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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 & A복지위 국감 현장시찰 업계 간담회

6~7면

 “업계, 청탁금지법·공정경쟁규약 꼭 지켜야”
KMDIA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업계 질의 모아 권익위 등 유권해석 요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

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

행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법 시행을 앞두고 회원

사 및 의료기기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 업계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설명

회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일에 열린 설

명회는 430명이 넘는 많은 회원

사가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법

령 전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

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열의

가 넘쳤다.

약칭 청탁금지법은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

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부정 청

탁’, ‘금품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계가 제품을 

공급하는 국립 병원 및 의료원, 

보건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에 포함되고, 또 식약처·복지

부·심평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경우, 정

부의 위임사무를 담당할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돼 법 

위반시 제재를 받는다. 청탁금지

법은 금품 제공자도 받는 사람

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양벌규정

을 갖고 있기에 더욱 주의 깊게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날 설명회는 김앤장법률사

무소의 공정경쟁규약 및 청탁금

지법 전문 변호사 5명이 강연과 

함께 업계로부터 사전 질의 받은 

질의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시

간을 가졌다. 강의는 △의료기

기 업계의 Compliance 제도 및 

최근 수사 동향 △청탁금지법 개

요와 의료기기산업에의 시사점 

△의료기기산업에 적용하는 청

탁금지법 FAQ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료기기산업계 대응방안 

등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협회 이준호 윤리위원장은 설

명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준수에 어려움도 

있지만 의료기기법과 공정거래

규약을 준수해온 만큼 의료기기

업계는 법을 잘 준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윤리경

영·반부패 청산이 화두가 되는 

것은 그 사회의 약속인 법을 준

수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

적 기대를 기업에 반영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으로 창출되기 때문”

이라며 “청탁금지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청렴한 사회와 성

숙한 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

향타”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2011년부터 ‘의

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

약 및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해 

업계 스스로가 건전한 의료기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정 능력

을 키워왔다”고 전하면서 “이는 

업계가 힘들지만 조금씩 윤리경

영 활동을 증진시키고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며 업계는 청

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황휘 협회장은 “이날 설명회에

서 소개된 적용사례 외에도 청

탁금지법에 대한 업계 질의를 접

수·수집해 국민권익위·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질의 및 유권해석

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

며 “앞으로도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

육·설명회 개최 및 정보 제공 등

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지난달 28일 KMDIA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에 의료기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법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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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체 제작 스프링식
일회용 약물주입 펌프

Disposable 
Spring PCA 

Pump

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한 정확하고 

일정한 약물의 주입

Accuracy

생물학적 
안정성 검증

Safety

각 지역별 대리점 모집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

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시

찰 중에 열린 업계간담회에서 의료기

기산업 동향 및 업계 애로사항을 발표

하고, 국회 차원에서 간납업체 규제법, 

R&D 지원법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했다.

이날 복지위 현장시찰 간담회는 지

난 6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치과기

계업체인 바텍(대표·안상욱)을 복지

위 여야 의원 20명이 방문, 업계 고충

을 현장에서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

담회는 바텍 안상욱 대표가 회사 소개

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에 대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이후 의료기기업

계를 대표해 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

이 의료기기산업이 가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발표에 나선 협회는 △간납업체 문

제해결을 통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

거래질서 확립, △의료기기 첨부문서 

(제품설명회) 제공방법 다양화 필요 △

현행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별도산

정 확대 △치료재료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책 마련 등 4개의 주제를 설

명하고 복지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진

행했다.

 협회는 첫 번째 애로사항에서 간납

업체로 인해 의료기기 유통단계가 늘

고 통행세 성격의 수수료 징수와 할인 

강제, 대금결제 지연 및 장기 결제 요

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기 공급

사의 적정이윤 보장을 어렵게 하고, 회

사 재정을 악화시켜 의료기기 R&D 등 

신규투자를 제한케 하는 등 업계의 어

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이런 간납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의약품에

서 약사법 제47조로 시행 중인 특수관

계인에 의한 간납업체 운영금지 및 의

료기기 공급 물품의 결제기한 제한 조

항을 의료기기법에 담는 법 개정이 필

요하고, 과도한 대행 수수료 조정 및 

정률 수수료제 도입, 대금결제 기간 단

축, 납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지급보증 등 표준약관 도입 등 제

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

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 첨부문서 제공방법

의 개선’은 첨부문서가 의료기기의 사

용자가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을 고려해 인터넷매체를 통한 첨부문

서 제공이 허용돼야 하며, 제품의 특

성에 따라 전문가용 체외진단용시약, 

이식형 의료기기, 설치형 의료기기 순

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건

의했다.

특히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산

정’은 그간 별도산정 여부에 대한 기준

이 부재하고 모호했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일회용 치료재료가 재

사용되는 등 감염 및 환자안전문제가 

거듭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예

방 및 환자 안전 관련 치료재료의 별도

산정 품목을 확대하고 해당 건강보험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한 3,000억원 확

대를 요청했다.

끝으로, ‘치료재료산업의 육성을 위

해 종합적인 R&D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간 정부의 R&D 

투자는 진단기기, 치료기기 등에 집중

돼 치료재료 및 소모품 투자는 미흡하

며, R&D 투자 비중도 기업보다 대

학·연구소가 크게 차지하지만, 의료

기기의 실용화·상업화 성공률은 낮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 고가제품의 수술 소재 개

발을 위한 원천기술 R&D 지원, 치료

재료 국산화 R&D 수행업체에 대한 임

상시험 등 직접적인 예산 지원, 치료재

료 R&D에 특화된 인력 양성 등 다양

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

회 대부분의 위원들은 의료기기 애로

사항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표

명했다. 

특히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의료 

기기업계에서 벌어지는 간납업체 폐해

를 호소하자 당시 배석한 복지부 이동

욱 보건산업정책국장에게 불합리한 의

료기기 유통문제는 제도적 보완으로 

고쳐야 한다며 병원의 의료기기 직거

래를 의무화하고 병원 평가에 있어 직

거래 항목을 추가해 비율에 따른 인센

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이동욱 보

건산업정책국장은 관련된 자료를 검토

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휘 협회장은 “의료기기 유통 폐해

를 줄이고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의료기기 직거래 비율

의 병원평가항목 적용’은 매우 고무적

인 개선책”이라며, “협회는 연내 의료

기기법 개정이 실현되고 건의한 애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이후 복지위 위원들은 

바텍의 공장설비를 둘러보고 회사 부

설 어린이집을 견학하면서 중소기업으

로서 파격적인 투자를 통해 사원 복지

에 힘쓰는 바텍을 격려했다. 

KMDIA, 간납업체 규제법 마련 등 업계 애로사항 건의
보건복지위 국감 현장시찰에서 의료기기업계 간담회 가져

수동식의약품
주입펌프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의료기기 직거래비율의 병원평가항목 적용’ 복지부에 검토 요청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는 지난 6일 치과의료기기 전문업체 ‘바텍’ 화성 본사에서 공장견학과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KMDIA 홍순욱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기기산업 동향 및 업계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간납업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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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신임 이사 선임·고문변호사 위촉
제4차 이사회, 스미스메디칼·녹십자엠에스 대표이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 4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이사 선임

안, 협회비 납부규정 개정안, 

고문변호사 위촉안을 논의하

고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스미스메디칼 

곽우섭 대표이사, ㈜녹십자엠

에스 김영필 대표이사가 새롭

게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됐으

며, 제7대 이사회는 35명으로 

확대됐다. 

최초 가입 회원사의 연회비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협회비 분납 근거를 마련하고

자 제규정을 개정했다. 회원 

가입을 신청한 업체는 가입월

에 따라 감액 기준을 적용받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며, 또 연회비 부담이 큰 회

원사는 최대 3회까지 분할 납

부가 가능하다.

이사회는 협회 설립 이후 처

음으로 협회비체계를 변경해 

시행하는 첫해인 만큼 회원사

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

이라며, 회비체계가 원활히 정

착하고 예산이 탄탄해지는 과

정에서 협회 사무처가 적극적

으로 회원사 의견을 수용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 당부했다.

또 검사 출신의 민경철 변호

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의료기기 제조·공급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

다. 현재 법무법인 중부로 대

표변호사인 민경철 고문은 서

울대 경영학과 졸업, 사법연수

원 31기, 서울북부지방검찰

청, 수원, 대구 등을 두루 거쳤

다. 2012년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파견 검사로서 식의약

안전에 기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신규위

원회인 회원지원위원회, 교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분한 논

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추

천받은 위원장 후보 중에 선출

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협회 이전 사항이 논

의됐으며,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 대상, 제1회 CEO간담회 

개최안, 2016 KMDIA 연감 발

간계획, 협회 관련 청탁금지법 

대상, 재무현황보고 및 각 위원

회 업무보고 등이 보고됐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여

주는 이사회 임원들에게 감사

를 전하고 결실의 계절인 4/4

분기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이 커다란 변화 속에 

있다”며 “협회는 청탁금지법 

내규 및 윤리강령 제정, 임직

원 대상 교육 및 서약서 작성 

등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무한경쟁의 무역

환경 속에서 의료기기산업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업계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입·

수출 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경

쟁원리나 거래질서를 침해해 

경쟁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무역행위

를 말한다. 유형으로는 △산업

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지

식재산권 침해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장 

표시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

해행위 등이 있다.

협회가 운영하는 불공정무역

행위신고센터는 산업통상자원

부 무역위원회(위원장·신희

택)로부터 지정됐다.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

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15개 산업계 협회·단체가 

신고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신고 절차는 업계 종사자뿐

만 아니라 업계 내 불공정 무역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

지 협회로 제보 및 신고하면 된

다. 협회는 접수된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해 관련 정보와 증거

자료를 취합 또는 수집하고 제

보요건이 충족될 경우 문제 해

결을 위해 무역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

부를 결정하고, 신고자는 절차

별 진행 과정에 따른 결과를 통

보받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조

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 조사에 따라 최종 침

해 여부를 판정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협회는 의료기기 무역

상의 불공정무역행위가 발견

될 경우 직접 무역위원회로 제

보할 수 있다. 

3D 제작 ‘맞춤형 의료기기’ 신속 사용 가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고시

메인텍 등 5개사 보건신기술(NET) 인증

진흥원, 특허획득 경비·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식약처, 체외진단용 제품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D 프린터를 이용

해 제작하는 의료기기를 의료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

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

정’을 지난달 30일 개정 고시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최

된 제5차 규제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케어분야 개선 과

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자의 

수술 부위에 맞게 제품을 맞춤

으로 제조·활용할 수 있는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특성

을 반영하는 동시에 환자를 신

속하게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신속 사용 관

련 규정 신설 △신속 사용 보

고 절차 △제출 서류 등이다.

신속 사용 관련 규정 신설

로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의 

관절이나 뼈 크기 등이 3D프

린팅 의료기기 허가 범위를 

벗어나고 대체 의료기기 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책임 하에 

사전 변경허가 없이 환자 맞

춤으로 제품을 제조해 환자에

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D 프린팅 의료

기기의 모양이나 구조(외형)

를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제

조·사용해야 하며 모양이나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

었다. 

다만 신속 사용 남용을 방

지하기 위해 사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조 또는 수입

업자는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사용 보고서’와 담당 의사 소

견서, 환자동의서, 해당 분야 

의사 5인 이상의 동의서 등 

사용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해

야 한다. 신속 사용 횟수는 연 

5회로 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은 지난달 9일 금년 제

2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5개 기술에 대해 보건

신기술(NET) 인증서를 수여

했다. 

이번에 인증된 보건신기술

(NET)은 2016년 8월 28일부

터 1~3년간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

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

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 및 국내·외 기

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보건신기술(NET) 인

증업체는 특허획득경비 및 해

외박람회 참여, 기술이전·사

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서의 우대와 함께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사후관리를 받는다.

이번에 새롭게 보건신기술

(NET)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의

료기기 분야에서 △메인텍㈜

(대표·이상빈) 의약품주입용 

Cylinder Pump 개발 △㈜유

엠아이옵틱스(대표·김동관) 

플러싱 기능을 가진 수액 조절

기 △㈜레보메드(대표·신봉

근) 골수줄기세포 분리 농축용 

잠금 투명 다중 챔버기술 △㈜

이노본(대표·이병열) 골세포 

활착 유도형 생분해제어 골 이

식재 제조기술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자궁경부암 주

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유

두종바이러스(HPV)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유두

종바이러스 진단 의료기기 허

가·심사를 준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허가·심사에 

필요한 성능 시험항목, 시험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KMDIA,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운영
협회 회원지원부 국제협력팀 신고접수, 무역위원회 조사 진행

김영필 대표
녹십자엠에스

곽우섭 대표
스미스메디칼

“작년 3등급 이상 의료기기 허가 1,332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보고서’ 첫 발간, 안경·콘택트렌즈 가장 많아

KMDIA, 연내 간납업체 규제법 마련 촉구
특수관계인과의 의료기기 거래 금지, 대금결제 기한 규정 도입해야

식약처, ‘의료기기 단계적 심사제도’ 시행·설명자료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은 지난해 의료기기 허가 

현황 등을 조사·분석한 의료

기기 허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의료기기 허

가보고서는 올해 처음으로 마

련됐다. 

지난해 허가·인증·신고된 

품목은 9,247건으로 국내 제

조 의료기기는 3,619건(39%), 

수입된 의료기기 5,628(61%)

건 이 다 .  허 가 는  3 , 2 7 0 건

(35%), 인증은 741(8%)건, 신

고는 5,236 (57%)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등급별로는 1등급 5,236건

(57%), 2등급 2,679건(29%), 

3등급 1,036건(11%), 4등급 

296건(3%) 순으로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인증·신고 건수가 많았다. 

분류별로는 안경·콘택트렌

즈, 혈액검사용기기, 진단용 

엑스선 장치 등 기계·기구 

5,922건(64%)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면역·화학 검사

용 시약, 혈액검사용 시약 등 

체외진단용 시약 1,448건

(16%), 창상피복재, 인공관절 

등 의료용품 1,252건(14%), 

치과용 임플란트 등 치과재료 

625건(7%) 순이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금년 내 의료기

기 유통 폐해가 많은 간납업

체를 규제하는 법률로써 조

속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정

부에 촉구했다.

협회가 조사한 의료기기 간

납업체 실태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

삼는 간납업체 중에는 ‘의료

기관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

료기기업계는 이에 대해 의

료기기의 건전한 유통과 판

매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약

사법과 동일하게 특수관계인

과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금

지하는 규정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참여

하는 간납업체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 사이에서 유통 

단계만 추가시켜, △서비스 

없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

부당한 제품가 할인 요구 △

대금결제 지연 등이 벌어져 

업계 생존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보건복지

부에 문제가 되는 간납업체

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포

함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히 법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규정의 신설이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

래 금지’규정이다. 현행 약사

법(제47조 제4항)은 의료기

관, 의료기관 개설자 등과 특

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해

당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

기기법에는 이런 규정이 반

영돼 있지 않아 특수관계인

이 참여하는 간납업체가 난

립해 왔다.

둘째, ‘대금결제 기한’을 명

시하는 규정이다.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는 이미 의료기

기에 대한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결제를 오랜 시간

동안 미뤄 의료기기 업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약사법(제47조 제5 내지 7

항)은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

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

급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도

입한 바 있는데, 의료기기법

에도 동일한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

협회는 의료기기법에 약사

법 상의 ‘특수관계 거래의 제

한’규정을 적용·신설해 △의

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의 의료

인이 판매업자·임대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첨단 의료기기

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입된 ‘단계별 심사 제도’를 설

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

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8월 31일

부터 시행된 ‘단계별 심사 제도’

에 대해 개발자, 제조업자 등에

게 단계별 심사 적용 대상, 절

차,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

기 위해 마련됐다.

‘단계별 심사 제도’는 식약처

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및 성능, 임상시험, 기술문서 

검토 등 심사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 준비를 도와주는 동시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미리 심

사해 최종 허가 신청 시 즉시 

허가 가능하도록 도입했다.

제4회 KMDIA 자선골프대회 연기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이달 31일 개최 예정이던 

‘제4회 KMDIA 자선골프대회’를 최근 청탁금지 관련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행사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라면서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매년 의료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모아진 기부금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이동건강검진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매년 회원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사회공헌 취지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의

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판매업자·임대업

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

우 의료기관에 제품 판매 및 

임대를 금지해 편법적인 간

납업체 운영을 막아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제품의 ‘대금결제 기

한’과 관련한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적용해, 의료

기기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연

체하는 경우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어음·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을 준용해 업계 불필요한 금

융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3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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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 없이 청탁만 해도 처벌” 
정부 위임사무·위촉직 맡은 법인·개인,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

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하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

최하고 청탁금지법 개요 및 의

료기기산업에 대한 시사점 등

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FAQ를 통해 업계가 법을 이

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탁금지법 개요

청탁금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굉장히 포

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적용된

다.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 공

무원·준공무원 포함 보다 적

용범위가 넓다. ‘금품 등 수수 

금지’에 있어서 직무관련 및 대

가성 무관하게 적용되며 금품 

등의 수수 내용이 없어도 제재

가 가능하다. 즉, 청탁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금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처벌

하는 양벌 규정이 존재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

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공무수행사

인(정부위탁업무 수행) 등이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원칙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원칙은 

직무 관련성 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괜찮을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실상 청탁금지법하

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

우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

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수수

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1

회 100만원 초과와 연간 300

만원 초과의 금품 수수는 직무 

불문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1호~8호까지의 경우, 제10조

의 외부강의에 관한 사례금은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예외 금

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1호�공공기관�또는�상급�공직

자�등의�위로�및�격려,�포상

·�2호�원활한�직무수행,�사교�및�

의례,�부조�목적의�음식물·경

조사비·선물

·�3호�사적거래(증여�제외)로�인

한�정당한�권원(權原)

·�4호�공직자�등의�친족(민법�

777조)이�제공하는�금품�등

·�5호�친목회�등이�정하는�기준

에�따른�금품�등�및�질병�등으

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

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6호�공무원의�직무와�관련해�

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인�

범위의�일률적으로�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등의�금

품�등

·�7호�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

하기�위한�기념품�및�홍보물

품�등

·�8호�그�밖에�다른�법령·기준�

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

는�금품�등

특히 사교·의례 등 목적으

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

의 가액 금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보

건의료인은 청탁금지법 하에

서는 가능할 것도 같지만 의료

기기법의 의료기기 유통 및 판

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의

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이 적용돼 제품설명회 등

에 수반되지 아니한 식음료 및 

선물, 경조사비 제공이 불가하

다. 또한 5만원 이하의 기념품

도 동일 적용되고, 1만원 이하

의 판촉물도 직접 방문해 개최

하는 제품설명회에서만 가능

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에 대

한 ‘경조사비는 판촉의 목적이 

없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변경이 

없다.

부정한 청탁의 종류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

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

해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해

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14가

지 대상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및 권한을 남

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정당한 권

리주장의 위축 방지를 위해 부

정청탁 금지 예외사유를 7가

지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기

준에서�정한�절차·방법에�따른�

특정�행위�요구,�△공개적으로�

특정행위�요구,�△선출직�공직자�

등이�공익�목적으로�제3자�고충

민원�전달�등,�△법정기한�내�업

무처리�요구�등,�△직무·법률�

관계에�관한�확인·증명�등�신

청·요구,�△질의·상담을�통한�

법령·제도�등�설명·해석�요구�

등이다.

양벌규정

청탁금지법은 법인의 임직

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금품제공, 부정한 청탁)

을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법인

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법률준수(Compliance)가 매

우 중요하다. 

A회사에서 RA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 B는 신제품 출시 일

정을 맞추기 위해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자사의 치료재료에 

대해 일반적인 허가심사 기간

보다 빨리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경

우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려면 

법령을 위반한 행위 또는 직

무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여야 한다. 법정기간 내 업

무처리 요구는 부정한 청탁

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품목허

가 심사기간과 관련해 기한 

내 심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빨리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

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청탁

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다만 다른 업체 허가를 뒤로 

미루고 본인 제품을 먼저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보완 요

청 같은 필요한 절차를 밟지 

말아 달라고 한다든지 거쳐

야 하는 절차를 피해가려는 

이런 요청 등은 부정한 청탁

이 될 수 있다.

A회사의 영업사원 B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립대학교 대학병원

을 상대로 단일기관 제품설명

회를 개최하고 대학병원 소속 

의사(사립대 교수)에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와 1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했을 경우 허용 

가능한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청탁금지법에도 허용

이 되는 행위로 본다. 따라서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하

의 식음료와 1만원 이하의 기

념품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 청

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

는 의사에게 15만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회사가 10만원을 부

담하고 보건의료전문가가 남은 

금액을 지불하면 청탁금지법상 

적법한 것인지?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상에서

는 실제로 받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

문에 10만원을 실제 받은 경제

적 이익으로 본다면 청탁금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법상 10만원까

지 식대에 대한 명시조건을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에

게 식사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

는 형식으로 총 15만원의 식사 

제공이 과연 의료기기법 위반

인지 추가적인 검토 및 해석이 

필요하다.

회사의 RA 담당자인 A, B, C는 

품목을 나누어 담당하는데 A, B, 

C가 돌아가면서 식약처 관련 부

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

다. 이들이 제공한 금품 등을 합

산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300만

원을 넘을 경우 허용 가능한지?

사실상 이익을 제공한 주체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합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금품 등을 제

공한 행위자는 직원들이다. 직

원 A, B, C가 각자 회사를 위

해서 이익을 제공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할 수 있는

지 따져볼 필요가 충분히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품을 받은 사람이 결국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공자에 대한 처

벌이 가능하고 법인에 대해서

도 양벌규정으로 처벌이 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직원 중에 자기가 그중 일

부를 개인 부담으로 제공했을 경

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제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제

공한 금품이더라도 그것이 회

사의 업무와 관련해 지급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A회사 의학부서 직원 B는 학술

교류를 위해 모임에 나갔다가 참

석자 중 C가 정부위원회 위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적법한 것인지?

제공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초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인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원칙

적으로 고의성을 필요로 한다. 

이익을 제공한 사람이 제공받

은 상대방의 공직자 여부를 알

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

지만 몰랐다고 한다면 권익위

는 제공자가 사전에 공직자 여

부를 몰랐는지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실상 

의료기기나 제약업체 같은 경

우에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제

공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청탁금지법에서 허

용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

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한 방향이다. 실제로 그것

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사실상

의 소명 증명의 부담은 회사에

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몰랐다

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

의료기기 수입업체나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사나 대리점이 제품설

명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

지에 관한 규칙에서는 판매 촉

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을 제한하고 있으며 견본품의 

주체로는 판매업자까지 가능

하나 제품설명회의 주체는 수

입이나 제조업자만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의한 예외

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청탁금

지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동남아시

아에 있는 해외 의사들을 국내

로 초청해서 간단한 제품설명회 

또는 공장 견학을 하면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 했다. 이 경우 국내 

전문 의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제

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은?

외국 의사들은 청탁금지법에

서 공직자 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에 지사가 있는 업체

가 해당 국가와 사업 연계가 

돼 있고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

이나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자국에서 처벌 기준이 있

는 엄격한 국가가 있다. 따라

서 해외 본사나 지사에 연락 

후 국내에서 식사 등 제공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국내 의사는 

제품설명회에 참석자로서 기

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품설명회에서 10인의 HCP 

(Healthcare Professional·보건

의료인)를 모시고 3만원의 음식

물을 제공했는데 호텔 대관료

가 90만원이었다. 이 경우 대관

료는 접대비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대관료 부분이 의

료인들에게 제공된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대

관료를 높임으로서 식대를 낮

출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장

소의 경우 대관료 역시 의료인

들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관

료가 장소를 빌리고 프레젠테

이션을 위한 기기 사용 등의 비

용으로서 식대와 무관하게 설

정된 것이라면 대관료는 사실

상 어떤 제품설명회에서든 회

사의 행사 목적을 위해서 회사

가 누리는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제

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

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전한 방법은 선물이라는 것

이 꼭 물건을 주어야 한다는 의

미보다는 금품 등이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

에 식비를 포함해 1인당 5만원 

이하의 대관료가 되도록 제품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문료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기준이 보이지 않는데 보건의료

인이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에 대

해 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 

제공되는 요금을 정당한 권원에 

기한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적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

원에 의한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실질

에 있어서 자문과 관련한 자

문 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자

문 계약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자문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은 청탁금지법상

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일 여

지가 많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경조사비나 

화환 지급은 의료기기법 및 이에 

따른 규칙상 허용되고 있지 않은

데 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 허용

될 수도 있는가?

허용될 수 없다. 

시장조사 답례품이 비록 복지부 

검토 및 공정위 승인을 득한 협

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인정하

고 있지만 규칙에는 없는데, 청

탁금지법 이후에는 규칙에 없다

는 이유로 규약에서 빠지고 불허

될 것인지?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한

에 의한 금품 지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개별 사례

별로 보아야 한다. 우선 규약에

서 정한 요건을 지키면 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은 단

지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으로 

사회상규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고 하는데 공정경쟁규약은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될지?

권익위는 처음에는 보수적인 입

장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현재 구체적 사안마다 사회상규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

겠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부스에서 방문자에게 기념품 또

는 판촉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

되는지?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

는 것으로 1만원 이하의 기념

품 또는 판촉물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어떤 기준

이 적용되는지?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청

탁금지법 10조에 따른 외부강

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적용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청탁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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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규위 의료기기관리분과위원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의료기기관리분과위는 올해 초 법규

위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

은 고심을 하여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

전을 도모하고 최적의 고품질 의료기

기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

적인 규제를 추구하는 전문위원회’라

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에 맞춰 시장에 

진입한 의료기기의 전체적인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규

제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

기적인 발전 방향 수립을 목표로 정부 

및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법규위는 식약처 조직과 동일

하게 가져가고 있다. 의료기기관리분

과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업무 분

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분과

장은 이에 대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분과위 간사로는 김연정 간사

(쿡메디칼코리아 부장, 왼쪽), 김명심 

간사(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부장, 

오른쪽), 전종열 간사(에드워드라이프

사이언스 과장, 가운데)이 활동 중이

다. 3명의 간사들은 업계의 의견을 취

합하고, 식약처와 소통 자료를 마련하

며, 국내외 규정의 업데이트 사항 등을 

분과위원들과 공유하는 실무를 담당하

고 있다. 특히 간사 3명을 둔 이유는 의

료기기관리과의 다양한 사후관리 업무 

분야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서이다.

또한 법규위 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

사와 위원이 활동하는 관리분과는 28

개사 30명의 위원이 여러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올해 의료기기관리분과위 주요 사업은?

올해 의료기기관리분과위의 주요 추

진 사업은 △제조·수입 준수사항의 

현실적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추적

관리 의료기기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 의무화 

운영 관리방안 마련 △의료기기 사전

광고심의제도 개선안 마련, △의료기

기 고유식별코드(UDI) 도입 제안 등이 

있다.

이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의 주

요 사업 계획과 연계해 업계와 식약처

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

도·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

다. 올해 중점 과제들과 추진 현황을 공

유해 향후 업무 협조 및 개선 방향을 모

색하고자 지난 4월 법규위 관리분과-

식약처 관리과 간담회, 6월 법규위-식

약처 관리과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는?

법규위원회는 올해 7대 중점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제조·수

입업자 준수사항의 명확화’로, 의료기

기관리분과가 맡은 핵심과제이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의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은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공급하기 위한 핵

심 규정임에도, 실제로 이에 대한 해석

이 분분하고 회사별로 실무적인 적용

이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업계는 

과거 여러 차례 준수사항의 명확한 운

영기준 마련을 시도했으나 규정상의 

제한 등으로 공식화된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관리분과위가 다시금 준수사

항의 명확화를 시도하였을 때,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는 기존의 법규정의 유

권해석에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업계

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의견조

회와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현실

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식

약처는 지난 5월 19일 이를 문서화해 

공식적으로 업계에 배포했다. 이번 준

수사항의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수입

업자의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의 범위

가 명확해졌으며 식약처 또한 이를 바

탕으로 의료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

이게 됐다.

의료기기관리분과위만의 특징 및 장점은?

의료기기관리과라고 하면 감시나 처

분과 같은 단어가 떠오를 만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이 다소 민감하고 조심

스러운 만큼,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

시에 느끼며 관리분과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리분과위 소속의 여러 위

원이 실무에서 느끼고 고민하는 다양

한 주제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

면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

다. 식약처 또한 이를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많은 고민과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진정성 어린 

소통의 결과가 보다 나은 제도의 운영

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안전성과 효율

성을 확보하게 되는 길이라고 여긴다.

의료기기관리분과위의 발전을 위해 보강

해야 점은?

현재 의료기기관리분과위는 대부분

이 수입 회원사로 구성이 돼 있어, 앞

으로 제조 회원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균형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희

망한다. 

법규위는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

다. 따라서 업계에 정확한 규정 및 개

정 사항 등을 업체에 올바르게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관리분과위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이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잊지 않

고, 더욱 힘쓸 것이다.

협회 회원사에 의료기기관리분과위를 홍

보한다면?

‘관리분과’를 사행시로 표현해 보았다.

관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작

은 의견 하나도 지나치지 않겠습

니다.

리 :  이(리)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진화하는 모습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분 :  분과위원님들과 식약처 관리과 선

생님들, 협회 그리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과 :  과정은 어려울 지라도 업계의 발

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헌신하

겠습니다!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올해 법규위는 중점 과제들을 발굴

해 주무 분과위의 주도 하에 관련 분과

위가 아니더라도 법규위 전체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애써왔다. 이런 방향을 

확대해 선정된 중점과제뿐만 아니라 

각 분과위에서 식약처 간담회, 분과회

의 등을 통해 얻은 개선과제들을 전체 

법규위와 활발히 공유해 분과위 사이

에 보다 유연하게 협조를 이루어 갈 수 

있길 바란다.

또한, 협회가 의료기기산업계의 목소

리를 대표하는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

해 소통에 더욱 힘써 주길 바라며, 전문

성을 보다 강화해 주체적인 의료기기 

대표단체로써 단단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KMDIA 분과위원회 소개-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위원회

“관리분과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추구”
법규위 최대분과 28개사 활동,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명확화’ 최고 성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양질의�의료기기�공급�및�국민�보건향상이라는�목적사업을�

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전문분야별�9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각�위원회�산하에

는�분과별�또는�실무위원회를�두고�있다.�협회보는�9월호부터�각�위원회�산하�위원회

의�활동과�올해�사업,�성과�등을�소개하고�있다.�지난호에�이어�그�두�번째로�법규위�의

료기기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황선빈)를�소개한다.�<편집자�주>

황선빈 의료기기관리분과위원장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이사

회의가 끝난 후 관리분과위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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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상의학 분야가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지만 특히 기술이 그 발전을 

주도하는 분야가 있다. 안과가 대표적

인 예인데, 최근에는 레이저 기술의 발

전이 안과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필자

는 안과를 전공한 임상의사이고 수술 

건수로 보면 백내장 수술이 주된 수술

이다. 백내장 수술은 최근에 건강보험 

청구 건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

라에서 많이 행해지는 수술이다.

백내장과 수술혁신 두가지

백내장은 눈 속에서 카메라 렌즈 역

할을 하는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질환

이다.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

장 흔한 원인은 노화이다. 노인성 백내

장은 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에서 발견된다.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한 경우 수술을 하게 되는데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백내장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

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넣는 것

이다. 환자 중에는 인공수정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꼭 넣어야 하는 것인

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인공수정체

를 넣지 않으면 눈의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돋보기안경을 

써야 초점이 맞게 된다. 그래서, 요즘

은 인공수정체를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지 않는 백내장수

술은 상상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인류

가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것은 그리 오

래되지 않았다.

하롤드 리들레이(Harold Ridley) 

경은 영국의 안과의사이다. 의과대학

생 시절 백내장 수술을 보고 수정체를 

제거하고 왜 새로운 렌즈를 넣지 않는

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2

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투기 조종

사의 눈 속에 깨진 캐노피의 파편이 들

어갔는데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관찰하고 그 물질로 인공수정체를 만

들게 됐다. 인류 최초의 인공수정체 수

술이 이루어진 곳은 영국 런던의 성토

마스병원이다. 템즈강변 빅벤 건너편

에 위치한 성토마스병원에는 인류 최

초의 인공수정체 수술에 대한 기념패

가 전시돼 있다. 첫 수술이 이뤄진 것

은 1950년이었는데, 당시에는 인공수

정체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관련 학회

들도 반대의견을 내는 등 어려움이 있

었으나 1981년에 인공수정체는 미국 

FDA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된다. FDA의 인증이 40

년이 채 안 되었고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공수정체의 발견

우리나라에 소량으로 인공수정체가 

수입되던 1980년대 말에 수입업체 직

원이 인공수정체를 보자기에 귀하게 

싸서 지방으로 배달을 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이다. ‘인공수정체의 발견’.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백내장 수술

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두 가지 중 하나

이다.

다른 한 가지 혁신은 수술방법의 혁

신이다. 백내장 수술은 놀랍게도 인

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수술의 하

나이다. 아주 심한 백내장의 경우 동

공 부위가 하얗게 돼 다른 사람이 쉽

게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시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처음 수술

법은 혼탁한 수정체를 날카로운 기구

를 써서 눈 속으로 떨어뜨리는 ‘발와술

(couching)'이라는 방법이다. 기원전 

인도 의사가 그 수술법을 기술하였고 

이후 중국,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정체를 

눈 밖으로 꺼내는 수술은 대략 1750년 

이후에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수정체는 

지름이 10mm나 된다. 따라서, 수정

체를 눈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눈에 

10mm 이상 되는 절개를 만들어야 했

다. 눈의 크기를 생각하면 1cm의 절개

는 상당히 큰 셈이다.

수정체 초음파 유화기의 개발

미 국 의  안 과 의 사 인  찰 스  컬 맨

(Charles Kelman)은 어느 날 치과

에 갔다가 치아를 청소하기 위해서 초

음파 프로브가 사용되는 것을 발견한

다. 그는 이에 착안해 백내장 수술에 

초음파에너지를 이용하기로 하고 연

구를 거듭해 작은 초음파 바늘로 수정

체를 부수어 눈 밖으로 제거하는 기계

를 만들어 냈다. 1967년의 일이었는

데 이 기계 또한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

다고 한다. 눈 안에서 초음파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이 장비의 발명은 현

대 백내장 수술의 시작이 됐다. 큰 절

개창은 작게 줄어들었고, 수술 후 1주 

넘게 안정을 취해야 했던 입원 기간 또

한 단축됐다. 이 ‘수정체 초음파유화기

(phacoemulsifier)’가 필자가 꼽는 백

내장 수술에서의 또 다른 혁신이다.

과학과 학문의 본질 ‘호기심’

이 두 가지 ‘옛날’ 이야기에서 여러 가

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발명자는 임상현장에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

다는 점이다. 둘째, 영감을 얻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처음에

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

으로 극복했다는 점이다.

임상현장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실제로는 쉬운 일

이 아니다. 병원에서 매일 보는 비슷비

슷한 수술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일들을 생각하

면서 보게 되지는 않는다. ‘이건 왜 저

렇게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호기심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학문의 본질

은 어쩌면 호기심일지도 모른다. 호기

심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

고 뭔가 찾아가는 과정이 새로운 발견

과 해답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 

영감은 우연이지만 우연에 앞서 호

기심을 느끼고 의문을 가졌던 배경이 

있었기에 우연도 가능했던 일이다. 영

감 이전에 생각했던 과정이 반드시 있

었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행운이 왔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호기심과 영감만으로 결실을 볼 수

는 없다. 끈기가 필요하다. 의료기기개

발에는 공학기술의 결집과 개념을 입

증하기 위한 동물실험을 넘어서는 사

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란 과

정이 필요하다. 이런 모든 과정을 끌고 

나가기 위한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 혁

신이 완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의료기기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요소는 협업이다. 의료기

기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

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의사, 공학자, 

사업가, 의료보험전문가, 임상시험전

문가 등등. 이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이 

처음 만나면 서로 너무나 다른 세상에

서 온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든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자주 만나

는 것이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어

쩌면 무의미해 보이는 과정을 오랜 시

간 거치게 되면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

게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의료기기 기업에서 오신 분들과 면

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애로사항은 의

사를 만나기 힘들다는 점이다. 최근에

는 병원개방형 의료기기개발 플랫폼 

사업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연구

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 의료현

장을 개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

로 의료기기 기업에서는 어떤 필요에

서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병원을 

찾아가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다.

의료인의 의료기기 개발의 의미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개발의 의미

는 무엇일까? 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

과 직결돼있다. 그만큼 개발이 어렵고 

까다롭게 검증돼 시장에 나와야 한다. 

시장에 나왔을 때의 보람은 다른 어떤 

제품보다 크다.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

여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

리나라의 의료수준은 국제적인 수준

에 이르렀지만 의료기기의 상당 부분

이 수입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

치 운전은 잘하지만 자동차는 수입해

서 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 쓸 의료기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고 나아가 세계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혁신이라는 생각이다.

필자는 혁신을 위한 요소로 앞서 언

급한 세 가지를 꼽고 싶다. 호기심, 영

감, 끈기. 우리의 DNA에는 이런 세 가

지 요소가 잠재돼 있다. 휴대폰과 자동

차의 세계적인 성공이 그 예이다. 우리

의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닌 이유이다.

포괄수가제란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

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전 세계

적으로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의 운영

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효과

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위해 각국

은 주어진 환경에 맞는 적정 지불보상

제도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각국의 주요 진료비지불제도로는 포

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총액

예산(계약)제 등이 있으며, 이 중 포괄

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s, 

DRGs)는 의료비 증가를 억제시키고 

예측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의 주요 진료비지불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

제를 시행 중이다. 

포괄수가제란 임상적으로 동질하고 

진료비 변이가 크지 않은 환자를 관리 

가능한 군으로 나누어 해당 환자군에 

대해 전향적으로 진료비를 적용하는 

지불보상제도를 의미한다. 행위별수

가제(fee-for-service, FFS)는 제공

되는 의료서비스의 단가 및 횟수에 따

라 가격이 보상되는 방식이라면 포괄

수가제는 몇 가지 행위를 묶어서 보상

하는 묶음지불보상 방식으로써 외래

방문당, 입원일당, 입원건당, 에피소

드(episode)로 구분될 수 있다. 포괄

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재

원일수의 감축에 따라 진료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와 동시에 부적절한 조기퇴원 및 진

료회피(저비용 환자만 선택, cream-

skimming), 코딩조작(upcoding), 신

의료기술 도입 저해 등으로 인해 의료

의 질이 하락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영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또한, 진단명에 의해 분류

된 범주에 따라 미리 책정된 금액을 의

료공급자에게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재정적 위험을 보험자

에서 의료공급자로 이전하는 구조로 

행위별수가제에 익숙하고 의사비용

과 병원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

지지 않은 환경 하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자들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

이다.

우리나라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건강보험지출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7년

부터 시작한 세 차례에 걸친 포괄수가

제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 1월부터 8

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

하였으며, 2003년 9월 질식분만을 제

외한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대퇴부탈장, 치질, 자궁 및 자궁부속

기, 제왕절개의 7개 외과계 질환)을 대

상으로 포괄수가를 운영하였다. 이후 

2012년 7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하

였고, 2013년 7월에는 전체 의료기관

을 대상으로 당연적용을 시행해오고 

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급여+비급

여+비보험(50%)+종별인센티브’로 구

성돼 있으며, 환자분류체계는 2016년

부터 개정된 KDRG 4.0버전을 적용하

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비용

만이 고려된 호주의 AR-DRG를 기반

으로 KDRG를 설계하였으므로 병원

비용과 더불어 의사에 대한 보상과 자

원소모를 고려해 분류체계를 개정해

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7개 질병

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저수가 문제가 

잔존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바탕으

로 수가가 설계됐다는 점과 소모 자원

에 대한 원가 반영의 투명성, 신의료기

술의 도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및 

논쟁점이 많아 2009년부터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혼합된 형태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

험공단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일본의 포괄수가

제인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와 유사한 행위별수가

제와 포괄수가제가 혼합된 형태의 지

불제도로 신포괄수가 열외군 및 고가

서비스(단가 10만원 이상) 항목을 비포

괄 대상으로 구분해 일정 부분을 별도 

보상한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 또한 

청구코드의 복잡성 및 열외군 항목 보

상률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문제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는 기

존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계산됐

다. 따라서 수가산출의 투명성 및 적정

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잔존하는 행

위별수가제를 바탕으로 수가를 설계할 

경우 원가 반영 오류로 인한 오차가 가

중돼 저수가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된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급여 항목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비급여 항목

에서 만회하고 있으나 포괄수가제에서

는 비급여 항목이 상당히 제한적이므

로 의료기관은 급여범위 내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조절해야 하며, 이는 진

료왜곡으로 인한 의료의 질 악화로 직

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의사

와 병원의 보상 체계가 구분되므로 견

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와 병원 비용이 구분되지 않

으므로 의료의 질 관리가 어려운 실정

이다. 일본의 경우도 DPC 하에서 의사

(행위별수가)와 병원(포괄수가)에 대한 

보상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

가자료는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원가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수

집 및 분석이 돼야 하며, 포괄수가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탄탄한 원

가수집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병원 비용이 얼마나 잘 보상

되고 있는지 파악함과 동시에 합리적

인 보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는 원가수집시스템을 구축해 

원가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에 지속적으

로 반영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포괄수가 내에서 소모되는 의료자원에 

대한 원가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

고 수집된 원가정보를 기반으로 비용

이 분석돼 수가가 책정되고 있다. 제공

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한 

원가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수가에 반

영된다면 앞서 언급한 포괄수가제 운

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

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수용

성을 높이며, 환자의 적정 진료비 책정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

가제 내에서 신의료기술 도입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혁신적

이고 고비용인 신의료기술에 대한 시

장 도입 장려책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신의료기술의 환자 접근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포괄수가 질병군 내에서 최신

의 진료행태를 반영하기 어려워 기술

혁신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기대하

기 힘들다. 제한적 비용 내에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수가제는 원가를 

기반으로 한 소모자원의 적절한 비용 

산정방식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함과 

동시에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진료행

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도

입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7개 질병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

지만 미국, 유럽 및 주요 선진국의 경

우 전반적인 입원환자에 대해 포괄수

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음 편에서는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선진국 포괄수가제 운영에 대한 소개

를 통해 한국의 포괄수가제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인이 바라보는 의료기기 혁신 포괄수가제도-(1) 한국

“의료기기 혁신 ‘호기심, 영감, 끈기’ 있어야”
의료기기 개발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 협업 필요

포괄수가제 의의 및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고비용이지만 혁신적인 신의료기술 시장 도입 활발해야

김 명 준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

황 효 정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차장

<국내 포괄수가제>

진료과 질병군 구분

안과 수정체수술 단안, 양안, 소절개, 대절개

이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외과

항문수술 원형자동봉합기 이용유무, 복수항문수술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연령, 단측, 양측, 복강경

맹장수술 복잡한 주진단, 복강경

산부인과
자궁적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복강경

제왕절개분만 단태아, 다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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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대한 제언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學, 더 활발히 의료기기 R&D 참여하고 상품화 이뤄야

의료기기시장은 지속 확대 전망이

며, 한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

도 등 신흥국가들은 시장 비중은 작

으나 연평균 13~28%의 높은 성장

률을 보이는 추세이다. 특히 매년 식

약처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 10위 품목에 

2014년 대비 2015년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가 

포함된 것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전자 의료기기 중심에서 융복합 그

리고 생체 재료가 포함돼 다각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액 10위

에 전산화 단층 x선 촬영기가 포함

된 것 역시 의료기기 산업이 타 산업

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을 통해 

더욱더 발전했다. 

추격하는 중국의 의료기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에 급속히 발전해 오는 동안 우리

와 근접해 있는 중국의 변화를 직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중국은 

2009년 우리가 시작한 첨단의료기

기 복합 단지를 2007년에 상해 근

처인 SIMZ에 첨단 의료기기 개발

을 위해 임상 병원과 대학 그리고 산

업체를 한곳에 두어 우리와 같은 첨

단의료기기 복합 단지를 건설한 바

가 있고,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 산

업의 대표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

된 (주)메디아나가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한 동 시기인 1991년에 설립된 

Mindray는 세계에 10개의 글로벌 

R&D 센터와 10,000명의 직원, 그

중 65%가 석박사의 고급 인력으로 

매출 수익의 10%를 R&D에 투자해 

매년 해외에 28개의 자회사를 두고 

7~12개의 신제품을 내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의료기기시장 동향

또한 중국의 의료기기 산업의 현 

상황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연평균성장률(2009-2014)을 비교

했을 때 한국이 8%, 세계평균 6.5%

인 것에 비해 중국은 20.6%라는 경

이로운 수치이며 중국은 현재 세계

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2018년까지 연평균 15.3% 

성장률로 382억 달러의 시장을 예

상하며,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정부 지원 

및 투자 확대, 의료기기 세대교체 수

요 및 소득 증대, 노령화 심화 및 개

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 의

료기기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강화되는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세계 의료기기 산업 구조는 현재 

자국 산업의 보호로 자국에서 제조

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입찰 우

선권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완제

품으로 수출하던 의료기기를 부품

으로 수출해 현지에서 제조 판매

해야 made in Korea가 made in 

Russia, IRAN, China로 입찰 제

한을 피해 갈 수 있는 실정이다. 일

부 중국 기업은 미국 회사를 인수하

거나 미국에 자국 회사를 만들어 세

계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전시회인 

메디카와 두바이 전시회에 made in 

China에서 made in USA로 그리

고 자국의 전시관이 아닌 미국 전시

관에서 동종 그리고 신제품 의료기

기를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흡한 의료기기산업의 환경 개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반도체, 센

서, 디스플레이 등 타 산업의 발전으

로 다른 나라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2005년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의 

종합 컨트롤 타워를 통해 많은 종합 

대책과 실적을 남겼고, 2009년 1년 

한시적으로 국가과학위원회에 BT 

소위원회를 두어 범부처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역할을 명확히 

한 바가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컨트

롤 타워가 부재한 실정이다. 

2009년에 설립된 첨단의료복합단

지와 구미에서 새로운 첨단 장비 개

발과 임상 실험을 통한 세계 경쟁력

을 갖춘 의료기기 개발결과가 나와

야 할 것이며 또한 2000년 초기에는 

산학연관의 밀접한 연계 속에 성장

발전 했으나, 의료기기 산업 특성상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 안정적

이기에 기업들이 새로운 개발투자를 

위해 대학과 연계한 공동연구가 예

전만 못하다. 또한 이곳저곳에서 행

하는 행사에서도 산학연관의 연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나 학의 참여유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학’ 역시 R&D에

서 산업화와 상품화 개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2005년부터  CE 3판 등의 중요

성을 언급해 왔으나 10년이 지난 지

금 과연 기업과 연계한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키웠는지 생각을 해 볼 필

요가 있으며, 각 지역에 기업을 위

한 지원 기관과 인력은 늘었으나 과

연 의료기기를 개발해보고 인허가

를 직접 경험한 고급 인력을 보유하

고 있는지를 2005년도 의료산업 선

진화 위원회에서 검토했던 것과 같

이 다시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결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는 이

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초심으

로 돌아간 산학연관 협력 체제를 다

시 한 번 발휘한다면 매우 밝다고 본

다. 그러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등

에 뒤처질 것이다.

미국보험청(CMS)

의료기기 산업은 전자, 기계, 물리, 

의학, 재료, 정보공학 등 여러 가지 산

업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다학제 간 산

업으로 기술 집약적이며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우리

나라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소

기업형 산업구조이다. 특히 우리나라

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인구

의 7%이며, 2026년이 되면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시대를 맞

이할 것이며 저출산으로 인해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

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2011년 보건

복지부 저출산 극복 자료).

의료기기산업과 초고령화 시대

최근 국민 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관계로 의료 분야에 투

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아직 선

진국 수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 기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의 성능은 

선진국보다 아직은 많이 떨어지는 상

황이다. 

1971년부터 보면 국내 의료기기 산

업의 발전에는 매 순간 발전의 계기가 

있었다. 1971년 국내 의료기기 업체 

91개, 총생산액 5억 원, 의료기기 수입

액 1,100만 불이던 국내 의료기기 산

업이 1977년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한 

후에 1978년에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1,008개, 총생산액 70억 원, 의료기기 

수입액 3,724만 불로 발전했다.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과 발전

1985년 대표적인 의료기기 업체로 

메디슨이 설립됐으며, 1987년에는 현 

산업부 전신인 상공부에서 “의료기기 

산업 후진국 벗어나자”라는 캐치 플레

이어를 내 걸고 종합 육성 대책을 마련

해 공업기반 기술 개발을 실행한 바 있

으며, 1995년 보건복지부는 의공학자, 

의사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

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 1996년 ‘G7 프

로젝트 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

업 육성이 발전했다. 

1997년 한국 경제의 위기였던 

IMF 외환위기 당시 수입에 의존하던 

X-ray 필름의 부족은 Digital X-ray 

개발을 유도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

던 의료기기와 소모품 구입의 어려움

과 의료기기 리스 가격의 상승은 정부 

역시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관심

을 더욱더 가지게 됐으며, 업체 역시 

품질 개선과 성능 향상 및 디자인에 더

욱 신경을 쓰게 됐다. 이에 국내 의료

기기 제품의 사용이 40여 개 상급 종

합병원의 경우 2009년까지 5%에서 

2014년 8%로 향상했으나 아직도 적

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정용 의료기기

의 국산화가 이뤄진 것이 고무적이다. 

의료기기 인허가제도의 도입 및 개선

2005년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발족해 매주 전문가

들이 모여 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경

쟁력 강화 T/F 팀을 구성해 식약청에

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또한 심평원

에서 보험수가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

던 일부 품목에 대해 동시에 실시해 기

간을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의료기기 기술평가 제도

가 도입돼 기업들은 어려웠으나 이 또

한 개선되고 있다. 식약청 역시 2004

년 의료기기 관리과를 신설한 후에 

2008년 의료기기 안전국을 신설하고 

2013년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승격했

다. 또한 식약처 산하 민간 기관으로 

2012년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 센터

를 설립하고 2015년 7월부터 1, 2등급 

의료기기 인허가 70%를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로 이관해 

제한된 인원으로 인허가 기간이 길던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차세대 100 프

로젝트”를 통한 멘토링 사업도 실행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산업 발전의 토대는 풍부한 ‘인력’과 ‘인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인력이다. 인력 역시 1979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보건학부 내에 의용공학 전공

으로 인력 양성을 시작했으며, 1977년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창립돼 40여년

이 지난 현재 50여개의 2년제, 3년제 

그리고 4년제 대학에서 약 11,000여명

의 재학생(추정)과 매년 2,000여명의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다. 1997년 연세

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공학부 교수님들

이 지방에서 미래 지향적인 학부 발전

과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 시작한 강원

도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강원도에 의

료기기 업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2002

년까지 강원도 수출 제1위 품목이 시멘

트에서 의료기기로 바뀌는 계기를 마

련했다.

지역 의료기기산업 기지의 조성 및 발전

또한 당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지역

산업이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어 강원

도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 큰 영향

을 주었다. 또한 세계 의료기기 산업

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주시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정

부는 2005년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

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을 마련하

고 2009년 8월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

료복합단지를 선정한 바 있다. 또한 

2010년에 구미에 IT 의료 융합 기술 

센터가 설립됐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성장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2009년 

2,337억 달러에서 2010년 2,456

억 달러, 2015년에는 3,109억 달러

로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

(Espicom, 2010)했으며, 국내 의료

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수는 2005년 

2,911개에서 2015년 5,300개로, 그

중 제조업체는 2,992개로 시장 규모

는 2005년 25,342억 원에서 2015년 

52,366억 원으로 연평균 8%로 날로 

성장하고 있으며, 수입 대비 수출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왔다. 세계 의

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의 점

유율은 0.7% 수준이나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글로벌 의료기기시장 동향

선진국의 고령사회 도래, 웰빙에 대

한 확산, 중국, 인도 등 후발 공업국의 

급성장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윤 영 로

연세대 

의공학부 교수 

어린이 이동건강검진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회원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참여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2016년도 회원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동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장비를 장착한 버스를 통해 의료사각지역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7가지 무료 검진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협회와 회원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검진결과를 통해 2차로 발생 가능한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협회 870여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어린이이동건강검진버스란?
특수 제작된 대형 버스에서 아이들은 신장, 체지방, 시력, 혈액, 소변, 청력, 초음파 등 총 

7가지의 검사과정과 영상진단의사, 소아과의사, 전문채혈사 선생님이 함께하며 아이들의 발육 

및 건강 상태를 검사합니다.

● KMDIA 어린이이동건강검진 안내 ●

 •주 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회원사

 •일 정 : 11월 5일(토) 충북 청주시 

 •검 진 항 목  : 키·몸무게 / 체지방 / 시력 / 혈액 / 소변 / 청력 / 초음파 검사 등

 •참여방법_1 :  건강검진 필요장비 지원(체성분분석기, 요성분분석기, 청력측정기기, 시력측정기기 등)

 •참여방법_2 : 자원봉사자 / 후원물품·후원금 기부 / 영상진단의·소아과의 섭외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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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기 간  :  수시

 •문 의 : 협회 임민혁 홍보위원회 간사(02-596-0561, paper@kmdia.or.kr)

 •협 력 : (사)온프렌즈(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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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9월의 주요 여정

폭염과 열대야 속에 짓눌리며 주춤

했던 지난달, 가을의 청명함과 함께

한 9월의 소통일정은 한가위의 풍성

함만큼이나 〈표 1〉을 가득 채우고 있

다. 그중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는 민

원설명회는 함께 노력해온 소통의 땀

방울로 여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

다. 가장 먼저 체외진단다지표검사용

(IVD-MIA)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가이드

라인 2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한 

9월 1일의 설명회는 85개의 관련 업

체에서 138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

었다. 또한 3D 프린팅 관련 관리방안

과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9월 6일에 개최해 실

수요자인 관련 협회와 회원사를 대상

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해온 빅데이터

와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제품의 안

전관리 기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6

차 회의를 9월 1일에 개최했다. 먼저 

MSK(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병원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폐암 환자의 

치료법 제공과정을 소개하는 ‘IBM 

왓슨 for 온콜로지’의 서비스 형태를 

공유하고, 관리방안의 고려사항에 대

해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며 토의했

다. 진단 및 의학적 결정의 책임소재

와 의학적 효용성의 증명 여부 등도 

참고하는 한편, 데이터 소유 및 책임

소재, 비용부담과 사용주체에 따라서

도 관리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도 제시됐다. 또한 진단지원소프트웨

어와 후향적 임상시험 관련 FDA가

이던스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국내외

의 규제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했다. 해당 제품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신뢰성의 중요성과 개발업체

의 마케팅 사항에 따라서도 의료기기 

해당 여부 판단의 변수가 된다는 의

견 등도 제시됐다. 다양한 의견과 열

띤 토론은 2시간여를 훌쩍 넘겨 참석 

전문위원의 열의와 더불어 관련 제품

의 관리방안 마련에는 고려사항의 다

양성과 어려움이 내포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월 2일과 9월 9일에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자기공명(MR) 환경

에서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안)을 마

련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3차와 4차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특히 이번에 

열린 두 번의 의견수렴을 거쳐, ‘MR 

환경에서 평가되지 않음(Safety in 

MR not evaluated)’이라는 주의사

항을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의 종

류를 명확히 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의 문구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한 시험규격에 시험항목 설정이 아

닌 사용시 주의사항의 근거자료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

한 자기공명(MR) 환경에서의 안전

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도 구체적 예시를 통해 명확히 했다. 

그리고 시험 입증자료의 필수 요건을 

제시하는 등 그간의 논의사항을 충분

히 반영해 이번 달 내에 가이드라인

을 완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강도집속형 초음파수술

기의 품목재분류 방안과 허가심사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8차 회의

를 9월 12일에 개최했다. 그동안 논

의해왔던 집속형 초음파자극시스템 

성능평가(안)에 대해 조사에 따른 온

도의 안전성시험, 초점영역에서의 온

도 정확성과 피부온도시험, 치료주

파수 및 중간매질처리시험에 대한 검

토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또한 기 허

가사항 등을 참고해 눈썹리프팅, 피

부리프팅 및 복부지방감소 등 3개 적

응증으로 구분해 동등여부 심사(안)

에 대해서도 검토해 허가심사 가이드

라인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9월 20일

에는 설명회를 개최해 지난달 발간한 

‘고강도집속형 초음파수술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성능평가와 

임상평가 방법, 제출 자료 등의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최근 고강도집속형 

초음파수술기 개발 동향과 임상사례

를 발표하는 시간도 같이 가져 허가·

심사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일정이 이번 달에도 

활발히 진행됐다. 21일의 심혈관기

기분과, 23일의 정형재활기기분과를 

각각 개최해 분과별 업무의 진행현황

을 공유하고 또 다른 허가심사업무의 

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을 했으며, 27

일의 치과재료시험검사기관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과정과 아울러 28일에

는 첨단의료기기과에서 전자의료기

기의 첨부자료 요건검토를 위한 전문

협의체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위한 논

의를 시작했다.

10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국내 

지진 관측 이래 사상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은 그야말로 경천동지(驚

天動地)의 충격이었다. 또한 우여곡

절 끝에 시행된 ‘김영란법’은 우리 사

회 전반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커다란 흐름 속

에서도 지속돼야만 하는 소통일정은 

〈표 2〉의 계획과 같이 언제나 변함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10월의 

첫 일정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품

목별 심사·인증 지침서(안) 22종 의

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10.10)가 예

정돼 있다. 그리고 유헬스케어 의료

기기 보안 가이드라인(안) 검토를 위

한 전문가협의체 7차 회의(10.19)와 

더불어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

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7

차 회의(10.20)를 준비하고 있다. 올

해의 소통일정을 통해 마련한 가이

드라인을 설명하는 종합민원 설명회

(10.28)를 계획하고 있어 첨단의료기

기의 단계별 허가심사, 생물학적 안

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인체이식 의

료기기의 자기공명(MR) 환경 안전

성, 소아사용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소

개할 예정이다. 

“소통의 결실은 가이드라인 설명회로 이어져”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2주(10.10~10.14)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2등급 심사지침서 협의체(3차)(10.10)
○ AHWP연례총회 참석계획 및 한국규제세션 점검회의(10.11, 10.25)

3주(10.17~10.21)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7차)(10.19)
○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전문가 협의체 (7차)(10.20)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허가심사가이드라인 설명회(10.20)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7차)(10.21)

4주(10.24~10.28)
○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2차)(10.25)
○ 의료기기심사부 종합민원설명회(10.28)

〈표 2〉 10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9월 1일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 차세대 유전체분석기술(NGS)제품의 가이드라인 등 2종 설명

가톨릭대
성의교정

138명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의료기기전문가 협의체(6차)
 - 관련제품의 관리방안 논의 및 IBM 왓슨 온콜로지 세미나 진행

용산역
회의실

19명

9월 2일
○ 자기공명(MR)사용환경 고려한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협의체(3차)
 -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MR환경에서의 시험여건 등 논의

대한상공
회의소

14명

9월 6일
○ 3D 프린팅 관련 협회대상 민원설명회(9.6)
 - 3D프링팅관련 안전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서울청
회의실

32명

9월 7일

○ 다기관 협력을 위한 허가도우미 전문협의체(6차)
 - 분야별 허가도우미 확대에 따른 기관별 지원 결과 발표 및 논의

원주
테크노밸리

14명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5차)
 - 제4차 소통포럼(MDCF) 개최 준비(프로그램 및 초청연자 등 확정)

의료기기
산업협회

11명

9월 9일
○ 자기공명(MR)사용환경 고려한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협의체(4차)
 - MR환경에서의 시험 및 사용시 주의사항, 시험여건 등 논의

서울역
회의실

13명

9월 12일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허가심사가이드라인마련 협의체(8차)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의 용어정의 및 동등성평가방법 등 논의

정보기술
지원센터

6명

9월 20일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세미나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서울청
회의실

39명

9월 21일

○ 심혈관의료기기분과 간담회
 - 전기수술기용전극 재분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7명

○ 결핵 및 비결핵 항산균 진단제품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회의(2차)
 - 국외 규제 및 제품 개발 현황조사, 성능 평가 방법 등 검토

서울역
스마트센터

10명

9월 23일
○ 정형재활기기분과 간담회
 - 업무진행 현황 공유 및 기타 위원회 건의·제안사항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3명

9월 27일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5차)
 - 치과재료 품목 재분류 관련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

경희대
치과센터

18명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허가심사가이드라인마련 협의체(9차)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의 성능시험 및 임상평가방법 등 논의

충북산학
융합본부

7명

9월 28일
○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
 - 전자의료기기 허가시 첨부자료의 개선 방안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23명

<표 1> 9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1716  2016년 10월 142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6년 10월 142호

인도 의료기기시장 동향

인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

가 많은 국가인 만큼, 최근에는 의료관

광국으로 각광 받으며 신흥 의료기기

시장 중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시

장 중 하나로 주목된다. 인도 모디 정

부의 2014년 9월에 선언한 바 있는 

‘MADE IN INDIA’ 정책에 가속도가 

붙으며, 본격적으로 제조업 비중을 확

대해 여러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인다. 

유망 제조 산업 분야 중 하나인 인

도의 2015년 의료기기시장규모는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35억 달러로 

전 세계시장의 1.1%를 차지하고 있

다. 인도의 의료기기시장은 달러 기준 

2009년-2014년 CAGR 15.8%이며 

2014~2019년에는 CAGR 8.6%로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제조 활동이 활

발하며, 의료기기시장의 77%가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100% 가능하

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진출이 다른 분야에 비해 용이

하며, 2010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

반자협정’ 체결에 따라 세율이 많이 감

면됐다.

최근 인도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건강

에 대한 인식 변화와 중산층 증가가 맞

물리면서 의료관광국으로 변모하기 위

한 정부의 지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세계에서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 지출

의 증가로 건강 보험시장도 크게 성장

하고 있다.

인도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인도의 의료기기시장은 높은 성장률

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및 의료 인프

라 구축이 미흡해, 주로 낮은 기술력을 

요하는 소모품성 의료기기 생산 비중

이 가장 크다. 2015년 의료기기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의료용 드레싱, 봉합사 

및 바늘과 같은 의료용 소모품 분야와 

전기진단장치와 같은 진단영상기기 관

련 분야가 전체 수출의 71.1%를 차지

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진단영상기기 분야, 기

타 의료기기 분야, 의료용 소모품 등 

다양하며, 미국이 가장 많은 전체 수입

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중국, 일본, 아일랜드 순이며, 뒤

를 이어 한국이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인도로 수출하는 의료기기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29.7%를 차지

하는 반면,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은 주사기가 56.2%를 차지하고 있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 개인용온열기는 

꾸준한 상위 수출품목이다.

의료기기 규제 및 일반 정보

2005년까지 인도 내 의료기기 판매

에 대해 크게 규제하지 않아, 의료기

기 수입자(정부소유병원, 개인병원 또

는 의사 등)가 수입자의 재량으로 구매

하는 제품의 품질을 판단해 의료기기

를 수입해 왔다. 2005년 10월 6일 날

짜로 Gazette Notification S.O.1468 

(E) 정책 아래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

입에 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보건부

(Ministry of Health)에 의해 제정됐

다. 이 법은 2006년 3월 1일자로 발효

됨에 따라 규제 발효로부터 60일 기간 

내에 수입업자와 제조업자가 의료기기 

수입·제조에 대한 등록을 하도록 했

다. 이 정책에 따라 특정 제품군을 의

약품으로 분류하고 현재 의약품 및 화

장품법(The Drugs and Cosmetics 

Act and Rules)의 조항에 따라 일부 

의료기기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관

리하고 있다. 

외국 및 인도 국내 업체들은 인도 내 

의료 장비 수입 및 판매 허가를 받아

야 하며, 보건부 내의 중앙의약품표준

관리기구(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또는 일본에서 받은 승인을 

이용해 인도에서 의료기기를 등록할 

수 있다. 

의료기기 규제 관련기관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는 인도 보건복지부 내

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담당 기관

으로 규정과 표준을 정하고, 의약품, 

진단법, 장비 및 화장품의 생산 및 수

입 허가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도에서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 의료

기기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절차들을 규정하고, 라이센스 제도 도

입에 따라 국가 승인 및 라이센스 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관련 기관으로 인도에서 

2009년 6월부터 의무화돼 수행되는 

임상시험 등록기관인 중앙기술연구

소(CTRI, Clinical Trials Registry-

India)와 인도로 수입되는 제품 중 생물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 -  인도

신흥 의료기기시장의 강국 ‘인도’
품질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수 도 : 뉴델리

언 어 : 힌두어, 영어

면 적 : 약 328만㎢ (한반도의 14.885배)

인 구 : 약 125,169만명 (세계 2위)

GDP : 약 2조 2,887억 달러 (세계 7위)

<2015년 한국(대 인도)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한글품명 출금액 비중 한글품명 수입금 비중

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30,085 29.69 주사기 2,462 56.20

2 개인용온열기 18,311 18.07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

자동분석장치
405 9.23

3 개인용조합자극기 10,983 10.84 스텐트 332 7.57

4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 8,399 8.29 혈관내튜브·카테터 265 6.06

5 치과용임플란트 2,064 3.55 의료용칼 222 5.06

한국(대 인도) 수출 합계 101,342 100 한국(대 인도) 수입 합계 4,382 100

전체 수출 2,710,715 - 전체 수입 2,944,056 -

의료기기
등록규정

의료기기
등록규정

학적, 면역학적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

는 곳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검사를 수

행하는 국립생물연구소(NIB,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가 있다.

의료기기 등록 절차

해외 제조업체는 CDSCO의 의료기

기 관련 부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대

리인(인도 내 도매·제조면허를 보유

한 업체 및 개인사업자)을 선임해 해당 

의료기기 제품을 등록하고, 제품의 감

사 및 품질을 관할해야 한다. 

인도로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 의료

기기는 인증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의

료기기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 

‘No Objection’ 등록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등록승인서가 발행되면 시판할 

수 있고 시판 후 검사를 통해 수입등록 

업무가 완료된다. 등록승인서는 제품

표준, 안전성 및 효율성 준수사항, 원

산지 국가 내 품질 시스템에 준하며, 

시판 후 검사는 유통기록과정 검사, 불

반대응 검사, 위험사고보고서 검사, 제

품리콜과정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 FDA 또는 CE 인증을 이미 획득

한 제품에서는 허가를 받는 데 있어 보

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며, 

FDA/CE 인증이 없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은 규제기관에 신청서 

및 기타 자료들이 제출돼야 한다. 

인도에서 의료기기 등록을 완료하는 

데는 9~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유효

기간은 제품등록허가신청 3년(9개월 

전에 미리 재등록신청), 수입허가신청 

3년이다. 수수료의 경우 제품등록 시

에는 단일 장비당 1,500달러, 추가등

록 시 기기당 1,000달러를 추가로 지

불해야 하며, 수입허가신청 시에는 의

료기기 신청 건당 1,000루피, 추가 신

청 건당 100루피를 지불해야 한다. 단, 

재질 및 사용법의 변화 없이 사이즈나 

모양의 변경은 가능하다.

의료기기 수출 시 주의 사항

인도로 의료기기를 수출할 시에는 

일정 부분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으

로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수출 수입 조항 코드(IEC, 

Indian exporter &importer code)를 

취득해야 한다. 물품의 정식 통관을 위

해서는 IEC를 제시해야 하며, IEC 없

이는 수출 수입을 할 수 없다.

인도 바이어의 특성은 가격경쟁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으로 품질 및 

서비스 능력을 고려한다. 또한, 인도의 

관료주의는 아시아에서 가장 최악으로 

평가돼 자국 내에서조차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인도에서 각종 인

허가를 받을 경우, 정부 혹은 인허가기

관은 복잡한 절차 및 서류를 요구할 가

능성이 높으며,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주요한 의사결정이 무기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협회 산업정책연구부 

※ 출처 

1. BMI, INDIA Medical Devices Report Q3 2016

2. 식 약처, 2015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3. 한국무역협회, 유망시장 진출보고서-인도

4.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5.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시장브리프_Vol14_인도

6.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7. KOTRA, 2016년 인도를 이해하는 25가지 키워드

8. CDSCO, http://www.cdsco.nic.in/

<인도의 의약품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현황>

구분 품목명 구분 품목명

1
일회용 주사기
(Disposable Hypodermic Syringes)

8 안구 내 렌즈(Intra Ocular Lenses)

2
일회용 주사침
(Disposable Hypodermic needles)

9 정맥용 캐뉼라(I.V. Cannulae)

3 일회용 관류세트(Disposable Perfusion Sets) 10 골시멘트(Bone Cements)

4
체외진단장치
(In Vitro Diagnostic Devices for HIV, HBsag and HCV)

11 심장판막(Heart Valves)

5 심혈관용스텐트(Cardiac Stents) 12 두피 정맥 세트(Scalp Vein Set)

6 약물방출스텐트(Drug Eluting Stents) 13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Orthopedic Implants)

7  카테터(Catheters) 14
체내 인공 대체 기관
(Internal Prosthetic Replacements)

<인도의 의약품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의료용품 현황>

구분 품목명 구분 품목명

1 혈액판별용혈청(Blood Grouping Sera) 5 피임용 링(Tubal Rings)

2
봉합사 및 스테이플러
(Skin Ligatures, Sutures and Staplers)

6
수술용 드레싱
(Surgical Dressings)

3 자궁내 장치(Intra Uterine Devices) 7
테이프형 배꼽폐색기
(Umbilical Tapes)

4 콘돔(Condoms) 8
혈액용가방
(Blood/Blood Component Bags)

제품등록에 필요한 서류

1. Covering letter  신청목적, 제출서류 목차 및 관련 정보, 신청책임자의 주소, 이름과 같이 서명 날인되어야 함

2. Authorization letter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도 대리인에게 form 40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레터

3. Form 40(제품등록 서식)  제품 관련 정보 작성 후 인도 대리인 서명

4. 수수료   TR6(지불영수증)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당 영수증원본을 등록 신청 시 제출

5.  위임장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인도대리인의 권한 부여에 대해 1급 사법관 앞에서 서명되어 인증받은 위임장을 제출, 

위임장에는 제조사 및 대리인의 정보와 서명을 날인하고, 제품의 명칭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작성

6.  판매 및 유통을 위한 Wholesale license(도매허가증 사본)

7.  Free sale certificate(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EU, 각 국가정부기관에서 발행된 서류로, 각 국가 인도대사관에서 

공증받은 것 제출

8.  ISO 13485 certificate(인도대사관에서 공증받은 것 제출)

9.  CE 종합품질보증(CE full Quality assurance certificate/CE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certificate/ CE Type 

examination certificate/ CE product quality assurance)

    ※  외국 제조시설에 대해 CE 종합 품질 보증을 받은 것에 대해 인도대사관에 공증받은 서류 제출

10. CE 설계 인증서(인도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것 제출)

11. 적합성 선언서  제품등록을 신청하는 기기에 대한 적합성 선언 자료

12. 감사/실사 보고서   규제 당국에 의해 실시된 검사 및 감사에 대한 최근 보고서 사본

13. 부속서류  Plant sute/master file, Schedule D/Device Master file

 1) 해당 보건부 또는 규제당국이 발행하는 공장 등록

 2) GMP 적합 증명서

 3) 다음 서류가 포함된 plant master file

  - 공장시설의 소재 및 배치

  -   제조공정에서 장비의 품질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및 해당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흐름

  - 적합성 평가시스템

  -  생산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등록증명에 관한 세부사항

  -  당해 공장에서 생산 가능한 신청 대상 기기 및 기타 제품량

14. 성능평가성적서(IVD)  3개 연속 배치에 대한 NIB에서 발급한 성적서

15. 특이성과 민감도에 대한 제품설명서(IVD)

16. 라벨과 제품포장(IVD)

17. 제조자가 작성한 제품검체성적서(IVD)

18.  최종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상세한 시험성적서(IVD)

19. 유효기간을 설정한 제조원 자료(IVD)

<인도의 의료기기 허가 절차>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요건>

수입허가에 필요한 서류

1. Covering letter

  신청목적, 제출서류 목차 및 관련 정보, 신청책임자의 

주소, 이름과 같이 서명 날인되어야 함

2. Authorization letter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도 대리인에게 form 8, 

    form 9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레터

3. 수입을 위한 증명서 (Form 8) 제출

 제품 관련 정보 작성 후 인도 대리인 서명

4.  수입허가를 위해 신청 시 수행되어야 하는 신청서 

양식(form 9) 제출

5. 수수료

  TR6(지불영수증)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당 

영수증원본을 등록 신청 시 제출

6. 도매허가증(Wholesale license)

7. 제품등록허가증(Registration certificate, form 41)

8.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 form 10)

9.  Form 41에서 registration certificate를 위해 추가 

발급이 요구되는 문서(필요 시)

고시품목이 아닌 체외진단제품의 
수입허가에 필요한 서류

1. Covering letter

  신청목적, 제출서류 목차 및 관련 정보, 신청책임자의 

주소, 이름과 같이 서명 날인되어야 함

2. Authorization letter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도 대리인에게 form 8, 

    form 9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레터,

3. 수입을 위한 증명서(Form 8) 제출

 제품 관련 정보 작성 후 인도 대리인 서명

4.  수입허가를 위해 신청 시 수행되어야 하는 신청서 

양식(form 9) 제출

5. 수수료

  TR6(지불영수증)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당 

영수증원본을 등록 신청 시 제출

6. 자유 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제출(IVD)

7.  판매 및 유통을 위한 Wholesale license(도매허가

증 사본)

8. ISO 13485 certificate 제출(IVD)

9. 제품성적서

  인디아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3개의 연속배치 

  시험성적서 cert i f icate(TB, Dengue, Malaria, 

Chikunguniya, Typhoid, syphils and Cancer)

10. 제품설명서(IVD)

11.  제조자가 발급한 민감도와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증명서(IVD)

12. 라벨

13. 사용 목적에 따른 제품 리스트

<년도별 의료기기 수출 변화, 200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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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6.09.30)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84 194 162 364 720 162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20 13 2 4 19 1 0

■  CHAMP 교육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2차’ 교육(09.01~02)
■  CHAMP 교육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ISO 13485) 기본과정-2차’ 교육(09.07~08)

■  [호주대사관] 한-호주 혁신 및 협업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09.02)
○  주요내용 : 호주의 의료기술 및 ICT 관련 소개

■  KMDIA-서울아산병원 의료기기개발센터 MOU 체결(09.02)
○ 참석자 : 황휘 협회장, 홍순욱 상근부회장, 나흥복 전무 등 6명

■  [복지부] 제2차 한-미 민관 보건의료협의회 참석(09.08)
○  주요내용

 -  양국간 제약-의료기기산업 분야 파트너십 발전방안 논의

 -  미국 정부조달 관련 정보 공유

■  제4회 KMDIA 자선골프대회 개최 준비 업무(9월 계속)
○ 일시/장소 : 2016.10.21(금) 10:00 / 레이크사이드CC(용인)

○ 주요내용

 -  자선 골프대회 후원요청 및 참여 안내 공문 발송(09.19)

 -  행사장 방문 및 담당자와 업무 협의(09.23)

 

■  [식약처] 민관국제협력팀 간담회(09.21)
○  주요내용

 -  민관국제협력팀 정기 간담회 진행

 -  각 WG 분기별 업무 진행 현황 공유

 -  AHWP 일정 및 코리안 세션 프로그램 공유

■  [식약처] 멸균 의료기기 GMP 전문가 협회체 회의(09.22)
○  주요내용 : 멸균 의료기기 분야별 GMP 운영상 문제 유형 발표 및 해결방안 논의

   ▶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KMDIA]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안내(09.27) 
○  주요내용 : 협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사실 및 불공정거래 유형

■  [식약처] 추적관리시스템 등록 정보 변경 요청 안내(09.30)
○  주요내용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위해 사상 발생 시 관련 정보(업체명, 품목명, 위

해정보, 조치사항 등) “스마트 문자메시지 자동 송신” 가능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스템 등록 

정보 변경 요청 안내

   ▶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16년 산학관협력위원회 워크숍 참석(09.01)
○ 주요내용

 -  체외진단다지표검사시약과 NGS를 이용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

 -  2등급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품목별 기술문서 심사지침 개발 및 연구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8종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연구과제 결과물 발표

■   [체외진단위] 법규분과 전체 회의(09.07)
○  주요내용 : 의료기기심사부 허가 진행 시 애로사항 부분 논의

■  [순천대] 유전독성 시험 등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 
연구 협의체 참석(09.07)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 논의

 -  ISO 10993 규격 개정내용에 대한 국내 공통기준 규격 반영 및 GLP(비임상시험기준) 적용 등

■  [식약처] 의료기기 소통포럼 제5차 운영위원회(09.07)
○  주요내용 : 제4차 의료기기 소통포럼 프로그램 구성(안) 논의

■  [식약처] AHWP 체외진단분야(WG2) 3차 간담회(09.08)
○  주요내용

 -  동반진단 가이드라인 진행사항 및 WG2 활동내용 공유

 -  동반진단 정의 재정립(EU의 정의를 기본으로 FDA의 정의 추가)

 -  향후 미팅 일정 확정(Web-Ex 미팅)

■  [한국행정연구원] 의료기기 제조업 규제비용조사 전문가 자문회의(09.20)

■   [법규위원회] 식약처 심혈관기기과 간담회 제3차(09.21)
○  주요내용

 -  심혈관기기분야 허가심사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논의

 -  전극재분류 품목고시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소분과 구성안 논의

 -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의 홍보자료(스텐트) 제공 논의

■  [법규위원회] 정형재활기기분과 회의 제1차(09.22)
○  주요내용 : 제3차 식약처 간담회 개최 관련 정형재활기기분야 허가심사 관련 애로 및 건의사

항 등 논의 안건 마련

■  [법규위원회] 식약처 정형재활기기과 간담회 제3차(09.23)
○  주요내용

 -  정형재활기기분야 허가심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논의

 -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안) 관련 질의

 -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자기공명(MR)환경 안전성 가이드라인(안) 관련 질의

 -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기준 관련 개선 요청

 -  1등급 기준규격(안) 적용 논의

 -  의료기기심사부 발간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설명

■  [식약처]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 1차 회의(09.28)
○  주요내용 : 전자의료기기 허가시 첨부자료(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규정의 합

리적 규제개선 방안 논의

■  [체외진단제품위원회] 식약처 체외진단기기과 간담회 제3차(09.29)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16.08.31 개정)에 대한 심사부 설명

  -  허가 진행 시 애로사항 관련 논의(2015년 불수용 건의사항 포함)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 회의 제1차(09.29) 
○  주요내용 : 2016년도 의료기기관리분과 활동내역, 제안사항 및 경과 등 공유, 의료기기 사후

관리제도(회수·폐기, 부작용보고, 표시기재 등)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 등

■  [식약처]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단 1차 회의(09.30)
○ 주요내용

  -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단 확대 운영방안 논의

  -  정부 부처 및 기관별 추진정책·지원제도 공유 및 전문가 의견수렴

[협회, 찾아가는 회원서비스 추진]

Blue Sky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Blue Sky’이라는 협회보 섹션을 통해 한 달 동안 협회 및 산하 9개 위원회가 
활동한 주요 내용을 회원사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회원사 및 업계의 권익 대변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앞장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협회의 모습을 ‘Blue Sk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 바이오헬스 1차 분과위원회 참석(09.02)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규 치료재료 등재 시 상한금액 산정 적용배수 관한 업계 

애로사항 및 개선안 건의

 

■  [보험위원회] 빅데이터 연구회 개최(09.02)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선별급여 전환 이후 진료비 및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건강보험 청

구자료를 이용한 분석

■  [심평원] 제9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참석(09.06)
○  주요내용 : 결정(조정)신청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심의(안) 등

■  [심평원] 제4차 별도산정 치료재료 자문위원회 참석(09.09)
○  주요내용 :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관련 별도산정 치료재료 대상선정 및 우선순위 논의

■  [복지부]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 포럼(제한적 의료기술 범위 확대를 위한 토론회) 
참석(09.09)

 

■  [심평원] 가치평가 개선을 위한 심평원-가치평가프로젝트팀 회의 개최(09.20)
○  주요내용

 -  가치평가 개선에 관한 협회 의견 개진 및 가치평가 운영규정 개선방향 논의

 -  가치평가 대상 자료 요건 중 비교 대상 요건 자료 범위 확대

 -  가산율 인정 최소점수 및 구간 하향 조정

 -  현행 가치평가 기준 적용 곤란 시의 가치인정 방법의 다양화

 -  가치평가 소위원회 구성 시 해당 재료 전문 임상의 또는 위원으로 구성

■  [심평원] 제5차 치료재료 별도산정 자문위원회 참석(09.29)
○  주요내용 :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관련 별도산정 치료재료 우선순위 논의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건강보험 연계를 위한 제5차 협의체 참석(09.30)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건강보험 연계 데이터베이스(안) 협의

 -  의료기기 허가·건강보험 정보연계 통합정보망(가칭) 구축(안) 협의

   ▶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치과재료 품목재분류(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09.07)
○ 주요내용

 -  치과용 근관 충전 실러, 산 부식제 등의 품목정의 관련 추가의견

 -  치과 교정용 스프링 등의 품목등급 재검토

 -  치과용 임플란트 기공 재료 전체를 의료기기 범주에서 제외에 대한 재검토

 -  품목분류에 없는 품목에 대한 폼목명 변경 또는 신설 의견 제출 (3개 품목)

     · 치과 교정용 투명장치, 임시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 특수재질 전치부용 치과용 임

플란트 고정체 

■  [법규위원회]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 위원 추천(09.07)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의 회수·폐기 제도 관련 업계 개선의견 제출(09.13)
○  배경(목적)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회수·폐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도

출 및 향후 연구용역과제 수행 방향 설정을 위하여 업계 의견을 요청함

○  주요내용 : 자발적 회수 보고대상의 명확한 구분, 회수된 제품의 폐기 절차 개선, 회수의

무자의 제출자료 범위 기준의 명확화 또는 판매업자의 자료협조 의무화 등 의견 제출

■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자기공명(MR) 환경 안전성 가이드라인 제정(안) 검토의견 
제출(09.23)

○  주요내용 :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수정 및 중복 오기 수정, 

규격번호 오기 수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검토의견 제출

■  [식약처]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환자맞춤형 정형용,치과용임플란트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 제출(09.30)

○  주요내용

  -  3D 프린터를 이용한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의 표면 거칠기가 기존 방식으로 제조한 제

품과 동등한 수준이라면 생물학적 평가에 있어 자극성 시험 불필요

  -  치수의 측정 오차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 국제조화(IMDRF)에 따라 제조자가 지정한 오

차를 인정할 것

■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수가 개선 관련 제출 품목 재정 추계 의견 제
출(09.21)

■  심평원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검토기준 관련 의견 제출(09.23) 
○ 주요내용

  -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측면에서 합리적·객관적 기준으로 별도산정 우선순위 품목 선정

  -  우선순위 품목 검토 및 선정 후 조속한 시행 요청

 
   ▶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관련
(기준 : 2016.09.01~30)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77 9 1 63 150 480 7,368 7,848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6.09.30)

구분 처리 2016년

제35차~제37차

승인 45

250 2,707조건부 승인 200

미승인 5

심의면제
적합 134

209 3,072
부적합 75

심의변경
적합 60

95 1,165
부적합 35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169

248 2,162
불이행 79

※ 2016년 : 2016.01.01 ~ 2016.09.30 기간 중 전체 처리 건수

■  제9차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개최(09.09)
○  주요내용 :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및 교육훈

련 심의, 사전·사후 신고사항 등 497건 처리

■  [간납업체 개선 TFT] 9월 실무회의(09.19)
○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원 발의 검토, 공정위 신고 관련 변호사 선임 등

■   [윤리위원회] 9월 실무회의(09.19)

■  [윤리위원회] ‘의료기기 업계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성료(09.28)
○ 참석자 : 437명(회원사 333명 152개사, 비회원사 98명 64개사, 기자 6명)

○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개요와 의료기기산업의 시사점(박완빈 변호사)

 -  의료기기산업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FAQ(박완빈, 이우진, 강인제 변호사)

   ▶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 미래전략연구팀

■  [식약처] 신개념의료기기 개발 전망 분석 중간보고 발표(09.01)
○  주요내용 : 신개념 의료기기별 특허 및 임상 현황 조사 요청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 사업 2차 지원과제 회의(09.07)
○  주요내용 : 세부기관별 2차년도 연구추진계획 점검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 사업 2차 연구과제 회의(09.08)
○ 주요내용

  -  우영메디칼 및 GSM 코리아 각 세부연구기관별 2차년도 연구추진계획 점검, GSM 코리아 

공장 견학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지원’ 관련 교육 수요조사 및 지원방안 논의

■  [식약처] 신개념의료기기 개발 전망 분석 연구 회의(09.09)
○ 주요내용

 -  3D 프린팅 의료기기 관련 제품화 사례, 특허, 임상, 논문 등 공유

 -  3D 프링팅 의료기기 국가 R&D 현황 검토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 Kick-off 미팅(09.19)
○ 주요내용

 -  셀루메드 및 세부연구기관별 2차년도 연구추진계획 점검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지원’ 관련 교육 수요조사 및 지원방안 논의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관리 R&D 전략 기획 포럼(09.23)
○  주요내용 : 신개발의료기기 개발 전망을 통한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평가기술을 

파악 및 R&D 추진 과제 정보공유를 통한 성과의 극대화

■  [미래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사업 ‘연구경력 강화 정기교육’(09.23)

   ▶ 대변인 -홍보지원팀

■[홍보위원회] 어린이 이동건강검진활동 의정부 행사 성료(09.0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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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지멘스 헬스케어(대표·박현구)이 

지난달 21일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16)에 참가해 다

양한 첨단 솔루션 및 영상의학 장비 

시스템을 소개했다.

먼저,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기존

에는 병원 내에서만 활용하던 정보

를 지멘스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

는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는 클라우

드 분석 시스템인 차세대 IT 솔루션 

‘팀플레이(Teamplay)’를 선보였다. 

팀플레이는 미래 헬스케어의 새 성

장동력인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쉽

고 단순한 방법으로 영상 장비의 용

량 효율성, 다양한 작업 시퀀스, 개별 

검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또한 MR 어플리케

이션인 고브레인(GOBrain)

은 뇌 검사 결과를 단 5분 만

에 임상 진단할 수 있다. 이

로 인해 진료 속도가 향상되

고 일인당 검사 비용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멘스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확대하는 일 외에

도 전체 스캐너 장비의 일관성을 유

지하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유럽영상의학회(ECR)

에서 첫선을 보인 소마톰 드라이브

는 모든 영상의학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초 저선량의 X-선과 조

영제만으로 검사가 이뤄지고, 호흡

을 멈추지 않고도 영상 촬영이 가능

해 환자들에게 매우 편리하다. 사용

자와 환자 모두에게 유용한 듀얼 소

스 컴퓨터 단층 촬영 기술 적용해 소

아과, 심장학, 종양학, 응급의학까

지 모든 영상의학 분야에서 정밀 진

단이 가능해 호평을 받았다. 

스타키그룹(대표·심상돈)와 (유)

메델코리아(대표·토마스 뮬러)가 

지난달 9일 ‘귀의 날’을 맞아 보청기

와 청각 임플란트 사업분야에서 상

호 협력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

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한 명이라도 더 많

은 난청인에게 소리를 듣게 해주

고 싶다는 의지에서 시작됐다. 업

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먼저 ‘Total 

Hearing Solution’ 구축이다. 양사

는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비롯한 청

각 임플란트 기기들을 난청인들에게 

알리고 알맞은 청력기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다음은 업

계의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스

타키그룹의 아카데미와 협력해 인공

와우(Cochlear Implant) 및 인공중

이(Vibrant Soundbridge), 골 전도 

임플란트(Bonebridge) 등의 전문지

식을 알리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

는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것이다. 

최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난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보청기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고도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노인성 고도

난청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에 따라 청각 임플란트(인공와우, 인

공중이, 골 전도 임플란트) 시술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보청기와 청각 임

플란트 기기들은 상호대체제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심상돈 대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청력 보

조기기에 대한 알맞은 선택은 그만

큼 어려운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두 

기업의 업무협약은 난청인들에게 

있어서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각

자의 위치에서 달려오던 두 기업이 

만나 난청인들의 청취력 향상과 복

지향상에 어떤 시너지를 가져올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씨젠이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이탈리아 17개 국립병원 연합의 여

성질환 검사 제품 입찰에 성공했다.

씨젠(대표·천종윤)은 이탈리

아 현지법인인 에로우(Arrow 

Diagnostics)사가 토스카나주 국립

병원 연합이 실시한 여성질환 검사 

제품 입찰에 성공했다고 지난달 26

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계

약금액은 한화로 약 100억원(750만 

유로) 규모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

서 씨젠은 12개 글로벌 경쟁사를 물

리치고 최고점으로 입찰에 선정돼 

의미가 크다. 회사 측은 동시 다중검

사 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 등 기술 

평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이 선정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리얼타임 PCR 기술은 가장 정확

하고 편리하게 대용량 검사가 가능

한 전 세계 표준 분자진단 기술이다. 

씨젠 제품은 한 번의 검사로 수십 가

지 병원균을 동시에 찾아낼 수 있는 

멀티플렉스 검사가 가능한 유일한 

리얼타임 PCR 제품이다.

씨젠은 이번 수주로 성감염증 검

사제품인 애니플렉스(Anyplex)II 

STI-7과 자궁경부암 검사제품인 

애니플렉스(Anyplex)II HPV28 제

품을 공급하게 된다. ‘애니플렉스II 

STI-7’은 한 번의 검사로 7가지 성

감염증을 동시에 검사하는 제품이

며, ‘애니플렉스II HPV28’은 HPV 

16형, 18형을 비롯해 28종의 HPV 

세부 유전자형을 밝힐 수 있는 유일

한 제품이다.

이와 더불어 장비의 확장성 또한 

씨젠이 입찰에 성공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씨젠은 하나의 장비로 가

장 다양한 종류의 진단 시약을 사용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씨젠은 11월부터 시약 공급을 시

작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번에 장비가 공급된 17개 국립병원

을 대상으로 최근 매출이 급성장하

고 있는 신제품 올플렉스(Allplex) 

호흡기, 소화기 감염증 진단 제품을 

확대 공급해나갈 방침이다.

루트로닉(대표·황해령)이 중국 

강소성 루동현에 합자병원을 연다. 

지난달 20일 중국 강소성 루동현 정

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루동루트로닉(루촹리) 병원’을 개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로 양측은 중국 내 의료

미용산업 발전 등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목표로 전략적 협조 관계를 

구축하며 협력할 방침이다. 또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생산, 

판매, 서비스를 통해 세계일류 미용

산업 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루트로닉은 향후 루동현 정부 산

하 국영기업인 루동고신창업투자유

한공사와 한중 합자 의료미용투자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미래 중

국미용설비 사업 확장을 위한 생산

기지 마련을 위해 고신개발구 생명

건강단지 입주를 고려중이다. 

이번 체결식에 참석한 조존병 강

소성 루동고신산업개발구 당서기는 

“중국 지방 정부와 한국 민간기업이 

중국 내에 병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대가 크

다”며 “이번 전략적 합작 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루트로닉이 

고신개발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

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

했다.

황해령 대표는 “루동현 정부와의 

협력이 중국 의료미용산업 발전에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 

동안 구축한 전세계 유명 의료인들

과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K-뷰티’ 열풍에 새로운 패러

다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루동현 고신개발구는 지리적으로 

장강을 사이에 두고 상하이와 인접

한 신흥산업도시로, 홍콩 건너편 신

흥국제도시인 심천과 같은 성장 인

프라를 가진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멘스 헬스케어, ‘KCR 2016’ 참가 
최신 영상의학 솔루션 및 장비 대거 공개

스타키-메델, 보청기·청각 임플란트사업 MOU
종합 청각솔루션 구축 및 인공와우 등 전문아카데미 개설 협력

씨젠, 여성질환 검사제품 ‘이탈리아’ 공급
토스카나주 17개 국립병원연합 입찰 성공

루트로닉, 중국에 루동루트로닉병원 개설
강소성 루동현 정부와 합자병원 공동투자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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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용=�국장급�△의약품안전국장�이원

식(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승진=�서기관급�△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연구기획조정과�서기관�문병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기술서기관�이성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인사발령=�△협력사업부�통관관리팀�

팀장�김인법�△산업정책연구부�미래전략

연구팀�팀장�김설희�

◇채용=�사원급�△정책사업부�보험정책팀�

서영호�△협력사업부�통관관리팀�김승규�

△산업정책연구부�정보분석팀�김보라�△

산업정책연구부�미래전략연구팀�손진희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이노본 장동우 041-534-7595 제조

㈜지에스엠코리아 신중원 062-942-7880 제조

㈜엔젠바이오 최대출 02-867-9798 제조

㈜웰뷰텍 박재종 032-860-5525 제조

㈜뷰젬생명공학 박종식 02-6269-0290 제조

필 립 스 코 리

아(대표·도미

니크 오)는 지난

달 9일 열린 심

장영상분야 학

회 ‘Echo Seoul 

and Cardiac 

I m a g i n g 

2016’에 참석

해, 빅데이터 기

반의 3D 심장 모델링 프로그램 하트모

델(HeartModelA.I.)과 고사양 초음파 

에픽(EPIQ)을 선보이며 심장 초음파 

분야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모양 및 

움직임을 관찰하고 혈류의 이상을 평가

함으로써 대부분의 심장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오늘날은 초음파 장비 및 영상 

구현 기술이 발전해 초음파 검사 중에

도 실시간으로 실제 심장 모양과 가까

운 3D 심장 초음파 영상을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3D 영상을 재구성하는 과정

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일반적으

로 널리 쓰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필립스 하트모델(HeartModelA.I.) 

프로그램은 이런 기술적 문제를 보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심장 초음파 분야

에서 쌓아온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성해낸 다양한 3D 심장 모양 샘플 

데이터를 내장한다. 이 데이터를 환자

의 심장 초음파 영상과 비교 및 분석하

는 데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

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좌심방과 좌

심실을 동시에 30초 내에 빠르게 분석

할 수 있어 의료진의 워크플로우 개선

에도 기여한다. 

하트모델(HeartModelA.I.)이 적용

된 고사양 초음파 에픽(EPIQ)도 함께 

선보인다. 에픽(EPIQ)은 해부학적 인

텔리젼스(Anatomical Intelligence)

와 새로운 영상 기술 nSight가 결합돼 

뛰어난 속도와 해상도를 제공한다. 

시험 및 인증 서비스 기관인 CSA 그

룹이 전자의료기기에 특화된 국내 시험

소를 송파구 가든파이브웍스에 지난달 

28일 새롭게 개설했다. 

이번 시험소는 아시아지역 CSA 그룹 

시험소 중 최대 규모로, 가정용 의료기

기, X-ray 기기, 고주파 수술장비, 인

퓨전 펌프, 심전도 감시장치, 레이저기

기, 내시경 장비, 다기능환자감시장치, 

현미경, 살균장치 등의 시험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CSA 코리아 윤돈영 대표는 “국내 의

료기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의료기기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운 서울 시험소의 보다 포괄적인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되

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첨단 설비와 기자재를 갖춘 

이번 시험소 개설로, 복합적인 환경에

서의 안전과 성능 표준에 폭넓은 지식

을 가진 CSA 전문 인력들이 보다 광범

위한 분야의 의료기기 각각에 적합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험소는 의료기기뿐 아니라 상

업용, 가정용 기기, 오디오/비디오 기

기, 냉난방 공조 제품(HVAC/R)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며, CSA 그룹 한

국 사무소에서는 북미 표준에 부합하

는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

한 검증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최근 

CSA 그룹은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CSA 그룹의 지속가능성 인증 마크뿐 

아니라, 일련의 가전제품 지속가능성 

표준을 소개했다. 

필립스, 빅데이터 기반 심초음파 진단 선도

3D심장 모델링 프로그램 ‘하트모델’ 장착 초음파 소개

글로벌 인증기관 CSA 그룹 서울시험소 개설

전자의료기기 인증 특화 글로벌 서비스 제공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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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열쇠> 

(1)부부로서 짝이 되는 상대. 남편에 대한 아

내, 아내에 대한 남편 (3)하는 짓이나 겉모습

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림 (5)

슬리핑 백 (6)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 

숙성시킨 저장식품 (7)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 보호 ~ (9)

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11)겉으로는 비슷하

나 속은 완전히 다름 (13)심한 출혈 따위를 

막기 위해 환부를 단단히 감는 신축성을 지

닌 붕대 (15)아무 병 없이 오래오래 삶 (17)바

위틈에서 나는 샘물 (20)무의 잎과 줄기 (21)

어른의 밥 (23)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 (24)한 

자리에서 함께 잠 (25)강냉이.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26)겨울에는 기암괴석의 산체가 뼈처럼 드러

난다는 뜻으로 금강산을 달리 이르는 말

<10월호>

<9월호 정답>

<9월호 정답자>

김봉군  서울시�강남구�세곡동� 김정환  서울시�동작구�사당동

추 석 약 수 건

광 장 석 간 수 반 찬

역 초 가 터 울 조

시 추 모 빗 금

어 머 니 백 지 장

맹 탕 전 뼈 대

꽁 면 봉 노 숙 장

이 골 선 인 장 살 균

수 채 화 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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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산할 때 등에 메죠 (2)잘 

자라 우리 아가 앞뜰과 뒷동

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3)차례의 맨 끝 (4)

본보기로 보이는 물건 (5)침과 

뜸(구)을 놓아 치료를 하는 직

업인 (8)산등성이를 따라 죽 

이어진 선 (9)갖추어 차리는 

장치와 설비. 등산 ~ (10)집의 

맨 꼭대기 부분을 덮어 씌운 

부분 (12)우리나라의 초대 대

통령 (13)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황해로 흘러든다 (14)쇠를 달

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16)삶아서 익힌 쇠고기 (17)

산속의 나무나 돌 사이에 석

벌이 모아 놓은, 질이 좋은 꿀 

(18)손에 있는 경혈에 짧은 침

을 꽂아 치료하는 침술 (19)땅

이 흔들리는 일 (20)빨주노초

파남보 (22)악한 일을 한 사

람이 죽어서 가는 곳 (23)물

이 샘 (24)마을 부근에 있는 

작은 산이나 언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