는 하나

의 커다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설명회를 통해 평균 8.33%라

는 가격 인하율을 내놓았다. 지난달 27

일 정부-업계간 간담회에 이어 4월 30일 

이의신청 제출 등 관련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원가조사 기반의 

가격조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부

터는 인하된 가격을 적용할 계획으로 보

인다.

협회를 비롯한 국내 의료기기 업계도 

보장성 강화 수요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 

압박에 맞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

니다. 다만 그 해결수단으로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합리성과 투

명성, 그리고 업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지난 2010년 F군 

대상 원가조사 이래 꾸준히 정부에 전달

됐다.

정부 정책, 합리성·투명성·진정한 소통 하에 

추진돼야

물론 정부 측에서도 이의신청 기간 중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견 청취에 시간

을 할애했고, 향후 개별 군의 상황에 대

해서는 치재위 회부 등의 기회를 제시하

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

거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고무적인 변

화로 평가된다. 하지만 업계가 본원적으

로 바라는 것은 원가조사라는 가격 조정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안적 조

치를 도입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이미 시

행 중인 원가조사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서의 일방적, 자의적 집행이 아닌 관련 이

해당사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다. 

이미 업계는 지속적인 원가 상승요인과 

시장 유지 및 개척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투자로 인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 진행된 6개군 대상의 원가

조사와의 형평성을 들어 앞서의 6개군보

다 시장 규모도, 개별 회사의 규모도 작

은 나머지 7개군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원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인 것인지, 또한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질

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기기는 그 속성상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으며, 보다 개선된 제품을 계속 

내 놓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

은 시간문제다. 또한, 제품의 보관, 유통, 

전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인적, 금전적 비

용이 소요되며 그 규모는 각 제품 그리고 

군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운영 중인 원가조사 기

반의 가격조정책은 이런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지난 30일 이의신청 마감일에 맞춰 전

달한 협회 의견서를 바탕으로 정부 측 원

가조사에 대한 업계의 입장과 현실을 이 

자리를 빌려 소개하고자 한다.

일방적 가격인하, 업계 현실 도외시한 조치

첫째, 의료기기 원가조사에 따른 일방

적 가격인하는 기업의 혁신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기기 업계

의 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다.

기업은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

해 연구 개발과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끊임없이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

가의 사회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개

선에도 공헌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연

구 개발과 원가 절감은 기업의 생존 수단 

이상의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뜻이다. 그

리고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돕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원가절감을 위

한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

는 방향으로 도입되고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원가조사 기반의 가격조정은 이

런 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을 오히려 제품 

가격 인하를 위한 근거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기

본적인 정책 방향과도 역행하고 있다. 국

내 의료기기 업계의 매출 대비 평균 연구

개발비 비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 

기준으로 약 9.07%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평균 가격조정률은 이에 

육박하는 8.33%다. 연구개발 없는 의료

기기 산업의 존속을 상상할 수 있을까.

2013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이 약 33.1%에 달하지만, 치료재

료 상한금액은 거의 인상되지 않고 깎이

기만 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가치는 단순

히 제조원가나 수입원가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시의 적절

한 배송 및 필요한 장비의 제공 등 다양

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원가만을 근거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료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

위수가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인상돼 왔

음을 보더라도 의료기기의 상한금액이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업계의 치료재료 상한금액, 법적 보호받아야 

둘째,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조치는 현행 법령 하에서 그 근거가 미약

하다. 

현행법상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일종의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법적 지위로서 헌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약제의 상한금액

뿐 아니라 치료재료의 상한금액도 근거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인 사적 이익이며 재산권적 기본권에 해

당한다.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며 치료재료 상한

금액의 조정 또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

야 하는 것이다.

예측가능성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의

료기기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는 물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조정의 요건, 범위 등이 정확하게 

명시돼 상위명령으로부터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인하가 될 것인지를 대강이라

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약제 상한금

액의 조정에 비해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조정은 그 법률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매

우 미약하므로 관련 법령의 정비는 반드

시 이뤄져야 한다.

인정배수 및 가격조정률 산출 등 제반

의 과정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이 임

의적으로 산정되고 추진되기는 마찬가지

다. 현재의 가격인하 방식인 “제조/수입원

가에 임의적인 배수를 적용해 산정한 인

정상한금액을 토대로 평균인하율을 산출

해 이를 중분류별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은 법령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이해당사자

간 논의와 합의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정부, 인하율 품목별 적용시 현 상한금액 

초과금액 인정해야

셋째, 법적 근거를 차치하고라도, 상한

금액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여러가지 모

순점들이 확인된다.

먼저 “인정상한금액은 현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금액 조정기준안

은 평균값을 왜곡하고 있다. “품목군별 평

균조정률”을 중심으로 가격조정률을 산출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평균조정률 산출

■ 3차년도 치료재료 원가조사에 관한 업계 제언

“정부 원가조사, 의료기기산업 존속 위협하는 일방적 가격인하 정책 철회해야”
협회, ‘원가조사’ 방식의 가격조정체계 근본적으로 반대, 부득이 가격조정시 일정기간 집행 연기 요구 

치료재료 7개군 상한금액 조정안 ‘불수용’ 내용의 의견서 복지부 제출

이 상 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원가조사 TF위원장

의료기기 쟁점 의료기기 쟁점

구분
2015.3.1 기준

조사품목수 중분류수 대상업체수

 합계 4,839 665 360 

 A군 : 핵의학검사용군 1 1 1 

 C군 : 골유합 및 골절 고정용군 1,860 224 68 

 D군 :  관절경 수술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170 20 25 

 G군 : 흉부외관용군 412 98 41 

 H군 : 신경외과용군 184 80 20 

 I군 : 안이비인후과용군 216 38 52 

 K군 : 일반재료군 1,996 204 211 

● 7개군 제조·수입가  조사대상 현황

구분
평균조정율

전체 제조 수입

전체 8.33 5.78 10.53

 C군 : 골유합 및 골절 고정용군 12.98 10.66 14.48

 D군 :  관절경 수술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13.74 13.98 13.7

 G군 : 흉부외관용군 6.17 4.08 6.34

 H군 : 신경외과용군 3.12 0.47 3.46

 I군 : 안이비인후과용군 13.1 8.41 13.6

 K군 : 일반재료군 3.94 3.21 5.73

● 품목군별 평균조정율 현황

구분 인정배수 비율 누적비율

제조(수입)원가 1=제조·수입원가 100% 100%

판매관리비 및 영업이익
A=1x(1+판매관리비 및 
영업이익 비율)

58.72% 158.72%

도매마진율 B=Ax(1+도매마진율) 17.60% 186.65%

부가세(10%) C=Bx(1+부가세(10%)) 10% 205.32%

인정배수 2.05배

인정상한금액 = 제조(수입)원가 x 2.05

● 상한금액 조정기준 인정배수 산출내역

출처 : 복지부·심평원 ‘치료재료 원가조사 설명회’ 자료 발췌(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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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최소침습수술(Minimal 

Invasive Surgery)이 확산되면서 

외과수술에 전기를 맞는다. 절개

창과 출혈량이 작고 적으며 회복

이 빨라진 것이다. 특히 복강경

을 도입한 것이 획기적이었다. 

초창기 복강경 수술은 ‘칼스

톨츠’의 내시경과 카메라가 연

결된 기구가 사용되면서 보편화

됐다. 지난해 ‘서울국제암심포

지엄 2014’에 참석한 미국 외과

학회 부회장이자 ‘World Journal 

of Surgery’의 편집장인 존 헌터

(John G. Hunter) 교수는 내시경

과 카메라의 만남이 보건의료에 

있어 대표적인 파괴적 혁신 중에

하나라고 꼽았다.

혁신적인 내시경의 세계적인 

기업인 칼스톨츠엔도스코피의 

한국지사를 2012년부터 이끌고 

있는 이남구 사장과 칼스톨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

어봤다.

칼스톨츠엔도스코피코리아(유), 

어떤 회사인가?

칼스톨츠는 1945년 설립,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혁

신적인 내시경 의료기기를 공

급했으며, 90년대 말 2000년

대 초 복강경 수술이 확산되면

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됐다. 수

술용 내시경에서는 세계 최고

의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

다. 한국 지사는 2012년 1월 

설립됐다. 한국에 지사가 설립

되기 전에는 약 30년 가까이 

총판 대리점 체제로 운영됐다. 

칼스톨츠는 가족경영 회사이

다 보니, 파트너십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

만 그동안 국내 비즈니스가 무

너지면서 한국 지사가 필요하

게 됐다. 이제 만 3년된 신생회

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칼스톨츠는 아시아에

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인도, 싱가폴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의료기기와의 인연과 칼스톨츠 

한국 사장이 된 계기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미

국의 존슨앤드존슨메디칼에

서 처음 의료기기와 인연을 맺

는다. 2002년 입사했고 한국

과 미국 존슨앤드존슨메디칼

을 왔다갔다하며 주로 척추, 

뇌 관련 마케팅과 일부 영업

을 담당했다. 이후 2012년 창

업에 준하는 기회를 칼스톨츠

로부터 얻게 됐다. 당시 개인

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무

척 컸을 때였다. 특히 연·경

성 내시경의 혁신적인 제품이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한 철

저한 시장 조사부터 전략적인 

영업·마케팅 플랜까지 3년간 

채워갈 수 있었다.

지금은 직원이 수십명이 되

지만 처음엔 재택근무를 하면

서 혼자 지사 설립을 위한 준

비를 했었다. 지사설립이 내겐 

첫 도전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정이라고 여겼다.

칼스톨츠 제품 영역과 그 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칼스톨츠는 이비인후과 내

시경을 시작으로 전 진료과에 

내시경 장비와 솔루션을  공

급하고 있다. 주요 수술의 약 

70%는 내시경을 이용해 이뤄

지고 있고 모든 병원은 내시경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에 의료

진의 성공적인 수술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 활

동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JW중외메디칼과 신

형 연성내시경의 국내 독점 판

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올해 3

월에는 광우메딕스와 이비인

후과 전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

고 기술력과 제품력을 가진 칼

스톨츠의 제품을 국내 병원과 

의료진에 소개할 수 있는 기업

과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있다. 

또 기존 제품의 안정적인 공

급과 더불어 새로운 제품을 선

보였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이

미지 기술을 적용한 복강경 장

비 SPIES를 출시했다. 이 장

비는 정교한 내시경/복강경 수

술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 추가

된 ICG 시스템에 근적외선 형

광 영상을 제공한다.

박사과정, 배움이라는 새로운 도전

중인데?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동안 눈 앞의 일에만 신경 쓰고 

살았다. 또 의료기기산업의 환

경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

각에 박사과정을 등록했다. 현

재 대전의 KAIST 기술경영전

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보

건의료산업 분야에 관심이 지

대하고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지도교수와 인연이 있어서 배

움에 도전하게 됐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대전에 가서 배우며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란 교육 

모토가 칼스톨츠와 나에게 맞

춤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KAIST에 의료기기, 제

약, 병원서비스와 관련한 센터

가 설립됐다. 복지부와 보건산

업진흥원의 지원 속에서 세 분

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경영 방향과 목표는?

고객과 기업이 지속적인 관

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뢰’

가 중요하다.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

어야 한다. 칼스토츠는 내시

경 회사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즉,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고

객에게 믿음을 주고, 이를 통

해 고객은 칼스톨츠와 오랫동

안 인연을 이어갈 것이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성

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장에서

의 기회 창출을 꾀해야 한다. 

혁신을 통해 신기술이나 신제

품으로 인한 기회 창출은 지사

에서 할 수 없다. 또 시장 규모

가 커져서 기회 창출을 이루는 

것은 정체된 국내 시장에서 쉽

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

경 분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최

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기기의 

특성상 고객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제품과 브

랜드 퀄리티는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로 거듭나는 회

사가 된다면 충분히 고객들의 

신뢰를 받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칼스톨츠의 경쟁력은?

고객이 원하는 내시경 솔루

션을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칼스톨츠이고 그것이 

경쟁력이다. 의료진에게 새로

운 치료 방식을 제시하거나 환

자에게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알려주고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시

장에는 새로운 기술과 기능이 

접목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

다. 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라인을 보유한 내시경 회

사는 칼스톨츠이다. 

또한 포트폴리오 상의 무수

히 많은 제품이 있다. 의료진 

또는 병원에 따라 같은 제품이

라도 상성이 맞지 않는 수가 있

다.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의사

의 손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보다 나은 치료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칼스톨츠가 잘 

하는 부분이다.

칼스톨츠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업이든 사람이든 가치 창

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

리가 속한 사회에 득이 되는 기

여가 있어야 한다. 각자가 자

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

다. 칼스톨츠는 신기술을 빠르

게 제공하거나,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치료가 효

과적으로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특히 꾸준히 이

런 가치 창출을 해 나갈 수 있

고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 점이 그 동안 칼스

톨츠가 강조해 온 부분이고 이

런 전통을 한국에서 이어가고

자 한다. 

임민혁 기자

“칼스톨츠, 고객과 오랜 파트너십 꿈꾸다”
최고의 내시경 제품·서비스로 신뢰 받는 회사 목표

 칼스톨츠엔도스코피코리아(유)- 이남구 사장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 치료에서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고령화 

사회로 진입, 가정용 의료기기 보급률 증가 등의 사회적 추세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7년 4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 하고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부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이하 “규정”)에서 정하는 신문,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인터넷신문,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를 통해 반드시 심의를 받고 광고해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광고물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

광고사전심의 대상
- 인쇄매체(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매체(인터넷[홈페이지 포함], 

인터넷신문), 방송매체(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고 광고해야 함

  심의신청(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통보, 수수료 10만원(부가세 별도))

-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광고매체일 경우라도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그 밖의 유사매체 또는 수단”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음

  심의 신청 시 신청서 화면에서 광고매체를 “기타”로 선택하여 신청가능

●유사매체 또는 수단

* 전단지, 리플렛, 버스나 전철 등 

 교통시설, 현수막, X배너 등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인터넷신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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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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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57호, 2013.12.30. 개정)에 따라 

심의결과가 적합한 광고물에 한해 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이 부여되며, 광고물 게재 시 

반드시 부여받은 심의번호 또는 광고심의필 표시(심의번호 글자는 최소 6포인트 이상, 

광고 심의필 지름3.5cm 이상)

적합한 광고물이란 심의결과가 승인이거나 조건부승인인 경우이며, 조건부승인은 조건부 

승인이행보고를 통해 최종 이행 결정을 받은 광고물을 말함

광고매체 특성에 따라 라디오방송은 제외

하며, 텔레비전방송은 심의번호를 표시

(3초 이상 노출)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주의문구 표시

- 접수일정 : 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심의일정안내」 참조

-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구비서류 제출 및 심의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

 ·의료기기광고 심의심청서(홈페이지 로그인 후 작성)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제품설명서

 ·그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FDA, CE등 국가별 인증, ISO, 임상시험, 특허, 수상내역 등

심의신청서 상태 : 문서제출(신청일자) ⇨ 접수대기(입금확인) ⇨

  접수완료(접수일자)

-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사항 및 거짓·과대·오해·비방·사용후기 

 ·절대적 표현 등 심의 기준 검토

심의신청서 상태 : 접수완료

- 온라인 심의 또는 대면 심의

심의신청서 상태：심의중

- 승인 : 광고 가능 (광고심의필 표시)

- 조건부승인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작성 후 제출, 이행여부 확인 후 

이행인 경우만 광고 가능 (광고심의필 표시)

 ·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건부승인 이행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심의위원회의 사정사항 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처리되어 광고 불가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 미승인 : 광고 불가

-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 결과 통보

- E-mail 송부 및 홈페이지 게재

- 로그인 후 홈페이지 「광고사전심의결과」를 통해 확인

심의신청서 상태：결과통보

5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위원회
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

광고사전심의 대상 제외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행정처분기준” : 판매·임대업무 정지, 

품목허가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의료기기법 제52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0000-000-00-0000

문의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기획 경영실 광고관리부

Tel : 02-596-1412, 6050, 6058      Fax : 02-596-6301      E-mail : adv@kmdia.or.kr

1

2

4

3
의료기기법 제 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제25조(광고의 심의),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및 [별표6/3]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제1항 및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의료기기법 제52호(벌칙)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제50조(수수료)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수수료)제1항 및 [별표 8]

 “수수료액” 제15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규정(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식약처 승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등 광고와 관련된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정하는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6가지 경우에 

한해 심의를 받지 않고 심의기관에 심의면제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고 광고할 수 

있음(선택)

심의면제

심의 받은 광고물의 내용을 변경해 광고하려면 새로이 심의를 받아야 하나, 8가지 경우에 

한해 심의를 받지 않고 심의기관에 심의변경 신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을 받고 광고해야 

함(의무)

 심의면제·심의변경 신청(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 통보(접수증 발급),  

 수수료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심의변경

국민에게 안심주고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의료기기 대표단체’

CEO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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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멘 스 헬 스 케 어 ( 대 표 · 박 현 구 )

는 최근 국내 최초로 전주예수병원에 

SPECT/CT 최신 장비인 ‘심비아 인테

보(Symbia Intevo)’를 설치했다.

‘심비아 인테보’는 지멘스가 최초

로 개발한 이미지 영상처리 알고리즘

인 ‘xSPECT’ 기술을 적용한 SPECT/

CT(단일광자 단층촬영 및 컴퓨터 단층

촬영의 융합) 장비로, 기존 장비보다 훨

씬 우수한 해상도를 제공한다.

특히 골밀도 부분의 화질을 극대

화 시켜 제품의 유용성을 한층 높였

다. SPECT/CT 최초로 정량적 분석인 

SUV(Standardized Uptake Value: 

방사성 의약품이 체내의 병변, 종양 등

에서 집적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측정이 가능해 객관적이고 우수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특

징이다.

전 주 예 수 병 원 

관 계 자 는  “ 기 존

의 SPECT/CT는 

SPECT의 감쇠 보

정(Attenuat ion 

Correction)을 위해 

CT 영상의 우수한 해

상도와 정확도가 떨

어지는 단점이 있지

만, 심비아 인테보는 xSPECT 기술을 

통해 CT 영상의 우수한 해상도와 정확

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비아 인테보를 통해 SUV 측

정의 정량 분석이 가능해 PET과 같은 

일관성 있는 결과치를 얻어 낼 수 있게 

된 것도 큰 장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비아 인테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 장비 소음을 크게 개선

했다. 영상 촬영 시 두 개의 디텍터를 

사용하는 SPECT 모드 촬영의 경우, 기

존에는 심장이나 뇌 촬영시 소음이 발

생해 환자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디텍터의 소음이 거의 

사라짐으로써 한층 더 편안한 촬영 환

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환자들의 편의

도 개선됐다.

제세동기 이식환자가 

MRI 검사를 제약 없이 받

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최

초 이식형 제세동기가 국

내 출시됐다.

메드트로닉코리아(대

표·허준)는 새로운 이

식 형  제 세 동 기 ( I C D :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인 ‘이베라 엠

알아이(Evera MRIⓇ)’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

터 지난달 1일부로 보험급여 인정을 받

아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다고 

밝혔다.

ICD는 빈맥성 부정맥 환자의 치료를 

위해 환자의 체내에 이식돼 위험한 심

장박동을 정상화시키고 심장 급정지의 

위험을 낮추는 의료기기다. 

하지만 기존의 ICD의 경우 MRI의 

강력한 자기장과의 교호작용과 이로 인

한 고장 및 오작동의 가능성 때문에 이

식 환자가 MRI 검사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었다.

Evera MRIⓇ는 메드트로닉 고유의 

기술인 슈어스캔(SureScan)을 기반으

로 한 디자인을 통해 이런 환자의 불편

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슈어

스캔 기술은 2014년 기준으로 727명

의 환자 대상 임상시험과 2백30만 개의 

시나리오(modeling scenario)의 검토 

과정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다.

뇌졸중, 만성 통증 등의 

이유로 MRI 검진이 필요

한 이런 환자들이, 이식

된 제세동기로 인해 MRI

를 통한 고해상도의 영상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았다. Evera MRIⓇ

를 이식한 환자의 경우 신

체 부위에 대한 제한 없이 

전신 MRI 스캔이 가능하

며, MRI 스캔 지속시간이나 환자의 신

체 조건 등에 의한 제약이 전혀 없다.

Evera MRIⓇ는 또한 기존의 Evera

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이식 환

자의 피부 압박감을 30퍼센트 줄이는 

등 불편을 최소화한 인체공학적 커브형 

디자인(PhysioCurveⓇ)이 동일하게 적

용됐다.

이전 제품라인인 프로텍타(Protecta)

에 비해 배터리 수명도 25% 늘어났다. 

또한 최근의 메드트로닉의 심장리듬질

환(부정맥 및 심부전) 치료를 위한 제품

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신의 충격 감

소(shock reduction) 기술이 적용됐다.

Evera MRIⓇ는 지난해 4월 CE마크 

획득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현재 사용 중이다. 국내에

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지난해 

10월 허가를 받았다.

한국로슈진단(대표·리처드 유)과 

수탁검사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서울

의과학연구소(이사장·이경률)은 지

난달 15일 경기도 용인시 흥덕 IT밸

리의 SCL 신사옥에서 최신 검사자동

화 시스템 CCM (cobas connection 

module) 구축 성료 및 성공적인 가동

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을 가졌다

로슈진단과 서울의과학연구소(SCL)

는 2008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로슈

의 대용량 검체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Task Targeted Automation, TTA)

인 ‘cobas p612’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후 SCL의 사옥 이전 계획과 검사 

건수의 증가에 따라 규모에 걸맞은 보

다 첨단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롭

게 제휴를 맺고 업그레이드 된 차세대 

검사실 자동화 토털 솔루션 구축을 진

행했다. 

이번 로슈진단 CCM 시스템의 구축

으로 SCL은 하루 최대 2만 건의 검체 

처리가 가능해져 검사실의 효율성을 크

게 높였다. 

또 한  로 슈 진 단 의  전 산  시 스 템

인 cobas IT 3000과 SCL의 LIS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인 ‘SMART’와 연결해 분석 능

력과 결과 검증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 

리처드 유 한국로슈진단 대표는 

“SCL에 아시아 최초로 최신형CCM 시

스템의 설치를 기쁘게 생각한다. 새롭

게 구축된 CCM으로 의료진의 업무 효

율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도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다 빠르게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

을 말했다. 

이경률 SCL 이사장은 “최첨단 자동

화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통해 21세기 글로벌 헬스

케어 리더로서 제2의 도약을 시작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멀츠(Merz)가 2015년 연내 인

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와 말레이시아 총 6개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동남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하

고 있다. 

멀츠는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소비

력을 갖춘 중산층의 증가로 글로벌에서

의 입지가 이전보다 크게 중요해졌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외모에 

대한 적극적인 케어가 일어나면서 보툴

리눔 톡신, 필러 등 에스테틱 분야에서

도 주력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시장 확대 전략으로 인구와 중

산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시

아 지역을 선택, 해외 오피스를 확충하

고 있다.

특히 멀츠 동남아 오피스 중 인도는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시술을 하

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2010년 약 

89만 5천 건에 해당하는 성형·비절개 

수술 횟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 시술 중 5.2%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 수요를 확보하면 매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멀 츠 코 리 아  아 시 아 퍼 시 픽  M r 

Lawrence Siow 대표는 “멀츠 글로벌

이 새로운 기회의 시장인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멀츠의 

더욱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멀츠만

의 차별화된 가치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전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멀츠코리아 유수연 대표는 “동남아

시아 에스테틱 시장 확대로 멀츠 글로

벌 역시 동남아 러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며 “한국도 이런 성장세에 합류하

며 국내 에스테틱 시장을 선도하는 기

업으로 자리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

했다.

멀츠코리아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

구하는 글로벌 에스테틱 회사로 톡신/

필러 시장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포트폴

리오를 갖춘 기업이다. 

창의메디칼(대표·김동연)이 가정

의 달을 맞아 디스크 견인치료기 ‘디

스크닥터’에 대해 할인판매, 보상판

매 등 빅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이달 10일까지 진행하며 

본사에서 구입시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스크닥터는 벨트를 착용한 상태

에서 주입되는 공기압이 상하로 작용

해 요추(허리) 또는 경추(목)를 견인함

으로써 빠져나온 디스크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고 통증을 완화해 주는 제품

이다.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VAP TM 

기술(종방향 압력전달기술)을 적용, 

적은 공기압만으로도 강력한 상하 견

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

징이다. 또한 RMS TM 시스템 (요추

근력보강 시스템)을 적용해 깁스처럼 

몸을 고정해 근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착용 후에도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근력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Airtouch TM 시스템을 적

용해 공기압을 고르게 분산시켜 착용

자의 신체구조에 맞춤형으로 밀착하

여 편안한 착용감을 주도록 했다. 디

스크닥터는 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 

정형외과팀 임상시험 결과 요추 4, 5

번 사이를 평균 3mm 이상 견인해 

통증감소 효과가 88%에 달하는 것

으로 입증됐다.

디스크닥터는 허리 및 어깨 통증, 

팔다리 저림 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척추 염좌,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협

착증 등에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요추용 디스크닥터는 가

볍고 슬림해 옷 속에 착용해도 표시가 

나지 않아 직장 근무, 여행, 야외활동 

등에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퍼레

이션은 벨기에 IBA(Ion Beam 

Applications S.A.)사와 첨단 입자 

치료 솔루션 판매를 위해 전략적 파

트너십을 9일 체결했다.

도시바는 IBA의 양성자치료

(Proton Therapy) 솔루션인 프로

테우스원 (ProteusⓇONE)의 일본 

내 유통을 담당하고, IBA는 도시바

의 중입자치료(Carbon Therapy) 

솔루션을 전 세계에 공급하게 됐다.

또한, 도시바의 중입자 치료솔루

션과 IBA의 프로테우스원에 대한 

고객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유지 보수 서비스 역시 상호 이용하

게 된다.

도시바 헬스케어 CEO 사토시 츠

나카와(Satoshi Tsunakawa)는 

“최첨단 암 치료 양성자 및 중입자 

치료 솔루션은 암 치료에 있어서 가

장 첨단의 기술이다. 이번 IBA와의 

협력을 통해서 두 개 분야에서 모두 

최고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

다”고 말했다.

IBA CEO 올리비에 르그랭

(Olivier Legrain)은 “탁월한 역량

과 리더십을 갖춘 도시바와의 제휴

를 통해 양사의 치료 솔루션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중입자 치

료 솔루션은 X선 기반의 방사선보

다 종양 치료에 더욱 적합하고, 많

은 임상에서 권장하는 종양에 대한 

선량 증대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

했다. 

지엔리사운드그룹이 최근 개최한  

미국 샌안토니오서 열린 세계적

인 청각학술대회인 ‘Audiology 

NOW! 2015’에서 4세대 2.4GHz 

최신 무선 기술이 탑재된 새로운 스

마트 보청기 ‘리사운드 링스 스퀘어

(LiNX2)’를 선보였다.

이번에 소개된 리사운드 링스 스

퀘어(LiNX2)는 귓속형 부터 오픈

형, 귀걸이형 보청기에 이르는 모든 

타입의 보청기에서 스마트 기기와

의 무선 연동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 

유일의 스마트 보청기 풀 라인업을 

실현한 혁신적인 스마트 보청기 제

품이다.

특히 리사운드 링스 스퀘어

(LiNX2)의 차별화된 스페이셜 센

스(Spatial Sense) 기능은 이번 

학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서, 이

번 학회 참석자들의 모든 관심을 

리사운드 부스로 집중시켰다.

링스 스퀘어(LiNX2)의 스페이

셜 센스(Spatial Sense) 기능은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가

깝거나 멀리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등 소리 청취를 통해 공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보청기 사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해, 말소리 이해력의 향

상은 물론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

운 청취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청취 공간 인지력 향상 기능이다.

이와 함께 ‘애플 와치용 리사운드 

스마트앱’을 공개했다. 손목 시계형 

스마트 기기인 애플 와치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히어링 확

장 어플리케이션이다.

애플 와치용 리사운드 스마트 앱

(Smart app)은 애플 와치의 국내 

런칭 일정에 맞추어 무료로 이용 가

능할 예정이다.

(주)알로텍(대표·고정택)의 전동

식 일회용의료핸드피스 ‘Terra 3.0 

Series’가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이번에 허가된 ‘Terra  3 .0 

Series’는 기존 의료핸드피스의 단

점을 보완한 정형외과용 수술 기구

다. 이 제품은 30억원의 개발비와 

4년이라는 개발기간이 소요됐다.

전동식 일회용의료핸드피스인 

‘Terra 3.0 Series’는 세계최초

로 국내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RP 

chip(일회용제어장치)이 탑재됐다. 

일회용제어장치란 환자에게 한 번 

사용되면 재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든 

장치이다.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전

동식일회용의료용핸드피스로는 제

1호로 허가된 제품이며 최초로 ‘일

회용 코드’를 부여 받은 정식제품

이다. 이달 1일 공고를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분류됐다.

알로텍은 ‘일회용 의료핸드피스’

를 개발해, 2011년 8월 세계 최초

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또한 ‘Terra 3.0 Series’는 9일 

유럽인증인 CE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

호 차원에서 의료기구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유럽 시장

에서 유통될 때는 반드시 CE 인증

을 획득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본 

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고정택 대표이사는 “라스베가스

에서 열린 2015년도 미국 정형외과

학외(AAOS)에 참가해보니 이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제품이라는 것

을 확신하게 됐다. 그리고 국내시장

은 물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예수병원, 최신 SPECT/CT 설치
지멘스헬스케어 ‘xSPECT’ 기술 ‘차원높은 해상도 제공’

메드트로닉, ‘Evera MRI’ 국내 출시
MRI 검진의 장벽을 없앤 이식형 제세동기

로슈진단, 2만 검체건 자동화 시스템 구축
서울의과학연구소, ‘아시아 최초 양방향 트랙 시스템 설치’

창의메디칼, 가정의 달 빅이벤트 진행
디스크닥터, 허리 및 어깨 통증, 팔다리 저림 등 완화

도시바-벨기에 IBA,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중입자치료·양성자치료 솔루션 전세계 공급

보청기 ‘LiNX2’ 최신 무선기술 탑재
지엔리사운드, 스마트보청기 ‘풀 라인업’ 구축

알로텍, 신개발 핸드피스 ‘식약처 허가’ 획득
‘Terra 3.0 Series’, FDA 허가·CE 획득 ‘수출 청신호’

멀츠, 인도·동남아 6개 현지법인 설립 추진 
동남아 ‘프리미엄 톡신·필러’ 시장 확대 전력투구

Evera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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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무료 ‘이러닝 강좌’ 오픈
전기전자·정보통신·컴퓨터 등 175개 강좌 개설

한국기술교육대가 기술·공학 등 

분야 근로자를 위해 지난달 8일부

터 ‘www.e-koreatech.ac.kr(이하 

e-koreatech)’을 오픈하고 ‘이러닝’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강좌는 기계·건축, 멀티미디어, 메

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정보통신·컴

퓨터 등의 분야에서 총 175개가 개설

된다.

강좌는 ‘e-koreatech’ 플랫폼을 통

해 볼 수 있고, 온라인 가상장비를 구

현해 학습자에게 현장감 있는 실습환

경을 제공하며 학습자가 강사에게 질

문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 기존의 

일방향 학습으로 이뤄지던 ‘이러닝’의 

한계를 극복했다.

e-koreatech 오픈과 발맞추어 삼성 

협력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PLC네트

워크프로그래밍 등 기술 및 공학분야 

33과정 459명을 현재 교육 중에 있다.

최근 ‘이러닝 산업’의 성장 추세에 맞

춰 대기업의 이러닝 도입률이 66.1%

에 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도입률

은 5.6%에 불과하고, 기술·공학 컨텐

츠의 민간시장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

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온라인 강좌와 플랫폼(홈페이지)

을 개발했다.

임경화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

교육원장은 “e-koreatech 플랫폼은 

재직자, 구직자 등 직업능력개발을 희

망하는 사람들이 현장중심의 우수한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기술 및 공

학 분야의 이러닝 콘텐츠가 점점 더 발

전하고 있는만큼 학습자 중심으로 차

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장은 “이러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

무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 도구”라며, 

“새로운 강좌를 지속 개발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유앤아이(주)가 개발한 인체에서 분

해되는 골절합용 나사가 식약처로부터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처장·김승희)는 골절된 뼈

에 삽입돼 뼈를 붙여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체에서 녹아 분해되는 인체 

구성 원소로만 이뤄진 금속재질의 의

료기기인 골절합용 나사를 세계 최초

로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된 골절합용나사는 기존

의 금속 제품과 달리 체내에서 서서히 

녹아 1년 내지 2년 안에 없어지는 특징

을 갖고 있어, 시술한 골절합용나사를 

제거하는 2차 시술이 필요 없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생분해성 금속

재질과 다르게 주성분이 마그네슘과 칼

슘 등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로만 이뤄져 

있어 염증 반응 등 인체 부작용이 적고, 

녹았을 때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어 

뼈를 강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인체에서 녹아 분해되는 폴리

머(플라스틱) 재질로 된 제품보다 기계

적 강도가 우수해 세계시장에서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2014년) 기준으로 골절고

정용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국내는 약 

344억원, 세계 시장은 약 2.2조원(20

억달러)이다.

이번 골절합용나사의 허가는 식약처

의 의료기기 분야 ‘허가 도우미’를 통해 

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신속하게 진

행됐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일상 생활에서 국민들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기술이나 산업 현장 등에

서 안전관리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기술을 파악해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해 식품·의약품 안

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이달 15일까지 실시되며 기

업, 대학, 연구소 등 전문가는 물론 일

반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된 제안은 연구 개발의 필요성·

시급성·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

수 제안자 1명에게는 200만원, 우수 3

명에게는 각각 50만원, 장려 15명에게

는 각각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면 식약처의 

2016년도 연구개발 신규 사업 과제로 

활용하고,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해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

mfds.go.kr) 팝업존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대국민 공모’
15일까지 신청, ‘안전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유앤아이, ‘인체 분해 골절합용 나사’ 식약처 허가
식약처 ‘허가도우미 제도’로 제품개발부터 허가까지 도움

필립스, 태블릿형 초음파 진단 장비 ‘VISIQ’ 출시
구급차, 응급실, 도서산간 등 장소 제약 탈피 

영국 참전용사에게 ‘보청기 사운드렌즈 V’ 기증 
스타키, ‘사운드렌즈 Ⅴ’ 착용시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

필립스가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

실, 중환자실 등에 유용한 고성능 휴대

형 초음파 진단 장비 ‘비지크 (VISIQ)’

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지크는 일반적인 태블릿PC 형태

에 USB형 트랜스듀서를 연결, 휴대성

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초음파를 생

성하는 핵심 장치인 광대역 디지털 빔

포머(Beamformer)와 영상 획득 장치

를 대폭 축소해 내장함으로써 크기와 

무게를 줄였다.

이 때문에 구급차나 응급실에서 빠른 

진단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등 장소나 상황에 제약 받

지 않고 신속히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의료시설이 다소 미비한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크기는 기존 카트형 초음파 장비에 

비해 획기적으로 작아졌지만, 초음파 

시장을 선도해 온 필립스의 기술력을 

고스란히 담아 고급 초음파 시스템에 

버금가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한다. 

영상의 오류를 줄이고 대조도를 높이

는 실시간 복합 영상 기술 소노CT(Sono 

CT)와 얼룩지거나 흐린 부분을 선명하

게 처리하는 XRES, 환자의 세포 유형

을 자동으로 파악해 지속적으로 영상을 

자동 조정하는 오토스캔(AutoSCAN) 

등 첨단 영상 기술을 탑재해 고품질 영

상을 제공한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

황에서도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진단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지크는 현장 진료에 특화된 

만큼 사용의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한 

번 충전하면 2.5시간 연속으로 스캔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를 내장해 초음파 

영상을 병원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곧

바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터치스크린 방식이기 때문에 손가락만

으로도 간단히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필립스 헬스케어 사업부 초음파 담당 

황규태 이사는 “비지크는 현장 일선에

서 의료진이 필요로 하는 초음파 장비

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필

립스의 뛰어난 기술력에 첨단 IT를 접

목한 제품”이라며, “초음파 영상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필립스의 기술력을 

집약한 만큼, 일반 진료실에서부터 중

환자실, 응급실, 도서산간의 소형 진료

소 등 의료 환경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립스의 새로운 태블릿형 초음파 

진단 장비 비지크는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5월 15일~16일)에서 의료진

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스타키코리아(대표·심상돈)가 지난

달 23일 국가보훈처 주최로 열린 영연

방 4개국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행

사에서 윌리엄 스피크먼(88)씨에게 스

타키 최신제품 ‘사운드렌즈V’ 보청기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최신제품 초소형 고막형 

보청기 ‘사운드렌즈V’는 초소형 부품이 

탑재돼 착용 시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

니라 외이도 골부 안쪽 깊이 착용할 수 

있어 울림 현상을 최소화했다. 또 소리

증폭도 커 중고도 청력손실이 있는 사

용자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윌리엄 스피크먼은 “다시 돌아

온 한국에서 이렇게 큰 선물과 환대를 

받아 기분이 좋고  한국전쟁 때 수여 받

은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한국의 박물

관에 기증하게 돼 기쁘다”며 감사의 마

음을 전했다.

심상돈 대표는 “윌리엄 스피크먼씨

가 인터뷰 진행 시 들리지 않아 같은 질

문을 반복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

고 보청기를 기증하게 됐다”며 향후 지

속적인 관리 지원을 약속했다.

GE헬스케어코리아(사장·시아 

무사비)는 알츠하이머 진단의 정확

성을 높여 의료진의 치료 옵션 확

대를 가능케 하는 PET 아밀로이드

(amyloid) 영상진단의약품 ‘플루트

메타몰 F 18(Flutemetamol F18)’

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위해 국내 

PET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선두기업

인 케어캠프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했다.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 질환은 

국내 환자수가 약 20만 명으로 이르

고 조기 진단을 통한 질환 관리가 시

급한 상황이다. 

플루트메타몰 PET 검사는 정신 의

학 및 신경 심리학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 MRI와 CT 등의 영상학적 검

사의 통합적인 결과로 진단해야 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조

기 진단, 감별 및 확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일

부 환자에서 뇌 아밀로이드반 축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 혼합형 치매의 감별 진단

과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서울아산병원 김성윤 정

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플루

트메타몰이 알츠하이머 질

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확진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

하고 있다. 진료에서뿐만 아

니라 현재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 치

매 뇌영상 선도 연구 사업(K-ADNI; 

Korea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밝혔다.

 GE헬스케어는 제약업계와 협력

해 차세대 치매 치료법 개발에 힘쓰

고 있다. 이를 위해 플루트메타몰 영

상진단의약품은 현재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치매 치료제의 

효능을 연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뇌영상 

선도 연구 사업(K-ADNI)이 알츠하

이머 치매 뇌 영상 연구의 PET 영상

진단의약품으로 플루트메타몰을 선

정한 바 있다.

플루트메타몰은 미국식품의약국

(FDA) 및 유럽의약품감독국(EMA)

으로부터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판 허

가를 신청 중이다. 

루트로닉(대표·황해령)은 에이

티넘인베스트먼트로부터 9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환우선주 형태

로, 1년의 보호예수 기간 후 1년간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다.

회사는 투자된 자금을 통해 올

해부터 황반치료 스마트 레이저 

‘AM10’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임상

에 돌입할 계획이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3월 결성한 2030억원 규모의 ‘에이

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을 통해 

루트로닉에 투자를 집행한다. 펀드

의 존속 기간은 8년이다.

루트로닉은 AM10에 대해 ‘당뇨

병성 황반부종’으로 한국 및 유럽,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은 한국

에서 제조 품목 허가를 완료한 바 

있다. 독일에서 진행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다.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는 “AM10

은 향후 전 세계 망막 의사들과의 커

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며 “올해 유럽 일부 국

가와 한국 등지에서 각 질환에 대한 

마케팅임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에이티넘인베스트먼

트의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뤄진만큼 많은 부분 시너지가 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루트로닉은 이르면 올해말, 중심

성장액맥락망막병증에 대한 국내 

마케팅임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제한적인 치료술 판매가 가능할 것

으로 내다봤다.

GE헬스케어-케어캠프, 라이선스 계약 체결 
PET 영상진단의약품 ‘플루트메타몰 F18’ 공급

루트로닉, 투자사로부터 90억 유치
황반치료 스마트레이저 ‘AM10’ 글로벌 임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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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서울의�골목길�명소를�수록한�가

이드북�‘시민이�발로�찾은�서울�골목길�명소�

30선’을�발간했다.

‘골목길30선’은�‘낯설고도,�그리운�골목’이

라는�주제로�서울의�숨겨진�골목은�물론�요즘�

뜨는�핫한�골목까지�총�망라해�소개한다.�

30개의�골목을�‘보자’,�‘놀자’,�‘먹자’�등�3개

의�테마로�나눠�서울�곳곳의�매력적인�골목을�

소개하고�여행정보를�제공해�누구나�쉽게�찾

아갈�수�있도록�했다.�이즈음�봄나들이�여행

장소로�제격이다.�

이�책은�온라인플랫폼�서울스토리(http://

www.seoulstory.org)의�골목길�콘텐츠를�기

반으로�발간됐으며,�신비로운�이야기가�가득

한�프라하의�‘황금소로’처럼�서울�골목�골목

에�얽힌�이야기는�다종다양하다.�서울의�매력

적인�관광명소로�거듭날�수�있을�것으로�기

대한다.

<가로 열쇠> 

(1)병원 같은 데서 약을 지어 내주는 창

구 (3)대문 옆에 있는 방 (6)앞서 진 치욕

을 씻기 위해 겨루는 경기나 싸움 (7)성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곳 (9)오래 

삶 (10)더러운 곳을 닦는 데 쓰는 헝겊 

(11)굳세게 버티어 내는 힘 (12)기관지에 

경련이 일어나는 병. 숨이 가쁘고 기침

이 나며 가래가 심하다 (13)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자 (15)종적을 아주 감춤 

(16)성질이 사나운 개과의 동물. 이리. 여

자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은 남자 (17)젖

먹이의 샅에 채우는 것 (19)동네 안의 좁

은 길 (20)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을 팔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집 (21)쓸데없이 말

수가 많음 (22)밤샘 (23)한강의 옛 이름 

(25)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 (27)기억

해야 할 무언가를 잘 잊어 버림 (28)찾아

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기록

<세로 열쇠> 

(1)병을 고치려고 병과 싸움 (2)시비하거

나 헐뜯는 말을 들을 운수 (3)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빌어먹음 (4)오줌통 (5)떡을 

찌는 데 쓰는 질그릇 (8)백록담을 품고 있

는 산 (9)손바닥이나 발바닥의 한가운데 

(11)찌개를 끓이거나 설렁탕을 담는 오지

그릇 (12)쥐에 대한 뱀, 진딧물에 대한 무

당벌레 (13)거울을 달아 세운 가구 (14)

아궁이 위에 솥을 걸어 두는 언저리 (15)

잠결에 소리를 듣는 귀의 감각 (16)나무 

기둥 사이에 여러 개의 가로대를 고정시

킨, 몸을 바르게 하는 데 쓰는 체조 기구 

(18)바지의 짝 (19)뼈엉성증 (20)낮과 밤 

(22)음식 배달통 (23)남편의 짝 (24)세수

나 목욕을 한 뒤에 물기를 닦죠 (26)새로 

나온 잎의 연한 초록빛. ~에는,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

한 힘이 있는 듯하다(이양하)

<5월호>

“시민이 발로 찾은 서울 골목길 명소 30선”

30개의 골목을 ‘보자’, ‘놀자’, ‘먹자’ 등 테마 소개

5월의 책

숨은 1%의 이익을 잡는 가격 결정의 기술  

라피 모하메드�지음/엄성수�번역/지식노마드

사물인터넷 실천과 상상력   커넥팅랩, 편석준 외�지음/미래의창

세계�최고의�가격�문제�전문가인�

라피�모하메드가�원가에�마진을�더

해�가격을�정하거나�기존의�관행에�

따르는�가격�결정을�대체할�가치에�

기반한�가격�결정�방법을�제안한다.�

저자는�가치�기반�가격�결정의�기본�

원칙과�실행�프로세스를�단계적으

로�설명해준다.�그리고�글로벌�기업

부터�작은�기업,�그리고�비영리�단체

의�다양한�사례를�통해�새로운�가격�

전략으로�어떻게�성장과�이익목표를�

달성했는지를�생생하게�보여준다.�

보다�나은�가격�전략의�기본�원칙은�

제품이나�서비스의�가격은�고객들이�

그�제품에�부여하는�가치를�기반으

로�결정해야�한다는�것이�핵심.

사물인터넷의�기본�개념과�전체

적인�시장�동향을�살펴봤던� ‘사물

인터넷’의�후속작으로,�국내외�사물

인터넷�시장�참여자들의�실제�사례

를�살펴보고�그들이�만들어낸�변화

를�감지한다.�또한�23개�사물인터넷�

관련�기업�및�단체들과의�심층�인터

뷰를�통해�앞으로�사물인터넷의�발

전을�위해�필요한�것들이�무엇이며�

시장의�전개�방향을�제시했다.�더불

어�국제전자제품박람회�2015(CES�

2015)에서�중요하게�소개된�스마트�

홈�플랫폼을�중심으로�사물인터넷�

시장�전망을�다루었다.�

<4월호 정답>

※ 매월 25일까지 낱말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정답자 2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135-74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역삼동, 여삼빌딩 8층)

5월의 축제

<4월호 정답자>

김용식 강원도�강릉시�포남2동�

� 강릉동인병원

낱 말 퀴
즈

공    연    명 연극 ‘페리클레스’

공  연  장  소 CJ 토월극장

공  연  기  간 2015년 5월31일(일)까지

티  켓  가  격 R석 6만원 / S석 4만5천원 / A석 3만원

타이어 왕국의 왕자 페리클래스는 앤티어크 왕국의 공주의 미모에 빠져 왕이 낸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나선

다. 하지만, 그 수수께끼는 풀지 못해도 죽고, 설령 푼다 해도 그 안에 숨겨진 비밀스런 내용때문에 죽게 되

는 비극의 씨앗이다. 페리클래스는 수수께끼를 듣자마자 그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

기 위해 여러 나라를 떠돌며 도피한다. 그러나 그런 그를 맞이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태풍. 배가 침몰하고 겨

우 목숨을 지켜낸 페리클래스는 펜타폴리스 왕국의 공주인 타이사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후 자신의 고향

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나 돌아가는 배에서 아내 타이사는 딸 마리나를 낳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그는 또 다시 험난한 파도, 태풍과 마주하게 된다. 페리클래스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반 주 삽 살 개 현 미

창 맨 입 차 멀 미

고 두 밥 자 반 경 단

개 개 아 무

골 골 샅 샅 버 들 개 지

동 바 지 나

품 바 어 혈 무 리 떡

가 오 리 통 역 고

귀 지 광 대 뼈 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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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GSP)
온라인 교육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사이버연수원 교육 안내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과정명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및 임대하는 업체 종사자들의 
자체이수교육을 돕기 위한 온라인 교육 과정

개요

매월 1일 / 15일 개강

개강일

•협회 회원사 : 5만원

•협회 비회원사 : 6만원

교육비

•교육 수료증 제공

교육생 특전

• 1강 : 의료기기법령 체계 및 구성

• 2강 :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해설

• 3강 : 의료기기 판매시 유의사항

• 4강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 민원사항

• 5강 : 의료기기 제품 허가사항 확인방법

• 6강 :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주요내용(총 6시간 과정)

l 교육문의 l

전화 : 070-7725-8715, 8728          이메일 : edu@kmdia.or.kr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여삼빌딩 8,9 층

협회 사이버연수원 (http://kmdia.cylearn.co.kr)

교육신청 방법

접속 회원가입 교육과정
신청

※	 사이버연수원	가입	시	협회	회원사	여부	조회가	가능하며	비회원사일	경우	개인회원으로	검색	후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회원뿐만	아니라	20인	이상	단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