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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

료기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간납업체를 규제토록 하는 전

방위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회(회장·황휘)는 지난달 25

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정

재찬)가 개최한 ‘경쟁제한적 규

제 개선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

는 간납업체의 현황 파악 및 불

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관이 의료

기기를 구매할 때 병원과 공급

업체의 중간에서 구매업무를 

대행하면서 정보이용료, 물류

비, 통행세 등 수수료 및 할인

율을 과다하게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업계는 이들 간납업체로 인해 

불필요한 유통 단계가 추가돼 

궁극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비

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선순환적

으로 이뤄져야할 기업의 제품 

개선 및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간납업체 수가 3~4

년 전에 비해 80여개로 증가해 

공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간납업체의 경

우 병원 및 학교재단, 해당 기

관 친인척이 운영하는 등 편법

을 동원해 불법 리베이트 창구

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

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간납업체들이 우월적 위치에 

서서 실제 업무와 무관한 수수

료를 받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현

재 대형병원들까지도 간납업체

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이상은 업계가 

버티기 힘든 상황에 있음을 전

달했다.

협회 이경국 수석부회장은 

“제도적으로 의약품과 마찬가지

로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 운

영은 금지해야 하며, 리베이트 

또는 통행세 징수 목적으로 운

영되는 악덕 간납업체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 이준호 간납업체개

선 TF위원장은 “과도한 대행수

수료의 정율제 도입, 세금계산

서 납품과 동시 발행, 대금결제

기간 단축, 대금지급 보증 등 상

식적이고 건전한 상거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간납업체의 불공

정거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조항과 같이 의료기기법령을 개

정하고, ‘간납업체 준수사항’ 등

의 제도 마련을 통해 규제할 것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간

납업체로 인해 현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잘못된 관행으로 의

료기기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것 같다”며 “간납

업체 등이 법적 근거없이 유통 

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를 벌이

는지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

록 주무부처에 문제를 제기 하

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재찬 위원장은 “공정

위에서는 이번 간납업체 문제 

해결 논의가 일회성으로 마무리

되진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 익

명고발센터 등을 통해 의료기

기 업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제

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간납업체 

문제 외에도 △일회용 치료재료

에 대한 적절한 별도보상 정책 

부재 △제조소에서의 임상연구

를 위한 폐혈액 사용 문제 △연

구용, 검사용 시약에 대한 규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행위료에 묶인 각종 일

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의 

보상책이 마련해야 최근 논란

이 된 의료기관에서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외진단제품의 임상시

험을 위해 혈액원의 폐기 예정

인 혈액을 검체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혈액관리법 및 생안법 개

정을 요구했으며, 연구용 시약

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면

제확인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수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

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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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멸균밸리데이션 수행

정직한 서비스 ㈜더스탠다드에서
EO멸균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더스탠다드는 최신식 EO멸균기와 GC를 도입하여 
ISO규격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O 17025 인증을 획득한 국제공인시험기관입니다.

업무분야

밸리데이션 –  크린룸 | 세척 | 포장 | 스팀멸균 | EO멸균 | 

무균충진 | 사용자멸균 | 사용자세척 | 용접 | 

본딩 | 열처리

유효기간 설정시험

무균시험 | 바이오버든 시험

공정위탁 - EO멸균, 크린룸공정

BI, CI 판매 (NAMSA한국대리점)

크린룸 시공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디지털밸리 2차 1216호  T. (02)838-5533  

(주)더스탠다드 

GC분석시험

http://www.thestandard.co.kr

EO멸균공정 위탁 

“협회, 의료기기 제값 받기·간납사 문제해결 중점 추진”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협회장·식약처장·국회의장 표창 수상자 50명 시상

금년 협회는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

되는 ‘의료기기 제값 받기’와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과 연계되는 ‘간납업체 

철폐’를 중점사업 방향으로 정했다.

제17회 정기총회에서 황휘 협회장

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는 간납업체 철

폐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아젠

다로 삼고, 작년부터 간납업체 개선 

TFT를 구성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굴

의 투지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

은 지난달 24일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장 개회선

언을 시작으로 2015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정관개정(안) 등을 승인하고, 지

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금년도 예산안 

29억 9,162만원과 신규사업계획을 확

정했다.  

올해 협회의 추진사업 방향은 △업

계 애로사항 개선 및 서비스 강화 △의

료기기산업육성 강화 사업 △의료기기 

인재양성 사업 강화 △의료기기 전시

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강화 △회원사 

및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 △정부

위임업무 등 내실화 등 6가지 방향에

서 각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협회 설립 후 처음으로 회원사 

규모에 따라 회비 납부 금액의 차등을 

두는 것으로 회비체계가 개편되고, 이

사회 임원 회비가 신설됐다. 

이번 회비체계 개편에 대해 황휘 협

회장은 “협회 및 의료기기산업이 당면

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회원사에 제공하기 위한 재

원이 필요하며, 늘어날 재원은 협회 각 

위원회의 사업비로 지원이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합리적인 의료기기 규

제환경의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 등 관

련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재료 건강보험의 

현안별 이슈를 연구하고, 별도산정산

정불가 등 제도개선 및 적정보상 방안

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제도마련 및 법제화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조에 힘쓰고, 의

료기기대표단체로서 회원사와 공동 진

행하는 의료 소외지역 어린이이동건강

검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조 회원사의 글로벌경쟁력확보 및 

해외 수출증대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

다. 연구사업을 통해 의료기기관련 외

국 선진제도 분석, 의료기기산업동향 

제17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 수상자와 황휘 협회장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고서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기업 

R&D의 기술사업화 지원, 특허·지적

재산권 경쟁력 강화, 인허가기술지원

상담사업 등이 추진된다.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참여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금년 협회는 터

키, 이란, 미국, 러시아 의료기기 전시

회의 한국관 수행기관을 선정돼 회원

사의 해외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외국 의료기기단체 및 AHWP, WHO, 

IMDRF 등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활발히 진행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보건·의료기

기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업계 CEO 

및 종사자, 의료기기 언론 기자에게 한

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을 비롯해 

국회의장,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심평

원장,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

다. 특히 이번 정총에서는 협회의 창립 

그리고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초대 협회장 이창규 DK메디칼

솔루션 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날 김승희 식약처장은 축사에서 

“정부는 소비자 안전과 상업지원을 위

한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국민 건강

과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총회에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이창규 초대 협회장, 이성희 4

대 협회장, 윤대영 5대 협회장, 송인금 

6대 협회장,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

정책국장, 이성원 심평원 개발상임이

사, 염용권 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

사장, 이용식 대한치과기재산업협회

장, 김희규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장, 

김묘원 대한의공협회장 등 회원사 대

표 및 임직원, 식약처 등 정부 관계관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감사패

•DK메디칼솔루션㈜	 회장	 이창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초대	협회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19명)

•㈜준영메디칼	 부장	 김지은

•지멘스헬스케어㈜	 부장	 김도훈

•㈜메덱셀	 부장	 박원귀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유)	 차장	 한소희

•㈜신한씨스텍	 차장	 임승현

•㈜필립스코리아	 차장	 조영찬

•㈜지엔리사운드코리아	 차장	 장병기

•지멘스헬스케어㈜	 과장	 송동은

•제이더블유중외메디칼㈜	 과장	 박승현

•㈜쿡메디칼코리아	 과장	 주희경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대리	 이화수

•지멘스헬스케어㈜	 대리	 임이랑

•한국로슈진단㈜	 대리	 고아라

•㈜지엔리사운드코리아	 주임	 박종훈

•㈜비전과학	 사원	 박상아

•의료정보	 기자	 김태완

•㈜의학신문사	 기자	 김현기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과장	 정유희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리	 김설희

○국회의장 표창(1명)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	 대표	 강대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5명)

•㈜메덱셀	 대표	 차동익

•미키코리아㈜	 대표	 이인노

•백톤디킨슨코리아㈜	 이사	 전숙영

•에이치케이티㈜	 부장			남영식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과장			최영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10명)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이사	 김형주

•㈜드림콘	 본부장	 박세도

•현메딕스	 부장	 김길포

•한국테루모㈜	 차장	 백경윤

•에이치케이티㈜	 과장	 양지원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장	 조소현

•㈜바이오메트코리아	 대리	 전신영

•조선비즈	 기자	 임		솔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차장	 김만석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기자	 임민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5명)

•한국스트라이커㈜	 이사	 김지연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장	 임세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차장	 최유나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차장	 박형득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장	 배성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10명)

•㈜세라젬코리아	 부사장	 김길태

•아성양행㈜	 이사	 김재영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이사	 김주영

•㈜쿡메디칼코리아	 부장	 김연정

•칼스톨츠엔도스코피코리아(유)	 부장	 정진숙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차장	 고연경

•㈜필립스코리아	 차장	 김미선

•한국스트라이커㈜	 차장	 진		영

•지멘스헬스케어㈜	 과장	 조봉수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리	 김상훈

보건의료산업 공로자 표창 수상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화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회장	 이용식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회장	 김희규

•대한의공협회	 회장	 김묘원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경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상근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홍정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손명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최갑홍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김경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최형기

•한국이앤엑스	 대표	 김충한

•㈜레디코리아	 대표	 김택윤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신 분들 - 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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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의

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

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바로 시장에 진

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의 시

장 진입을 위해서는 식약처 의

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

가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고 

이 절차에 총 1년이 걸렸다. 이

번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

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

시에 따라 시장 진입까지 소요

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3~9개

월 단축된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는 제4

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 

11. 6)시 발표한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신속화’의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업체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 △식약처에 한 번

만 신청하고 △심의 과정에서 

식약처와 복지부가 검토내용

을 내부 조율하며, △조율된 

결과가 반영된 통합 허가증만 

받으면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식약처(처장·김승희) 및 복

지부(장관·정진엽)는 7월 전

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

먼저, 적용 대상은 시장 진입

을 위해 허가와 신의료기술평

가가 모두 필요한 의료기기로

서 △의료기기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이 동일하고, △허가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필

요한 의료기기이다.

다만, 이번 사업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신청에 따

라 적용되므로, 업체가 국내 

판매 계획은 없고, 해외 수출 

또는 개발도상국 기부 등을 위

해 의료기기 허가를 원하는 경

우에는 통합운영 시범사업 신

청 없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

가만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평가 절차 

두번째, 허가·평가절차는 

업체가 식약처에 통합 신청서

를 제출하면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시작된다.

식약처는 복지부(보건의료연

구원)로부터 의료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의료기기

에 대해 설명하는 등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검토내용을 조율

한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심의 기구(20인)인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하나로 

도출된 최종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하면 식약처에서 업체에 

회신한다.

기존에는 허가 후에 신의료

기술평가가 순차적으로 실시

됐다. 식약처와 복지부에서 별

도로 신청·검토·회신이 이

뤄진 데 반해, 검토절차의 대

대적 개선이 이뤄졌다.

허가·평가 기간

끝으로 허가·평가기간은 

단축된다. 이번 통합운영에는 

시장진입까지 총 80~140일이 

걸려, 기존 절차에 따라 소요

되는 기간(총 1년)에 비해 최대 

9개월이 단축될 전망이다. 다

만, 일부 시술 등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280

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외에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

기술평가의 간소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안전성 우려

가 낮은 검사분야(체외진단, 

유전자검사)는 핵심 원리가 동

일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해 허가 후 바로 시장진입이 가

능한 대상을 2배 확대(30 → 

60%)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존과 유사한 검사법

도 방법이 일부 달라지면 신의

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향후에는 핵심원리가 동일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 의료기기 산업계를 포

함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부터 허가시 임상시험자료, 

신의료기술평가시 활용 가능

7월부터는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기 허가시에만 사용하

던 임상시험 자료를 신의료기

술평가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

록 개선된다.

식약처가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할 때 복지부(보건의료연

구원)가 참여해 신의료기술평

가 관점에서 자문의견을 제공

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인정된 임상시험 

자료도 출판된 문헌과 같이 신

의료기술평가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체는 불필요한 

유사 임상시험을 중복 실시할 

필요가 없어져 건당 4~10억원

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NECA, 고객소통 제도개선팀 설치

이와 함께 보건의료연구원

에 ‘고객소통 제도개선팀’을 설

치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전

에는 사전상담을 적극 실시하

는 한편, 신청 후에는 평가 진

행 상황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

다. 현재 운영중인 신청인의 

소명 절차에 대한 홍보를 실시

해, 의료기기 업체 등이 절차

를 몰라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해 나

갈 계획이다.

보 건 의 료 연 구 원 에 서 는 

2014년 4월부터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전문가 검토(소위

원회)시 신청인이 참석,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의견을 소명

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 중에 

있다.

식약처와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진입 기간 단축, 

신청 및 회신이 편리해지는 효

과가 있다”며, “7월까지 진행

되는 시범사업 동안 최대한 많

은 업체가 신청해 혜택을 받으

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달 18일 소

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페

어플레이 클럽 반부패서약 선

포식’에 참여해 청렴하고 공

정한 대한민국 기업문화 조성

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이번 페어플레이 클럽 반부

패서약 선포식은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포럼의 주

관 하에 산업통상자원부, 금

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세계은행, 지멘스청렴성이니

셔티브가 후원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한국의료

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해 KT, 

LG전자, 국민은행, 현대상선 

등 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60

여개 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

이 참석해 준법·윤리경영 준

수를 선포했다. 협회에서는 

황휘 협회장, 이경국 수석부

회장, 이준호 윤리위원장, 나

흥복 전무가 참석했다.

최근 의료기기산업계는 의

료기기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이 큰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시장에서 오랫

동안 간납업체의 불공정한 거

래 관행으로 인해 선의의 의료

기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

협회는 2011년부터 ‘의료

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

약 및 세부운영기준’을 제정

해 의료기기업계 및 학회, 관

련 회사, 기관들이 준수하도

록 노력해 오고 있다. 이는 의

료기기업계의 윤리경영활동

을 증진하고, 공정하고 깨끗

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가

기 위한 일환이다.

황휘 협회장은 “이번 반부

패 선언을 기점으로 의료기기

업계 경영진들이 반부패에 대

한 관심을 갖고 준법윤리경영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렴한 

의료기기산업 환경을 조성하

는 데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AHWP 운영회의 및 국제워크숍’ 개최
아세안·유럽 규제현황, 민관국제협력팀 연간 활동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은 ‘AHWP 운영회의 

및 국제워크숍’을 25일 신라호

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AHWP 운영회의에서

는 2016년도 주요 업무와 추

진 일정이 논의됐다. 국제워크

숍에서는 ASEAN과 유럽의 

의료기기 규제현황, 민·관 국

제협력팀의 연간 활동계획 등

을 발표하고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식약평가원은 민관국

제협력팀 워킹그룹 위원들에

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정혜

경 상무(인튜이티브써지컬코

리아), 전영순 이사(바드코리

아), 설영수 이사(이루다)가 전

체 워킹그룹 위원들을 대표해 

위촉장을 받았다. 

손 여 원  식 약 평 가 원 장 은 

“AHWP 의장국 활동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 의료기기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시

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

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해, 

올해 AHWP 연례총회에서 승

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워크숍에 참석한 

신병순 협회 국제교류위원장

은 축사에서 “협회는 민관 그

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더욱 공

고히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며 지원하겠다”며 “이번 

국제워크숍을 시작으로 각기 

다른 나라의 의료시스템, 헬스

케어에 대한 격차를 줄여나가

고,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이루

기 위한 과제와 장벽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 의료기기 조화

기 구 ( A H W P ,  A s i a n 

Harmonization Working 

Party)는 대한민국, 중국, 인

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말

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

스,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

탄 등 전세계 26개 회원국이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해 ’96

년에 발족한 규제당국자 및 업

계 전문가 간 협력기구이다.

신세기와 함께하는 
해외 
의료기기전시회

CHINA MED 2016 중국 북경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3월 25일 ~ 3월 27일

A 코스 : 3월 25일(금) ~ 27일(일) 대한항공 - 전시회 3일 집중 참관 \ 690,000

CMEF 2016 중국 최대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4월 17일 ~ 4월 20일

A 코스 : 4월 17일(일) ~ 19일(화) 대한항공 - 전시회 3일 집중 참관 \ 690,000

B 코스 : 4월 17일(일) ~ 19일(화) 아시아나 - 전시회 2일 + 상해 투어 \ 690,000

MEDITEC 2016 의료기기 설계, 제조 산업 전시회  4월 20일 ~ 4월 22일

A 코스 : 4월 20일(수) ~ 22일(금) ANA 항공 \ 790,000(김포공항 출도착)

HOSPITALAR 브라질 의료기기 및 병원용품 전시회  5월 17일 ~ 5월 22일

A 코스 : 5월 16일(월) ~ 23일(월) 대한항공 \4,900,000

MEDICA 2016 독일 국제 의료기기전 사전 할인예약  11월 14일 ~ 11월 17일

CEO 코스 : 11월 13일(일) ~ 18일(금) 
    독일항공 프레이엄 클라스 탑승, 전시회 4일 집중 참관(20명 정원) \ 3,390,000

B 코스 : 11월 13일(일) ~ 18일(금) 대한항공 - 전시회 4일 집중참관 \ 2,590,000
C 코스 : 11월 13일(일) ~ 18일(금) 대한항공 - 전시회 3일 + 마드리드 투어 \ 2,990,000 

(주) 신세기 여행사   www.Cybertour.co.kr

TEL : (02) 732 - 2500    이메일 : 7322500@naver.com 
MEDICA.de 

MEDICA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시장진입 빨라진다
식약처-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

KMDIA, ‘페어플레이 클럽 반부패 서약’ 동참
협회, “업계 윤리경영활동 증진 및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조성에 최선”

김근식 이사

김영민 이사

김성구 이사

김은영 이사

<제도개선 전후 비교>



기 존

의료기기 허가
(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
(복지부) 시장진입

80일 280일

일부 결과 불일치 발생

약 1년 소요

개 선

시장 진입

기간 단축

통합 결과 회신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기 허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달 16일 금

년도 첫 이사회를 열고, 이사

회 임원 보선안, 정관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김근식 

㈜동방메디컬 대표이사, 김성

구 제이더블유중외메디칼㈜ 

상무, 김영민 ㈜지인씨앤티 

대표이사, 김은영 한국앨러간

㈜ 대표이사가 새롭게 이사로 

선임됐다. 

또한 회비체계 개편으로 회

원사 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 회원증, 회

비 및 경비 등에 관한 정관 조

항이 개정됐다. 

KMDIA 이사회, 신임 임원 4개사 참여
제1차 이사회, 김근식 동방메디컬 대표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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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6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
-간납업체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 일       시  2016년 3월 18일(금) 10:00~12:00(120분)

■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전시장 4층)

■ 참석대상  의료기기업계 종사자,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 주       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행사일정

시간 내용 초청자 소속

10:00~10:03 3분 인사말 이준호 KMDIA 간납업체개선TFT 위원장

10:03~10:20 17분 [주제발표]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유통구조 선진화’ 전영철 KMDIA 간납업체개선TFT 부위원장

10:20~10:45
25분

(각5분)
[패널발표]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

노상섭 법무법인 정진 고문

이주한 (주)이지메디컴 컨설팅사업1부장

정희석 메디칼타임즈 기자

박재형 KMDIA 간납업체개선TFT 위원

10:45~11:45 60분
[패널토론]
‘의료기기 시장의 간납업체문제 해결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방안 모색’

좌장 배성윤
인제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의료경영전공 
교수

11:45~11:55 10분 청중질문 좌장·패널

11:55~12:00 5분 맺음말 이준호 KMDIA 간납업체개선TFT 위원장

※ 패널은 추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패널발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왜곡된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2016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 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의료기기시장의 유통문제에 대해 정부부처, 유관기관,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간납업체 문제해결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방안 모색’을 주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16 KIMES 협회 주관 세미나 안내

일자 장소 시간 세미나 주관부서

3.17
(목)

317호

13:00~14:00 주제  KIST 의료산업분야 유망 연구성과  강사  신성철 사업화추진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부

14:00~16:00 주제  유헬스케어의료기기 사용활성화 및 보험수가개발

16:00~16:30 주제  의료기기 시장의 새로운 주제로써 안질환  강사  김정훈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6:30~16:55 주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장비 R&D현황  강사  김철홍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융합공학과)

16:55~17:20
주제  초음파를 이용한 안질환 진단장비 개발을 위한 중개연구 실제 
강사  유승호 박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세인트쥬드메디칼코리아))

17:20~17:45 주제  심혈관초음파 진단시스템 개발(동국대 국제협력 공동개발 사례)  강사  김성민 교수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318호 

13:00~14:30 주제  의료기기수입자를 위한 교육  강사  문성환 계장 (관세청 통관기획과)

통관관리부14:40~15:50 주제  의료기기수입자를 위한 교육  강사  이소슬 대리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통관관리부)

16:00~17:00 주제  의료기기수입자를 위한 교육  강사  최용석 차장 (Bizmerce(관세청 4세대 국종망 사업 추진단))

3.18
(금)

401호 14:00~16:00 주제  사례로 알아보는 공정경쟁규약  강사  박완빈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
기획홍보부

402호

10:00~12:00 주제  『2016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 의료기기 시장의 간납업체문제 해결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방안 모색

13:00~14:00 주제  수주율을 높이는 해외제안  강사  김용기 대표 (쉬플리코리아)
기술사업부

14:10~15:30 주제  미국 FDA 의료기기 허가 및 품질시스템 

16:00~16:50 주제  2016년도 건강보험 정책 방향  강사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
기획홍보부

17:00~17:50 주제  2016년도 치료재료 관리 방향  강사  유미영 치료재료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03호 

10:00~10:40 주제  의료기기 SW 개발 표준 IEC 62304 대응을 위한 SW개발 및 검증 방안  강사  정승룡 과장 (MDS테크놀로지)
교육사업부

10:40~11:20 주제  의료기기 SW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팅 방안  강사  박성진 차장 (MDS테크놀로지)

13:30~14:30 주제  의료기기 IP 협의체 정기 총회 (비공개)

산업진흥실

15:00~15:30 주제  특허청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강사  유창용 심사관 (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

15:30~15:50 주제  의료기기 특허출원 및 등록 동향  강사  전창익 심사관 (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

15:50~16:30 주제  의료기술 분야 특허분쟁 사례 및 분쟁대응 방안  강사  전창익 심사관 (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

17:00~18:00 주제  신시장창조를 위한 혁신기술 및 기술교류 세미나 (비공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방안 추진’
복지부, 의심 의료기관 공익신고 이달 31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는 병·의원에서의 비윤리적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

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처방안

을 추진한다.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

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의

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

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

다. 신고는 복지부와 각 지방

자치단체의 보건소, 질병관리

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본

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이

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며 팩스(FAX : 033-

749-6397)접수, 가까운 보

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

사(민원센터)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재사용 신고와 관

련한 상담 및 문의는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건보

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033-736-3402)에서 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

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

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

과 함께 즉시 현장점검을 실

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이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

다. 개정안은 의료용품 재사용

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

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

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전이

라도 일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공익침해 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

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해 공

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

성을 더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

고가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

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

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대상 현장조사 실시

특히, 일회용 주사기 등 재

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

심기관을 선정해 별도의 조사

반을 구성, 3월~5월까지 두 

달여 간 의료기관(한방 의료

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 3.0에 기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

데이터를 통합해 일회용 주사

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

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

이와 병행해, 일회용 주사

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

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

해 즉각 수사를 의뢰할 예정

이다. 또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개정할 계획

이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

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

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

적사항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법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포함되

는 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의료법상 일회용품 재사용

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

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

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일회용품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

위 계류 중이며, 이런 개정안

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

교육 운영 개선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

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

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

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

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한

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시 

신고토록 하고, 중앙회 윤리

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

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

료인 면허취소 방안 역시 함

께 검토된다.

또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

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

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

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

화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이 

강화된다. 보수교육 출결관리

를 강화하고, 복지부 내 ‘보수

교육평가단’을 구성해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특히, 의료기기 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

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

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

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정

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

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

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

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

된 의료기기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

응할 계획이다.

감염관리·예방위한 의료기기 

개발지원 

적극적 감염관리·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의료

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 촉

진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단

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일

회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 고

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

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R&D 위한 임상시험 지원 계획 실시

식약처, 임상시험 어려움 겪는 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식약처, 테마별 의료기기 광고 점검 예정
3월 콘택트렌즈, 5월 체온계 등 영유아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

승희)는 국내 의료기기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제

품  개 발 을  지 원 하 기  위 해 

‘2016년 임상시험 지원 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2013년부

터 시작된 사업으로, 식약처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계획하

고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기업체 등을 지원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제품

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사람을 대상으로 확

인하는 시험으로서, 확증 임상

시험, 탐색 임상시험, 연구자 

임상시험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컨설

팅 △사전 컨설팅 △임상시험 

뉴스레터 발간 등이다.

맞춤형 컨설팅은 의료기기 

상품화를 준비하는 개별 업체

를 대상으로 연구 디자인 설

계, 피험자 수 산출 방법, 연구

를 위한 SOP 작성법 등 업체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의 경우에는 서

울, 인천 등 지역별 임상시험

의뢰자(업체) 및 임상시험기관

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

는 법규, 모니터링 방법, 디자

인 설계 및 통계처리 등을 제

시·안내할 예정이다.

임상시험 뉴스레터 발간에 

대해서는 최신 임상시험 정보 

등을 메일링시스템을 통해 월 

2회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전·맞

춤형 컨설팅을 총 142회 지원

해 2014년(93회) 대비 53% 

증가했으며, 참여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만족도는 93%로 높

게 나타났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지원이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

기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에도 업계의 임

상시험 역량 강화 및 제품화 실

현을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

승희)는 올해 의료기기 광고 단

속·점검을 특정 기간 동안 많

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

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근

절하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집

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

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

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

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

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

고,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

mfds.go.kr/med-info)이나 종

합상담센터(1577-1255)를 이

용해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

능·효과(사용 목적) 등을 확인

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인터

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

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

건 적발했으며, 연도별로는 ’13

년 707건, ’14년 615건, ’15년 

670건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

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

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

았으며, 전단·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

송 4건 순이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

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

타 64건, 포털 53건 순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

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

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

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

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로 단

속·조치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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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협회비 체계 변경 안내

1. 유관기관 및 업계소식과 각종 최신 정보 제공

    (협회 통계정보 활용 포함)

     - 홈페이지, 협회보, 뉴스라인, 뉴스레터,  실적편람, 이메일, 팩스 등

2. 무료 교육 또는 컨설팅, 최신정보 등 제공(CHAMP, 사이버교육 등)

3. 해외 전시회‘한국관’참여 우선권 제공 

4.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대관업무 지원

5. 구인/구직 (의료기기뉴스라인 제공)

6. 국내·외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알선 등 서비스 지원

7. 위원회 활동 참여 및‘정부 등 외부기관’전문가 추천

8. 의료기기산업편람(통계 및 업체 정보 등) 제공

9. 다양한 우대할인 제공

    *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수료 20% 할인

    * 공정경쟁규약 기부 관련 규약심의수수료 50% 할인

    * 의료기기협회보, 의료기기뉴스라인, 뉴스레터, 홈페이지, 편람 광고 할인

    * 교육·세미나·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초청 및 참가비 할인 등 우대

10. 기타 각종 애로사항 발생시 협회 지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999년 7월 설립 당시부터 2015년 말까지 16년간 회원사 규모와 관계없이 연회비 36만원(월 3만원)을 일률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연회비 등 수입 1억 8천만원으로 회원사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회비체계를 변경하여「회원사 중심의 보다 수준있는 지원」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협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성과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올해는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회비 체계는‘회비체계개편 

TFT’를 통하여 8개월에 걸쳐 유관 단체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임을 알아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등 변경사항 : 2016.1.1 시행

[변경 연회비 및 가입비]

구분

연회비 가입비

 전년도 실적보고 금액 종전 현행 종전 현행

정회원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1,000억원 이상

36만원

960만원

30만원 100만원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480만원

2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24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20만원

100억원 미만 60만원

준회원
(판매업, 임대업, 수리업, 컨설팅 등)

- 12만원 18만원 10만원 20만원

[연회비별 신규 제공 서비스]  

연회비 우대혜택 환산금액

96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 지면광고 6회(600만원)

1,225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2회(20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10회(200만원)

의료기기편람 : 지면광고 1회(150만원)

워크숍 초대 : 참가비 5명(75만원)

48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지면광고 3회(300만원)

560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10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5회(100만원)

의료기기편람 : 지면광고 1회(60만원)

24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지면광고 2회(160만원)

270만원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5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3회(60만원)

120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90만원)

13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2회(40만원)

[특별회비 신설] 2016.1.1 시행      
                                         

구분 임원회비 비고

협회장 2,000만원

 연회비와  
 별도임

부회장 300만원

이사

150만원

감사

회원사 지원사업 강화와 연회비 현실화를 위한 회비체계 개편 

회원사 제공 혜택 강화, 적극적인 협회 활용 필요 

www.kmdia.or.kr  |  www.kmdianews.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8~9층(역삼동, 여삼빌딩)  TEL 02)596-7404

>> 협회 제공 서비스 
협회 활동

※ 금액별 광고사이즈 다름

종합뉴스

“간납업체, 의료기기산업 성장의 걸림돌”

의료기기산업이 연평균 

10%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두 가지가 실현돼야 

한다. 하나는 건강보험재정

과 연관되는 ‘의료기기 제값 

받기’와 다른 하나는 유통질

서 확립과 연관되는 ‘의료기

기업체의 제 몫 찾기’이다. 

의료기기산업은 이명박 정

부 초창기부터 국가의 새로

운 경제먹거리산업으로 꼽혔

으며, 현 박근혜 정부 역시 장

기적인 플랜과 투자가 이어

지고 있다. 아직 산업규모는 

작지만 수출 증가율은 타산

업이 견줄 수 없을 만큼 월등

하기에 국민의 기대가 큰 산

업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의료기

기 유통시장에서 대형병원·

병의원과 의료기기 공급사 

사이에 붙박이처럼 존재하는 

간납업체는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만큼 시급하게 해결해 할 

문제이다. 업계에선 죽겠다

고 아우성이다. 우수한 의료

기기를 만들면 뭐하냐는 자

조적인 목소리가 많다. 중간

에서 농간을 부리는 간납업

체의 갑질에 제 몫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간납업체의 폐해와 부

정적 여론이 보건의료산업계 

저변에 알려지면서 간납업체

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그 방식이 불공정거래 관행

을 탈피하는 환골탈태가 아

닌, ‘구매대행업체(GPO)’로 

간판만 달리해 몸집 키우기

에 치우쳐 있다. 

간납업체가 주장하는 ‘구매

대행업체(GPO)’를 살펴보자. 

우선 대다수 국내 간납업체는 

미국식 구매대행업체(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를 표방하고 있다. 의료기기 

유통의 선진화, 병원경영의 

합리화는 그들이 내세우는 최

고의 선이다.

미국의 GPO는 기본적으

로 구매를 전제로 한 병원과 

공급업체 간 계약을 중개하

고 서비스를 제공, 그에 따

른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 구매 수

량,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한

다. 그리고 계약 운영 수수료

(Contract Administration 

Fees, CAFs)를 법(Safe 

harbor guideline; 안전지

대규정)으로 규정한 3% 이하

만 청구한다.

즉, 의료기기의 구매 여부

가 계약 성립의 요건이고, 그 

대가가 수수료인 것이다.

반면, 국내 간납업체는 구

매 수량을 담보하거나 계약

서에 할인율을 명시하지 않

고 있다. 이는 어떤 기준에 의

해 제품을 선택해 병원에 제

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

문이다. 또한 계약서에 할인

율의 명시를 회피하는 이유

는 치료재료 보험청구 제도

하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납

업체와 병원 그리고 환자로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

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치

료재료 유통구조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된다. 

특히, 간납업체는 병원공

급을 빌미로 공급업체로부터 

원하는 제품 단가를 제시받

을 때까지 계약서 체결을 차

일피일 미루고, 공급업체는 

결국 결제대금 지연으로 인

한 금융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GPO는 어떠한가. 사

회적으로 GPO의 효익에 대

해 검증받고 있다. 그 투명성

이나 성과 및 가치가 명확하

지 않아 객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다. 병원의 비용 절감이나 사

회적 비용보다는 구매대행업

체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구

조라는 것이다. 

또 시장 진입의 장벽으로 

GPO를 지목하고 있다. 규

모가 작은 공급업체, 혁신

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가 GPO로 인해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이 환자에게 선

보이지도 못하고 사장된다

는 것이다. 즉 제품의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는 ‘환

자의 삶을 연장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와 다르지 않

다’라고 보고하고 있다(정부

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보고서, 2012).

특히, 간납업체가 병원 경

영의 합리화의 1순위 혜택으

로 홍보하는 ‘비용 절감’이 실

체가 없고 어떤 비용을 절감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가장 치명적

인 문제점은 GPO가 공급업

체로부터 받은 ‘계약 운영 수

수료(CAFs)’를 다시 병원으

로 전달하는 부분을 ‘비용 절

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

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로튼 번 Lawton burn, 구매

대행업체 연구검토, 2014). 

특히, 국내 급여제품의 보험

상한가제도는 간납업체가 주

장하는 ‘비용절감’을 실현하

기 어렵다.

의료기기산업계가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간납업체의 

폐해를 막고, 환자 치료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병

원과 의료기기업체가 상생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실태를 조사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공급업체가 보다 

선진화된 유통 환경에서 환

자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

의료기기 세평

황  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식약처, 차세대 의료기기 매년 20개 제품 맞춤형 지원

의료기기정책과서 신청 접수, 3월중 대상 의료기기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료기기의 신속

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

젝트’(맞춤형 멘토링)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기 대상을 모

집한다.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

젝트’는 2020년까지 차세대 

유망 의료기기 100개 제품에 

대해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

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매년 20

개 제품을 선정하고 5년간 지

원한다.  

이번 맞춤형 멘토링은 융·

복합 의료기기 등 경쟁력 있

는 의료기기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연구개발부터 임상시

험, 허가,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맞춤으로 도움

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 단계

별 정보 제공 △기술 향상 방

법 제시 △기술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개발·제공 등이

며,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가 인력풀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번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를 원

하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는 신

청서를 의료기기정책과로 제

출하면, 심사를 거쳐 내달(3

월)중으로 대상 의료기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

품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라며, 맞춤형 멘토링에 관심

이 있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는 꼭 신청·참여할 것을 당

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통

합정보 BANK 시스템 홈페

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평가원, 식도용스텐트 등 8품목 

허가·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은 식도용스텐트, 체

온조절장치 등 8개 품목에 대한 

‘허가(인증)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상 품

목의 허가(인증)·기술문서 작

성에 필요한 기재 항목, 작성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자료 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식도용스텐트, 

구강악안면고정용판, 금속제

근관포스트, 비금속제근관포

스트, 의료용다기능측정기록

장치, 절삭가공용치과도재, 체

온조절장치, 인공신장기용정

수장치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인증)·기술문서 심사에 필요

한 △기재 항목 △항목별 기재 

방법 △필요한 제출 자료 범위 

및 요건 등이다.

식약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

인 발간을 통해 의료기기 제

조·수입업체 등이 해당 품목

에 대한 심사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지침, 가

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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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업계, 상생하는 의료기기 공급체계 만들어야”
간납업체, 실질적인 구매·실체 있는 서비스 제공 후 수수료 요구 가능

의료기기업계의 종사자로서 ‘병원과 

의료기기 업계가 상생이 가능한 의료

기기 공급체계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과연 병

원은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상생을 진심

으로 바라고 있는가? 어쩌면 그 상생에 

대한 노력과 기대는 의료기기 공급업체

의 일방적인 꿈에 지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병원의 역할은 

국민건강의 증진 더 나아가 국민의 복

지까지 논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의료기기 공

급업체 역시 단순한 시장논리만을 따르

지 않고 환자와 의료 사용자 사이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게

을리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병원과 의료기기 업계 간의 진정

한 상생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부분의 의료기기의 공급체계는 대

리점을 통한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대

리점은 일정 부분의 마진을 가지고 가

납이라는 재고운영 시스템을 따르고 있

다. 미리 병원에서 사용할 제품을 판매

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다 놓고 병원에

서 사용된 물품의 내역만큼 역으로 계

산서가 발행되는 형식이다. 그 과정에

서 분실, 파손, 사이즈 선택의 실수 등

등 모든 재고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리

점 혹은 공급업체가 온전히 떠맡는다. 

또한, 그 사용 내역 역시 투명하게 전

달되지 못한다. 매월 사용된 양을 대략

적으로 정리한 내역이 공급자에게 전달

되고, 공급자는 무조건 그것을 따른다. 

이로 인해 가납재고의 불일치, 일부 병

원의 재사용 이후 보험청구에 따른 허

수발생 등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런 일방적인 거래관행은 많은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 비용은 일방적인 공급자의 손해로 

보일지 모르지만, 국내 의료체계의 발

전에 악영향을 주는 것 또한 무시하지 

못할 일이다. 환자에 시술한 투명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이 없음은 환자 사후 

관리 및 보험청구 과정에서 불일치를 

초래한다.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환

자, 병원, 국가 간의 신뢰를 잃게 되고 

투명하고 정확한 의료기기 사용 내역이 

왜곡된다.

대리점을 통한 공급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은 간납업체를 두기

도 한다. 대형 간납업체들과 손을 잡은 

병원들은 마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진 것과 같은 착

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현재 간납업체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의료기기의 공급체계에 있

어서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료시

스템에 간납업체가 긍정적이 기능이 있

는지 또는 어느 정도인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다.

병원마다 다른 물품코드 정보와 사용

량 정보를 간납업체는 병원으로부터 공

급받고 그 정보를 근거로 공급업체들에

게 발주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 지불해야하는 업체들의 비용은 간

납업체의 노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실제로 위의 과정 이외에 물리적인 

의료기기 공급 과정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국내 간납업체는 단 한 곳도 존재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형식적

인 물류창고를 거치고 병원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물품들. 예를 들어 거즈, 일회

용 주사기 등 대량의, 저가의 물품들에 

국한돼 있고, 치료재료에 대한 물류솔

루션은 전무한 상태다.

문제는 사용량을 확인할 시스템과 인

력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병원의 사용

자들을 대신해 물품의 사용내역 및 재

발주 과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납이라는 재고운영 방식을 

통해 공급업체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어렵기 그지없다. 실

제로 병원의 사용자들은 공급업체들의 

병원 출입을 꺼리고, 반복되는 시술일

정으로 인해 재고현황과 사용량 파악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병원과 의료기기 업계가 상

생 가능한 의료기기 공급체계는 무엇이 

있을까?

간납업체가 의료기기를 정상적으로 

실질 구매하는 것이다. 가납이라는 복

잡미묘한 공급체계를 간납업체가 책임

을 지는 것이다. 공급업체로부터 형식

적인 서류상 구매행위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물 구매를 진행하고, 자신들

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해 병원의 가납운

영을 책임진다면 병원과 공급업체 간의 

상생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납업체는 정당한 물류 서비

스 수수료를 공급업체에 청구하고, 또

한 병원으로부터 병원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받

아서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투

명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루빨리 도입하

면 된다.

간납업체의 그런 노력 없이 현재의 

단가계약에만 집중하고 공급업체를 짓

누르는 형태를 고집한다면 과연 간납업

체의 미래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으며, 현재 의료기기업계는 간납업체

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마

련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지해

야 한다.

향후 간납업체가 변화에 대한 시도와 

노력이 없다면, 병원과 공급업체 간의 

상생의 길은 간납업체를 완전히 배재한 

병원과 공급업체만의 프로세스 개선에

서 상생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간납업체의 이익이 병원과 국민건강 증

진을 위해 투명하고 정당하게 기여하고 

재투자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간납업체가 취하는 이익

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

이 그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간납업체들은 선진국의 구

매대행업체(GPO)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병원과 공급업체 간의 다리 역할

을 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수수료를 취

하는 미국의 GPO와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국내 간납업체들에 

대한 업계의 객관적인 평가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

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IT기반 솔루션

의 등장과 경제상황과 규정 및 규제의 

변화 역시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함께 변하고 지속

적으로 개선하며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

다면 도태되는 것은 진리이다. 병원, 간

납업체, 공급업체를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의 관련 주체들이 이제 각각 살아

남느냐, 사라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의료기기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김 용 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간납업체 개선 TFT 위원

<원거리 모니터링의 임상적 유용성>

환자

•환자 삶의 질 향상1

•이상반응을 조기에 감지하고, 병원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시킴2

•이식형제세동기 및 심장재동기화 환자에서 각각 56%, 45% 생존율 개선3

의료진
•환자당 진료시간이 58% 단축되어 의료진 효율성 증대4,5

•임상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이벤트 발생시 빠른 진단 가능2,6

병원

•재원기간 감소–입원당 재원기간 18일 감소2,7

•응급실 방문감소–심부전환자의 응급실 방문 35% 감소6

• 이상반응(adverseevents)감소–부적절한 ICD shock 52% 감소8 및 뇌졸중 

발생 75% 감소9

 유헬스케어의료기기 사용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정보화사회를 넘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사물인터넷(IoT) 

시대로의 접근은 우리 일상생

활을 바꿔놓고 있다. 전세계적

으로 융복합 IT-바이오헬스산

업이 왕성한 성장을 보이며, 로

봇공학(Robotics)과 생체공학

(Bionics) 등 하루가 다르게 발

전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건

강이 중요시되는 고령화 시대

에 발맞춰 미래의료는 우리에

게도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

리나라에서는 최첨단 IT기술

과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

유하고 있음에도 아직 보건의

료와 정보화 산업의 융합이 초

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보

험위원회 유헬스케어의료기기 

TF는 지난해 3월 유헬스세미

나를 시작으로 이런 융복합 의

료기술에 대한 소개와 사용 확

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여러 차

례 세미나 및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복지부 원격

의료기획제도팀과 간담회를 실

시했으며, 올해 1월 28일에는 

롯데호텔(마포)에서 의료인· 

식약처·심평원 및 산업계 대

표가 참여해 의료기기산업계 

처음으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심혈관용 유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사용

한 원격모니터링(Remote 

Monitoring)에 초점을 맞춰 

대한부정맥연구회 회장인 성

모병원 노태호 교수가 좌장으

로 참여하고, 대한부정맥연구

회 정책이사인 부천세종병원 

박상원 교수와 대한부정맥연

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세

브란스병원 정보영 교수 등이 

심혈관용 유헬스케어의료기

기의 임상적 유용성과 모니터

링의 필요성, 그리고 보험수가

개발에 대한 당위성 등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에서 별도로 추진하

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원

격의료시범사업은 의사와 환

자간에 직접적인 진단과 처

방 등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반

면, 원거리 모니터링(Remote 

Monitoring)의 경우 개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스스로 생

성한 정보를 유무선의 형태로 

자의적으로 전송하면 의료인

이 이 정보를 모니터링해 정상

적이지 않은 정보가 확인시 개

인에게 연락을 취해 가까운 병

의원으로 내원을 유도하고 실

제로 의사와 개인간 대면진료

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2013년 제4차 정부투자활성

화대책을 통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개인간 발생하는 모니

터링의 경우 제약이 없다고 명

확히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지

난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에서 복지부에 질의회신한 내

용도 이와 동일하게 밝히고 있

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4

조에 의거 이런 개인정보가 전

달되고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의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은 물론 

철저한 보안유지 및 관리가 필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이번 좌담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원거리 모니

터링(Remote Monitoring)

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심

혈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모니터링 사례(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CIED)에 대해 의료

계·정부기관 및 산업계 전문

가들이 해외에서 발표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

용성, 비용효과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

행됐다.

미국과 호주 등 이미 원거리 

모니터링이 활성화된 나라의 

경우 대면진료와 비교하였을 

때 불필요한 병원방문이 줄고, 

심혈관질환 특성상 정기적인 

대면진료 이외에 발생할 수 있

는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

로 인해 조기진단 및 질병악화

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적으로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환자 개인은 물론 보호

자(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

고, 의료비용을 절감해 보험재

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사

례(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CIED)

를 살펴보면, 개인이 이런 기

기를 사용해 생성한 건강정보

가 트랜스미터(Gateway)를 

거쳐 유무선의 형태로 진단지

원시스템(외부 서버)에 저장

되며, 개인의 건강정보는 의

료진이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

는데 정상범위를 벗어날 경우 

환자에게 연락을 취해 대면진

료가 권고되는 형태로 운영되

는 것이다. 당연히 혹시 정보

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도 있

다는 우려섞인 의견도 있지만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안전성

과 보안과 관련해 미국의료정

보보호법(HIPPA), 개인정보 

공유협정인 유럽의 세이프하

버(EU Safe Harbor) 및 정

보보호 국제표준화기구(ISO 

27001:2005)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

고 있다. 의료기기를 허가심사

할 때에도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에 관한 내용을 심

사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미국 

FDA 규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식약처에서도 이와 동등

한 수준의 심사방침 및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허가를 

내주고 있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보의 보안성과 기밀성

을 확보하는 절차는 이미 수립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FBI가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문제로 

미연방법원을 통해 애플에 해

제명령을 했음에도 CEO인 팀 

쿡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받

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뉴스가 

화제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

서는 개인정보의 보안 및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인식과 관리체

계가 확고하며, 이를 어겼을 

때 회사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기에 보안관리에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좌담회에서 논의된 

CIED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이미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원

거리 모니터링 자체에 대한 보

험급여 혹은 비급여 형태로 인

정받고,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거리 모

니터링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됐고, 보

험정책을 통해 보건의료시스

템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나라

마다 환경이나 정책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거리 모니터링, 현행 ‘의사와 개인’ 대면진료 가능”
국내 ‘보건의료와 정보화산업’ 융합은 아직 초기 단계

유 승 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헬스케어의료기기 TF 리더

<해외 CIED 보험급여현황>

국가 보험여부 도입시기 보험수가내역 비고

호주 급여 2006년

인공심장박동기(pacemaker) : 

대면진료(AU$34.75) + 1회 원격모니터링(AU$66.85)

제세동기(ICD/CRT-D) : 

대면진료(AU$94.75) + 2회 원격모니터링(AU$189.50)

최소 연 1회

 의사-환자간 

대면진료 

필수 

일본 급여 2010년
대면진료 : 3,600엔(약 36,000원)

원격 모니터링 4개월마다 5,500엔(약 55,000원)

미국 급여 2008년
인공심장박동기(pacemaker) 및 제세동기(ICD/CRT-D)에 대해 

MEDICARE System하에서 보험적용 - 월별 청구

프랑스 급여 Transmitter 비용청구 : 864 (ICD), 972 (CRT-D)

스위스 급여 2015년 2015년 1월 심혈관조율용 기기에 대해 보험 적용

대만 비급여 2013년  환자 본인부담으로 병원에 따라 다름

다만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아직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로 제한해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있기에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애매모호한 정

의 및 규정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

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트렌드

는 진단과 예방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질병이 악화돼 

손 쓸 수 없는 단계에서는 아무리 노력

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병악화를 조금 

지연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할 수 있는 치료의 전부일 수 있다. 하

지만 개인이 소중한 생명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예방의료 및 조

기진단에 투자를 늘려나간다면 조기

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고, 보다 손쉬

운 치료법을 통해 건강관리가 수월해

져 삶의 질이 개선되고, 수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생산유발 효

과도 배가돼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분명히 유헬스케어의료기기도 장점

과 단점이 존재하고, 편익과 함께 우려

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임상적

으로나 보험재정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과 국가 모두 선택적으로나마 보

험수가 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다. 이미 미

국, 유럽, 중국 및 일본 등 유수한 선진

국들은 미래의료로의 도약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첨단 보건의료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자칫 

우리의 뒤늦은 결정이 경제성장의 발목

을 잡지 않길 바랄 뿐이다. 되도록 이른 

시기에 최상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기

술 및 융복합IT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

장을 선도할 우리나라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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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기총회

2016
정기총회

“ “
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정기총회’를 맞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7대 임원들과 함

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협회는 866개의 회원사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의료기기 대표단체입니

다. 정부 역시 협회를 정책파트너와 법령제개정의 조언자로서 함께 소

통하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7년이라는 짧은 역

사를 가진 협회임에도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대변, 국민

건강 보건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분 모두가 매진해온 결과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의료기기선진국으로 나아갈 길이 

험난하지만, 정부와 회원사 그리고 업계가 하나로 단합해 나가면 목표

를 달성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협회 이사회에서는 협회 창립 이후 16년 만에 회비체계 

개편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현 이사회 임원사는 모범적으로 별도로 책정

된 임원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협회 활동에 적극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비체계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재원은 협회 내 9개 위원회의 활

동비 명목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협회가 당면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보

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회원사에 제공하는 확실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동유럽 순방 중 체코경제사절단으

로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의료기기의 동유럽 진출 확대의 

잠재성을 보았습니다.

협회는 올해 5월 이란의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와 11월 시카고 RSNA 

북미주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까지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

조사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의료기기산업이 이루어 

온 연평균 10%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과 연계되는 ‘의료기기 제값 받기’와 유통질서 확립과 연계되는 간납업체 

철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간납업체 철폐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Agenda로 삼고, 

작년부터 ‘간납업체 개선 TFT’를 구성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납

업체 철폐를 위해 불굴의 투지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제도와 

법령 마련’을 요구하고, 의료기기산업의 생존권을 걸고 국민의 건강향상

을 위한 의지로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이루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황 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의료기기산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을 해주시

는 내외 귀빈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한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료기기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시

게 되실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의

료기기산업은 헬스케어분야의 개발투자 증가와 꾸준한 기술 혁신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 불허에 수출지역을 다변화하

고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와 CT 스텐트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수출을 

늘려서 의료기기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자 맡은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셨기에 나타나게 된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기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서 세계시장 진출을 위

해서는 R&D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투자지원이 절실합니다. 정

부는 소비자 안전과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국민 

건강과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지

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

록 제품개발단계별로 허가 자료를 사전에 심사하는 단계별 허가 제도

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행착오 없이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선

정하여 연구개발 기법, 임상시험, 허가,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서 맞춤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멘토링인 차세대 100프로젝트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신속하

고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와 열정적인 도전으로 의료기기산업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

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의 회포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

시길 기원합니다.

김 승 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업계 생존을 위해 간납문제 해결 총력”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❶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자들과 김승희 식약처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❷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❸ KMDIA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❹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❺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 수상자들과 황회 협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❻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❼  KMDIA 황휘 협회장이 초대 협회장이신 이창규 DK메디칼솔루션 회장에게 회원사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❽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장 표창을 강대원 메디라인액브코리아 대표에게 

수여했다.

❾ KMDIA 정기총회에 참석한 외빈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❿  협회 서현배 감사(현메딕스 대표)가 협회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개회사 축사

❷ ❸

❼ ❽ ❾❻

❹

❺

❿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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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관리부

■ 2016년 정기총회 개최
○ 주요내용 : 2016. 2. 24(수) /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셀레나홀
 

   ▶ 기획홍보부

■ 의료기기 미래시장 창출 ‘산·학·연·관 합동 혁신포럼(대토론회)’ 참석(02.02)
○ 주요내용 :  식약처는 의료기기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기관별 ’16년 업무계획 

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모색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추진 관련 민원설명회 참석(02.03)
○ 주요내용 :  - 통합운영(시범사업) 추진방안 설명
    - 허가와 평가 결과 일치로 시장 불만 해소
    - 시장진입시기 3~9개월 단축
    - 통합운영을 통한 업계 편리성 제고

■ 제2차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개최(02.12)
○ 주요안건 :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보고사항 등

■ 대이란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02.12)
○ 주요내용 :  - 대이란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업추진방안 협의

    - 복지부, 진흥원, 의료기기, 제약, 화장품 분야 각 단체 참석(총 17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료기기분야 규제 추가의견 청취 간담회(02.18)
○ 주요내용 : - 치료재료 가치평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관련 빅데이터 산업계 이용 제한
    - 원재료/제조공정 동일 의료기기의 시험면제, 사용목적에 따른 별도허가 개선
    -    혈액법 개정을 통한 폐기검체 활용, 화평법내 괸리기준 완화, 임상시험기관의 

확대 등

■ 공정경쟁규약 개정관련 복지부-3개단체 회의 개최(02.19)
○ 주요내용 :  복지부와 KMDIA, KPMA, KRPIA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협의

■ 식약처 국제협력 워크숍 참석(02.25)
○ 주요내용 :  AHWP 의장국 주최 금년도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통관관리부 

■ 2월 표준통관예정보고 승인·발급 현황(02.01~02.29)

구분 총 건수 구분 총 건수

표준통관예정보고 6,626 시험용의료기기 등 확인서 546

■ 요건면제 수입확인(02.01~02.29)
○ 주요내용 : 접수 2건 / 사후관리 17건

■시험용의료기기 등 확인서 업무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전달(02.23)
○ 제 출 처 : 서울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2016년 1차 의료기기수입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 공문발송(02.29)
○ 일     시 : 3.17(목) / 삼성동 코엑스 세미나실 318호 
○ 사전접수 : 3.8(화)~3.11(금) 협회 교육시스템 온라인 접수(선착순 150명 마감)

   ▶ 광고관리부

■ 2월 광고사전심의 업체 민원 상담 현황
○  민원상담업체(품목) : 한국애보트(주)(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주)한국존슨앤드존슨(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 (주)어싱코리아, 한국엘러간(주)(조직수복용생체재료), 한나제이(주)(확장
용의료용흡인기)

   ▶ 산업진흥실

■ 의료기기산업동향조사 연구 종료(02.12)

■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전략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연구 최종 평가(02.24)
○ 세부과제 :   해외 수출국 정보 및 국내·외 첨단 의료기기 개발 성공사례

■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 사업 세미나 관련 회의(02.15, 02.17)
○ 세부과제 :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과 커뮤니티 공유

■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고도화사업 2차 사전회의(02.15, 02.18, 02.19)
■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연구 계약체결(02.15)

■ 식약처 선제적 의료기기 평가기술 연구과제 착수보고 참석(02.23)
○ 주요내용 :  2017년 의료기기분야 신규 R&D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착수보고

■ 2015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결과 보고(02.29)

■ 제5차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의제(안) 제출요청(02.18)
○ 주요내용 :  대미 의약품·의료기기 교역 시 발생하는 우리 업계의 각종 애로사항 등 미측에 

제기가 필요한 사항

■ 제1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의제수요조사(02.26)
○ 주요내용 :  한-뉴질랜드 무역·투자 전반에 관련된 애로사항

   ▶ 기술·교육사업부 

■ 국내 전시사업 관련 회의(02.02, 02.05)
○ 주요내용 : 2016 KIMES 전시회 산자부, 식약처 부스운영 관련 논의

■ KOTRA 수출입사업 및 해외전시사업 관련 미팅(02.17)
○ 주요내용 : 수출입사업 관련 논의 및 미국 시카고 의료기기 전시회 관련 사전 미팅 

■ 2016 국고지원 해외전시사업 수행기관 워크숍 참석(02.18)
○ 주요내용 : - 해외전시 사업수행 프로세스 및 서비스질 표준화 전파
    - 한국관 추진 노하우 및 성공, 실패사례 등 정보 공유

■ 일본 오사카 메디칼 저팬 전시회 사전조사 국외 출장(02.24)
○ 주요내용 : 2017년 동 전시회 한국관 운영 관련 사전 조사 및 주최 측(Reed) 미팅

■ 해외 전시사업 관련
○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 한국관 디렉토리, 영문브로셔 제작
    - 협력업체(운송, 여행사) 모집 공고(~2.26) 및 선정평가
○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
    - 참가업체 모집 안내(~2.20)
○ 2016-17년 분리선정 해외 전시회 
    -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 및 미국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추가 선정

■ 인허가 기술지원 상담업무 관련
○ 인허가 기술지원 상담센터 운영방안 개정
○ 명예상담사 간담회 개최 안내 및 모집
○ 인허가 기술지원 상담신청 유선 문의 안내
○ 기초유선상담 진행 및 지원
○ 인허가 정보 변동 사항 모니터

■ CHAMP 및 인재양성 교육
○ 2015년도 CHAMP 교육 관련 예산 정산 및 회계 감사 준비
○ 2016년도 협회 교육일정(CHAMP 및 인재양성 교육) 안내
○ CHAMP 교육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1차’ 교육 접수
○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교육 접수

[ 회원사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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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29일
   ▶ 협회 의견제출/추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 규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회신(02.03)
■  첨단융복합의료기기 개발단계별 허가·심사 방안 마련 협의체 전문가 추천(02.03)
■  IVD-MIA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추천(02.03)
■   레이저수술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안전 지침(안) 마련 전문협의체 위원 추천(02.04)
■  자기공명(MR) 사용환경을 고려한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협의체 위원 

추천(02.04)
■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지침 개정(안) 의견 회신(02.04)
■   WHO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안정성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조회(02.05)
■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추천(02.12)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품목 재분류 방안 및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

한 전문가 추천(02.12)
■  별도산정 치료재료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02.12)
■   식도용스텐트 등 8개 품목의 허가(인증)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의견 제출(02.12)
■  3D 프린터로 제작된 맞춤형 의료기기 심사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추천(02.16)
■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진단 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추천(02.18)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generation sequemcing) 체외진단용 의료기

기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추천(02.18)
■  복지부 및 심평원 대상 KIMES 2016 건강보험 강연 요청(02.22)
■  식약처 의해정보과 의료제품 기업체 안전성 정보 공유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회신(02.22)
■   식약처 중고의료기기 수입/수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서 제출(02.22)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5년도 컨소시엄사업 전략분야 파트너 훈련센터 회계정

산 자료 제출(02.22)
■   식약처 정책자문위원회(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02.23)
■  개인용 및 멸균 의료기기 GMP 전문가 협의체 위원 추천(02.25)
■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의료기기제조업체 현장방문 업체 수요조사(02.25)
■  식약처 의료기기연구과 2016년도 자체연구개발과제 전문가 협의체 위원 추천(02.26)

■   KOTRA Brightstar 파트너링 사업 안내(02.26)
○  주요내용 :  국내 유망기업들의 유럽(영국)시장 진출 지원 안내 

   ▶ 협회 안내/알림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기업지원 프로그램 홍보 안내(02.01)
○  주요내용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비용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홍보 안내

■  경인식약청 관할 업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지정 안내(02.16)
■  식약평가원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허가심사 방안 민원설명회 안내(02.04)
■  식약평가원 2016년 제1차 치과재료 업계 간담회 개최 안내(02.04)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안내(02.04)
○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분류 및 품목별 등급’을 공고에서 고시로 

통합 운영해 의료기기 관리 효율성을 제고
    - 국제기준에 따라 등급 조정 및 품목을 세분화해 민원편의를 도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수입 의료기기 외국제조원 GMP 심사 세부 운영기준(제4개정) 안내(02.11)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02.11)
○ 주요내용 : -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법률 근거가 마련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 등

의 업무 소관을 지방청장에게 위임
    - 의료기기위원회의에 속한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

■ 식약처 2016년도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기한 도래 안내(02.12) 
○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 받은 자는 

매년 2월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장에게 제출

■  사회공헌활동-어린이이동건강검진사업 시력 및 청력검사 참여 안내(02.17)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지침 안내(02.22)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허가·심사 신청시 원재료 작성방법 등 안내(02.22)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교수 의료정책교실 강의 안내(02.24)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신청방법 안내(02.24)
■  2016년 상반기 의료기기심사부 종합 민원설명회 발표자료 안내(02.25)
■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신청방법 등 안내서 마련 

안내(02.25)
■  제32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건강보험정책세미나 개최 안내(02.29)

   ▶ 법규위원회

■ 법규위원회 분과위원장/간사/자문위원단 전체 회의(제1차)(02.03)
■  법규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 회의(제1차)(02.19)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안전평가분과 회의(제1차)(02.24)
○  주요내용 : - 협회 중점사업  KGMP 제도개선안 공유
    - 안전평가과 업무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요청사항 발굴

■  법규위원회 심혈관기기분과 회의(제1차)(02.24)
○  주요내용 :  전기수술기용전극 품목 및 등급 및 재분류(안), 시험규격(안)을 포함한 허가·심

사 가이드라인(안) 검토

 

   ▶ 보험위원회

■  심평원 치료재료 연구 관련 자문회의 참석(02.04)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연구 관련 논의

■  보험위원회 치료재료 가치평가 관련 회의(02.22)

■  보험위원회 전문가 초청 좌담회 개최(02.22)
○ 주요내용 :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현안 및 전망과 치료재료 산업에 대한 의견 및 조언

■  2016년 제1차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 소위원회 참석(02.26)

   ▶ 윤리위원회

■ 간납업체 개선 TFT 대면회의(02.01, 02.15)
■ KMDIA-간납업체 이지메디컴 미팅(02.12)
■ 윤리위원회 전체위원 회의 제2차(02.15)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관련 간담회(02.25)
○ 주요내용 :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간납업체 실태조사 등

■ KMDIA-복지부 약무정책과 미팅(02.26)
○ 주요내용 : 간납업체 문제에 관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개선방안 협의

   ▶ 홍보위원회

■ 홍보위원회 ‘아리랑 TV(국제교류 영어방송채널) 4Angles’ 방영(02.21)
○ 주요내용 : 국내 유헬스케어 산업 및 관련 의료기기 현황 및 발전방향

■ KMDIA 어린이이동건강검진사업 계획 추진 논의(02.12)

■ 홍보위원회 지원사항
 ○ 협회장 매일경제 칼럼기고(2.3일자 발행) -“약진하는 의료기기산업, 세계 시장 진출”
 ○ 협회 성명서 배포(2.5) - 정부대상 간납업체 문제 해결 촉구

   ▶ 체외진단위원회

■ 체외진단위원회-식약처 체외진단기기과 방문(02.12)
○ 주요내용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관련 규제개선 요청 의견서 조율

   ▶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교류위원회 회의(02.19)
○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소개 및 국제교류위원회 활동 방안 공유

■ 국제교류위원회 지원사항
○ 해외 대표 의료기기 협회, 단체 조사
    - 멕시코, 페루 및 브라질 의료기기 협회 방문 관련 미팅 일정 협의   
○ 한-일 민관 공동세미나 개최
   - JIRA 컨택(참가 협조 관련 문의)

   ▶ 협회장 활동

■ 제1차 이사회(02.16)
○ 주요내용 :  신임이사 4명(김근식 ㈜동방메디컬 대표이사, 김성구 제이더블유중외메디칼㈜ 

상무, 김영민 ㈜지인씨앤티 대표이사, 김은영 한국앨러간㈜ 대표이사)

■ 페어플레이 클럽 반부패서약 선포식 참여(02.18)
○ 주요내용 :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기업문화 조성 동참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 참석(02.26)
  

   ▶ KMDIA 회원사 현황     

■  기준 2월 29일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66  183 160  360  703 161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2 2 0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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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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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여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협회 회원사

어린이이동건강검진
회원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참여 안내

● KMDIA 어린이이동건강검진 안내 ●

 • 주 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회원사

 • 일 정 : 2016년 4월 30일(토) 오전 9시 ~ 14시(5시간 소요)

 • 검진항목  : 키·몸무게 / 체지방 / 시력 / 혈액 / 소변 / 청력 / 초음파 검사 등

 • 대 상 : 2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0여명(대전광역시)

 • 장 소 : 한빛·다모아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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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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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혜택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 기부영수증 제공 / 협회 매체를 통한 후원내용 공개 

 • 신청기간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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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 력 : (사)온프렌즈(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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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아기술은 1987년에 미국이나 유럽 

등 의료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감마선 멸균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

한 기업이다. 감마선 멸균은 잔류독성이 없

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멸균법으로 국내

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들의 멸균 안전성

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멸균

품질의 세계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ISO 

9001은 물론 미국 FDA의 현지실사를 통한 

등록승인과 최근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기

술을 지원하는 멸균전문기업 ‘그린피아기

술’의 CEO 김관수 사장을 만나 회사의 발

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그린피아기술의 주요 사업영역은?

감마선 멸균과 전자선 멸균 그리고 이

오(EO) 멸균 등 의료기기 멸균을 주력 

사업이다. 멸균과 관련된 컨설팅은 물론 

관련 자재인 인디케이터, 즉 CI 및 BI 판

매사업을 하고 있다. 인디케이터는 멸균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멸균시 ‘스티커’의 색깔의 변화에 

따라 알 수 있어 안전성 확인에 유용한 

표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멸균 및 

포장 밸리데이션 서비스와 미생물 생균

수시험, 무균시험, 세포독성시험 등 각종 

시험서비스에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장

기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업도 추진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의료기기 멸균에서 감마선이 중요 위치에 

있는데?

의료기기 멸균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됐던 EO 가스 멸균에서 혼합가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CFC)나 이산화탄

소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멸균기술이 요구

됐다. 지금까지 멸균방법 중 가장 확실하

고 안전한 방법이 감마선 멸균으로 확인

되면서 멸균기술의 발전에 전환점이 됐

고 멸균 기재의 선택이 넓어졌다. 특히 

감마선 멸균방법이 선진국으로부터 각광

을 받고 있는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이

다. 즉 의료기기에 어떤 독성도 잔류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물론 사용자인 의료진

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됐

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직접 감마선 멸균

을 요구하면서 산업적으로 확대되는 추

세다.

이런 상황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보편화 추세이며 국내에서 아직 인식의 

깊이가 낮다. 향후 의료선진국으로 발돋

움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감마선 멸균이 

당연한 과정으로 전환될 것이다.

최근 괄목할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지난해 회사 중앙연구소가 미생물 시

험분야에서 KOLAS-ILAC 국제공인시

험인증을 획득해서 그린피아기술을 이용

하는 고객들에게 국제적인 수준의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국

내 시험서비스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

관에서 신뢰성 있는 시험을 기반으로 인

허가가 이뤄져야 대외적인 경쟁력이 확

보할 수 있다. 그린피아기술과 거래하는 

고객들은 인정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생

산에 주력할 수 있고 그 일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의료기기 생산의 최종 단계인 

멸균과 시험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자부

심을 느낀다.

기업경영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그린피아기술은 고객에게 확실한 멸

균을 제공할 때 존재가치가 있다. 감마

선 멸균이 고객 제품의 품질을 만족시킨

다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멸균 의료기기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30여년간 미국이나 유럽의 

세계적인 멸균전문기관들과 경쟁하고 빠

짐없이 정보를 분석해 오고 있다. 감마선 

멸균서비스를 제공해 온 이래 세계 어느 

기업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술

수준을 유지하는데 부단한 노력과 투자

를 해 왔다.

이는 고객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결된

다. 최대한 고객의 관점에서 편의를 제공

하고 어떤 제품이나 시험에서 정도를 벗

어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 고

객의 신뢰를 쌓는 것은 고되고 외로운 길

이지만 오랫동안 거래하는 고객의 충성

도에 보답하겠다는 정직함으로 이겨내

고 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중앙연구소가 회사

에 미친 영향은?

그동안 국내에서 최고를 꿈꿨다면 이

제 세계에서 인정받는 시험서비스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향후 

NAMSA나 NELSON과 같은 세계적인 

시험기관과 어깨를 견주겠다는 목표가 

있다. 이 목표는 사장인 내가 세운 게 아

닌 회사직원들이 스스로 세운 것이다. 최

근 연구원들이 이들 연구기관에서 교육

을 받으면서 세우게 된 ‘그린피아기술의 

성장 그리고 중앙연구소의 지향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나가는 연구소가 

되도록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고객’과 ‘신뢰’ 두 가지가 중요하다. 즉, 

고객이 그린피아기술에 대한 신뢰, 그린

피아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

뢰를 어떻게 가지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게 정직이다. 정직

하면 믿음이 쌓인다. 직원들에게 늘 정직

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라고 이야기 한다. 

특히 시험성적이나 조사처리확인서가 제

품 품질이나 수출입에 중요한 문서로 사

용되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체제

를 갖추는게 중요한 부분이다. 각종 국제 

인증이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

의 경쟁력이 되지만 그로인해 ‘고객신뢰’

가 생기면 그것이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

을 다하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도를 벗어

나는 일은 생각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

단하기도 한다. 시스템이 있는데도 직원

들이 정직하지 못해 개인의 위신이 실추

되거나 회사에 큰 위기를 몰고 온 사례

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비전과 올해 목표는?

그린피아기술은 ‘늘 고객과 함께하는 

것’이다. 고객의 성장이 우리 회사의 성

장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그린피아기술

의 비전은 함께 성장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발전하자는데 있다. 올해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확장돼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새롭게 

시작한 이오(EO) 멸균사업, 인디케이터 

판매 사업과 각종 시험서비스를 확대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성장하

고, 안전과 멸균 그리고 시험인증의 멸

균토털전문회사로 첫발을 내디딘 상태

이다. 

의료기기업계에 한말씀 전한다면?

기업의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의료기

기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

므로 이윤보다 생명의 소중이 중요하다. 

그린피아기술 역시 멸균을 전문으로 하

는 기업이다 보니 무엇보다 최우선의 가

치가 고객과 소비자의 안전이다. 의료기

기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있어서 멸균 전

문가인 그린피아기술에게 제품을 맡기기

를 바라며,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희망한다.

“수준 높은 멸균기술 경쟁력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
감마선 멸균, 잔류독성 없는 안전성 높고 친환경적인 멸균법으로 각광

 그린피아기술(주)-김관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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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월의 주요 여정

소통의 공감은 쌍방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있다. 공감의 중요성을 

떠올리며 〈표 1〉의 여정들은 그 일방

성을 벗어나 소통으로서의 합리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다시금 돌이

켜본다.

 2월의 첫 여정으로 복부지방의 둘

레 감소에 사용되는 ‘고강도집속형초

음파수술기’의 허가심사방안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2월 16일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

과 더불어 성능 및 사용방법의 허가심

사방안, 그리고 전임상시험의 예시 등

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

로 진행했다.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

한 허가심사 방안의 발표내용은 임상

을 통해 개량된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용방

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구체적인 실례와 함께 설명해 많은 호

응을 받았다. 또한 전임상시험의 대상

과 비임상시험의 설계 디자인 및 피하

지방 감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

가 등의 다양한 예시를 곁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

돼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

그리고 2월 17일에는 협회에서 관

련 전문가 15명이 모여 생물학적 안

전성에 관한 통합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통합가이드라

인(안)의 계획(안)에 대해 공유하고 

전문 분야별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했

다. 식약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에서

는 ‘자료제출 면제 대상 공고’ 대상 외

에 심사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료제

출 면제대상 원재료에 대해 조사하

고, 산업계에서는 외국의 자료제출 

면제 관련 제도와 규정 및 면제가능 

원재료의 현황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시험검사기관에서는 생물학적 안전

성평가의 적용범위, 시험목적, 일반

원리, 시험항목별 목적 등 가이드라

인(안)의 개요를 3월 말까지 작성해 4

월 중에 다음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한편 2월 23일에는 건설공제회관

에서 의료기기심사부의 종합민원설

명회를 개최했다. ’16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허가·심사 분야의 제도변

화와 그동안의 허가심사 관련 합리

화방안들을 총괄 정리해 발표한 이

날 설명회에서는 572명의 의료기기

관련 인허가담당자들이 참석해 성황

을 이뤘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예측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과 허가·심사 합리화를 위한 추

진사항으로 구성해 발표했다. 따라서 

‘사전 GMP 제도도입에 따른 허가심

사 절차’,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

기기 관리방안’, ‘의료기기 사용목적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 운영’, ‘체외

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개선

내용’,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

영에 따른 허가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실제적인 인허가 업무수행에 많은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발표자

료는 식약처, 협회, 의료기기정보기

술지원센터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재

돼 있다.

다음으로 AHWP 의장국으로서 진

행하는 AHWP 사무국운영회의와 국

제 워크숍을 2월 25일 서울 신라호텔

에서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AHWP

의장(정희교 의료기기심사부장)과 기

술위원회부의장(이정림 과장)을 담당

하고 있는 우리처의 관계자를 비롯한 

AHWP 사무국의 Bryan So, Carol 

Liu 등이 참석해 AHWP 사무국운영

회의를 먼저 진행했다. 이어 프랑스 

및 싱가포르 의료기기 규제전문가와 

민관국제협력팀 및 심사부 등 90여명

이 참여한 국제워크숍은 성황리에 마

무리돼 아시아 지역 의료기기 규제선

도를 위한 AHWP의장국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했다. 특히 ‘ASEAN의 의료

기기 규제 현황(Alfred Kwek)’과 ‘유

럽 의료기기 규제 및 CE 인증 현황

(Nicolas Clary)’에 대한 초청강연과 

더불어 민관국제협력팀에서 10개 WG

별 국제공통가이드라인 제안 대상과 

주요내용을 발표했으며 ’16년도 추진

계획의 공유를 통해 국제협력의 활성

화와 선도를 위한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2월 29일에는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제품개발시 발생하는 시

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개발단계별 허가·심사 방

안’ 협의체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계와 시험검사기관 등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제품의 개발단

계에서부터 허가에 필요한 자료(생물

학적 시험자료, 전기·기계적 시험, 

임상시험 등)를 각 단계별로 사전 심

사해 신속 허가를 지원할 수 있는 개

발단계별 허가·심사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처리절차 등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달에 개최할 2차 회의

의 일정을 수렴했다.

3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3월의 소통여정은 활기찬 봄의 계

절에 걸맞도록 〈표 2〉와 같이 일정을 

가득 채우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분과에서 3월의 첫 모임으로 체외진

단의료기기의 산업발전과 제도개선

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CEO 간담

회(3.3)를 준비하고, 체외진단다지표

검사제품의 협의체(3.24)와 NGS를 

이용한 제품의 전문가 협의체(3.30)

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원재료의 

자사규격을 작성하는 개선방안을 논

의하기 위한 제2차 협의체(3.8)와 더

불어 MRI 등 고출력 자기장 발생 환

경에서의 의료기기 안전사용과 관

련한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협의체

(3.10), ‘제2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

럼(MDCF)’ 착수보고회와 연계해 포

럼의 세부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

포럼운영위원회(3.31)를 정형재활기

기분과에서 준비하고 있다.

한편, 레이저 특성(성능)을 고려한 

안전성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

체(3.9)와 모바일 의료용 앱기반 유헬

스케어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

라인 개발과 실무자 교육지원방안 검

토를 위한 협의체(3.23), 그리고 고강

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의 허가심사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전

문협의체(3.15)의 첫 모임을 각각 첨

단 및 심혈관기기분과에서 준비 중이

다. 그리고 구강소화기기분과에서는 

홈헬스케어(가정용)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협의체(3.18)와 치

과재료 품목 재분류와 관련한 제2차 

회의(3.22), 그리고 3D 프린터와 관

련된 새로운 품목 신설 여부, 의료기

관에서의 관리, 운용인력에 대한 자

격요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3.25)를 계획하고 있다.

의료기기 규제선도를 위한 AHWP의장국 역할 수행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3.2~3.4)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CEO 간담회(3.3)

2주(3.7~3.11)
○ ‘의료기기 허가·심사 원재료 작성 개선’ 협의체(2차)(3.8) 
○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지침(안) 마련 전문가협의체(1차)(3.9)
○ ‘자기공명(MR) 사용환경을 고려한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1차)(3.10)

3주(3.14~3.18)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민·관전문협의체(1차)(3.15)
○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협의체(1차)(3.18)

4주(3.21~3.25)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2차)(3.22)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1차)(3.23)
○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단계별 허가·심사 방안마련’ 협의체(2차)(3.23)
○ 체외진단다지표검사 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전문가 협의체(1차)(3.24)
○ 의료현장 3D 프린팅 제품의 허가심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3.25)

5주(3.28~3.31)
○ NGS를 이용한 제품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전문가 협의체(1차)(3.30)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2차)(3.31) 

〈표 2〉 3월 주요 소통 일정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2월	16일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의 민원설명회

	-`		복부지방	감소에	사용되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의	가심사	방안	설명
의료기기
산업협회

37명

2월	17일

○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1차)

 -`		면제가능	원재료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의료기기
산업협회

15명

○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전문가 협의체(1차)

 -`		협의체	운영	계획	및	해외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	관리	현황	조사
서울역스마트

워크센터
10명

2월	23일

○ 치과재료업계 간담회(1차)

 -`		치과재료의	허가심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서울역스마트

워크센터
10명

○ 의료기기 허가·심사 종합민원설명회
 -	’16년	허가심사	분야	정책	및	방향	등에	대한	종합민원설명회

건설
공제조합

572명

2월	25일
○ 규제조화의 글로벌 리더도약을 위한 민관 국제협력팀 워크숍 

 -`		AHWP	국제	워크숍	및	민관국제협력팀	활동계획	발표,	토론	등
신라호텔 85명

2월	29일
○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단계별 허가·심사 방안’ 마련 협의체(1차)

 -`단계별	허가심사방안	추진계획	및	국내·외	제도	현황	등	의견	수렴
서울역스마트

워크센터
15명

<표 1> 2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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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메디칼(주)(대표·변박연)은 

최근 독일 보쉬(Bosch) 계열사인 보

소(boso)의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국

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해 1월 1일부로 혈

압계, 체온계 같은 수은 사용 의료기

기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금

지하는 의료기기 규정을 고시함에 

따라, 향후 무수은 방식의 아네로이

드 혈압계가 그 시장을 대체할 것으

로 전망된다.

보소(boso)는 독일 자국 내 의사

의 77%가 사용하는 병원용 아네로

이드 혈압계 전문제조회사이며, 한

국에 조인메디칼과 독점계약을 체

결하고 본격적인 국내 시장 판매에 

나선다. 

특히 보소의 아네로이드 혈압계에 

적용된 투인원 튜브시스템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생되는 정확도 문

제를 해결했다. 안정적인 압력 전달

을 위해 다중 튜브를 하나로 결합한 

보소(boso)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로 

제품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보증하

고 있다.

이 미  응 급 모 델 인  V a r i u s 와 

Clinicus는 소방 응급팀과 국내 로

컬에 일선 배치되고 있으며, 후속 출

시예정인 홈케어용 보소(boso) 전자

혈압계 또한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

고 있다.

에인에이(대표·김현철)은 제

32회 KIMES 2016에 참가해 

Meridian Pulse와 LED LIGHT 

SYSTEM을 융합시킨 ‘스마트론

(AINA-8000L)’을 선보인다.

SMARTRON은 정부 R&D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첨단기술제품

으로, 인체의 전기적 특성과 가장 

유사한 주파수 파동을 이용한 자극 

장치로, 손·발·복부 등을 자극해 

근육통 완화 및 기초 신진대사를 촉

진하고 지방의 연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개인용 토털케어시

스템이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 LED 광선요

법을 적용한 복부 경락장치 기술과 

Meridian Pulse를 이용한 다채널 

방식의 자극시스템을 탑재했다. 이 

주요핵심특허 2종은 서울국제발명

전시회와 말레이시아 국제발명전시

회에서 각 금상을 받은 획기적인 발

명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안전성 부분의 국제규격 6

개 항목인 광생물학적 안전성, 전

자파장해 및 내성 테스트, 유해물

질 안전인증, 피부자극, 피부독성, 

피부감작성을 통과해 남녀노소 누

구나 개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편, 에인에이는 2005년 설립돼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제품부터 전

문적인 의료장비까지 다양한 헬스

케어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이

며, 2009년 100만불 수출탑을 수

상한데 이어 2015년 제51회 무역의 

날 ‘300만불 수출탑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2007년 중국법인을 설립한 이후

로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

아, 폴란드, 칠레, 베트남, 말레이시

아, 카자흐스탄 등 해외 10개 법인

을 두고, 활발한 수출 증대를 꾀하

고 있다.

㈜제이에스메디텍(대표·경종길)

은 제32회 KIMES 2016에서 전동 

무릎재활 운동기(NK-2000)와 전

동 상하지 재활운동기를 비롯해 재

활 및 복지용품 종합 브랜드인 스마

트웰을 선보인다.

스마트웰은 대표 KNEE CPM 제

품인 NK-1000과 NK-2000을 비

롯해 재활 전동상하지 운동기기인 

스펙트라시리즈와 전동샤워트롤리, 

보호대 및 재활 복지용구등의 라인

업(Line-Up)을 보유한 재활기기용

품 종합 브랜드이다.

무릎관절 운동 치료기인 KNEE 

CPM(Continuous Passive 

Motion-machine)은 스스로 운동

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수동적인 운동을 통해 관절의 기능

을 보다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재

활운동 의료기기이다.

특히 핵심제품인 NK-2000은  

미국 독일 등의 수입제품이 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

장에서 2년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

산화에 성공한 NK-1000에 이은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수입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경쟁

력을 갖췄으며, 환자를 배려한 ‘센싱

기술’을 활용해 갑작스런 관절 강직

현상이 발생 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을 멈춤으로써 사용

자의 위험을 줄여준다.

병원용 무수은 아네로이드 혈압계 국내판매

조인메디칼, 보소(boso) 제품 국내 독점공급계약 체결

에인에이, 개인용 케어시스템 ‘스마트론’ 공개

KIMES 2016 출품, LED 광선요법 탑재

전동무릎 재활운동기기 ‘NK-2000’ 출시

제이에스메디텍, 무릎관절 운동 치료기 국산화 매진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대표·

노현태)는 제32회 KIMES 2016

에서 ‘DRX-Revolution 모바일 

X-ray 시스템’ 및 ‘OnSight 3D 

Extremity System(CBCT)’을 선보

인다. 

‘DRX-Revolution 모바일 DR 시

스템’은 DR 플랫폼으로 설계된 모바

일 X-ray 시스템이며, 업계 최초 자

동 접이식 컬럼으로 완벽한 가시성

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에 부드러

운 움직임과 업계 가장 긴 튜브헤드 

거리를 제공해 ICU, 응급촬영실 및 

수술실 등 협소하고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모바일 촬영에 필요한 기능

을 탑재한 튜브 모니터를 제공해 최

고의 업무효율을 제공한다. 이는 

2530C 디텍터의 추가로 인큐베이

터 촬영, 소아 및 사지 촬영을 할 수 

있어 모바일 DR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된 모바일 DR 이미지를 구현하

고 있다.

이외에도 ‘OnSight 3D Extremity 

System(CBCT)’을 선보인다. 정형

외과, 영상의학과 및 병원을 위한 

사지용 국소부위의 단층면 영상을 

얻는 기구로 KIMES에서 처음 소개

된다. 3D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

공하고 기존 CT 시스템에 비해 단

순화된 디자인과 중량은 시스템 설

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는 

이번 KIMES전시회에서 DR 솔

루션뿐만 아니라 CR(Computed 

Radiolography) 솔루션에 관한 정

보 제공 및 디지털 영상의 CR 시스

템 구매의 기회와 혜택을 제공한다

고 밝혔다.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 신제품 KIMES 2016 출품

‘CBCT’ 사지용 국소부위 단층면 영상촬영장치 첫공개

㈜알로텍(대표·고정택)은 최근 

이탈리아의 의료기기 전문유통회

사인 유니메디칼(Unimedical)과 

자사의 신제품 정형외과 일회용 핸

드피스를 3년간 독점 공급하는 계

약을 체결했다.

유니메디칼은 이탈리아 상업중심 

지역인 북부 토리노(Torino)에 위

치한 정형외과 의료기기 전문유통

회사로 지난 20년 이상 이탈리아 전 

지역에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급계약 체결은 재사용 의

료핸드피스의 불완전한 세척, 멸균

에 따른 환자의 2차 감염을 

예방하고자 세계 최초로 개

발된 국산 일회용 핸드피스

가 유럽연합(EU)이라는 의

료 선진지역에 수출하는 쾌

거 라고 할 수 있다.

고정택 알로텍 대표는 “그

간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정

형외과학회(AAOS)에 3년 

연속 참가해 제품의 혁신성

과 기술력을 해외 의료기기 관련자

들로부터 꾸준히 인정받았던 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첫 유럽수

출을 통한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앞

으로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에 수출

을 확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라고 말했다. 

㈜알로텍은 지난 15년 동안 기술

력, 품질향상 및 연구 개발에 끊임

없이 투자해오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FDA는 물론 유럽 CE인

증을 획득했다. 향후 해외 시장 진

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메드트로닉이 출시중인 이식형 

의료기기 제품군(CIED) 전체에 대

해 이식환자가 3테슬라급 자기공명

영상(MRI)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유

럽에서 승인됐다.

메드트로닉은 지난달 22일 3테슬

라급 MRI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업

계 최초이자 유일의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기(CRT-D)가 CE인증을 획

득했다고 밝혔다. 3테슬라급 MRI

는 상용화된 영상진단기기 가운데 

가장 발전된 형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메드트로닉의 CRT를 이식하

고 있는 유럽 환자들이 더욱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하는 MRI 검진을 걱

정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CRT 이식환자의 40%는 동반질

환 등으로 인해 기기 이식 4년 이내

에 MRI 검진이 필요하다. 메드트로

닉의 이번 제품 출시 이전에는 CRT

를 이식한 심부전 환자들이 이식된 

기기와 MRI 검진 시 발생하는 자기

장 간의 교호작용으로 인한 CRT의 

갑작스러운 정지 및 오작동의 위험

을 안고 있었다.

유럽에서 3테슬라 MRI 검진

을 받을 수 있게 새로 승인된 제

품은 현재 회사의 모든 CRT 제품

군, 즉 클라리아(Claria MRI™ 

Quad CRT-D SureScan™), 앰

플리아(Amplia MRI™ Quad 

CRT-D SureScan™), 컴피아

(Compia MRI™ Quad CRT-D 

SureScan™) 등을 포함한다.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모두 진단 부위에 대한 제한 없이 전

신 MRI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중추신경 이상으로 인

한 운동장애 치료를 위한 뇌심부 자

극기(DBS)와 만성통증 치료를 위

한 척수자극기(SCS) 이식 환자들도 

MRI 검진이 가능하다.  

알로텍, ‘일회용 핸드피스’ 이탈리아 수출

유니메디칼과 3년간 이탈리아 독점 계약 체결

바이오니아(대표·박한오)가 SGS 

DNA사와 바이오니아에서 자체 개

발해 물질 특허를 출원한 형광제어

물질(EBQ)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서 바이오니아는 SGS 

DNA사에게 EBQ-표지된 올리고

핵산 제품을 연구용 및 진단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 실시권을 허

용했다. 

이에 따라 SGS DNA사에 EBQ

물질을 공급하고, 판매대금에 더해 

SGS DNA사의 EBQ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매출에 따라 별도의 로열티

를 받게 된다. 

SGS DNA사는 스웨덴의 분자진

단키트의 핵심소재인 올리고핵산 

물질을 생산해 유럽과 미국의 분자

진단키트 제조회사에 공급하는 글

로벌 기업이다. 형광제어물질은 의

학, 화학, 및 생명공학분야에서 포괄

적으로 사 용되는 물질로써 분자진

단에서는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검

출하는 형광탐침자에 사용돼 증폭

된 핵산을 정량분석하는데 사용되

는 핵심적인 물질로서 분자진 단키

트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바이

오기업에서는 새로운 형광제어물

질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자체 개

발한 EBQ를 사용해 키트를 제조하

고 있어 로열티 지불없이 모든 원

재료를 자체 생산해 전세계적으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

하고 있다. 

분자진단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

인, EBQ는 지난 2012년 신약연구

소 권태 우박사팀이 개발해 원천특

허를 확보했고 이번에 탁월한 성능

을 인정받아 비독점 라이선싱 계약

을 체결하게 됐다.

바이오니아-SGS DNA, EBQ 라이선스·공급 체결

분자진단시약 핵심 소재 ‘형광제어물질 EBQ’ 개발

올림푸스한국(대표·오카다 나오

키)이 총 사업비 363억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올림푸스한국 의료 트레

이닝센터’ 기공식을 지난달 25일 진

행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올림푸스한국

은 인천시와 지난해 5월 협약을 체

결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설계와 

디자인을 진행해 왔다. 신축되는 트

레이닝 센터는 송도국제도시 첨단

산업클러스터 내 5,056.6㎡(1,530

평)의 부지에 연면적 약 6,611㎡

(2,0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로 내년 6월에 오픈된다.

올림푸스한국 의료 트레이닝 센

터는 의료진 및 자사 임직원을 대상

으로 보다 전문적인 제품 교육과 시

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트레

이닝 룸과 실험실, 대강당 등의 교육 

시설로 구성된다. 현재 별도로 운영

되고 있는 의료기기 서비스 센터를 

이전해 통합하는 대규모 서비스 센

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이번에 신

축되는 트레이닝 센터는 올림푸스

그룹 내에서 중국 광저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기존 해외 센터

의 운영 사례 노하우를 설계에 적

극 반영했다”며,“세계에서 으뜸가

는 의료교육센터를 완성해 국내외 

학회 및 의료진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의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꾸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림푸스한국 ‘의료트레이닝센터’ 기공식 개최

국내 최대 의료트레이닝센터 목표, 내년 6월 완공 예정

메드트로닉, 이식형 제품군 ‘3T MRI’ 진단 가능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기(CRT-D) ‘CE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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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쥬드메디

칼코리아(유) 유승

호 이사는 지난 2

월 서울대학교 의

과대학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 박사는 기초

의학 및 임상의학

을 바탕으로 중개

연구를 해오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를 사용해 진단 및 치료를 동시에 연

구했다.

유 박사는 재직 회사에서 의료기

기 인허가 및 품질관리, 보험등재 

등 대관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현

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보

험·윤리위원회에서 주요 요직을 맡

아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국

제조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유승호 박사는 대정부 활동을 통해 

의료기기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가

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개선에 기여

했다.

유 박사는 “향후 산학연 협력이 활

발해지고 선진화된 의료기기산업으

로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의료계 및 산업계 간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세인트쥬드메디칼 유승호 이사, ‘서울대 의학박사’ 취득
“의료계와 산업계 사이 가교역할 수행할 것”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주)에스케이엠엔엠 진경원 02-3471-5894 수리판매

유승호 의학박사

부처 및 기관별 공고·교육 모집

<가로 열쇠> 

(1)잔을 들어 축하하거나 건강 

또는 행운을 빌며 술을 마심 

(2)연기가 이곳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죠 (4)얼었던 흙이 풀

리려고 하는 초봄 무렵 (5)오

른손을 들어 올려서 하는 경

례 (7)변덕스럽고 간사하며 꾀

가 많은 여자 (8)예순 살 (11)

실제로 나지 않는 소리가 들리

는 것 같은 현상 (13)젊은 사람

의 머리에 난 흰 머리카락 (14)

잠수함이나 참호 속에서 사

용하는 망원경 (15)파는 음식

의 종류와 가격을 적은 표 (18)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이 

(19)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

데서 먹고 잠자는 일 (20)가장 

굵은 손가락 (22)각 면에 하나

에서 여섯까지의 점을 새긴 정

육면체 놀이 도구 (24)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재롱 (25)모르

는 말을 찾아보는 책 (28)활시

위에 오늬를 메워서 당겨 쏘는 

기구 (29)배가 아픔

<세로 열쇠> 

(3)따돌리는 일. ~를 시키다 (5)이것을 들여다

보며 화장을 하죠 (6)배가 나온 사람 (9)땅 속

에 있는 물 (10)심장, 혈관 등 혈액이 사람의 

몸 안을 도는 데 관여하는 기관 (12)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날 (13)꼬부리고 자는 잠 (15)명절날 등에 지

내는 제사 (16)아직 피지 않은 어린 꽃봉오리. 

머지않아 벚꽃이 ~을 터뜨릴 것이다 (17)위의 

가스가 입으로 꺼억 하고 복받쳐 나오는 것 

(19)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 (21)작은 바가지 

(23)밥에 곁들여 먹는 음식 (24)한 도(道)의 

행정을 맡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26)명태

의 새끼. 말이 많거나,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 

(27)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30)고기

나 생선 따위를 양념을 하지 않고 맹물에 푹 

삶아 익힘 (31)빨리 달림. 전력 ~

<3월호>

인 사

□  보건복지부

◇전보= 국장급 △연금정책국장 박인석 

△대변인 이기일 △건강정책국장 양성일

△복지행정지원관 최성락 △사회서비스

정책관 윤현덕 △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노인정책관 

김헌주 △보육정책관 정충현 △국가공무

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훈련 파견 

류근혁

◇전보= 과장급 △감사담당관 정례헌 △

기획조정담당관 배금주 △재정운용담당

관 송준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한상

균 △통상협력담당관 맹호영 △원격의료

추진단(기획제도팀장) 김건훈 △질병정

책과장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남점순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건강정책과장 

이상진 △보건산업정책과장 염민섭 △

생명윤리정책과장 신꽃시계 △보건산업

정책과/국제의료사업지원단(단장) 이민

원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국제의료사

업지원단 중동·유럽팀(팀장) 손일룡 △

생명윤리정책과/국제의료사업지원단 아

시아·미주팀(팀장) 최경일 △지역복지

과장/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단 기획총괄

팀(팀장) 박금렬 △지역복지과/읍면동복

지허브화추진단 읍면동개편지원팀(팀장) 

임대식 △장애인서비스과장 방석배 △

인구정책과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

영지원단(단장) 정윤순 △노인정책과장 

이재용 △아동복지정책과/입양특별대책

TF(팀장) 이주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

화사업단(총괄기획팀장) 오태욱 △질병

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오창현 △사회서

비스사업과장 최종희 △보육기반과장 김

수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파견 황승현 

△세종연구소 교육 훈련 파견 곽순헌△

통일교육원 교육 훈련 파견 김문식 △국

립외교원 교육 훈련 파견 정은영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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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호 정답>

<2월호 정답자>

김인선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김유경 서울시 중구 황학동

입 춘 고 양 이 막 사

안 하 무 인 명 당 자 리

추 옹 주 사

해 동 기 신 발 차

열 종 기 처 방 멀

제 수 씨 진 호 미

지 허 물 호

사 타 구 니 백 발 백 중

태 산 문 풍 지 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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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내실	곳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역삼동,	여삼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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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기술 중장기 R&D사업 통합기술

수요조사 공고

 • 대상사업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

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신청기간 : 3월 31일(목)까지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의료기기 GMP 교육 사전 수요조사

 • 신청기간 : 3월 29일(화)까지

 • 장소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중소기업청

•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

(50~70%)를 지원

 • 신청기간 : 10월 31일(월)까지(수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K-Healthcare Start-up 제2기 멤버십 

모집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열정을 

겸비한 보건산업 우수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분야 : 보건의료 분야 창업 지원

 • 신청기간 : 4월 8일(금) 18:00까지

□ 서울대학교친과병원 중개임상지원센터

•  치과 의료기기 중개임상지원 프로그램 

공고

 • 국내 치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품의 

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 확보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 아이디어제안 전임상(동물

실험) 또는 임상시험

 • 신청기간 : 6월 30일(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