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

기술평가 개정안이 의료기기업

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6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변경

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

지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임상시

험을 거친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는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

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개정안

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국민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고, 신의료기술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유예기간 

없이 임상현장서 활용돼야

그러나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신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출시’라

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취지에 크

게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현 정

부가 2013년 12월 제4차 무역투

자활성화대책 후속 조치로써 현

행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문제

점을 개선하고 신의료기기의 신

속한 시장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추가된 ‘1년이 되는 날

까지 유예기간’이란 조항이 새로

운 의료기술의 시장 접근성을 막

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또 이번 개정안대로 업계가 수

용해도 행위 및 치료재료의 요

양급여 결정신청과 급여기준 마

련에 통상 2~3년 이상의 기간

이 걸리는게 그간의 실상이다 보

니, 요양급여 결정의 법정처리 

기간 150일은 유명무실한 것과 

같다.

특히, 1년 안에 임상문헌 근거

를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

지 않다. 업계는 신의료기술평가

의 실제 검토기간까지 감안해 최

장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적용

하더라도 임상문헌 근거 창출(임

상연구 프로토콜 작성, IRB 승

인, 환자 모집, 임상연구 실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학회지 등

재 등)에 절대적으로 시간 부족

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허가시 식약처가 

임상문헌을 검토된 제품은 건강

보험 급여·비급여 결정을 통해 

곧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안

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때

만 차후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밝혔다.

비교임상문헌 요구, 제조사에 타격

또한 가장 문제 논란이 되는 

조항은 비교임상문헌의 요구다. 

비교임상문헌 요구는 국내 제조

사에게 더 큰 문제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글로벌 의료기기업체도 비교임

상자료는 사례가 적다. 

업계는 “유예를 조건으로 새로

운 규제를 만들었다”며 “해외 사

례를 보더라도 품목허가 및 의료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 기존기술

과의 비교 임상을 강제하는 경우

는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시에도 

비교임상문헌을 필수적으로 요

구하지 않는데 새로운 규제를 만

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다. 업계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요구

되는 기존기술과의 비교임상 문

헌 요건은 삭제돼야 한다”고 요

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중 규제 조

항도 있다. 부작용 발생시 의료

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장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보

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업

계에서는 부작용 발생시 식약처

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부

와 식약처의 양기관 사이에서 처

리해야 할 행정적 문제라는 지적

이다.

보험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회신 기간’ 조항 없어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확인

하는 절차 일원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급여 대

상 여부를 확인하는 창구를 심평

원으로 단일화했다. 심평원이 기

존 결정사례 등에 근거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은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회

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안에는 ‘심

평원이 신청인에게 30일 이내 회

신’해야 하는 조항이 없다. 복지

부가 밝힌 “기존보다 약 2개월 

빨리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

게 된다”는 말이 지켜질지 의문

시 되는 지점이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이 

“안전한 신의료기술이 임상 현

장에 조속히 활용되도록 하는 한

편, 부작용 보고를 통해 안전성

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의 안

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

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추후 복

지부의 최종안이 산업활성화 및 

의료기술의 환자 접근성에 미흡

할 경우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겠

다는 방침이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발행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 NEWS                   2015년  7월   제 127 호 www.kmdia.or.kr

의료기기협회보

6~7면 특별기고 Ⅰ

■  품 목 허 가
■  K G M P
■  해 외 인 증
■  심 평 원  등 록

의 료 기 기  허 가  컨 설 팅 

Tel  02-718-3546 www.cosmo21.co.kr

특별기고 Ⅱ

프탈레이트 가소제 문제 관련 제언병원·의료종사자 안전감염관리

10~11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비교임상’, 시장 진입 장벽될 것”
협회, 6일 ‘신의료기술평가 개정안’ 검토 의견서 복지부 제출

 2015년 7월 127호20Ⅰ전면광고Ⅰ



종합뉴스 3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5년 7월 127호

 2015년 7월 127호2Ⅰ전면광고Ⅰ

KMDIA, 신임이사 및 보험전문위원 위촉
제4차 이사회, 이경국 이사·이선교 전문위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3일 협회 대회의

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 보선안, 치료재료 

보험 및 국제교류 분야를 담

당하는 신임 전문위원 위촉

안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한씨스텍 

이경국 대표이사가 새롭게 

이사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전 창원지원장을 역임

한 이선교씨가 협회 전문위

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경국 이사는 협회 제5, 

6대 이사회에서 부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선교 전

문위원은 심평원 재료관리

부장, 심사실 심사1부장, 진

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부장

직을 두루 거쳤다. 

이밖에 협회비 체계 개편

을 위한 2개월 동안의 조사 

내용을 공유했으며, 식약처 

정기 지도점검, 미래융복합

위원회의 ‘몽골 ADB 병원건

축 프로젝트 컨설팅’ 사업, 

금년도 상반기 재무현황 등

이 보고됐다. 

한편, 제12회 KMDIA 정

기워크숍 개최일 오는 9월 

18일로 확정됐다. 

황휘 협회장은 “최근 두 달

간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

기가 심하게 악화됐고 업계

에게는 힘든 시기가 됐다”며 

“메르스 사태가 국민 바람대

로 조기 종식되고 하반기 경

기가 긍정적으로 회복돼 의

료기기 업계가 새로운 돌파

구를 찾아 비상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경국 이사
신한씨스텍 대표

이선교
신임 전문위원

‘협회-식약처 사후관리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법규위, 의료기기 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방향 제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 황 휘 ) 는  품 질 관 리 기 준

(GMP) 제도 개선 등 민관 협

의를 통한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해 ‘KMDIA-식약처 의료기

기 사후관리 제도개선 토론회’

를 3일 영종도스카이리조트에

서 개최했다.

협회 법규위원회(위원장·

길문종)가 주관하고 식약처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는 법규

위 의료기기관리분과위원회

(분과장·황선빈) 위원을 비롯

해 식약처 주선태 의료기기관

리과장 및 실무담당관 등 50

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두 

차례 열린 의료기기 사후관리 

제도 개선 회의를 통해 개진됐

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 △제조·수입업자 준

수사항 △광고·표시기재 관

련 등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해 그간의 검토내용

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개

선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협회와 식약처는 

금년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위

한 역할을 정하고, 법규위 의

료기기관리분과위원회는 일차

적으로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에 대해 국내외 자료조사·연

구와 대안제시를, 식약처는 제

시된 대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

토하고 해당 법령 개정 및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식약처는 △심

사결과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 

GMP 심사체계 개선 △GMP 

심사지연에 따른 개선방안 △

GMP 심사원 심사역량 강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적용 지원 방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시기재 완화 △의

료기기 수입자 준수사항 개선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최신 기준규격 적용) 개선 등

의 검토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협회 법규위원회는 의

료기기 안전관리에 있어서 식

약처 중심에서 업체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

했다. 의료기기 업체가 스스로

의 품질관리시스템하에서 제

품의 품질을 책임지는 것이 향

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규위 김형주 의료기

기안전관리평가분과장은 해외

사례에 대한 8개국 27개 제조

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

다. 수입제품의 품질확인을 위

한 국내 시험여부, 기록에 대

한 운용, 각국의 성적서 보유 

법적 요건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

과 합리적 운영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허가 제품은 IEC 3

판 적용에 있어 미국, 캐나다

와 같이 제외하거나, IEC 3판

을 적용하더라도 사후관리 자

료로서 허가 고시의 성적서 인

정 요건 외 제조원 자체성적서 

등의 근거서류를 인정하는 방

안을 제안했다. 특히 품목별로 

작성하는 제품표준서가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에 와서는 활

용도 측면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선태 의료기기관리과

장은 “전반기 업계에서 다양한 

과제를 식약처에 요구해 왔고 

그에 따른 소통의 시간이 필요

했다. 업계가 제시한 과제 및 

식약처가 준비한 과제들은 긍

정적으로 검토되는 사안도 있

는 반면 향후 추가적으로 고민

해야 사안도 있기에 이번 토론

회가 중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는 중장기적인 제

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

행 중이고, GMP 실무관도 추

가 배정했으며 많은 애로사항

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

하고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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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행정포털시스템’ 기능일부 개선
KMDIA 법규위 요청 향후 시스템 속도 문제도 개선 예정

공정위, 신우메디컬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정조치
경상도 11개 병원에 수년동안 회식비, 항공비 등 제공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이해하고 쓴다”
심평원, 건보 용어 해석 등 338항목 치료재료 급여기준 정리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병원 사용금지
식약처, 의료기기 등 하반기 안전정책 13건 발표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요건 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왕진호)는 2014년 하반기 

의료기기 민원만족도 결과 후

속조치와 관련해, 한국의료기

기산업협회 법규위원회 심혈

관기기분과에서 요청한 ‘의료

기기 행정포털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일부 개선했다.

또한 식약평가원은 의료기

기 행정포털시스템의 속도 문

제에 있어서 식품, 의약품 등 

다른 시스템과 함께 향후 중장

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대구 등 경상도 지역

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료기

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불

법 리베이트 제공한 업체가 

최초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의료기기 수입·

유통업체인 신우메디컬이 

경상도 지역의 11개 병원에 

총 1,459만원의 부당한 리

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

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

컬은 부산 A병원 등 경상도 

지역의 11개 중·대형병원에 

회식비, 항공권, 현금 등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했다.

법위반 내역을 살펴 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2년 12

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스

텐트, 코일 등 자사 제품 구

매 유도를 위해 부산 A병원 

등 8개 병원에 의사들의 회

식비 명목으로 총 761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신우메디컬은 지난 

2012년 11월 경북 B병원에 

특정 의사의 일본학회 참석

을 위해 85만원을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제공했으

며, 2014년 2월~5월 경남 

C병원 등 3개 병원에 지혈

패드 등을 구매하는 대가로 

총 613만원을 현금으로 전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우메디컬

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

다. 또, 사건처리 결과를 보

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기

관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부산·대구 등 

경상도 지역의 중·대형병원

에 대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며 “이 같은 리베이트 제공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불공

정한 경쟁수단을 동원하는 

편법행위로서 결국 최종 소

비자인 환자의 상품 선택권

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다”고 전했다.

심평원(원장·손명세)은 국

민 눈높이에 맞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기’ 사업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3월부터 일반 국민들

을 대상으로 어려운 전문의학 

용어 및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조사·선정해 치료재료 급여

기준 338항목에 대해 정리 작

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5개 소

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

전문 의학용어 해석 △‘소정 

행위료’ 또는 ‘별도산정’ 등 건

강보험 용어 해석 △고어적인 

표현이나 의학약어 이해 등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

쓰기’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은 급여기준 내용

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습적인 문구를 급여

기준 고시원문의 형식을 훼손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반영

했고, 전문의학 용어는 설명을 

통해 관련 급여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요양기

관에서는 진료기준이 되는 ‘치

료재료 세부사항 고시(급여기

준)’ 전문내용이 좀 더 쉽게 전

달됨으로써 급여기준 사용자

(국민, 요양기관 종사자, 정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심사평가 

업무의 이해도 및 접근도가 향

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

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종사자 

및 일반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

록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를 e-book 형태로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 건강의학정보 → 

HIRA e-book) 및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www.hira.

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정보)에 공개했다.

식약처가 이달(7월)부터 달

라지는 식품·의약품·의료기

기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기 분야는 이달부터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

분관리기준 마련 △프탈레이

트류 함유 수액세트 사용 금지 

△저위험 의료기기 위탁인증

제 도입이 시행된다. 또 10월

부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

기기 지정 품목(28개→52개)

이 확대 된다. 

식약처는 운동이나 레저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도

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의 웰니스 제품은 의료기기 규

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

되면 사전 허가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의무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또 내분비 장애물질로 알려

진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

액세트는 이달 1일부터 의료

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지

난해 8월부터 디에칠헥실프탈

레이드(DEHP). 디부틸프탈

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

레이트(BBP) 등이 함유된 수

액세트에 대해 신규허가를 제

한하고 금년 1월1일부터 유통

을 금지해 왔다.

위해도에 따라 정부와 의료

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의료

기기 허가·신고 업무를 7월부

터 분담해 관리한다. 인공심장

박동기 등 위해도가 높은 3·4

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허

가하고, 수동식 휠체어 등 인체

에 미치는 위해도가 거의 없거

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인증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

술지원센터가 수행한다.

끝으로,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

한 이력추척관리대상 의료기

기가 현행 28개 품목에서 오

는 10월부터 인공혈관, 인공

관절 등을 추가해 52개 품목

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

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은 해당 품목 유통에 관한 

기록을 매월 식약처에 제출해

야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

기기를 사용한 환자 추적이 가

능하도록 기록을 작성·보관

해야 한다.

이외에 식품 분야는 △주류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

설기준 의무적용(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

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

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

(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 확대(12월)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 관리강화(7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의약품 분야는 △인체 세정

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

(7월) △공급 중단·부족 의약

품 정보 대국민 공개(7월) △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

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GMP) 적용(7월)  △임상시

험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

화(9월) 등을 시행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

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

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기술문서 작성 등 가이드라인 발간
유헬스케어, 고주파자극기 및 심전계, 치과재료 등

KMDIA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왕진호)은 6월중 

의료기기 허가 사례집 및 

각종 주제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

사 보완 및 민원질의 사례집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

가심사 보완 및 민원질의 

사례집’은 의료기기 제조·

수입 허가(신고) 신청자료 

중 자주 보완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모양·구

조 및 원재료 작성 안내 △

사용방법·목적, △안전성 

등 시험 규격 △첨부자료

의 요건 등이다. 2011년 이

후 주요 보완사항을 정리

했으며, 유헬스케어 의료

기기 해당 여부, 허가심사

에 적용되는 시험규격 등

과 같이 자주 묻는 질의·

답변이 수록됐다.

유헬스케어 진단지원시스템 임

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또한, 의료기기인 유헬스

케어 진단지원시스템을 개

발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하

기 위해 ‘유헬스케어 진단

지원시스템 임상시험계획

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

련 했다.

환자의 질병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유헬스

케어 진단지원시스템 기능

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이 늘

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

시험 계획서 내용과 고려사

항 등을 안내하고 개발자 

등의 이해를 돕는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계

획서 작성 관련 △용어와 

관련 규정 안내 △피험자 

선정·제외 기준, 시험방

법 및 통계기준 등의 설명 

△작성 시 주의사항 △신

청서 작성 요령 등이다. 

특히, 임상시험계획승인

의 신청에 사용하는 신청

서 작성 예시와 처리절차

를 설명했다.

고주파자극기, 심전계, 허가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고주파자극기’와 ‘심전

계’에 대한 허가 및 기술문

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

인도 마련됐다.

최근 다양한 특성으로 개

발되는 고주파자극기와 허

가신청이 많은 심전계의 

기술문서 작성에 대해 항

목별 작성예시와 첨부자료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하

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

련규정 △의료기기 허가·

심사 절차 △허가신청서 

양식 △기술문서 작성방법 

△항목별 작성방법과 예시 

등이다.

치과재료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또한 치과재료 허가·심

사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

성 평가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치과재료 생물학

적 안전성 평가서 작성 가

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서 

작성 시 작성 원칙과 예시 

등을 설명하고 △가이드라

인 적용범위 △용어정의 

△항목별 작성방법과 예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사

항 등이 수록됐다.

초자체흡인절단기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

끝으로 안과용 의료기기

인 초자체흡인절단기의 안

전성 및 성능 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초자체흡인절단기는 안과

수술에 쓰이는 의료기기로 

초음파 등을 이용해 혼탁된 

유리체(초자체)와 수정체 

등을 제거하는 기구이다.

해당 품목 취급업체에 제

품 안전성 향상과 품질관

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

됐다.

주요 내용은 △초자체흡

인절단기의 구성 및 원리 

△국내·외 관련규격 △초

자체흡인절단기의 안전성

과 성능 평가 시험방법 등

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

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

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 KMDIA 제5차 이사회(18일) 

- 제12회 KMDIA 정기워크숍(18일)

- KMDIA 윤리위원회 워크숍(예정)

10월

- 제3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선골프대회(15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어린이 이동건강검진 봉사활동(예정)

12월

- KMDIA 제6차 이사회(15일) 

-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지원(7일~11일)

식약처(처장·김승희)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합

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을 담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

안을 2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기준(GMP)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임상시험계획 변경승

인과 변경보고 구분 명확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전까지 임상시험

용 의료기기의 GMP 적합인

정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의 동일 품목군 GMP 적합인

정서,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

기준(ISO 13485 등, 수입의

료기기 경우)에 따른 증명서

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 중 피

험자의 수, 피험자의 안전과 

관련 있는 관찰항목 및 관찰

기간 등 임상시험 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

항은 ‘변경승인’ 대상으로 명

문화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

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임

상시험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 예측성

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관한 자세

한 내용은 홈페이지(www.

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및 고시·

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 행사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항 목 개선사항

시험성적서 및 기술문서 적합 통지서
검색 개선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시
시험성적서 및 기술문서 적합 통지서를 
검색창을 이용하여 직접 검색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의료기기 민원신청확인
엑셀 업로드 개선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시 xls 
및 xlsx 파일 업로드 가능하도록 개선

자발적 회수보고
SMS 기능 추가

사후안전관리 → 회수(강제) 보고시 종료
보고승인 및 반려 처리의 경우 회수의무
자에게 승인 및 반려 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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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과 의료인 안전은 동일한 문제

최근 메르스 유행 사태를 계기로 국

내 병원내 의료체계 감염관리의 취약성

이 드러난 가운데 환자와 더불어 병원 

내 의료인의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희망의 편지로 감동을 안겨준 어느 

간호사의 결의와 보호복을 입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위험을 무릎 쓰는 의료종

사자들의 모습은 구멍난 보건안전망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선의 다소 생경한 시선과 무관

심함에 일침을 가하는 계기가 됐다. 

직장 안전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안전 

수준에 대해서는 미국의 한 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미국 노동통계국에 의

하면,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의 

사고 및 질병 발생률이 제조업, 건설업

보다 더 높았고 전체 업계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 직장 안전 측면에

서 의료종사자들은 높은 위험에 속해 

있다.<표1. 참조>

환자의 안위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에

서 의료인들이 의료행위 중 환자로부터 

직접 감염되거나, 다른 환자한테 질병

을 옮기는 매개체 구실을 하는 사례들

을 통해 의료종사자들의 안전이 곧 환

자의 안전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환자와 의료인들의 안전이 별개의 문

제가 아님은 여러가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National Patient Safety 

Foundation의 white paper(2013)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직원의 건강 및 안

전 개선을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직원 

복지 프로그램, 인플루엔자 접종, 안전 

기구 사용, 날카로운 기구 취급, 환자 

운반 기구 등)을 시행 결과, 직원들이 

만족감과 안전을 느끼는 동시에 환자의 

치료효과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되고 우선시 

되는 조직에서 의료인은 더 큰 만족감

을 느끼고, 피곤함을 덜 느끼며, 환자를 

위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살핌을 

줄 수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필요

최근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관련 감염관리를 위한 

대대적인 의료체계 개편안을 내놓고 있

다.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하고, 의료기

관에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

이다.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를 신설

해 의료기관에서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

한 의료용품을 사용을 현실화한다는 계

획이다.

이제까지의 건강보험이 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을 주

로 지원해 왔다면 앞으로는 예방, 안전

관리, 의료인의 감염예방과 같이단시

간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나, 미래의 더 

큰 문제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역

할을 더 넓혀 나가야 할 때이다.

가까운 홍콩,중국 등에서도 SARS, 

신종플루 등 대규모 감염사태를 경험하

면서 감염관리 매뉴얼을 구비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각종 의료인 보호장비 

지원 등 의료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추

가 비용을 투자하는 계기가 됐음은 많

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2004년~2006년에는 16건, 

2010년에는 VRE 감염사례 발생이 62

건(사망 3건) 등 심각한 의료관련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010년부터 의

료관련 감염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책

정해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활동을 지원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지원 비용을 

확대 편성해 병원별로 환자당 1,000엔

에서 4,000엔까지 지원하고 병원 간 

교육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의료종사자의 혈액매개감염의 위험성

혈액매개감염은 의료관련감염의 대

표적인 혈류감염 중 하나인데, 약 30개

의 혈액매개질환<표2. 참조>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에 직접 접촉돼 감염된다. 

주사 또는 채혈과 같이 환자의 혈액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종사

자의 자상사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 국

내외에서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혈액매

개감염으로 AIDS, 간염 등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3년 경찰병원 ‘인턴’으로 일하던 전

모씨가 자상사고를 입어 간염으로 사망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메르스 또

한 환자의 혈액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

록 WHO(세계보건기구) 에서 경고하고 

있다.

의료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구비의 

중요성

메르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료종

사자가 보호장비 없이 진료하거나,제

때에 보호장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메르

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됐다. 

국내에서 의료인의 보호장비 지급은 매

우 취약한데 간단한 사례로 정맥주입요

법 임상간호실무지침에 의하면,환자 

정맥주사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

도록 돼 있으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해서 수액을 맞았던 경험이 있다면 장

갑 착용이 현실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음

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의료인 보호장비 중 주사침 찔림사

고(자상사고)에 의한 혈액매개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의료기기

는 대표적인 의료인 보호장비중 하나

이다. 

의료종사자들의 자상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WHO에서는 ILO(국제노동기

구)와 공동으로 주사바늘 안전지침을 

제정해 각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미국은 2000년 클린턴 정부 때 관련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유럽연합

은 2013년 5월에 각 나라의 관련 법안

을 정비해 법제화 했다.<표3. 참조>

가까운 대만에서도 2011년 말, 안전

의료기기의 사용을 법제화해 매년 

20%의 사용을 늘려나가기로 하고 건

강보험의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일본, 캐나다, 호주, 러시아, 

브라질 등 많은 나라에서 안전의료기기 

사용 의무화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가

고 있다. 국내에서는 두 번에 걸쳐 안전

의료기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안전의료기기의 효과

안전의료기기 법제화 시행 후, 자상

사고 감소에 대한 안전의료기기의 효과

는 다수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으며, 미

국 질병관리본부는 안전기구를 사용함

 “메르스, 재난적 병원감염·구멍난 공중보건 드러내”
병원내 안전문화 형성위해 과감한 행정적·제도적 투자 절실

 KMDIA 보건의료 정책 제언

으로써 의료종사자의 자상사고를 

38%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표4. 참조>

안전의료기기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절실한 상황

이제 우리나라도 환자의 진단 및 치

료와 같은 수익 중심의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예방, 안전관리, 의료인

의 감염예방과 같이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 또는 건강에 필요한 공공성을 지

키는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건

강보험의 역할이 보다 확대돼야 할 때

라 생각된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

기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각국

의 다양한 법으로 사용이 권장되거나,

의무화된 안전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의료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

망한다. 

검사, 수술 등 눈에 보이는 분야 뿐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의료관련감염

의 관리 수준이 올라간다면, 진정한 

의료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자상사고 보고체계 안전의료기기 의무 사용 법제화 현황

미국

1998년 이후 미국질병관리센터의 
전국 병원직원 감시체계(NaSH) 
를 통한 자상사고 자료 수집하고 
있음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병원균의 기준 및 이와 관련된 
주사바늘 안전과 예방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1월 
‘Needlestick Safety and Prevention Ac’ 라는 명칭의 
public law 제정됨 

http://history.nih.gov/research/downloads/PL106-
430.pdf

EU

자상사고예방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  자상사고 위험분석에 대한 

정확한 지침
• 자상사고 예방 및 의료인 보호
• 자상사고에 대한 정보 및 인식
• 교육, 보고, 사후 관리

2010년 5월에 EU 회원 27개국이 참가한 EU Council 
의회에서 2013년 5월까지 EU 각 국이 자상사고 예방관련 
법령을 제정하도록 결정

EU Directive - http://osha.europa.eu/en/legislation/
directives/sector-specific-and-worker-related-
provisions/osh-directives/council-directive-2010-32-
eu-prevention-from-sharp-injuries-in-the-hospital-
and-healthcare-sector 

호주 EPINET를 통한 보고체계 확립
200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주 별로 자상사고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안전기구 
비치 등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완비함

대만

현재는 병원별 자상사고 보고 
체 계 나  I O S H 가  지 원 하 는 
EP INe t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의무 
보고 추진 중임

2006년 5월부터 의료보험에서 전염성이 높은 AIDS, 
간염, SARS와 혈액매개 감염병과 응급실에서의 
안전 IV 카테터 사용에 대한 특별 급여를 인정했으며, 
2011년 12월6일 안전의료기기 의무사용 법안이 국회 
통과돼 매년 20%씩 사용을 늘려 5년 내에 100% 
안전주사기구장치를 사용하도록 함

일본

병원별 자상사고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800여개 이상의 
병원에서 EPINet 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2004년부터 일반 IV 카테터와 안전 IV 카테터를 구분해 
특별 급여를 인정하고 있고 사용에 제한 사항은 없음

2005년부터 후생성 행정지침에 안전기구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었고, 병원인증기관인 Japan Council 
for Quality Healthcare*의 2005년 개정된 자상사고 
예방 항목에도 안전의료기기 사용이 포함됨. (JCQHC*는 
1995년 설립돼, 2007년 1월 2,238개의 병원이 인증을 
받고 있음)

캐나다 EPINET를 통한 보고체계 확립

Alberta 주는 2004년 4월부터 산업보건안전 법규에 
혈액매개 병원체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공학 기술의 관리를 명시하고 있고, Manitoba 
주에서는 2006년 1월, Saskatchewan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안전한 의료기기의 의무 사용을 규정함

<표3. 국가별 안전의료기기 법제화 현황>

<표4. Percutaneous Injuries per 100 FTE Hospital Employees>

<표1. Injury and Illness rates, 2011>

전 숙 영

KMDIA 보험위원회 간사  

BD 코리아 대외협력 이사

<표2. 다양한 혈액매개질환들>

• Blastomycosisdermatitidis
• Brucellosis abortus
• Corynebacteriumdiphteriae
• Creutzfeldt-Jakob disease
• Cryptococcosisneoformans
• Dengue virus
• Ebola/Marburg virus (에볼라)
• Hepatitis B (B형 간염)
• Hepatitis C (C형 간염)
• Herpes Simplex virus 
• Herpes Zoster virus
• HIV (후천성 면역결핍증)
• Leptospiraicterohaemorrhaglae

• Malaria (말라리아)
• Mycobacterioummarinum
• Mycoplasma caviae
• Necrotizing casciitis
• Rickettsia rickettsii
• Sporotrichumschenkii
• Staphylococcus aureus
• Streptococcus pyogenes
• Syphilis (매독)
• Toxoplasma gondii
• Treponemapallidum
• Tuberculosis (결핵)

( h t t p : / /www . n p s f . o r g /wp-con t e n t /
uploads/2013/03/Through-Eyes-of-the-
workforce_online.pdf)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을 받아 의료기기산

업에 대한 시장규모를 파악하여 정책 및 산업계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고자, 매년 ‘의료기기 제조·유통 실태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문 조사기관(닐슨컴퍼니코리아)에서 해당 사업체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국가통계 제11383호(승인일자:2010.07.16.)

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업체별 개별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에 엄격히 보호됨을 알립니다.

의료기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조    사    명 :  2014년 의료기기 제조·유통 조사

◦ 조  사  기  관 : 2015년 7월 ~ 9월

◦ 주  관  기  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조사대행기관 : 닐슨컴퍼니 코리아

◦ 조  사  대  상 : 의료기기 관련 사업체 및 기업체

◦ 문           의 : ㈜닐슨코리아 정윤교 과장 (Tel. 02-2122-7353) 

‘2014 의료기기 제조·유통 실태조사’ 안내

고령친화제품, 정부지원 초기 단계부터 제공
진흥원,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 사업’ 실시

서울아산병원, ‘병원 의료기기 연수교육과정’ 개설

고령친화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

된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와 보건

산업진흥원(원장·정기택)은 고령친

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고령친화제품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비 △고령친화우수제

품(S마크) 시험비 △고령친화제품 해

외규격인증비 지원 등이다.

먼저, 고령친화제품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비 지원은 디자인 컨설팅 지원

을 통해 개발 제품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산업체의 애로사

항을 해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유망제품에 대해 디자인 개발 비

용의 일부를 총사업비의 70%까지 최

대 7,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

원은 2015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신규 지정 받은 제품의 제조업체를 대

상으로 제품 시험검사 수수료 등(전

기.전자시험 포함)을 1개 업체당 최대 

400만원 이내로 지원 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제품 해외규격

인증 지원은 고령친화제품을 수출하

기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해외규격인

증비, 컨설팅 비용 등) 획득비용으로 

총획득비용의 70%까지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오는 10월 31일

까지 상시 접수한다.

신청 분야별 자세한 지원 내용은 보

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또

는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www.

esenior.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산업체는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아산병원(원장·박성욱)은 병

원 내 의료기기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

하는 실무자와 의료기기 업체의 기술

담당자를 대상으로 9~10월 2개월간 

‘의료기기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이다.

이번 의료기기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의료기기의 사용법과 원리 등을 알아

보고 기기의 각 기능을 정확히 이해함

으로써 발생 가능한 고장의 다양한 상

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문의 : 02-3010-6846

※출처 : New England of Journal of medicine, 366;7 Feb. 16, 2012

http://www.npsf.org/wp-content/uploads/2013/03/Through-Eyes-of-the-workforce_online.pdf
http://www.npsf.org/wp-content/uploads/2013/03/Through-Eyes-of-the-workforce_online.pdf
http://www.npsf.org/wp-content/uploads/2013/03/Through-Eyes-of-the-workforce_online.pdf


9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5년 7월 127호

 2015년 7월 127호8Ⅰ전면광고Ⅰ

종합뉴스

6월의 주요 여정

2015년 6월을 살고 있는 지금 우

리 모두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

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두 말할 필

요도 없이 메르스의 사태를 꼽는데에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해

서 혹자는 먼 훗날 한국에서 의료의 

역사는 메르스 이전과 메르스 이후로 

대분될 것이라고 말하기조차 한다. 

이처럼 거셌던 메르스의 후폭풍도 

소통을 향한 모두의 열정은 멈출 수 

없어 〈표 1〉의 여정 속에 어려웠던 6

월을 반추해본다.

무엇보다도 먼저 3등급 의료기기

에 대한 IEC 60601(3판) 적용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6월3일 시험·검사기

관 관계자 16명이 함께 모여 시험·

검사기관의 준비사항과 현안을 논의

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 자

리에서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시

기에 따른 적용방안과 사용적합성 보

조기준규격 적용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미 마련했던 ‘IEC 60601(3판) 허

가심사방안’(’14.12.30)을 다시 공유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우선해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기준규격의 개정시 적용시

기를 시험·검사의 접수일로 규정하

도록 하자는 건의사항도 있었다. 또

한 외국에서 오랫동안 제조·판매된 

제품의 경우에 사용적합성에 대한 별

도의 자료를 구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그런 경우의 사용적합성 보조기

준규격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

다. 따라서 IEC에서는 사용적합성 관

련 규격이 없던 시기에 개발됐던 제품

에 대한 평가절차를 별도로 규정[IEC 

62366 amendment1(2014)]하고 있

으므로 해당 규격에 따라 사용적합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논의했다. 그리

고 공통기준규격에서 요구하는 중요 

부품의 종류 및 인정범위, 설치형 의

료기기의 범위와 외국성적서 인정범

위 등에 대해 다음 회의에 논의하기로 

했다.

6월5일에는 인체에 이식되는 성형

용 의료기기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

공을 위한 협의체(3차)를 관련 학회

의 의료전문가도 참석해 인공유방 수

입업체와 함께 개최했다. 지난 4월에 

동 협의체의 산물로 많은 관심과 호

응을 받았던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

을 위한 안내서’의 발간에 이어, 이번

에는 인공유방의 허가정보를 기반으

로 부작용과 위험요인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포함하는 안내서를 마련하기

로 논의하는 한편, 각 위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8월 중 마무리하기로 추

진일정을 합의했다.

다음으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

료제출 면제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기 위한 협의체를 6월5일 20명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더불어 추진배경 및 계

획을 공유하고 협의체의 각 그룹별 

주요업무를 논의했다. 특히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 4개 그룹별로 역할을 

분담했는데, 생물학적 안전성 자료

면제 현황조사(심사부), 외국제도 및 

허가현황과 국내·외 부작용보고 사

례조사(제조·수입업체), 시험결과

정리(시험기관)와 분과별 의견수렴

과 정보공유(각 분과별 간사)로 구분

해 8월까지 초안을 작성하기로 협의

했다.

한편 동반진단 검사시약의 허가심

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6월

16일에 전문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번 모임은 국외 동반진단 검사시약의 

허가방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가

이드라인 마련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즉 ’14년도 연

구사업으로 마련된 동반진단 검사시

약 및 의약품의 개발형태에 따른 심

사방안과 동등성 평가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

고, 다음 달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메르스 사태에 따라 ‘제

1차 국제의료기기 소통포럼’의 추후

일정 조율과 계획변경에 따른 조치사

항의 확인을 위해 6월16일 임시 운영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발표연자의 일정과 위원분들의 협의

과정을 통해 9월9일 프라자호텔로 잠

정 결정했는데,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전한다. 모두의 이런 열정을 바탕

으로 분명 성공적 포럼개최가 되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6월24일에는 치과재료관

련 5개 업체와 함께 허가심사와 관련

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

다. 먼저 치과재료 품목의 신규지정

과 품목삭제 등 총 43개 품목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기준규격

의 개정현황에 대한 소개를 했다. 현

재 총 128개의 기준규격 중 치과분야

는 37개로 각 시험·심사 기관별 분

담 및 검토 중에 있음을 공유하고, 정

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치과재료 업계

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7월에 이어지는 여정

벌써 한 해의 분수령을 넘어선 7월

이기에 화들짝 놀란다. 이제 〈표 2〉의 

여정을 살펴보며 여름 청포도의 그 

푸른 향에 젖는다. 

7월의 두 번째 주에는 전동식휠체

어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4.20)에 

이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로 임신진

단키트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홍보

를 위해 전문가협의체(7.9)를 계획하

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28일 업계

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슈(원재료 

변경, 임상시험 기준 명확화 등)에 대

한 후속조치로 심사방안 등 의견수렴

을 위한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업체와

의 모임(7.10.)도 모두의 소통여정에 

포함돼 있다. 

끝으로 첨단 의료기기의 제품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세부 실행방

안(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산·학·연 간담회(7.16)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MERS 여파에도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

소통의 여적(餘滴)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형재활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
(7.1~7.3)

○ 파라핀욕조 사용온도 기준(안) 관련 업체 간담회(7.2)

2주
(7.6~7.10)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신속허가 방안 마련 관련 전문가 회의(7.7)
○ 펄스옥시미터 시험검사성적서 관련 실무자 회의(7.7)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 회의(7.9)
○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홍보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7.9)
○ 품목별 일반 사용목적 가이드라인 전문협의체(4차)(7.10)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업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7.10)

3주
(7.13~7.17)

○ 펄스옥시미터 민·관 전문협의체(4차)(7.16)
○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작성 가이드라인 전문가협의체(1차)(7.14)
○  첨단 의료기기 제품화 기간 단축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7.16)

4주
(7.20~7.24)

○ 체외진단용 분석기 제품군별 시약의 허가심사 방안 전문가회의(3차)(7.20)
○ 의료기기 민간위탁 기술문서 심사기관 협의체 회의(7.23)

5주
(7.27~7.31)

○ 동반진단 검사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산·학·관 전문가 협의체(2차)(7.30)
○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중간점검 회의(7.31)

<표 2> 7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6월3일
○ IEC60601(3판) 관련 시험·검사 기관 1차 회의
 - 시험·검사기관 준비사항 및 적용관련 현안 논의 등

정보기술
지원센터

16명

6월5일

○ 인체이식형 성형용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3차) 
 - ‘인공유방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 세부 구성내용 협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8명

○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제출 면제범위 가이드라인 협의체(2차) 
 -  전문가협의체 내 4개 소그룹별 세부추진과제 수립 및 사전조사 

결과 공유
20명

6월16일

○  ‘동반진단검사시약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산·학·관 전문가 
협의체(1차)

 -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

서울역
회의실

15명

○ 의료기기 소통포럼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포럼 개최(6.26 예정) 연기 및 후속조치

식약처
별관

12명

6월24일
○ 치과재료 분야 업계 간담회 실시
 - 치과재료 제조·수입업체 건의·애로사항 등 의견청취

치과기재
산업협회

12명 

6월25일

○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뉴트랙 개발 관련 민·관 연구회(5차) 
 - 객관적인 동등 판단 기준, 절차 등 논의

서울역
회의실

10명

○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업체 CEO 간담회
 -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운영제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LW
컨벤션

17명

6월30일
○ 창상피복재 기술문서 심사 및 적용 기준에 대한간담회
 - 품목분류 등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기관 심사자 의견수렴

의료기기 
산업협회

8명

<표 1> 6월 주요 소통 내용

인쇄매체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방송매체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매체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방송

의료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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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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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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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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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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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광고사전심의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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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쇄
매

체
    

        방

송
매
체

인터넷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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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혈액 접촉 관련 의료기기 중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

산 계열의 가소제(이하 프탈레이트 가소

제)’가 적용된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두고 

업계와 학계, 의료계, 정부기관 간에 이슈

로 회자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서로간의 의견차를 좁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 수립에 도움

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프탈레이트 가

소제 대체 물질 관련 13년 동안의 일천한 

경험과 터득한 내용을 근거로 몇 자 적어 

본다.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비의도적 체내 작용 

방식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위해 여부 및 제한

을 논하기 전에, 우선 프탈레이트 가소제

가 체내 어떤 방식으로 비의도적 작용하는

지 먼저 알아본 다음, 이를 근거로 생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 대처 방향

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리라 여겨진다.

그러면, 먼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체내

에 비의도적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

보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

제는 프탈산(Pthalalic acid, ortho 위치)

과 고급알콜이 반응해 얻어지는 화학 물

질로서, PVC 재질의 의료기기에 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무색 투명한 액

상 원료이다. 

‘성 호르몬 교란’·‘대사분해물의 작용’과 화

학 구조적 특성

이런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비의도적 작

용을 잘 분석해 보면 ‘여성 호르몬과 유사

한 화학 구조로 인한 모방 작용(Mimic)

으로 인한 성호르몬 교란’과 ‘체내 흡수후 

생체 내 효소 작용에 의해 가수분해 물질

로 생성되는 대사분해물(Metabolite: 예 

mono alkyl phthalate, Phathalate 

mono ester 등)의 작용’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런 2가지 유형의 비의도적인 작용 발

생은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근간이 되는 프

탈산의 분자 구조적 특성(즉, 벤젠 링에 두 

개의 Carboxy 그룹이 인접한 구조적 특

성-ortho 위치) 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para 

위치) 또는 이소프탈산(Ispophthalic 

acid, meta 위치) 형태에 고급 알코올

이 반응해 얻어진 물질의 경우 carboxy 

분자단이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

므로, 여성호르몬 유사 구조를 형성·유

지하기 어렵고, 가수분해 반응으로 인한 

Phthalate mono ester 류의 대사 분해

물 생성 또한 어려운 구조로 예측된다.

이런 프탈레이트류 가소제의 분자 구조

적 특성(Ortho 위치)으로 인해 유독 프탈

레이트 계열의 가소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라 여겨진다

따라서 가소제의  위해 여부 및 정도 

파악에 있어서 프탈산(Pthalalic acid, 

ortho 위치)에 알코올을 반응시켜 얻어진 

물질구조 및 분해 대사물을 중심으로 두

고, 서로 비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일반인들에게 여

성 호르몬 모방 작용(Mimic)으로 인한 성

호르몬 교란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체내 흡수 후 분해산물의 영향에 대해서

는 일반인들은 거의 인지하지 않고 있다. 

프탈산의 비의도적 속성 2가지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이 2가지 속성 중에 어느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만약,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화학적으로 

안정해 체내에서 대사 산물로 분해되지 않

고 배출된다고 가정하면, 프탈레이트 가소

제 물질 자체는 ISO 10993에 근거한 생

체적합성 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여성 호르몬으

로 유사 작용하는 단순미믹(Mimic) 기전

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런 예는 콩류 등에 함유된 천연 유사 

호르몬 물질(이소 플라본)의 작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체내투여를 

중단하면 여성화 경향은 다시 복구 되므

로 리스크가 크지 않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상기 단순한 미

믹 작용 외에, 체내 대사시 새로운 중

간단계 물질(Mono alkyl phthalate, 

Phathalate mono ester)로 전환·생성

되어 ‘고농도로 축적’ 될 경우에 체세포 조

직 및 유전자에 작용해 변이를 일으키거

나, 생식 세포 및 유전자에 변이 작용해 세

대전이를 유발한다면? 그리고 그런 분해 

대사 산물이 세포조직이나 유전자에게 작

용하기 전에 빠른 속도로 분해 배설 되는 

환자 계층과 그렇지 않고 농축되는 취약 

환자 계층이 있다면? 이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위해 가능성을 어떻게 파악해

야 할까?(참고로, 체내에서 소수 첫째단위 

ppm 수준으로 형성 되는 프탈레이트가소

제 대사분해물은 정상 대사량 성인의 경

우  5시간 이내 절반이 배출 되는 속도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위해성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2가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 가야 한다.

첫째, 단순히 프탈레이트 가소제 물질 

구조 자체의 단순한 Mimic 효과에 의한 

여성 호르몬 작용을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주요 위해성으로 오인한다면,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모든 계층에 위험한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으며, 대사 분해산물에 취약하지 

않은 환자계층까지도 필요한 의료기기 사

용제한이 적용돼 환자의 입장에서는 득보

다는 실이 클 수도 있다.

둘째, 분해 대사물의 작용 관점에서 볼

때 취약한 환자 계층에 대한 정의이다. 

이미 미국 FDA고시 및 유럽(프랑스)에

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반복 노출되면

서 임산부, 영유아, 혈액 투석환자, 암환

자, TPN 환자와 같은 면역력 및 신진 대

사, 분해, 배출능력이 저하되는 환자 계층

을 프탈레이트 가소제 관련 취약 계층으

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사분해

물이 고농도로 농축 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취약계층을 정의 한다는 것

은 역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허용할 

수 있는 계층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비의도적 속성 2가지 중 여성 호르몬 유

사 작용은 모든 계층에 해당 될 수 있지만 

분해 대사물의 작용은 특정 대사 계층 

상태에만 국한되므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성을 저울질할 때, Mimic effect 관

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분해 대사믈의 체

내 축적시 계층별 위해성 여부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대처 

방향이 판이게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입

증하기 위해 지금까지 설명했다.

정리하면,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여성 

호르몬 모방작용(Mimic)으로 인한 성호

르몬의 관점보다는 대사 분해 산물의 체

내 축적에 따른 인체 전반의 영향에 초점

을 두고,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 의료기

기 사용 여부를 환자 계층별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관점에서 가소제 위해성 여부를 

파악 한다면,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체가 

어려운 제품(물론, 대체를 위해 노력 진행 

중이지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지 않

을까 생각해 본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대체되는 과도기적인 

단계

그렇다고 해서,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계

속 사용하자는 논리를 펼치기 위함이 아

니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대체되는 과

도기적인 단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의료기기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정에 맞게 정말로 위해한 

계층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과도기를 넘기자는 취지이다. 

세계적으로는 프탈레이트 사용을 업계, 

학계, 의료기기인증기관에서 배제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있지만, 여기에는 의료 

및 환자에 미치는 위험 이득 분석 차원에

서 정도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 방향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의료기기에 있어서 프탈레이트 가소

제 대체를 일률적으로 단시간에 시행시, 

△대체가 어려운 의료기기 고유의 의도된 

의료적 성능이 감소·소실되거나, △프탈레

이트 대체에 대응 할 수 없는 수입의존 품

목의 경우 공급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프탈세이트 가소제 제한의 세

계적 추세는 이런 상황 반영한 ‘환자 계층

별 위험-이득 분석’과 ‘프탈레이트 비의도

적 작용 방식(앞서 설명한)’을 고려한  선택

적·단계적 움직임인 것으로 보여진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한 사용 방안들

예를 들면, 의료기기 관련 유럽 의회 고

시에는 무조건적인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

라, 부득이 프탈레이트 함유할 수밖에 없

는 의료기기일 경우 프탈레이트 함유 표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 의료진이 임상에서 해당 의료

기기를 환자 시술시 적용 여부를 파악해 

환자계층별로 프탈레이트가소제 의료기기

를 선별 및 제한 적용하기 위한 정보제공

의 차원으로, 담배처럼 혐오성 문구를 넣

어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목적

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체를 위한 국내 의료

산업계 노력

마지막으로, 현재의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체 방법 유형과 

대체를 위한 국내 의료 산업계 노력 및 제

안(提案) 방향에 대해 요약하면서 끝을 맺

을까한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대체하는 유형으

로는 △PVC 수지를 가소제 첨가가 필요 

없는 수지(폴리우레탄, 올레핀, 실리콘등)

로 전환함으로써 가소제 사용을 배제하

는 방법과 △PVC를 쓰되 문제를 야기 시

키지 않는 다른 가소제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수지 자체가 가지는 물성 구현의 

협의성으로 인해 기술적 적용이 일부 의료

기기에 국한돼 있어 다양한 의료기기 분야

에 확대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고, 일반적

으로 후자의 방법이 많이 선호되고 있다.

PVC가소제 시장에는 후자의 경우를 위

한 대체물질들이 나오고 있었으나, 의료기

기에 쓸만한 대체 가소제로 나온 것들은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고 종류도 몇 안 

된다.

중요한 점은 이런 대체 가소제가 의료기

기별 고유 물성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어야 의료기기 제품이 실현 된다는 점이

다. 요구되는 물성이 까다롭지 않아서 대

체가 쉬운 수액세트등 일부 의료기기의 경

우 대체 가소제로 올해 6월부터 넘어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만이 충족할 수 있는 

까다로운 고유 특성으로 인해 대체가 어려

운 의료기기 제품의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연구 진전을 보이고 어느 정도 완료돼 간

다. 그러나 적용을 위한 최종 단계-의료적 

사용 차원의 유용성 검토 및 실효성 평가

단계에서 업계의 자력만으로 진행하기에

는 한계에 봉착해 있고 위험 부담과 경제

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체 기술, 의료적 유용

성 검토 및 실효성·평가에 ‘정부지원’ 필요

이런 과도기 상태에서의 산업적/의료적 

리스크를 피하면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

한 및 대체 가소제 전환 관련 정책이 성공

하려면 ‘단계적인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방안’과 ‘산업이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및 정부의 연구지원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즉,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도기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의료전문 시술자가 취약 계층을 

고려한 의료기기 선별적·제한적 식별 사

용할 수 있도록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

유 정보 라벨 표기’와 같은 과도기적 리스

크 관리조치를 진행함으로써,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 제한에 대한 순응도를 단계적

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대체 기술의 유용성 평가의 

어려움으로 대체가 지연 되고 있는 의료기

기를 파악해서, 정부 국책 지원 사업 차원

에서 정부와 의료계 주도하에 산업계가 연

계해 의학적 유용성 및 타당성 검토 평가

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어느 측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프탈레이

트 가소제에 대해 객관적인 현실을 정부, 

의료 소비자, 의료산업 각계가 서로 공감

하면서 단합된 노력이 뒷받침될 될 때, 대

체 과도기를 효과적으로 넘기고 향후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의료기기에서 완전

히 대체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결과, 국

민건강과 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프탈레이트 가소제 대

체가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사

용 특성상 리스크가 없어서, 미 대체로 남

아있는 의료기기들이 극소수이지만 존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의료 산업계가 경제적 논리가 

아닌 ‘내 가족이 쓸 수도 있다’는 생각과 

‘기업의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안전하

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 노

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임을 

알았으면 한다, 

■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관련 의료기기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업계, 프탈레이트 대체 가소제 ‘의료기기별 고유 특성’ 살려야 제품 실현 가능”
현재 프탈레이트 가소제 대체되는 과도기, 선별적·제한적 사용 가능하도록 ‘과도기적 위험 관리’ 요구돼

서 영 호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협의체 위원 

※ 이 글은 의료기기협회보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erephthalic acidIspophthalic acidPthalalic acid

<그림1. Carboxy 그룹의 위치에 따른 이성질체>

<그림3. 여성호르몬과 이소플라본

(무독성 천연물질)의 유사성>

Similarity of Isoflavone to Estrogen

[가소제 분자구조와  여성호르몬 유사 구조 형성 예측]

[생체 대사에 의한 가소제 분해 대사물 생성 과정]

2) Estrogen 유사 구조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Meta, Para Type)

1) Estrogen 유사구조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경우(Ortho Type)

프탈레이트계

테레프탈레이트계 

Rotation Rotation 

프탈레이트계 분해 대사물

이소프탈레이트계

※ 적색(가소제)
 흑색(여성호르몬-Estrogen)

Below 5%

<그림2. 비의도적 작용과 화학 구조와의 관계>

특별기고 Ⅱ특별기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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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신뢰받는 의료기기 대표단체’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기업체를 위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나 도움이 필요한 업체를 위해,

의료기기 업체 스스로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함께 합니다.

- 온라인 신청(http://www.kmdia.or.kr)

▶	체계적인	1:1	집중상담관리
▶	철저한	개별	상담을	통한	정보	보호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누구나	신청	가능한
▶	인허가	기술지원	상담

상담은 업무대행이 아닌 기본적인 기술지원 상담에 한하며 지원범위 이상의 
업무에 대해 상담 진행이 불가할 수 있고, 업무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업계 애로사항 발생시, 제일 먼저 협회로 연락 주십시오”

회사명 대표자 홈페이지 전화

(주)사이넥스 김   영 www.synex.co.kr 02-6202-3300

(주)지에스스탠다드 김지순 www.gsco.co.kr 02-357-8401

(주)씨투 박범수 www.c2mdd.co.kr 031-383-5903

(주)메디팁 유정희 www.meditip.co.kr 02-2088-3170

한국제조물승인지원센타 강옥주 www.k-pl.com 032-654-0862

(주)해외인증경영센터 김봉주 www.icmcert.com 02-2028-3111

IGMP의료기컨설팅 윤자일 www.igmp.co.kr 02-3142-2003 

(주)메드먼츠 박우성 www.medmonts.com 02-6264-9001

(주)메디헬프라인 강의석 www.medihelpline.net 02-2026-0707

엠디솔루션 박성호 www.imdsolution.co.kr 070-7661-6954

(주)글로벌헬스케어 이진영 www.globalhealthcare.co.kr 02-851-0693

(주)코스모21 김연국 www.cosmo21.co.kr 02-718-3546

한국C.T.M 이정일 www.koreactm.co.kr 02-431-8906

(주)이레경영컨설팅 박동진 www.erms.co.kr 02-959-9004

제이앤에스기술컨설팅 김수상 02-795-8406 

코아엠 문정효 corem.biz 02-2633-1225

(주)비에스알코리아 백승락 www.bsrkorea.com 042-476-2977

혜랑 주식회사 정랑리 www.hyerang.com 070-4028-2679

(주)지씨에스그룹 김창식 www.bestgcs.com 02-555-1536

피앤케이 권유경 02-942-6978

(주)엠디웍스코리아 김수정 www.mdworkskorea.com 02-701-5233

※ 등록 관련사항 문의 : 산업육성본부 기술사업부  |  전화 : 070-7725-8730  |  이메일 : semin0618@kmdia.or.kr

(135-080)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여삼빌딩 8층/9층      www.kmdia.or.kr

자율등록을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가 협회에 등록신청(등록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하면 협회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해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기기 업체에 확인된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컨설팅 제

도 정착과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21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컨설팅 업체의 기

본 정보(컨설턴트 현황, 주요 대행업무 등)가 공개돼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컨설팅 업체 소속의 컨설턴트에게 협회의 인허가 기술지원 상담 센터의 명

예상담사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컨설팅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

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컨설팅업체 자율등록관리제를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컨설팅업체)

협회등록

STEP 3STEP 2
(협회)

제출자료	검토
(컨설팅업체⇨협회)

신청서	제출

STEP 1

상담진행
및	종료

STEP 3STEP 2

접수	및	검토상담신청

STEP 1

컨설팅	업체	자율등록관리제도인허가	기술지원	상담센터

01_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때, 필수적인 인허가

01_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업체 자율등록관리제란?

02_자율등록 절차

2015. 3월 기준03_등록업체 현황

의료기기 인허가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2_인허가 기술지원 상담센터에서는

03_신청방법

※ 명예상담사란? 
의료기기 컨설팅 경력 7년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를 말하며, 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 자율등록 컨설팅업체 임직원 및 의료기기 산업분야 전문가로 구성

● 기술문서 심사 

● 시험검사 규격

● 보험

● 체외진단

● 치과재료

● GMP

● 해외인증

● 임상시험

일반적인 기초상담은 협회 담당자, 

특이사례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상담은 명예상담사*가 해결방안 

도출 및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분야 기초상담 및 전문상담

협회홈페이지 협회업무 신청하기
인허가

기술지원상담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협회 측 내용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4_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의료기기와의 인연은?

한의대 교수님과 대화 중에 사업 아

이템을 얻게 됐다. 80년 중후반 국민

건강보험이 점차 확충되고 급여 품목

도 확대되는 과정에 한의사가 사용하는 

‘침’역시 의료보험이 될 것이라며 추천

하면서 만들어 볼 것을 권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시장규모가 매우 

작았다. 그래서 감염 예방 등 안전을 생

각해‘일회용’ 콘셉트로 ‘의료용침’을 만

들었다. 하지만 초기 판로에 어려움이 

많았다. 영업사원들이 한의병원·의원

을 방문해 일회용침 사용의 당위성과 

장점을 알려야 했고 WHO 감염관련 스

티커를 일일이 붙이며 다녔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도 운이랄까 절묘하게, 88

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의식수준

이 높아지고 일회용 시장이 열렸다. 

주요 의료기기 생산 품목은 ?

크게 두 방향에서 한방치료 목적의 다

양한 종류의 의료용품 및 기기, 그리고 

피부건강을 위한 바이오 피부미용 의료

기기를 제조·생산하고 있다. 동방메디

컬에서는 한방침류, 일회용부항컵, 란

셋, 매선침, MTS 등을 담당한다. 또 자

매사인 필텍에서 인슐린주사기, 펜니

들, ㈜필텍에서 일회용 주사기, 필러용 

주사기, 바이오흡수성봉합사, ㈜메디퍼

스트에서 IV카테터, 수액세트, 혈당측

정기, 바이오흡수성봉합사, 동방메디케

어에서 MTS, A-MTS, 반영구 메이크

업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흡수성봉합사는 피부미

용의료기기 시장 확장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매선침을 통해 시술되며, 최근 

3년간 효자 품목이 되고 있다. 

동방메디컬의 핵심기술은?

한방침으로 일어선 회사인 만큼 업계 

최고의 침끝 연마기술력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이 기술력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마기술력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에게 침을 놓을시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끝을 확

대해 보면 솔잎 형태인데, 피부 저항력 

테스트시 확연히 그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천만개의 침들을 자동화시

스템을 통해 대량 생산하고 있다. 전 공

정을 자동화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구축

한 노하우가 의료기기 제조의 핵심기술

이라 할 수 있다. 즉 균일한 품질을 지

닌 제품생산이 이뤄지고, 이는 최고 수

준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된다. 특히, 최신 시설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있어서 품질 책임을 다할 수 있

도록 전수 조사를 하고 전수 조사 프로

세스를 구축하고 있는게 핵심기술이라

고 할 수 있겠다.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개선해 좋은 의료기

기를 환자들과 의료인에게 꾸준히 공급

하고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는 것이 최

대 성과라고 생각한다.

질좋은 의료기기를 위해 기업부설연

구소는 수 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하고 있다. 한방의료기기 분야에선 침 

자동포장 공급장치 개발했다든지, 미

용의료기기 분야는 디지털 약물흡수유

도자극장치 등의 개발 실적이 있다. 

연구개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천연고

분자를 이용한 치료용 니들부재, 안전

정맥카테터, 안전인슐린주사기, 다양한 

침 관련 기술 등이 특허출원 중에 있다.

경영철학을 말씀해 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조금은 양보하며 살아왔

다. 치열한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손해인 것 같으면서도 결

국엔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이런 

마음가짐을 쭉 이어가고자 한다. 

경영자 입장에선 아무리 좋은 제품이

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뒤처 

진다 여긴다. 그간의 생각을 동방메디

컬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사훈과 경영방

침을 적어 봤다.약속 같은 거라 생각한

다. 기업의 바탕이 돼야 할 것,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일류품질, 일류기업, 

인류사회기여’로 정했다. 그리고 구체

적으로는 ‘창조, 혁신, 융복합으로 메디

컬 리더 기업실현, 글로벌 인재의 육성

과 제품 차별화로 경쟁우위 확보, 최대

가치 구현과 성장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한 기업문화 달성’을 하고자 한다. 

30년 동안의 경쟁력을 꼽는다면?

동방메디컬의 전신인 ‘동방침구제작

소’는 87년 설립됐지만, 제품은 86년도

부터 수출을 먼저 했다. 그리고 작년에 

천만불수출탑을 받았다. 침 등 한방분

야는 56개국에, 미용·의료기기는 30

개국에 생산제품의 40%를 수출해 오

고 있다. 수출성장세도 최근 5년간 평

균 20% 이상 기록했다. 나름대로 열심

히 하고 했구나 자평하고 있다. 또 해

외 수출과 현지 생산에 관심을 갖고 추

진해 왔다. 2001년 중국 산동성 청도, 

3년 후에는 절강성 소주에 생산공장을 

설립, 중국 남북의 요지에서 국내와 동

일한 생산시설 및 품질 능력을 갖추고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해외 피부미용 센터 

운영,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조사, 미국

에서 판매유통사, 필리핀 한방병원 등

을 설립해 연계 사업을 진행하며 한걸

음씩 나아가고 있다. 

해외 영업과 시장창출을 위한 노력은?

우선 신제품의 지속개발을 통해 다

양한 제품포트폴리오를 구성이 중요 

하겠다. 동방메디컬이 출발은 한방의

료기기이지만 양방, 바이오, 피부 분야 

의료기기로 아이템을 확장해 가는 이

유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다. 또한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와 전

략적 제휴를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에 

힘쓰고 있다. 국내외로 아카데미 설립 

등 교육사업과 연계하거나, 지역별 전

문 해외전시회 참가하고,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세미나, 워크숍을 적극 활용하

고 있다.

하반기에는 신규 해외 합작사업이 완

료된다. 북유럽,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유럽시장을 타겟으로 스웨덴 현지합작

회사에서 생산한 바이오흡수성봉합사

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미국합작회사

를 통해 미주시장, 즉, 미국, 캐나다, 멕

시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이

뤄지고 있다. 

임민혁 기자

“동방메디컬, 의료기기로 사회의 빛 되고파”
지난해 ‘동방침구제작소’에서 ‘(주)동방메디컬’로 새 출발

 (주)동방메디컬 - 김근식 대표이사

CEO 인터뷰

㈜동방메디컬, 지난해 11월 새롭게 사명을 

변경하고 법인으로 전환했다. 한방치료목적 

의료용품과 미용목적 의료기기를 제조한다. 

대표적 품목은 ‘의료용침’. 1987년 ‘동방침

구제작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30년 동안 한

방의료용품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회사

명 ‘동방’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詩)‘동

방의 등불’에서 시작됐다. 의료기기로 사회

에 기여하고픈 마음이 담겼다. 

특히 동방메디컬 김근식 대표는 80년대 재

사용이 빈번했던 침을 ‘일회용 침’으로 낱개 

포장해 공급해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도

모하고 한의원계를 변화시킨 공로가 크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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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3,403억 달러, 수출은 2,143억 달러, 

수입은 2,177억 달러로 추정 조사됐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최근 발간한 ‘세

계 의료기기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시장규모 및 수출입 규모 모두 미국의 

점유율이 가장 컸다. 다만 무역수지는 

독일이 103억 달러로 가장 큰 흑자를 

거뒀으며, 아일랜드가 81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시장규모는 연평균(2009~2014

년) 6.5%, 수출은 6.4%, 수입은 6.6%

씩 성장했다. 특히 중국은 같은 기간

에 시장규모 20.6%, 수출 14.8%, 수

입 21.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의료기기 시장규모, 수출, 수입

에서 모두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

의 지원 및 투자 확대, 의료기기 세대교

체로 인한 수요 증가, 소득 증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시장은 제품군별로 ‘기타 의료

기기(28%)’ 부문을 제외하고 진단영

상기기(전기진단 장비 등)가 25.2%, 

의료용품(주사기/바늘/카테터 등)이 

15.5%, 환자보조기기(휴대용 보조기

구 등)이 12.5% 순으로 비중이 컸다. 

수출 시장 점유율은 미국과 독일 다

음으로 네덜란드, 중국, 벨기에 순으로 

비중이 컸으며, 네덜란드와 중국은 연

평균 수출 증가율이 10%대를 상회하

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주사기·바늘·카

테터, 전기진단 장비, 휴대용 보조기구

로 시장 점유율 상위에 랭크한 품목이

었으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 2위 국가

인 아일랜드는 휴대용 보조기구의 수출 

비중이 40.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수입 시장 점유율은 수출과 마찬가지

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순이며, 중국, 

일본이 뒤를 이었으며, 시장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의료기기 수출·수입이 활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 품목은 수출과 마찬가지

로 주사기·바늘·카테터의 빈도가 높

았고,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수출 상위 품목인 휴대용 보조기구의 

빈도가 높았다. 

국가별 무역수지는 독일(진단영상

기기), 아일랜드(환자보조기기), 미국

(기타 의료기기), 스위스(정형외과/보

철 기기), 멕시코(의료용품) 순으로 흑

자 규모가 컸다. 반면, 일본은 인구의 

40% 육박하는 고령인구에 기인해 시

장규모 2위, 수출 10위, 수입 5위로 64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정형

외과/보철 기기 부문 등에서 수입 의존

도가 높았다.

현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2018년 382억 달러 규모로 세

계 2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약 5.1조원(약48

억 달러)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으

며, 수출은 24.4억 달러, 수입은 24.4

억 달러, 그리고 무역 적자는 약5.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규모에서 전세계 11위로 2년 

연속 11위를 차지하며, 세계시장 점유

율은 약1.5%를 기록했다. 

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김지

영 연구원은 “의료기기산업에서 신흥

국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

문에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비교우

위를 차지하고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시장 분

석과 함께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경쟁

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

다”고 분석했다.

세계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2013년 

472.7억달러에서 연평균 7.3%로 성장

해 2017년에는 626.3억달러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보고서 ‘글로

벌 체외진단 시장현황 및 전망’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상황이나 산업의 불황 속에서

도 세계 체외진단 시장은 제약(5.3%) 및 

의료기기 시장(6.5%) 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액 상위 분야를 보면, 면역

화학 199.5억 달러, 자가 혈당측정 85.2

억 달러, 현장진단의료기기 63.4억달러 

순이었다. 또 성장률 상위 분야는 분자

진단, 현장진단의료기기, 지혈진단 분야

로 나타났다.

체외진단기기(In vitro diagnostics, 

IVD)는 질병 진단과 예후, 질병의 치료

효과 판정 등 인체로부터 채취한 대상물

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가리킨다. 

이런 체외진단기기의 시장은 검사 

방법에 따라 △면역화학(Immuno- 

chemistry) △자가혈당측정(SMBG: 

Self-monitoring Blood Glucose) 

△현장진단의료기기(POCT: Point-

of-c a re  Te s t i n g )  △분자진단

(Molecular Diagnostics) △혈액

진단(Hematology) △임상미생물

(Clinical Microbiology) △지혈진단

(Hemostasis (Coagulation)) △조직

진단(Tissue Diagnostics) 등 8개의 

세부 분야로 나눠진다.

세계 체외진단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국과 서유럽은 글로벌 매출의 62.1%를 

차지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이 위

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 등이 아태 

지역에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 세계 체외진단 시장은 상위 

5개 기업(로슈, 지멘스, 애보트, 다나

한, 존슨앤드존슨)이 전체 시장 규모의 

65.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또

한 치열하다. 

체외진단 시장이 세분화돼 있는 만큼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공급 및 확장, 신흥시

장으로의 진입,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전략으로써 대규모의 체외진단기

기 업체, 제약 업체, 신생 헬스케어 업체

와의 M&A가 활발하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외진단 시장의 국가별 전망을 보

면 2017년 미국은 177.7억 달러(연평균 

3.5% 성장), 서유럽 189.9억달러(8.2%), 

아태지역 98.4억 달러(10.9%), 중국 

66.9 달러(18.7%), 브라질 21.7억 달러

(9.3%), 동유럽 18.7억 달러(9.7%)를 기

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용 시약류 및 체외진단용기기에 있어서, 

생산은 4,049억원, 수출 3.23억 달러, 수

입 4.2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약 1.06

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의료기기 시장 동향

세인트쥬드메디칼코리아(유)(대

표·김덕재)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

된 새로운 최소형 인공심장박동기

인 ‘Assurity MRI’와 ‘Endurity 

MRI’를 한국시장에서 선보인다.

새롭게 출시되는 이번 제품들은 

각각 크기가 10.4cc, 9.7cc에 불과

해 시술 부위에 박동기 삽입을 위한 

최소 크기의 포켓 형성이 가능하다. 

반면 작아진 크기에도 불구하고, 

최대 14.4년에 달하는 길어진 수명

을 자랑한다. 이 같은 품질을 보증

하기 위해 세인트쥬드메디칼에서는 

최장 10년의 제품 보증 기간을 제공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품들은 1.5테슬라

(Tesla)급 MRI의 촬영시 부위 제한 

없는 full body scan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ssurity MRI’와 ‘Endurity 

MRI’는 서맥 환자 본연의 심장박

동을 최적의 비율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VIP: Ventricular Intrinsic 

Preference)과, 심부전 환자들의 

폐부종의 정도를 측정해 증상의 악

화 이전에 조기 방문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능(Corvue)이 탑재돼 환자

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제

품이다.

또한 세인트쥬드메디칼은 기존 이

식형 심장충격기인 ‘Ellipse’와 호환 

전극인 ‘Durata & Optisure Leads’

에 대해 MRI 조건(1.5테슬라)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로부터 변

경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llipse와 Durata는 부위 제한 

없는 1.5테슬라급 MRI 촬영이 가능

해 졌으며(박동기능 OFF 시), 이미 

삽입받은 환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MRI 촬영에 문제가 없다.

동방의료기㈜(대표·안병산)는 

최근 기존 웰치알렌(Welch Allyn)

의 포켓용 검안경·검이경 제품에

서 업그레이드된 LED타입 제품 

‘Pocket LED’을 국내에 출시했다. 

‘Pocket LED’는 포켓용 타입 소

형으로 쉽게 휴대가 가능하며 전문

의가 사용하기에 손색없는 고품질

에 부담없이 구매 가능한 가격으로 

호평 받고 있다.

이 제품은 ‘Welch Allyn Sure 

Color™ LED램프’ 기술이 적용돼 

색도, 연색지수(CRI) 및 밝기의 적절

한 균형으로 EENT 도구에 최적화

된 LED 조명을 구현한다. 이는 외이

도와 안저 조직의 본연의 색, 상태, 

선명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기존 기구에 익숙한 검진 환

경에 맞춰 LED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최대 2만 시간 동안 사용

할 수 있고 빛 감소로 인한 램프 교

체가 불필요하다.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포켓 LED 제품은 사용자

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색상을 혼합

해 사용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다. 

먼저 4가지 색상의 바디(검안경/검

이경) 및 핸들 범퍼, 검이경 윈도우 

범퍼 액세서리 키트를 제공하고 있

다. 또는 구성에 따라 단품과 세트

(케이스 포함) 상품으로 선택이 가능

하다. 특히, 검이경은 LED의 밝기

가 더 강하고 검안경은 중성 농도 필

터(각막의 반사광을 최소화 시켜주

는 필터)가 추가 적용된 고사양 제품

(Pocket Plus LED)을 제공하며, 보

증기간은 각각 3년, 5년이다. 

동방의료기는 “개원의를 비롯해 

학생과 일반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

도록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며 하반

기부터 본격적인 판촉에 나설 것”이

라고 밝혔다.

BD코리아(대표·김충호)는 서

울대 의대와 면역학 및 의료생명과

학 연구를 지원하는 ‘FACS Core 

Facility 설립’에 관한 협약을 지난 

5일 서울대 행정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FACS Core Facility 설립을 추

진하는 서울대 의대는 국내 면역학 

및 의료생명과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의대 윤영호 연구부

학장은 “의료생명과학이 나날이 발

전하고 있고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면역학 연구추세에 힘입어 

‘유세포분석기기’의 활용이 증가하

고 있을뿐만 아니라, 응용 범위도 다

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유

세분석기기의 도입과 유지에 대해서 

지원해주신 BD코리아의 배려에 감

사하며 오늘 협약을 체결해 매우 기

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BD코리아는 서울대 의대의 중앙

연구지원실 FACS center(http://

m e d c o r e l a b . s n u . a c . k r /

facscenter)와 최근 몇 년간 상호 

협력하며 면역학 연구 발전에 노력

해 왔다. 

김충호 BD코리아 대표이사는 

‘FACS Core Facility’ 설립은 의료

생명과학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

치를 위해 기업과 학계가 협력하게 

된 것으로, 면역학 연구에 더 큰 성

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BD코리아

는 서울대 의대에 유세포분석기기 

유지, 관리 및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지원한다. 

한편, BD의 다양한 유세포분석

기기 및 분리기 갖춘 ‘FACS Core 

Facility’는 현재 서울대 의생명과학

관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세인트쥬드, 최첨단 ‘Pacemaker’ 출시 
이식형 심장충격기, 1.5테슬라 MRI 촬영 제한 없어

동방의료기, 고사양 ‘검안경·검이경’ 출시
‘Pocket LED’ 착한 가격에 최적화된 LED 조명 구현

조인메디칼(주)(대표·변박연)은 

지난1일 식약처 허가를 완료해 휴

대용 뇌출혈 검사기 ‘인프라스캐너 

Infrascanner Model 2000’를 출

시했다.

휴대용 뇌출혈 검사기 ‘인프라스

캐너(Infrascanner)’는 두부 외상

성 환자의 뇌출혈 여부를 사고현장

에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한 기기이

다. 응급수송차량에서 무심히 장시

간 방치하거나 CT 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골든타임을 놓

치는 인명손실의 위험을 해결하고

자 개발됐다. 

이  제 품 은  미 국  인 프 라 스 캔

(Infrascan)이 독자적으로 개발하

고 FDA 인증을 마친 제품으로, 근

적외선방식(NIR)을 이용해 환자의 

두부 3.5cm 깊이내의 2.5cc 이상의 

출혈을 신속히 검사한다. 또 출혈여

부, 출혈위치, 출혈량을 휴대용 모니

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라크 전시에 

미해병대에서 군사용 응급의료기

기로 실전 공급된 장비이다. 특히, 

Pre-CT의 개념으로 군 야전병원, 

소방구급차, 응급센터에 주로 사용

되고 있고, 최근 각종 스포츠 의료진

에게도 경기장에서 선수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꼭 있어야 하는 필수장

비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 출시는 조인메디칼이 독점 

공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주·유

럽지역에 주로 공급되는 제품이나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과 한

국에만 공급되고 있다.

한편, 조인메디칼(주)은 1994년 

설립해 21년 동안 국내 검진기기 의

료기기 시장을 선도하며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휴대용 뇌출혈검사기 ‘인프라스캐너’ 출시 
조인메디칼, 식약처 허가, 현장서 뇌출혈 신속 검사

BD, 서울대 의대와 ‘FACS Core Facility’ 설립
유세포분석기기 유지관리 지원, 면역학 연구 발전 기대2014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3,403억 달러, ‘독일’ 최대 흑자 달성

‘중국’ 시장 성장률 최고 국가, 한국 2년 연속 세계 시장규모 11위·1.5% 차지

작년 세계 체외진단 시장규모 505.6억 달러, 면역화학 분야 매출액 1위
체외진단시장 성장률 연평균 7.3%, 제약·의료기기 보다 성장세 커, 아·태 지역 등 신흥시장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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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2010-2019)>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현황 및 전망(2013~2017)>

※자료 : Frost&Sullivan, Analysis of the Global In Vitro Diagnostics Market(2014),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가공

※자료 : BMI, Worldwide Medical Market Forecasts to 2019,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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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엘러간은 지

난달 10일 김은영 

대표이사를 신임 지

사장으로 영입했다

고 밝혔다.

김은영 신임 지

사장은 최근 전략

적 인수합병을 마

친 엘러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

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관리를 통

한 높은 성과 달성과 조직 안정화를 

이끌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이화여대 약대 및 

연세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

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싱가포르 지사를 비롯한 스위스 노

바티스 본사에서 근무하며 마케팅, 

기업전략, 전략적 제휴, 사업부 총괄

과 같은 경험을 통해 뛰어난 경영 역

량을 보여왔다. 

한국엘러간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직전에는 한국 BMS제약 대표이사

로 재직했으며 노바티스 싱가포르 

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액타비스와 엘러간은 2015

년 1분기 중 전략적 인수합병 절차

를 마무리하며 세계 10위 제약회사

로 도약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14년 의료

기기 실적보고 통계자료를 토대로, ‘2015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편람’을 

제작합니다. 

이에 편람 제작을 위해 회원사 및 의료

기기업계의 광고 협찬을 기다립니다.

■ 편람 주요 내용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소개

•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 상위 30위 국가별, 업체별, 품목별 실적 현황

• 품목별 생산·수출·수입 통계 및 업체 현황

•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 라인

■ 부록 CD

•  회원사 정보/분류번호 정보/의료기기 통계 

및 관련 업체 현황 등

한국엘러간, 신임 지사장에 김은영 대표 영입
엘러간, 엑타비스와 상반기 전략적 인수합병 단행

‘2015 의료기기 통계 편람’ 광고 협찬 안내
- 2014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 수록 -

지멘스 헬스케어(대표·박현구)

는 4일 더라움 소셜 베뉴에서 ‘2015 

지멘스 애드비아 엑스피티 시리즈

(ADVIA XPTs Series) 신제품 론

칭 세미나’를 개최했다.

‘ 미 래  우 수 성 을  위 한  한 걸 음

(The next step to the future 

excellence)’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지멘스 진단사

업부에서 출시한 면역 검사 및 생화

학 검사 시스템인 XPT 시리즈의 신

제품을 소개하고 임상적 정보를 교

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가천의대 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필환 과장은 최

근 병원에 설치된 애드비아 엑스피

티 시리즈를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

으로 중대형 규모 검사실에 최적화

된 지멘스 자동화 솔루션인 앱티오 

오토메이션(APTIO Automation) 

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가천대 길병원 진단검사의

학과에서는 하루 전인6월 3일, 지멘

스 자동화 시스템의 성공적인 실가

동을 위한 세레모니를 진행했다.

한국지멘스 헬스케어 진단사업

부 이명균 부사장은 “새롭게 출시

하는 ADVIA Cen-taur XPT 와 

Chemistry XPT 시스템은 현재와 

미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면역 및 

생화학검사에 맞춰 최상의 검사 결

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XPT 시리즈는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멘스 자동화 

시스템에도 연결이 가능해, 사용자

와 환자의 안정성과 환경까지 고려

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궁극적

으로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지난달 25일 

국내 최초로 고관절 및 무릎 관절을 

위한 ‘베리라스트(VERILAST)’ 인

공관절 기술을 출시했다.

이번 인공관절 기술은 4천5백만

회(30년 임상 효과)에 걸쳐 진행된 

인공고관절 및 인공슬관절 체외 마

모 시뮬레이션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유한 유일한 베어링 기술로 인공

관절 마모율을 더욱 낮춘 인공관절 

솔루션이다.

스미스앤네퓨는 최근 과거보다 더 

큰 활동성을 지향하는 환자가 늘어

남에 따라 마모율은 낮고 압력에는 

강한 인공관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기술을 선보이게 

됐다. 

베 리 라 스 트  기 술 은  옥 시 늄

(OXINIMU) 금속합금과 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XLPE)을 조합한 

독보적인 베어링 결합물이다. 

베리라스트 기술은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특허 받은 신소재인 옥시늄

(OXINIMU) 금속합금을 폴리에틸

렌과 결합함으로써 외과 전문의들

이 환자들의 무릎 통증을 획기적으

로 덜어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기술이 적용된 고관절의 경우 

세라믹 재질에서 나타나는 파손의 

위험이 없고 움직임 측면에서 다양

한 옵션을 제공해 우수한 임상 수명

과 생체적합성을 제공한다.

고규범 대표는 “긴 수명과 높은 생

체적합성을 지닌 베리라스트 기술을 

통해 국내 환자들이 고령이 되서도 

더욱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

일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

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장검사 프로그램인 ‘여러분의 심

장을 검사하세요(Check up Your 

Heart)’가 진행됐다.

심장검사 프로그램은 7월 15일까

지 총 20일 간 광주유니버시아드 참

가 선수 2천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된다. 선수들은 심장 초음파, 심전도 

측정, 혈압 측정 등의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공 받게 된다.

GE헬스케어(대표·시아무사비)

는 이번 심장검사 프로그램에 심장

초음파 기기를 지원해 의료진의 정

확한 검사 및 진단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되는 비비드 E9(Vivid E9)은 

4D영상의 심장 전용 초음파기기로, 

초음파 발생 시 생성되는 열을 흡수

하는 장치인 Cool Stack(냉각조절

장치)기술을 적용해 기존보다 더 높

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XD클리어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투과력과 뛰어난 해상도로 움직이

는 심장의 이미지를 선명한 모습으

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폴라 비젼(Polar Vision)을 

통해 구현되는 4차원 입체영상은 정

확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파악하게 

도와주며, 심장판막 진단기능, 볼륨

분석 등을 제공한다.

올림픽 공식 후원기업인 GE

헬 스 케 어 는  유 니 버 시 아 드 대 회

의 선수건강 증진에 뜻을 같이 하

고, 비비드 E9 등 심장 초음파 외

에 산부인과 및 복부전용 초음파

인 로직 E9(Logiq E9), 심전도

기 MAC2000, 환자 모니터 장비 

B650 등을 선수촌병원에 제공해 선

수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필립스코리아(대표·도미니크 

오)는 유방암 조기 진단률을 높일 수 

있는 스펙트럴 유방촬영 솔루션 ‘마

이크로도스SI(MicroDose SI)’를 국

내에 출시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

나는 치밀 유방의 경우, 기존 유방

촬영술로는 병변을 발견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필립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포톤 카운팅(Digital 

Photon Counting) 기술로 객관적

인 유방 밀도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치밀 유방의 이상 조직 발견율을 높

였다. 

실제로 이탈리아 산 라파엘레 연

구소에서 1,660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은 환

자 14명 가운데, 12명이 필립스 마

이크로 도스SI만으로 암을 발견해 

0.72%의 진단율을 보였다. 특히, 

그중 10명의 환자는 치밀유방인 것

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포톤 카운팅 기술은 노이

즈가 적은 고해상도의 스펙트럴 영

상을 통해 유방 밀도 정보를 제공한

다. 유방에 조사되는 X선의 스펙트

럼을 이용해 유방 조직을 이루는 물

질을 구분해내고, 유방 두께 및 유선 

조직을 파악하는 원리다. 

뿐만 아니라, 기존 진단 방식 대비 

방사선 피폭량도 최대 50%까지 줄

여 검사의 정확성과 함께 검수자의 

안전성까지 강화했다. 이로써 반드

시 유방촬영을 하도록 하는 국가 암 

검진 권고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진

하거나 이상 소견으로 반복 촬영이 

필요한 검수자들이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멘스, ‘애드비아 엑스피티 시리즈’ 론칭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세미나, 임상적 정보 공유”

스미스앤드네퓨, ‘베리라스트’ 국내 출시
독보적인 고관절·슬관절 인공관절 기술 보유 

GE, 광주 U대회 ‘선수 심장검사’ 장비 지원 
심장전용 초음파기기 ‘비비드E9ʼ 4D영상 구현

필립스, 스펙트럴 유방촬영기 선봬
유방밀도 정보 파악, 치밀 유방의 병변 발견율 높여

인 사

□ 보건복지부

◇전보=△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

장 조귀훈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성창현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장 

김기석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장 이행철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장 김양빈

◇질병관리본부=전보 △국립여수검역소

장 박기준 △국립울산검역소장 이능교 △

만성질환관리과장 이동한 △의과학지식

관리과장 김동원 △결핵조사과장 이연경 

△의료방사선과장 이강희 △국립부산검

역소장 김택 △장기이식관리과장 백은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부이사관 △식품안전정책국 수

입식품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전종민 △식

품영양안전국 영양안전정책과장 서기관 

권오상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수산물안

전과장 기술서기관 박일규

◇승진=서기관 △기획조정관실 고객지

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제선

◇승진=기술서기관 △감사담당관실 식

품위생사무관 정의한 △소비자위해예방

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식품위생사무

관 김솔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

생안전과 수의사무관 송성옥 △직무파견

(보건복지부)약무사무관 김효정

◇전보=△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

당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

효동등성과장 박상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실장 △정보기획실장 방근호

◇승진=부장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 

정민용 △DUR관리실 약품비관리부장 이

순옥 △의료정보분석실 의료정보분석부

장 신봉월 △부산지원 운영부장 김의성

◇전보=실장 △치료재료실장 이재숙 △

연구조정실장 박명숙 △광주지원장 이병

일 △경영지원실(경찰대학 교육) 이충섭 

◇전부=부장 △임원실 비서실장 최원희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한정수 △고

객지원실 고객지원부장 조원구 △의료급

여실 의료급여기획부장 배영덕 △의료급

여실 의료급여조사부장 김희숙 △감사실 

감사부장 김옥봉 

김은영

신임 지사장

회원사정보 / 분류번호정보
의료기기법령자료 /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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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문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진흥실

 최승진 사원(Tel. 02-596-0848, E-mail : tmdwls@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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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천년의 예술>전이 오는 8월 30일

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쇼팽과 코페르니

쿠스의 고향, 폴란드의 국보급 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폴란드의 국민화가 얀 마테

이코(Jan Matejko)의 대형 역사화를 비롯해 

중세 제단화와 조각, 폴란드 전통 복식 및 각

종 공예품, 19세기-20세기 폴란드 회화와 조

각 등 폴란드 예술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

는 작품 250여점이 대거 국내에 소개된다.

특히, 폴란드가 자랑하는 쇼팽의 친필악보

와 지동설이 담긴 코페르니쿠스의 자필원고 

및 천문 관측에 사용했던 도구 등 도 확인할 

수 있다. 

<가로 열쇠> 

(1)밤새 풀잎에 맺히죠. ~은 별님의 눈물 

오랑캐꽃은 양지쪽 언덕에서 ~ 먹고 예

뻐진다(박홍근) (2)병에 기름을 부을 때 

필요한 기구 (4)환자나 어린아이들이 먹

는 죽 같은 음식 (5)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 (6)맥주 잔에 양주를 따른 잔을 넣

어서 마시는 술 (7)신의주에서 목포까지

의 바닷가 (9)아내의 여자 동생 (10)근육

이 단단하게 툭 튀어나온 부분 (12)임금

의 아들 (14)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줄

어듦 (16)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 비나이다 ~께 비나이다 (18)

배가 고픔. ~이 반찬 (19)땀으로 피부가 

자극되어 생기는 발진 (21)비료 (22)통

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 (24)여러 사

람의 분풀이의 대상이 되는 사람 (25)단

술 (26)돈, 신분증을 넣어 가지고 다니죠 

(27)바람을 일으키죠 (28)수염을 깎음

<세로 열쇠> 

(1)취직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 (2)신

발의 바닥에 까는 물건 (3)큰일이 일어나

는 계기가 된 일 (4)항문을 이루는 창자

의 끝 부분 (5)어린아이의 얼굴 (8)바닷

물에서 헤엄을 치며 놂 (9)아내와 자식 

(11)처음으로 인사할 때 서로 성과 이름

을 알려 줌 (12)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함 (13)일 년 중 낮

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 (14)몹

시 긴장하거나 놀랐을 때 흐르는 땀 (15)

더울 때 이것으로 부치며 더위를 식히죠 

(16)방의 윗부분 (17)비가 오려 할 때면 

이상하게도 이것이 도진다고 하죠 (18)근

심. 걱정 (20)띠가 같은 사람. 12살 차이 

(21)임진왜란 때 크게 이바지한 철갑선 

(22)조개에서 나오는 보석 (23)백록담, 삼

성혈, 용두암, 천지연 폭포 (25)콧물, 재

채기, 기침,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

<7월호>

“쇼팽과 코페르니쿠스의 고향, 폴란드 예술을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기획전시 ‘폴란드, 천년의 예술’ 

•기간 : 2015년 8월30일(일)까지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 Ⅰ,Ⅱ실

•홈페이지 : www.polandart.co.kr

7월의 책

유럽연합의 종말, EU는 운을 다했는가?  

얀 지엘카 지음/신해경 옮김/아마존의나비

부정 본능   아지트바르키, 대니 브라워 지음/노태복 옮김/부키

유로존과 유럽통합, 유럽연합(EU)

은 그 유럽이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대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에 대한 실험이다. 이 책은 충분한 

논거를 들며 ‘EU는 몰락할 것인가?’

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단도직

입적인 대답을 내린다. 저자는 EU

의 운명에 관계없이 유럽통합이 더

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측했다. 

다만 그 유럽통합은 지금의 유럽통

합과는 달라서 EU나 국민 국가가 

아닌, 보다 기능적이고 유연하고 탈

중심적인 주체들이 주도하는 통합

이 되리라 예견했다. 그리고 이 새

로운 통합 유럽을 ‘신중세’라는 이

름을 붙였다.

수백만 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도 왜 인간과 같은 지적 능력을 갖

춘 코끼리나 돌고래는 없을까? 이 

책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진화한 것은 뇌의 발달 같

은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라 심리적

인 이유, 즉 죽음에 대한 부정을 비

롯해 현실을 부정하는 인간의 고유

한 능력이 그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

한다. 진화상의 특이한 사건으로 인

해 현실 부정은 인간의 본성으로 굳

어졌고, 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와 대담성 등 소중한 자질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6월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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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의 예술

<6월호 정답자>

문영란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김영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낱 말 퀴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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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연    명 몬테베르디 ‘오르페오’

공  연  장  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공  연  기  간 2015년 7월23일~26(일)까지

공  연  시  간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일 오후 5시

문    의    처 서울시오페라단 02-399-1783~5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모든 신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다. 어느날, 에우리디체가 독사에 물려 

죽어 지하세계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오르페오는 에우리디체를 구하러 지하세계를 찾아간다. 지하

세계로 내려간 오르페오는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덧없고 허무한지를 노래하자 지상의 모든 생물들은 

물론 신들마저도 오르페오의 노래에 감동한다. 

지하세계의 여왕 프로세르피나 역시 그의 노래에 매료되어 에우리디체를 살려달라고 남편이자 지하세

계의 왕인 플루토네를 설득한다. 플루토네는 이에 한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지상으로 갈때까지 뒤따

라가는 에우리디체를 절대 돌아보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빛을 따라가던 오르페오는 참지 못하고 

그녀가 잘 따라오는지 뒤를 돌아보게 되고 만다. 결국 에우리디체는 사라지고 오르페오는 다시 혼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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