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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KGMP 제도 개선 건의사항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제도 도입

8~9면

KMDIA, ‘의료기기산업 대상’ 제정·시상식 가져
황성오 연세대 교수 첫수상, “의료인의 의료기기 개발 높이 평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산업계에서 처음으로 

의료기기 개발에 공로가 큰 의

료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의료

기기산업 대상’을 제정했다. 

의료기기산업 대상의 첫 수상

자에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

학 황성오 교수가 선정됐으며, 

지난달 1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

서 열린 ‘제3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에서 수여

됐다. 

처음 시상식을 가진 의료기기

산업 대상은 국산 의료기기 개

발 및 제품화에 기여한 보건의료

인을 발굴해 포상·격려함으로써 

의료기기 개발 및 글로벌 기술경

쟁력 제고를 통한 의료기기 7대 

강국의 진입을 목표로 제정됐다.

금년 첫 수상자로 선정된 황

성오 교수는 현재 연세대 원주의

대 응급의학교실에서 교수로 재

직하면서 1997년부터 자동심폐

소생술 장치를 개발, 9개의 국내

외 관련 특허를 획득하고 자동

심폐소생술 장치를 상용화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기산업의 

발전 및 환자치료에 크게 기여했

기에 의료기기산업 대상의 영예

를 안았다. 

황성오 교수는 수상소감에서 

“의료기기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아이디어가 더

해져 개발된다는 점을 알게 됐

으며, 더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

기기개발에 관심을 가진다면 새

롭고 우수한 의료기기가 환자치

료에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기산업 대상의 제정과 

임상의사으로서 이 상을 수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의료인들

이 의료기기 개발에 관심이 높

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휘 협회장은 시상식 인사말

에서 “의료인이 직접 의료기기 개

발에 뛰어들어 제품화에 성공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의

료기기 국산화에 큰 의미를 가진

다. 이에 협회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인의 공

로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의료기기산업 대상’을 마련

했다”라고 제정 이유를 전했다.

특히 “양질의 수입 의료기기

가 공급되고 있지만 외산 의존

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산화

가 필요하고, 연구개발, 벤처기

업 육성, 외국기업과의 협력 등 

시장점유율 확대와 경쟁력 제

고가 절실하다”며 “많은 의료인

이 임상현장에서 얻은 의료기기 

사용 경험과 아이디어를 의료기

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

부가 꾸준히 지원정책을 추진하

고, 협회에서도 의료인과 업계를 

이어주는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황휘 협회장은 끝으로 “의료기

기산업 대상은 수상자의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매년 실시할 

예정으로, 보건의료·의료기기 산

업계의 최고 권위를 가지는 상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키워나

가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한편,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

어 대상 시상식’은 올해로 3회째

이며, 대한민국 헬스케어산업분

야의 우수 의료기관 및 관련업

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시장의 글로벌 경쟁

력을 향상하기 위한 행사가 되고  

있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제1회 KMDIA 의료기기산업 대상 수상자 황성오 교수(가운데)와 이경국 수석부회장, 윤영로 연세대 교수, 황휘 협회장, 
홍순욱 상근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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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의료기기의 불법유통,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 및 회수 문제 등

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료기기 고유식

별코드(UDI)가 도입될 전망이다. 

의료기기의 효과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UDI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기 안전관

리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는 인식이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기

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민 동국대학교 교수는 ‘의료

기기 고유식별코드(UDI)에 대한 도입전

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

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부여하는 고유식

별코드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

되는 의료기기 식별표시와 코딩 표준을 

통해 생성된 일련의 숫자 또는 알파벳 문

자를 가리킨다.

미국 FDA는 지난 2013년 9월 의료기

기 라벨에 고유식별자 표시의무화(UDI 

Rule)를 발표하고, 7년에 걸쳐 단계적으

로 UDI를 도입·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부터 3등급

은 2014년 9월, 2등급 중 임플란트, 생명

유지장치 등은 2015년 9월, 나머지는 올

해 9월 24일, 1등급은 2018년 9월까지 

의무화된다.

이에 UDI Rule은 미국 내 유통·판매

되는 모든 의료기기에 UDI를 마킹해야 

하는 규정으로 의료기기제조사는 표준 

UDI를 생성, 바코드 또는 RFID 라벨로 

제작·패키지 단위별로 부착해야 한다.

반면 식약처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 시

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했다. 의료기기법 

제29조에 따라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

는 의료기기,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

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 등

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현재 52개

가 지정돼 있다.

김성민 교수는 IMDRF 회원국 8곳에

서 UDI를 도입하고, 2013년 12월 UDI 

가이드라인 파이널 버전을 배포해 국가

별 UDI 정책수립의 주요지침으로 적용되

고 있다며 IMDRF 회원국이 전 세계 의

료기기시장 규모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라도 UDI 도입이 

신속히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넥스 김영 대표는 ‘의료기기 

UDI 도입에 따른 미래 환경변화’로 두 번

째 주제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UDI 도입 

여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문

제없이 도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9월부터 미국에서 2등급 의료기

기에 대한 UDI 도입을 의무화 화면 우리

나라 의료기기의 미국 수출이 원천적으

로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UDI 도입은 이미 국제 표

준적 규제로 필수가 됐다. UDI 도입 규

정을 마련하고, 도입 이전이라도 업계 대

상의 UDI 제도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

했다. 

또한 “의료기기제조사는 선진국의 

UDI 도입에 능동적으로 정보를 파악해 

대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업계는 UDI 제도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UDI 도입을 위해 제도도입과 공공 

DB 운영의 주체인 식약처는 UDI 규정 

정비, UDI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 

부작용 보고 및 회수·의료기기 임상시

험 등에 UDI 도입 등을 진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 심평원,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EDI 청구, 의

료기기 임상연구 등에 UDI를 도입할 준

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희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 종류와 사용량은 점점 많

아져 가고 있으나 미허가 의료기기의 불

법 유통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

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회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은 의료기기 효과적인 

유통 및 추적관리를 위해 2013년 UDI 

시스템을 도입했고, UDI 시스템에 의료

기기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UDI 

도입 전략, 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종합적 발전 방안

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리나

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의료기기 안

전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고, 그 일환으

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의료기기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UDI 시스템을 도입하면 모

든 의료기기 이력추력을 통한 신속한 회

수, 폐기가 가능할 뿐 아니라 중고의료기

기 유통관리가 보다 투명해 진다”며 “산

업측면에서도 UDI 시스템은 각국 수출

에 있어서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52개 이식용 의료기기 등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을 확정해 UDI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

획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기 

관리의 문제점 해결에 UDI 시스템은 좋

은 해결책이다. 의약품 분야도 7월 1일부

터 전문의약품 출하시 업체서 일련번호

를 부착한 공급내역(RFID)을 보고 하도

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됐으며 의료

기기분야도 조속한 UDI 도입이 필요하

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UDI 시스템

을 공유하고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하

는 것이 시스템 운영의 성공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주제 발표

자 외에 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식

약처 신준수 의료기기정책과장, 심평원 

유미영 치료재료실장,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 안병철 실장, 이헬스통신 

황동원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제

대 배성윤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UDI 시스템 구축 ‘필수’, 신속하게 도입할 방안 마련해야”
김승희 의원실, 의료기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전관리 종합방안 필요”

김 승 희 
국회의원

김 성 민 
동국대 교수

김 영 
사이넥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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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KBIO, 공동 워크숍 개최 성료”
정부·유관기관·지자체, 의료기기산업 발전 위한 지원·정책 발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정부 및 지자체, 

유 관 기 관 과  함 께  제 1 3 회 

KMDIA 정기워크숍을 개최

하고 의료기기산업 지원·정

책 및 미래 동향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2일 열린 이번 워크

숍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

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센터장 남상희, KBIO)와 공

동 워크숍으로 진행했으며, 의

료기기 종사자 및 협회 회원사 

임원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워크숍에서는 △중국 의료

기기 인허가 길라잡이(중국 식

의약안전총국) △의료기기산

업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수가체계(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리고 △의료기

기 유통구조개선 활동 및 개선

(메드트로닉코리아) △유럽 

M D R  규 정 개 정  및  I S O 

13485:2016 주요 변경사항

(BSI그룹코리아) △국내 의료

기기산업의 미래(연세대 윤영

로 교수) △의료인이 바라보는 

의료기기혁신(서울아산병원) 

등의 강의·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박재형 간납업체개선 

TFT위원은 간납업체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적·제도적 개

선 마련을 추진중인 협회 활

동을 알리고, 의료기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올바른 유통구조 확립을 촉구

했다.

김명준 서울아산병원 안과교

수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의료

기기가 의료진으로부터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개발초기부터 

의료진의 입장을 반영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제조사들이 의

사와 만나면서 아이디어를 얻

고, 개발하면서 임상까지 진행

해야 의료인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국산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의

료기기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추진

해 오고 있으며, 의료기기산

업을 둘러싼 규제 및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워크숍 주최측인 

남상희 오송첨단의료기기개

발지원센터장은 “오송 첨단의

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연구

개발,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및 전 임상시험을 One site에

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의료기기개발에 든든한 지원

자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뿐 아니라 

유럽, 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는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국무조정

실 주관으로 신산업분야의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할 민

간 주관의 ‘신산업투자위원

회’를 출범해 바이오헬스 분

야 등 신산업 관련 규제애로

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해 신산업투자

위원회는 관련 협회·단체 

및 기업 등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으로 멸균 포장된 의료

기기 안정성 시험에 따른 ‘시

료 수량 축소’ 등을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을 개정해 국제 규제조화를 

이루었다. 또 의료기기의 다

양한 특성을 고려해 검체 선

정 및 측정 시기 등을 합리적

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의료기기의 안정성

시험 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의료기기 안정성 시험 

시 3개 이상 ‘로트선정’ 적용

기준을 삭제하고 측정 시기 

및 시험항목 등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검체수를 설정

하도록 했으며, ISO와 IEC 등 

국제규격에서 ‘로트선정’ 적용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해 시험하도록 했다.

또한, 측정 시점은 기존 최

소 3회 시점에서 시험개시와 

마지막 시점을 포함해 최소 2

회 시점으로 설정하도록 하

고, 원재료의 분해 또는 노화

로 인한 물리·화학적 변화

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품

의 특성에 따라 중간시점에

서의 특정 측정 시기를 추가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 허가된 자사제품

과 사용기간, 멸균방법 및 저

장방법이 같은 경우 또는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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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종 멸

균 처리한 

의료용품

의  포 장 ) 

등에 따른 

포장재료

의 세균차

단 속성 시험 및 포장에 관한 

시험에 적합한 경우 ‘무균시

험’ 항목 설정을 면제하고, 가

속노화 시험만으로 사용 기간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장기보존시험에 관한 타당성 

자료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제조화된 ‘의료

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마

련을 통해 의료기기 특성 및 

국제기준 등에 따라 검체수 

선정 및 측정 시기를 합리화

해, 업체가 부담하는 시험비

용과 기간 등이 감소할 것으

로 판단한다. 

향후에도 업계가 필요로 하

는 규제개선 사항을 선제적으

로 발굴해 산업계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달 22일 미래

창조과학부 ‘신시장창조 차세

대의료기기개발사업’에 연구지

원기관으로 참여, 1단계 사업 

성과발표 및 기술전시회에서 

그간의 개발과정을 공유했다.

미래부(장관·최양희)는 지

난해부터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를 위해 원천기술이 확보된 신

개념·차세대 의료기기 품목의 

실용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

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의료기

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주관

했으며, 신시장창조 차세대의

료기기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지원과제 포

함)에 대해 지난 9개월간의 연

구 성과물을 전시, 결과를 발

표했다. 또한 연구의 진척도

를 점검하며, 의료기기 산업 

변화에 대처하고 신시장 진출 

전략획득 및 경쟁력을 강화하

는 시간이 됐다.

전시회는 △아이센스(신체 

부착형 연속혈당측정기), △

힐세리온(Handheld 초음파 

진단기), △알피니언메디칼시

스템(초음파 융합 치료기), △

GSM 코리아(초미세 연성내

시경), △셀루메드(기능성 전

기자극 의료기기), △우영메

디칼(외부 조종 캡슐 내시경)

이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창조과

학부, 한국연구재단, 식품의

약품안전처 등 범부처 관계자

의 참석 및 국내 유수의 의료

기기 관계자들이 전시회장을 

방문, 성과물들에 대해 관심

을 가졌으며, 또한 성과보고

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협회는 이번 1단계 연구사

업을 통해 기술교류세미나 및 

연구워크숍을 마련하고 총 24

개 강좌의 지식제공 프로그램

을 제공했다. 또한 최신 국내

외 의료기기개발 동향 및 미

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별 

인허가제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향후 협회는 2단계 연구사

업의 진행에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식제공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

며, 특히 서울·경기권에서 주

로 진행한 교육사업을 지역 소

재 회원사 및 중소의료기기업

체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해

당 지역을 직접 방문·교육하

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한다. 

KMDIA, 회원사 지원서비스 강화

회원지원부 오중환 부서장 및 신규직원 3명 채용

식약평가원,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자료 작성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법률안’ 발의

김기선 의원, 체계적인 의료기기기술 개발·지원 필요

한-이란 유로화 결제 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 9월 시범가동 후 올해안 본격 운영 예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회원지원서비스 

강화 및 원활한 정부협력사

업 추진을 위해 신규 직원을 

대거 채용했다.

협회는 회원사 지원 기능 

강화 및 회원사 유관기관에 

업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

는 한편, 지역별 무료 맞춤 

교육 등의 신규 지원 서비스

의 추진을 위해 회원지원부 

부서장으로 오중환 차장을 

임명했다.

오중환 회원지원부장은 과

거 15년여간 서강대학교 국제

문화교육원에서 해외교류 및 

학생 교육지원 경험을 바탕으

로 회원사 및 유관기관 등과

의 소통을 활성화하며 회원사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업계 발전에 이

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정부사업 관련 협회 

역할 강화 및 민원인 이용만

족도 증진을 위해 업무수행 

인원 3명을 충원하고, 협력사

원부 △공정경쟁관리팀 김익

현 사원 △광고관리팀 최고

은 사원 △통관관리팀 박지

호 사원을 인사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차세대염기서

열분석법(NGS)을 이용한 체

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

항과 기술문서 등의 심사 신

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

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

간했다. NGS은 기존 염기서

열분석을 개선한 것으로 대

용량의 시료 또는 전체유전

자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

는 기술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및 정의 △기술문서, 성능시

험 등의 심사를 위한 제출 자

료 △성능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 등이다.

새누리당 김기선 국회의원

(원주 갑)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

을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

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연구개

발·제조·수입·수리 및 유

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료기기 기업’을 국내에서 의

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

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

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하고 장관 소속으로 의

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업무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 술

적·경제적 

성 과 가  우

수 한  의 료

기 기  기 업

에 대해 혁

신 형  의 료

기 기  기 업

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재평가

로 인증 연장을 하게 한다. 아

울러,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

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

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확

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

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 연

구개발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란과 유로화로 무역거래

를 할 수 있는 ‘한-이란 유로

화 결제 시스템’이 구축될 예

정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장

관·유일호)는 ‘한-이란 유로

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마무

리하고 이달 시범 가동하고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운영한

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

내 은행은 유럽계 은행을 중

개자로 두고 이란계 은행과 

유로화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한-이란 유로화 결

제 시스템이 갖춰지면 인프

라·에너지 시장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56억 달러

(약 409억 유로) 규모의 대

(對)이란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기 안정성시험 기준’ 합리적 규제개선
측정시기·시험항목 등 의료기기 특성 고려 ‘검체수’ 설정 가능

KMDIA,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 적극 지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주관, 1단계 연구성과보고회·기술전시회 개최

오중환 회원지원부장 협력사원부 박지호 사원, 최고은 사원, 김익현 사원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구분 현행 개정

검체 수 선정기준 3개 로트 이상 측정시기ㆍ시험항목에 따라 설정

측정시기 3회 이상 최소 2회 

시험항목 무균시험 설정 면제가능

홍 충 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형재활기기과장

김 기 선
국회의원

보험위, 포괄수가제 관련 강연회 열어
지난달 28일, 충북대 강길원 의대 교수 강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

험위원회(위원장·김충호)는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특별

초청강연회를 지난달 2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강연회는 충북대 강길원 

교수(의약정보센터소장)로부

터 ‘포괄수가제에서의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분류 및 적

정보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보험위원회는 매월 

중요 건강보험관련 주제를 정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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➓

“효율적 제도 도입 위한 관련주체 
모여 논의해야”

의료기기 유

통관리 및 안

전관리를 위해 

UDI 제도 도입

이 필요하다면 

복지부에서 반

대할 이유가 없

다. UDI 시스템

과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지만, 

이미 식약처에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

기를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에서는 보험

청구 및 지급관리 차원에서 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분야

도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설

립해서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의

약품의 최소단위마다 고유의 일련번호

를 부여해서 생산, 유통시 센터에 보고

하게 돼 있다.  

의료기기 UDI도 이와 같은 개념이며 

결국은 의료기기의 관리수단이므로 당

연히 도입해야 한다. 다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운영체계에 따라 도입돼

야 한다.

성공적인 UDI 제도 도입이 되려면 의

료기기 사용정보와 매칭관리가 돼야 할 

것이다. 생산자·유통자·의료기관·환자

까지의 사용정보 파악은 매우 중요하며 

관리가 잘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

러 관련기관이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

고, 의료기관 및 심평원의 정보가 이 네

트워크와 연결돼야 한다. 

또한 UDI 제도가 도입되면 업계와 기

관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기업의 업무

부담, 보고부담, 의료기관 사용정보, 부

작용 정보 등 다양한 부담을 어떻게 해

소할지도 논의돼야 할 것이다. 

결국은 UDI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

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업무와 

연관된 주체들이 모여 논의가 있어야 

한다. 

“UDI 시스템 구축 예산 15억원 확보”

UDI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의무와 관련돼 있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기기 안전관

리는 규제 당국이 담당한다. 

식 약 처 는 

UDI 시스템의 

고유식별코드 

표시기재 사항

을 의무화하고 

전주기적인 안

전정보를 관리

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

템을 구축할 것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료기기 안

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식약처에서 추

진하며, 이미 국제흐름에 맞춰 준비해 

왔다. 2012년에는 의료기기 고유식별

코드 UDI 개발 및 도입방안 연구를 이

미 시행을 했고, 그 다음 2013년부터 위

험관리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코드인 GS1 코드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나가

고 있다. 2014년에는 시스템을 만들었

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매월 품목의 유통현안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병원에 대해

서는 식약처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10

일 이내에 환자 등 사용정보를 제출하도

록 하는 것도 이미 법안에 반영해 놓았

다. 아울러 기재부와 협의해 UDI 시스

템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도 예

산에 15억을 반영키로 협의돼 도입 준비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적관리시스템

을 확장해서 UDI 시스템 도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UDI 제도 도입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

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

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서 준비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도입 전에 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고 

또 기업의 여건이나 준비 기간 등을 충

분히 고려해 위해도에 따라서 단계적으

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또 기업들이 시

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기술적인 교육 및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심평원과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업체계도 매우 중요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유

념해서 차질 없게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UDI’ 심평원 의약품종합센터서 관리

최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

형간염 확산 등 의료기기사용 문제들이 

사회에 부정적 

이슈로 크게 부

각된 즈음에, 

의료기기와 관

련된 이런 토론

회는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

의료기기 관

리를 위한 실행

방안의 하나로 

국제표준인 UDI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

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심평원

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의 사례를 들고

자 한다.

센터는 2007년 설립돼 모든 의약품

에 대해 허가 및 유통 전과정과 의약품 

사용 및 청구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의약

품 사용정보는 심평원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통

해 수집되고 있다. 또 의약품 이력 정보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미 개개 

의약품에 대해 UDI 코드체계로 전환했

고 개별 의약품에 바코드(GS1-128 등) 

RFID를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다.

모든 의약품에 대해 소포장 단위로 일

련번호 부여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 7

월부터 제조·수입사는 그 내역을 심평

원 통보해야 하고, 내년 7월부터는 도매

상도 일련번호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해

야 해야 한다. 또한 의료장비에 대해 전

체 76만여 대를 관리하고 있고, 그중 10

만여 대는 UDI 방식으로 바코드를 부여

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UDI 시스템을 통해 의료

기기 허가·유통·사용 전 단계의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와 심평원 간 의료기기(치료재료) 관리 

및 분류코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심평원은 의료기기 이력 전반에 대

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DB 증설 등 대

규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 끝으로 UDI 시스템 구

축으로 의료기기 재사용 방지, 위해 의

료기기 회수 등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건

가보험 적정관리를 통한 재정 안정화에 

이뤄지며, 공급내역 관리를 통한 리베이

트 방지 등의 유통 투명화를 실현 가능

하다. 

“한국형 UDI 체계 도입 없어야”

정부는 UDI 시스템 도입에 대해 국

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GS-128 바코

드 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해당 체계 중 

GTIN(Global Trade Item Number)

는 제품식별코드로서 GS1으로부터 발

급받은 제품별 

유일한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

지 않는 ‘한국

적 바코드 운영 

체계’(바코드 요

건 변형·추가 

- GS1-128의 

GTIN 번호 체계를 따르는 반면, 국내에

서 사용 필요한 고유번호를 GTIN 형식

에 맞춰 발급 등)로 인해 이에 따른 별도

의 바코드 제작, 부착하는 상황은 없어

야 한다.

또한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의료기기

는 UDI 의무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FDA의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 

적용된 UDI를 변형 없이 활용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는 UDI 번호체계에 있어 

제조국의 국가코드 및 품목코드를 그대

로 인정하고, 국내 정부기관 및 요양기

관 등의 필요에 의한 추가, 변경 등 강제

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UDI 도입은 의료기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등급별 식별코드의 

추가적 정보의 범위 및 도입 시기를 차

등 적용해 계획하고, 위해도가 낮은 1등

급 의료기기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

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택적 관

리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

해 필수적인 유통정보 파악은 UDI의 성

공적 도입 후에 가능한 사항으로, UDI

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주 

및 관리주체 및 등록방법에 대해 논의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 이에 대한 합의

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UDI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관

련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충원 비용에 대

한 경제적 지원책을 검토하고, 산업계는 

UDI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실무적인 

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업체 지원책 및 홍보·교육 
필요

한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안

병철 실장은 의료기기 UDI 도입하는 

과정에 겪는 소규모 업체의 부담 감소

를 위해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며, 철저

한 제도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이헬스통신 황동원 대표는 UDI 

제도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돼 있기 때

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신중하게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UDI 도입, ‘단계적·1등급 제외’ 업계 부담 최소화해야”

 의료기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 패널토론

종합뉴스

➊

➍

➏

➏

제13회 KMDIA·KBIO 공동워크숍 이모저모

➊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협회장이	제13회	KMDIA·KBIO	공동워크숍	개회사를	하고	있다.

➋	식약처	의료기기기준·심사체계개편추진단	한순영	단장이	식약처장을	대신해	축사를	하고	있다.

➌	식약처	한순영	단장,	KMDIA	황휘	협회장,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➍	워크숍에	참석한	내외빈	및	연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➎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주제로	박재형	메드트로닉코리아	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➏	미국의	헬스케어	에코시스템을	주제로	SK텔레콤	조지	시먼	씨가	발표했다.

➐	충북도청	바이오환경국	임헌동	과장이	충청북도의	의료기기	육성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➑	중국	식의약안전총국	하림	부국장이	중국의	의료기기	인허가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➒	건강보험수가체계	중	행위료에	대해	심평원	강희정	실장이	설명하고	있다.

➓	복지부의	의료기기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복지부	조성원	보건산업진흥과	사무관이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연세대	윤영로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의료인이	바라보는	의료기기	혁신이란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김명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제13회	KMDIA·KBIO	공동워크숍을	준비한	협회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워크숍을	축하해	주신	분들,	홍정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용식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장,	김택윤	레디코리아	대표

➊

➍

➎

➏

➐



➒



➋

➌

➑



➓



홍 순 욱 
KMDIA 상근부회장

신 준 수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

유 미 영 
심평원 치료재료실장

최 봉 근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지난달 20일 열린 UDI 제도 도입에 관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UDI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안

전 확보라는 화두를 놓고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이 열띤 의견을 나눈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UDI 제도는 필수적으로 운영될 제도이므로 도입에 동의하나, UDI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체, 활용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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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특별기고

의료기기는 질병의 치료뿐

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판매 전 

제품의 위해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과 실제 설계된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유

효성을 함께 검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험검사 

자료가 요구되고 제품에 따라

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까

지 갖추도록 의무화돼 있다.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수입

하는 회사가 이런 복잡하고 어

려운 절차를 감내하는 이유는 

인간의 질병 치료와 생명 유지

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막대한 

책임이 따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는 제품의 개발부

터 최종 유통 및 사용까지 지

속적이고 통합적인 전주기적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안전성

과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허가를 득하고 판매가 된 

이후라도 제품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

른 피해의 가능성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기적 관리 단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요

구사항이 바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설비 시

설에 대한 기본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제조 시

설에 대한 환경과 품질관리책

임자 지정 그리고 품질기록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군별 특성에 따라 요건

은 다르지만, GMP는 의료기

기뿐만 아니라 제약, 화장품 

그리고 식품 산업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되는 법적 요구 사항

이다.

의료기기 GMP 제도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 특히 

제조 분야 담당자들이 이야기

하는 GMP 인증에 대한 어려

움은 대부분 실무 적용에 필요

한 법 해석과 제한된 인원과 

비용으로 해당 요건에 부합해

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인 어

려움이다.

GMP 신청 및 인증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여러 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단계별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경

우에 따라서는 매우 많기 때

문에, 식약처와 심사기관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

담과 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

고 있다.

여기에 부가해 품질관리책

임자 지정을 의무화해 공정 전

반에 대한 책임과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내 권한

을 분리해 최고경영자와의 견

제와 균형을 통해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향적 

결정에 대한 대비책을 부여하

고 있다. 

GMP 인증은 크게 서류심

사와 외국 제조원에 대한 현

장심사로 구분되는데, 현장

심사의 경우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지 

않아 현장심사와 서류 심사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

GMP에 대한 업계 고충

GMP가 갖는 많은 순기능이 

있음에도 업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는 제도

에 대한 난이도와는 별개로 현 

GMP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기 때문

이 아닐까 한다. 

이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는 ‘KGMP 제도개선 특별위

원회(위원장·이진휴 이사)’를 

구성했고 현재 산업계의 의견

을 모아 관련부서에 의견개진

을 준비하고 있다. 

KGMP 제도개선 위원회가 

취합 정리한 다양한 의견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재 정기심사 신청 

시 적합인정서 유효기간이 1

년 이내인 제조소에 한해 일

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

고 있어, 실질적으로 3년의 정

기 심사 주기가 아닌 1년 단위

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

규 품목군 혹은 신규 제조소에 

대한 심사가 추가될 경우 1년

에 수차례 해외제조원을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의 증가는 제품 

가격으로 반영돼 그렇지 않아

도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가 삭

감되는 시점에서 업체의 부담

을 가중하고 있다. 

둘째, 업체가 신청 기한 내

에 GMP 심사를 신청했음에

도 적합인정서 만료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받지 못해 시장 출

시가 지연되거나 해당 제조소

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판

매가 불가해지는 상황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도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기

한 이내에 심사 접수를 했음에

도 업체 사유가 아닌 다른 사

유로 만료일 이내에 인증서가 

발급되지 못할 경우 이를 유예

해 주는 논의가 진행돼 조금이

나마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

로 기대한다.

 의료기기 KGMP 제도개선 방향 

“‘GMP 제도’ 필요성 공감 순기능 극대화해야”
외국, 현장심사 의무이나 위해우려제조업체로 심사 한정

김 연 정

협회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 간사 

셋째는 위해우려제조소에 대한 현

장심사와 선정 기준이 마련돼 있으

나 처리절차와 기간이 불명확해 사

전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규정상의 위해우려제조소

는 최근 3년간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조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발생 사례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GMP 심사 시 제조원

의 제품표준서와 국내 허가사항이 

일치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품질관

리 시스템 검증이라는 GMP 취지에 

부합하는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허가와 품질관리 심사는 분명 그 목

적과 요건이 다르며, 외국의 제조소

는 대부분 국제기준을 준용해 관리

하고 있고 국내 허가를 받기 위한 요

건은 국제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다. 

물론 심사자분들이 이를 인지하시고 

심사 시 충분한 반영이 이뤄지고 있

지만, 보다 분명한 기준이 제시된다

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이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회사가 공통

적으로 토로하는 어려움은 비용 대

비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수

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제조원 현장심

사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 업체가 모

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 번의 

심사에 최소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

요된다. 대부분이 인건비와 항공료, 

체재비 등의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해외현장심사가 비용대비 효율적이

며 국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신청업체 수에 비해 현장심

사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심사

결과 통보의 적체와 지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장심

사로 인한 식약처 업무의 과중한 부

담이 산업계에 영향을 준다면, 업계

는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한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중지

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현재 KGMP 제도개선 TF에서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제안 안

을 준비 중에 있다.

우선 현재는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이 최소 1년 이내인 제조소에 한해 

일괄 신청이 가능한 것을 업체의 필

요에 따라 3년 이내 제조소들을 자

율적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사 신

청 건수가 줄어 행정기관 입장에서

도 더욱 집중도 높은 심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현장심사는 의무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제조

소를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 대상을 위해우려제조업체로 한정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체계

를 구축해 업계에 필요 이상의 부담

을 지우지 않으면서 행정력을 효율

적으로 운영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

고 있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GMP 제도는 고품질의 안전한 의

료기기를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므로 산업계 누

구라도 그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최초 시행 당시의 취지는 모

든 제조소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뒤

에 옥석이 구분된 그 이후부터는 선

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방

향을 전환해 가용한 자원 내에서의 

질적 향상을 하는 것이었다. 

제도는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 보다 건설적인 제도

로 보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GMP 제도의 경우도 현재 직면한 운

영상 문제의 개선을 통해 그 순기능

을 극대화하고, 국내 의료기기산업

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GMP 심사 구분별 현장조사 대상 등>

구분 최초심사 추가심사 변경심사 정기심사

현장
조사
대상

국내 수입업자에 의해
처음으로 등록되는 

제조원
-

GMP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의 
라목 및 사목의 자료 미체출시
* 생산국 정부 등 발행 품질경영시
스템 적합인정서 또는 다른 인증기

관에서 받은 실사결과 자료

제조원별 3년마다 
1회 현장조사 원칙

* 보유한 GMP 적합인정서 유
효기간이 1년 이내인 제조원
이 다수인 경우 제주원 중 1

개 이상 선정

서류
검토
대상

국내 다른 수입업자가
해당 제조원에 대해 

이미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한 경우

서류검토만 실시
GMP고시 제7조제1항제2호의 
라목 및 사목의 자료 제출 시 

서류검토만 실시

다수 제조원 일괄 
GMP 신청, 1개 이상 제조

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나머지 

제조원 서류검토만 실시

유효
기간

현장조사 : 
발행일로부터 3년

서류검토 : 
기 발급된 적합인정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전체 심사항목 중 
일부항목만 적용 심사함

 유효기간 
연장없이 최초 또는 
정기심사로 인한 
기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

전체 심사항목 중 
일부항목만 적용 심사함

 유효기간 
연장없이 최초 또는정기심사로 

인한 기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

적합인정서 만료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 산정

<현장심사 관련 해외 사례>

구분 미국 일본 브라질 한국

정기심사시 
현장심사가 
필수인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정기심사시 
현장심사 
필요 여부 
결정기준?

제품위위험도
고객불만

규정 위반 사례 
등을 고려

ISO13485 인증서
와 최근 3년 내 
현장심사 보고서 
제출이 안되는 

경우

부적합 사항
고객불만 

변경사항 등을 
고려

반드시 대표 1곳 
현장심사 

위해우려제조소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조소의 경우 추가 

현장심사 가능

현장심사 필요 
여부 판단주기?

2년 5년 2년 3년

<위해우려제조소 관련 해외 사례>

구분 미국 브라질 한국

위해평가
대상

제품위험도 고객불만
위반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 

부적합 사항 고객불만
변경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해외 위해보고 이력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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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협회 회원사

어린이이동건강검진

● KMDIA 어린이이동건강검진 안내 ●

 •주 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회원사

 •일 정 : 9월 3일(토) 경기도 의정부시 / 11월 or 12월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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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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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참여 안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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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학회에 대한 간략

한 소개를?

학회는 1956년 당시 정형외

과를 전문과목으로 택해 의료

에 종사했던 9명의 회원으로 

시작됐다. 목적은 리서치연구, 

퍼브릭 헬스, 회원간의 친목이

었다. 현재는 정회원 7천명, 준

회원 6백명이 소속된 거대학회

로 성장했다. 

조직으로는 회장, 이사장, 총

무이사, 이사 30명이 있다. 또

한 위원회, 분과학회, 24개 관

련학회, 7개 지회, 학술지, 논

문 저널이 있다. 학회 위상을 

살펴보면 논문발표에서 전세계 

4~5위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

라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보다 

발표되는 논문 숫자가 많다.

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어떻

게 치르는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사흘간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

회가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

다. 참여인원은 4천명 정도 예

상한다. 국제학회에서 초청한 

인원은 100여명이 조금 안되지

만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참가할 예정

이어서 기대가 된다. 

학술대회의 슬로건은 “함께

한 60년, 도약하는 100년”으로 

비상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위상을 널리 알릴 생각이다. 

또한 정형외과 의사들의 숨

은 사회봉사활동을 널리 알리

고 감사할 예정이다.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선 아프면 큰 병

원을 찾게 되는데?

의료정보가 과잉으로 넘쳐나

는 시대이다. 예를 들면, 텔레

비전에서 무슨과 전문의가 이

야기를 하는데 코멘트를 한의

사가 하는 것을 보았다. 코멘트

를 하는 사람은 더 상위의 지식

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

데, 한의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

가 아니다. 한의사는 한의학의 

전문가이다. 분야가 다른 이야

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

를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

런 차원에서 ‘어깨관절의 날’에 

학회에서 서포트를 하고, 대한

견·주관절학회에서 주관 행사

에서 홍보대사 연예인 최란 씨

를 홍보대사를 위촉해 올바른 

의학지식·정보 전달을 위한 노

력을 해오고 있다.

의료기기 개발에 의료인의 아이

디어 및 경험이 매우 중요함에도 

연구개발 및 제품화 연계가 쉽지 

않다. 의료인과 함께하는 의료기

기개발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주

신다면?

한국 사람은 아이디어가 좋

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수렴해 시스템화 및 제품화되

도록 하는 길이 필요한데 우리

나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열악

한 것 같다. 88년 미국 유학 시

절,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

이다. 당시 의사 한 분이 수술기

구의 개선을 몇 마디로 지시하

더니, 병원 직원은 수술이 끝나

기도 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

어 왔다. 즉각적인 이행과 실행

할 수 있는 병원지원체계에 놀

랐다. 이는 시스템과 경제적인 

지원의 문제라고 본다. 자기분

야에 전념하는 의학자들이 아

이디어가 있다 해도 여러 고려

해야 할 사항과 법적 절차 등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다. 누군가 

계기나 성공사례를 만들어준다

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이 혼자 의료기

기개발에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 그저 반짝

하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

발노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

록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지원장치, 제도 등이 필

요하다.

국민안전에 위협하는 사고들이 

종종 매스컴에 보도되는데?

건강보험수가, 일회용 재사용

문제, 환자안전 등은 모두의 공

통관심사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

다. 현재 각 분과학회에서도 노

력을 하고,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서도 서포트를 하고 있다. 우선

은 정부를 포함한 그 분야를 담

당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

는게 우선이다. 그리고 의료계 

및 보건산업계가 함께 한 목소

리를 낼 때가 됐다. 그래서 의료

기기업체와 학회가 협의체를 만

들어 구체화시킨다면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협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상

호교류하고 발전하려면?

함께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

다. 오늘과 같은 만남도 좋다. 

또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도 필요하다. 

또 회원들은 대정부 사안에 대

해 곧바로 자신에게 이득이 돌

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바로 당

장이 아니라 10년 뒤를 생각하

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를 위한 기금조성에 동참해야 

한다. 또 협회에서도 학술발전

을 위한 기금조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호홍보가 되고 

신뢰를 쌓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의료인과 업체가 협력해야 국민

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알콘과 한국알콘, 어떤 회사인가?

미국 텍사스 출신 약사 둘이

서 1945년에 세운 회사다. 로

버트 알렉산더, 윌리암 코너, 자

기 이름 첫 자를 사이좋게 붙

여 ‘알콘’이라 이름 지었고, 현

재 100억 달러 매출 규모를 자

랑하는 아이케어(Eye care) 부

문 최고 기업으로 꼽힌다. ‘인류

를 더 잘 볼 수 있게 하고 나아

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매 순

간 노력하고 있다. 

알콘은 1982년 국내에서 렌즈

관리용품 판매를 시작으로, 이

듬해 수술용품을 공급한다. 그

리고 1993년 한국알콘이 정식으

로 생겼고 2013년 한국시바비젼

(주)를 합병하면서 용액과 더불

어 콘택트렌즈를 포함시켰다.

1월 한국알콘 사장으로 선임됐

다. 이후 행보는 어땠나?

아이케어, 제약, 서지컬 및 비

전케어 디바이스 등 새로운 영역

을 배우고 회사의 재도약을 위

한 터닝포인트의 시점에서 우리

가 나아갈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 전략을 짜고 실천

하고자 알찬 시간을 보내왔다. 

알콘이 추구하는 혁신과 함

께 고객에게 최대 만족을 줄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이 많았다.

의료기기와의 인연과 그간의 경

력을 소개한다면?

의료기기와의 인연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알콘에 합류하

기 전, 한국노바티스에서 심

혈관질환사업부 총괄책임자

로 전략기획과 브랜드 영업 마

케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부 관리를 맡아, 당뇨병치료

를 위한 DPP-4 억제제 ‘가브

스 (Galvus, 성분명 빌다글립

틴)’의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

끈 동시에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Entresto, 개발명 

LCZ696)’의 론칭 플랜을 진두

지휘했다. 그전엔 화이자제약

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면서 전

략기획, 브랜드마케팅, 사업부 

관리에 탁월한 역량을 쌓아왔

고 이는 성장의 발판이 됐다. 

제약분야와의 인연, 그것도 경

영쪽에 발을 들여놓은 건, 영문

과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광고, 홍보 일을 하면서, 고객

사의 비즈니스전략과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계기가 됐

다. MBA 이후 제약분야가 남

과 나에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여겼다. 

혁신적인 제품을 꼽는다면?

알콘은 백내장 수술 관련 토

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CRS(Cataract Refractive 

Suites)를 통해서 최첨단 기술

의 집약체를 제공할 수 있다. 

손이 아닌 레이저를 통해 정확

하면서도 안전한 절개가 가능

한 LenSx와 Verion 장비를 통

해 컴퓨터 가이드 수술도 가능

케 하며 백내장 수술 중 안압 

변화를 자동센싱해 일정하게 

유지하는 백내장 수술장비인 

Centurion이 있다. 

또한, 모든 백내장 노안 및 난

시환자에게 환자의 라이프스

타일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AcrySof ReSTOR 

Family가 있다. 망막 수술 장비

인 Constellation은 망막 수술

시 안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과 분당 7,500번의 컷

팅이 가능해 망막의 원하는 부

위만 정확하게 시술이 가능한다.

혁신적인 제품으로는 일회

용 렌즈 중에서 가장 높은 산

소투과율을 자랑하는 세계 최

초의 복합구조재질을 가진 

‘Dailies Total 1’과, 높은 산소

투과도로 한달동안 눈을 건강

하게 지켜주며 세계 최초로 혁

신적인 보습성분인 하이드라글

라이드를 결합해  탁월한 촉촉

함을 자랑하는 에어옵틱스 하

이드라 글라이드(Air Optix 

Hydraglyde)가 있다. 특히 IT

업체 구글이 개발하겠다 나서

서 유명해진 당뇨병 환자의 혈

당치를 측정하는 ‘스마트 콘택

트렌즈’를 알콘과 협력해 개발

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만한 성과가 있다면?

“고객의 경험을 새롭게 한다”

라는 목표로 안과 전문의과 안

경대리점과 만나는 행사를 진

행했다. 서지컬팀은 4월 전국 

안과전문의 130여명과 모여 

‘SynergEYE’ 주제로 열띤 토론

과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

자들은 안과 영역의 최신 지견과 

함께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심포

지엄을 가졌고, 알콘의 최신 기

술 전반과 새 장비인 백내장 수

술장비 Centurion, LenSx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비전케어팀은 일회용 렌즈 

‘Dailies Total 1’을 위시로 

DT1 세미나를 진행해 전국의 

수백여 안경점에 입점하는 성

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는 새로

이 강화된 PA팀을 통해 입점 

세미나, 매장별 제품 세미나를 

활발하게 펼쳤으며, 안경사 대

상의 현장 교육, 특히 알콘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DT1을 입점

할 수 있다는 전략이 주효했다. 

이밖에 원활한 제품 공급은 

물론, 고객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은?

과학적인 정보제공, 고객만

족도 향상, 안정적인 제품 공

급, 윤리적 비즈니스 실행 등 

이 모든 것은 고객과의 접점에

서 이뤄진다. 특히 제품 혁신

은 알콘의 근간이 된다. 혁신이 

담긴 과학적인 가치를 공유하

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많

은 고객과 나누는 ‘Scientific 

engagement’는 알콘만의 강

점이자 경쟁력이다. 

이 목표를 위해 올해 처

음으로 임상부서(Clinical 

Development and Medical 

Affairs), PA(Professional 

Affairs) 부서를 신설해 차별

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

다. 특히 한국알콘이 제안한 안

과임상연구와 의학적 데이터의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인공수정체

에 대한 고객의 믿음을 극대화

하는 노력과, 내년에는 신제품 

PanOptix, Ultrasert, Clear 

Lens를 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는?

10년 후 알콘을 위한 비전을 

직원들과 세우며 이를 성장동력

에 집중하고자 미래를 함께 만

들어 갈 인재를 뽑고, 함께 하

고자 한다. 직원들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지

라는 경영 신념을 공유해 성과 

이상의 성과를 얻고자 한다.  

경영자라면 ‘사람’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꼽기

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인

재들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최고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열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

려하고, 고객에게 귀 기울이면

서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알

콘이 되겠다. 

안과시장 성장을 위해 한 말씀?

현재 건강보험의 저수가체계

에서 포괄수가제도(DRG)는 환

자에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제한이 있고, 수술에 소모되는 

치료재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검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안과의 대표질환인 백내

장 수술의 경우 DRG도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질병군수가가 

하락해 새로운 백내장 의료기

술이나 최신의 의료장비에 대

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

다.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이 미

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을 기

대하는 것과 달리 보험수가와 

상충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업계와 정부, 

의료계가 지속적인 논의를 통

해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 

“건보수가 등 공통문제, 학회-협회 상호협력해야”
금년 학회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0월 송도에서 개최

“알콘, 아이케어(Eye care) 최고 기업 위해 매순간 최선”
임상부서 및 PA부서 신설,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노력

 KMDIA, 의학회 CEO를 만나다 - 대한정형외과학회 김성재 회장  CEO 인터뷰- 한국알콘 김미연 사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KMDIA, 의학회 CEO를 만나다’를 기획, 대한의학회 기간학회장과의 대담을 통

해 보건의료 현안 공유, 학회와 산업과의 연계, 의료계와 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

다. 이번 협회보 8월호 대담인터뷰 인사는 대한정형외과학회 김성재 회장이며, KMDIA 이준호 이사(준영메

디칼 대표)가 강남연세사랑병원을 찾아 대담을 진행했다. <편집자주>

한국알콘은 1993년 설립됐다. 아이케어(Eye care) 전문기업으로서 국내입지를 다져오며 안과시장을 선도

하고 있다. 알콘은 백내장, 녹내장, 망막, 라식, 라섹 수술장비와 그 제반 기구, 인공수정체, 콘택트렌즈, 용

액까지 눈 건강과 치료에 집중하는 기업이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알콘은 2011년 노바티스와 합병, 더 발

전하기 위한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 전세계 알콘에서 한국알콘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지 김미연 사

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KMDIA 이준호 이사(준영메디칼 대표) 대한정형외과학회 김성재 회장

김성재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김성재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

관절경학회장, 제1대 아시아 관절경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명예교수이자 세브란스병원 관절경 연구회 지

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관절경, 슬관절 및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세계

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관절경 스포츠 슬관절학회(ISAKOS)’의 아시아

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교육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내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비롯해 대한정형통증의학회 회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학회
대담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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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장동향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 -  터키

터키 시장 진출 시

의료기기 CE 인증 필수보 건 복 지 부 ( 장 관 · 정 진

엽)는 올해 5월 대통령의 이

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

된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MOU’의 후속조치를 위해 ‘제

1차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지난달 26

일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하고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합의

의사록(MOM)에 상호 합의

했다.

이번 MOM은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맺어진 보

건의료 분야의 정부 및 민간 사

이에서 맺은 MOU의 성실한 

이행을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이에 7개 병원건설사업(총 

6,200병상, 20억 달러)을 추

진 중인 국내 기업이 우선 협

상자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물산-

샤히드 라자이 병원(1,200병

상), △현대건설-나마지 병원

(1,400병상), △코리아메디컬

홀딩스-마흐디 클리닉(820병

상), △GS건설-파르디스 병원

(500병상), △대림건설-타브

리즈 병원(800병상), △삼성물

산-샤리 병원(1,000병상), △

한화무역-아라크 병원(500병

상) MOU 체결 건이다.

이란 병원건설 국내기업 관

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를 

통해 이란 보건부에서 단기 

MOU(2~3개월) 연장시마다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며, 불

수용시 사업대상에서 제외시

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해소함

에 따라 병원건설을 위한 과감

한 선투입이 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7개 병원에 한국형 병

원정보시스템(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우

선 구축하고 향후 이란의 공공

병원 등에 추가 확대하기로 했

다. 또 7개 병원에 설치될 한국

산 의료기자재에 대해 간소화

된 승인절차를 마련해 병원건

립의 공정이 보다 신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건강보

험심사평가 시스템(HIRA) 도

입 및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를 위한 

양해각서를 10월 ‘메디컬코리

아 2016’에서 체결하기로 합

의했다.

이란 보건부는 ICT 기술을 

활용한 건강보험운영 및 병원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

하고 이번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심평원과 이란 보건부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 보건부는 보

건의료분야 기술, 건강관리 

및 진단, 차세대 보건의료 신

제품 등 분야에서 보건의료기

술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

다. 특히, 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KCL)과 이란 Royan 

Institute간 의료기기와 나노 

및 바이오 기술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보건부

가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의료기

기 및 체외진단기(in-vitro 

diagnostics) 규제 강화법안

에 대한 합의를 지난 6월 15일 

발표했다.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에 따르면, 유럽의회 내 환

경·보건·식품 안전위원

회(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 규제 

및 감독하고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의료기기 개발, 

승인, 시판과 사용 이후 단계

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품질 관

련 검사, 감독, 윤리규정 등을 

강화하고 있다.

법안은 일반 소모품(반창

고·주사기 등)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유방·엉덩이 보형

물, 초음파기기, 심장밸브, 임

신·DNA 테스트기에 이르

기까지 약 50만 개의 의료기

기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유

럽 의료기기 판매·제조업체

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

이며 유럽 의료기기 시장은 약 

1,000억 유로(한화 약 123조 

원) 규모에 달한다. 

유럽 내 의료기기는 아래와 

같이 4개 위험군으로 분류되

는데, 위험이 제일 낮다고 분

류되는 1등급(지팡이, 거즈, 

소변 백, 휠체어 등)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위험군(Class IIa, 

IIb, III)에 적용이 예상된다.

현재 환경·보건·식품 안

전위원회에서 이번 규제안이 

승인됨으로써 오는 9월 각료 

이사회의 승인만이 남은 상황

이다. 승인 이후 초안은 EU 회

원국 언어로 번역이 이뤄지고, 

각국의 규정안이 이사회 및 의

회에서 승인이 나면, 법안이 

공고되고 이후 3년 뒤(2019

년) 의료기기 규제가 발효된

다. 5년 뒤(2021년)에는 체외

진단기기 규제가 발효될 예정

이다. 

주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국에서 법적으로 일회용 

의료용품(SUDs, Single Use 

Devices)에 대해 재활용을 승

인하지 않는 한, 일회용품 재

활용은 금지된다. 현재는 대다

수의 EU 국가에서는 일회용 

의료소모품의 재활용을 허용

하고 있다. 또 국가에서 재활

용을 승인할 경우, 재활용 담

당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원래 

제조업체와 동등한 책임이 부

과된다.

승인기관(Notified Bodies,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도 강화된다. 또 숙련된 의료

인력(medically skilled)에 대

한 고용도 의무화했다. 특히 

EU 의회는 제품 출시 이후, 

무작위로 제조업체 공장을 불

시 점검하고 실사에 대한 책임

을 물을 예정이다.

일부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

(필러, 컬러 콘택트렌즈 등) 역

시 이번 법안 적용대상에 포함

됐다.

다만 ‘Regulation(EC) NO 

1223/2009’에 해당하는 미용

용품은 제외된다. 

‘센트럴 유러피안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해 개별 의료기기

별로 제조업체, 승인기관, 임

상실험 결과, 인증서, 관련 사

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기에 대해 개

별 기 기  신 원 확 인 번 호  제

도(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를 도입해 제

품의 판매나 시술 이후의 모니

터링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유방, 

엉덩이 보형물 등) 제품마다 

제조회사와 연도, 제품 일련번

호, 특성 등의 각종 정보가 등

록되면, 당국뿐만 아니라 환자

와 의사도 인터넷으로 간편하

게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또 수술받은 환자는 임플란

트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

를 이용해 문제가 발생하면 데

이터베이스에 접촉해 이상 여

부를 체크할 수도 있다.

임플란트 제품이나 HIV 테

스트기 같은 고위험 의료기기

의 경우는 별도의 추가 안전 

검사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인증 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 

특위(a special committee 

of experts)의 심사까지 받아

야 한다.

임상시험 평가도 강화된

다. 제조업체는 임상실험 평가

(clinical evaluation)에 대해 

계획, 실행 후, 문서화해서 제

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동등

성 원칙(the principle of the 

equivalence)에 의거해, 유사

품목 제조업체의 임상실험 결

과 사용이 가능했다. 즉 제품이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테스트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

을 거라고 간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제까지 중소규

모 제품 개발업체들이 시간이

나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임상

실험을 제외했으나, 신규 법안

이 발효될 경우 제외가 불가능

해져 부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조업체가 EU 국

가 내 소재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체는 대리인(single 

authorised representative)

을 지정해야 한다. 또 EU 적

합성 승인 절차를 따라 자기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불량제품이나 모니

터링 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등

의 제반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전망 및 시사점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EU 

진출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이

번 개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하다. 특히 일회용 의

료기기(SUD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 의료기기 시장 동향 -  이란 및 유럽연합(EU)

한-이란, 양국간 정부·민간 보건의료협력 ‘5월 MOU’ 이행

“EU 의료기기규제, 검사·감독·윤리규정 대폭 강화”

의료기기
등록규정

터키 의료기기 시장 규모

터키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5

년 약 23억 달러로 세계 18위 규모의 

의료시장 국가로 추정되고 있다. 2010

년 이후 2.4%의 연평균성장률(CAGR)

을 보이고 있다.

터키에는 자국 내 의료기기 제조업

체가 다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로써 

붕대 및 주사기, 정형외과 기구 등과 

같은 낮은 기술품목에 집중돼 있어 수

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터키의 의료기기 수입은 주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으로 상위 10개국

(10위 한국 포함)이 터키 의료기기 수

입시장의 76.4%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미국과 독일은 영상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터키 시장을 장

악하고 있다.

터키 내 한국 제품 인지도는 미국, 독

일, 일본 제품에 비해 다소 낮으나 가

격 대비 품질과 내구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2014년 대 터키 한

국 의료기기의 수입액은 약 6,720만 

달러이다. 이는 전체 수입액 22억 달러

의 2.6%로 한국의 터키시장 진출은 초

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수입하는 품목

으로는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치과용임플란트, 레이

저수술기 등 하이테크 장비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

효 이후 관세 할인 혜택을 활용한 높은 

가격경쟁력에 힘입어 한국 의료기기업

체의 적극적인 터키 시장진출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터키 의료기기 시장 전망

터키의 의료기기산업은 정부의 의료

시스템 개혁 프로그램(HTP)이 성공적

으로 추진되면서 의료 시설의 확장으

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

졌으며, 최근 10년 동안 실시한 의료 

분야 투자로 인해 생산 품목 수와 질이 

크게 향상되고 의료기기 산업 관련 기

업 수 또한 증가했다.

그러나 터키 내부의 사회적 긴장과 

보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 

및 의료기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분석된다.

BMI research에 따르면, 2016년 

터키 의료기기 시장은 자국 내 통화로 

추정할 경우 7.9%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으나 터키의 화폐(TRY)가치 

하락으로 미국 달러 기준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자국통화(TRY) 기준, 2010

년에서 2015년 사이 연평균성장률

(CAGR)는 15.4%였으나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7.0% CAGR을 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터키 의료기

기 시장은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

측된다.

실례로 2016년 3월까지 12개월간의 

수입이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고 수출 또한 369.2백만 달러로 

2.3% 감소했다. 이는 터키의 느린 경

제 성장과 터키리라(Lira)의 디플레이

션으로 수입 및 수출 성장을 방해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터키 의료기기 규제기관

터키 의료기기 인허가 기관은 터키 

보건부(MoH:Ministry of Health)

의 산하기관으로 터키의약품의료기기

청(TITCK, Turkish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Agency)에서 제

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하며, 93/42/EEC, 98/79/EC, 

90/385/EEC 3개의 EU지침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터키에서 의료기기를 등록하기 위해

서는 보건당국에 적합성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제출

해야 하며, CE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과 관련된 모든 등록 서

류는 터키 제약 및 의료기기 국립 데이

터뱅크(TITUBB, Turkish National 

Medical Device Database)를 통

해 제출을 해야 하며, 데이터뱅크

(TITUBB)에서 터키 내 납세번호(Tax 

ID Number)로 로그인하고 최신 전자

서명을 등록해야 전자인증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절차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위한 등록처는 

터키 국가약품 및 의료기기 데이터뱅

크(TITUBB)이며, TITUBB 등록은 국

가적 차원에서 의료기기를 추적·관리

하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터키 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입업

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약국 및 안경

점은 TITUBB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

록 절차는 3단계로 1-회사등록, 2-문

서등록, 3-의료기기등록을 해야 한다.

데이터은행에 문서등록 및 의료기기

제품 등록은 별개로 신청해야 하며 요

구서류인 제품증명서, CE 인증서, 사

용설명서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

하다.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경우는 문서등

록을 위한 서류원본과 번역본을 데이

터은행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서류승

인이 난 후에는 신제품에 대한 상세 정

보를 추가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수입

업자는 데이터은행에 제품승인 신청서

를 발송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터키에서 의료기기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E 인증서(CE 

Certification)가 필요한 서류는 제품증

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사

용자 안내서(User Guide), 라벨(Lavel 

Example), 제품 카탈로그(Product 

Catalogue), 권한 인증서(Certificate 

of Authority) 목록 등이다.

의료기기 등록 시 유의사항

터키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 

의료기기는 CE 인증을 획득해야 하나, 

임상 조사용 또는 전문의를 위한 특별 

제품 및 전시용 제품의 경우는 CE 인

증이 없어도 된다. 또한 모든 의료기기 

수입은 터키표준기관(TSE, Turkish 

Standards Institution)의 승인이 필

요하다.

외국 의료기기 공급업체는 ISO 

9000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일치

해야 하며, 미국의 ANSI/ASQ Q90

과 EU의 EN29000은 모두 ISO9000

과 동등한 규격으로 간주한다. 이외

에 터키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준

수하는 국제 절차, 품질, 안전기준

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인증에 대한 일치도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한지만 부장 

산업정책연구부

※	출처	

•	Turkey Medical Devices Report Q3, 2016 BMI,
•	Healthcare, Regulatory and Reimbursement 

Landscape-Turkey, 2014 Global data
•	stratejik_plan(2013_2017),	터키의약품의료기
기청(TITCK)
•	중동지역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2016 

KOTRA

수 도	:	터키

언 어	:	터키어,	아랍어,	쿠르드어

면 적	:	약	78만㎢	(한반도의	3.548배)

인 구	:	약	7,941만명	(세계	18위)

GDP	:	약	7,511억	8,600만	달러	(세계	18위)	

<터키 의료기기 품목별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시장규모

소비재 506.9

영상기기 426.7

치과용품 192.7

외과용품 335.2

보조기구 193.6

기타 658.6

합계 2313.7

보조기구
(8%)

(출처	:	BMI	research)

<TITUBB 등록 절차>

Ⅰ


Ⅱ


Ⅲ

회사 등록 문서등록 의료기기 등록

시스템에	납세번호(Tax	ID)로	로
그인하여	최신	e-signature	등록

당국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원
본	및	번역본	추가	제출

제품의	 상세내역	 제출하여	
TITUBB에	제품승인	신청

(회사이름,	납세번호,	회사설립일,	
활동분야	구체적인	내용	등록)

제품증명서,	CE인증서,	품질관리
시스템인증서(ISO13485)	사용설
명서,	카탈로그	등)	

(신제품의	바코드	번호,	라벨명(터
키어),	제품참조번호(Product	Ref),	
브랜드명,	포장정보,	HS	code	등	상
세	내역	정보	추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지난 5월,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의료

기기기업협회(회장·후세인 레즈바니, AIMEC)와 양국간 의료기기산업의 발

전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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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주요 여정

최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

국과의 외교적 신경전이 뜨겁다. 지

난 25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

역안보포럼(ARF)에서 한중 외교수

장의 설전은 이러한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양국의 상호신뢰 기초에 해를 끼쳤

다”라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유감

표시에 윤병세 장관은 풀을 제거하려

면 그 뿌리를 뽑아야한다는 고사성

어 ‘전초제근(剪草除根)’을 인용해 근

본적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을 만나

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

는다’는 ‘봉산개도 우수탑교(逢山開道 

遇水搭橋)’를 거론하며 양국 간의 갈

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국제 정세에서도 언제나 갈등

의 해결이 중요하게 대두하듯 〈표 1〉

과 같이 걸어온 소통의 여정은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라 자부해 본다.  

의료용레이저와 허가도우미 관련 

협의체의 소통일정을 7월의 첫 번째 

여정으로 시작한 후, 이어 7월 8일에

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와 관

련한 5차 회의를 개최해 품목 재분류 

방안과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하

여 논의했다. 가이드라인(안)의 검토

과정에서 초점위치의 정확도와 치료

의 정확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

의 방법뿐만 아니라 Hydrophone을 

이용한 음장 시험의 초점 거리와 초

점영역의 체적으로도 대체할 수 있

음을 확인했다. 또한 성능의 동등여

부 판단은 HIFU가 고출력의 초음파

에너지로 암(근종 등 포함) 치료 등

에 사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기 허

가제품과 동일한 경우에만 임상자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작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일한 품목군에 속하는 같

은 제조원의 시리즈 제품이 동일 사

용 목적으로 성능 개선[초점 크기(±

20%)와 초점거리(±20%) 이내 변

경]을 위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에는 동일 제조원의 기 허가제품과 

비교해 임상자료 제출의 면제가 가능

하도록 합의했다. 그와 함께 가이드

라인의 제4장을 구성하는 ‘임상평가’

의 경우, STEP1은 제품의 성능평가

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안전성 및 성

능시험에 필요한 제출 자료의 요건을 

기재하기로 하고 STEP2(전임상)과 

STEP3(임상)은 HIFU의 특성에 맞

는 각각의 평가 항목과 평가방법으로 

전면 재작성하기로 조율했다.

그동안 치과재료에 대한 품목과 등

급의 재분류를 논의해온 치과재료 시

험·심사기관 협의체는 7월 12일에 

열린 4차 회의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안에 대한 협의체의 검

토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짓기로 하

였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3D 프린

팅 전문가협의회(평가기반 분과)를 

개최해 치과용임플란트와 정형용임

플란트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검

토했으며, 특히 제품별 특성에 따른 

안전성과 성능의 평가항목 및 첨부자

료 요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이번 

달 안에 외부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

7월 14일에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

드 컴퓨팅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안전

관리 기본방안을 논의하는 5차 회의

를 개최했다. 먼저 폐 질환 증례를 검

색하는 소프트웨어와 IBM 왓슨과 같

이 관련 기술을 적용한 개발제품의 

사례발표와 함께 관리방안을 위한 고

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제품

의 버전관리 가능성이나 관리목적에 

따라 관리범위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

다는 의견과 이러한 제품의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신속제품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

시됐다. 다양한 의견과 함께 관리방

안을 마련할 때 고려사항에 대한 추

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함을 다시

금 공감하고, 9월 초에 갖기로 한 다

음 회의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관리방

안의 고려사항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유헬스

케어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기 위한 제5차 모임을 7

월 20일에 개최해 선진국의 기술동

향을 포함한 관련 자문과 검토를 하

는 기회를 가졌다. 모바일 앱 형태를 

갖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분류명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진단지원시

스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의 다

양한 논의 내용을 ‘유헬스케어 의료기

기 시스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반

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헬스케

어 의료기기의 보안가이드라인(안)도 

검토해 보안과 보호의 정의, 분해방

지 봉인의 활용 등 보안요소의 항목 

삭제, 그리고 서비스운영자 용어수정 

등 정보보안요소에 대해 항목별로 각

각 검토했다. 그리고 IEC 80001-1

을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서

를 마련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월 21

일의 6차 회의에서 보안 가이드라인

(안)과 IEC 80001-1(의료기기의 네

트워크 위험 관리) 해설서 초안을 검

토하기로 했다.

8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다음 달은 무더위와 함께 휴가의 설

렘이 기대되는 8월이다. 휴가의 휴

식은 곧 새로운 충전으로 대비되듯 

휴가를 통한 아름다운 추억은 충전

의 새로운 기운이 될 것이다.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 좋은 기억만 남기려

는 기억왜곡현상을 므두셀라 증후군

(Methuselah syndrom)이라고 하는

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므두셀

라를 앓기 위해서〈표 2〉의 여정을 살

펴본다. 8월의 첫째 주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2등급 심사지침서 개발

을 위한 협의체(8.2)가 준비돼 있어 내

년도의 민간위탁에 대비한 5개 분야

별(면역, 미생물, 병리, 생화학, 혈액

학) 지침서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예

정이다. 또한 치과재료의 품목재분

류(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

회(8.17)와 의료기기 국제협력사업

의 추진로드맵을 공유하고 IMDRF

와 AHWP 총회안건을 논의하기 위

한 의료기기국제협력 자문단회의(2

차)(8.19)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첨

단의료기기분과 간담회(8.26), 고강

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전문협의체

(8.29), 체외진단용의료기기 민원설

명회(8.30) 등과 함께 하반기의 제4차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의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8.31)로 여

름의 무더위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하계의 소통일정으로 휴(休)와 충(充)을 준비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8.1~8.5) ○  체외진단용의료기기 2등급 심사 지침서 개발 전문가 협의체(2차)(8.2)

3주(8.16~8.19)
○  치과재료 품목 재분류(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8.17)
○ 의료기기국제협력 자문단 회의(2차)(8.19)

4주(8.22~8.26) ○   첨단의료기기분과 간담회(8.26)

5주(8.29~8.31)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민·관 전문협의체(7차)(8.29)
○ 체외진단의료기기 가이드라인관련 민원설명회(8.30)
○ 의료기기 소통포럼 운영위원회(5차)(8.31)
○ 결핵 및 비결핵 항산균 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마련 협의체(2차)(8.31)

〈표 2〉 8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7월	6일

○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5차)
	-	레이저조사기의	안전사용	리플렛(안)	마련	및	분류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4명

○ 다기관 협력을 위한 허가도우미 전문가협의체(5차)

	-`		허가도우미	확대에	따른	기관별	맞춤형	지원	결과	발표	및	운영	개선방안	논의
대구경북
첨복단지

10명

7월	8일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허가심사가이드라인마련 협의체(5차)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논의	

식약처
별관

7명

7월	12일

○원주지역 제조업체 CEO 대상 허가심사 민원설명회
	-		CEO(5.26)후속조치로	허가심사관련	변화된	제도	및	첨부자료	설명	

원주테크
노밸리

28명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4차)
	-	치과재료	품목	재분류	마련을	위한	최종	의견수렴

경북대
치대병원

18명

7월	13일
○ 의료기기 신속제품화지원 범부처협력과제 실무자회의
	-		‘16년도	하반기	범부처허가도우미	지원대상	선정	등

의료기기
산업협회

12명

7월	14일

○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적용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5차)
	-		관련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방안	논의와	관련제품	현황	세미나

서울역
회의실

16명

○ 제2차 국제의료기기 소통포럼(MDCF)결과보고회 및 운영위원회(4차)
	-		제2차국제포럼	결과공유	및	하반기소통포럼	운영방안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2명

7월	19일
○ 3D 프린팅 의료기기 전문가(평가기반)협의체
	-		치과용임플란트,	정형용임플란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검토

서울역
회의실

15명

7월	20일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5차)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보안	가이드라인	검토	등

식약처
별관

8명

7월	29일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허가심사가이드라인마련 협의체(6차)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논의

중앙대
병원

12명

<표 1> 7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구분 과정명 차수 일정 교육일수(시간) 교육인원

CHAMP 교육 과정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
3차 2016. 8. 25(목) ~ 26(금)

2일(16H) 30명
4차 2016. 10. 26(수) ~ 27(목)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ISO 13485) 기본과정
2차 2016. 9. 7(수) ~ 8(목)

2일(16H) 30명
3차 2016. 12. 7(수) ~ 8(목)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 3차 2016. 10. 12(수) ~ 13(목) 2일(16H) 30명

의료기기 임상시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실습과정 2차 2016. 11. 8(화) ~ 10(목) 3일(21H) 30명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
2차 2016. 9. 1(목) ~ 2(금)

2일(16H) 30명
3차 2016. 12. 1(목) ~ 2(금)

의료기기 R&D 기획 역량 강화 과정 2차 2016. 11. 2(수) ~ 4(금) 3일(21H) 30명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ISO 10993) 과정 2차 2016. 11. 24.(목) ~ 25(금) 2일(16H) 30명

IEC 60601-1(3판) 규격의 이해와 설계 기본과정 2차 2016. 10. 19(수) ~ 20(목) 2일(16H) 30명

IEC 60601-1(3판) 설계 및 Usability 실습 특화과정 2차 2016. 11. 16(수) ~ 17(목) 2일(16H) 30명

인재 양성 과정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3차 2016. 9. 27(화)

1일(4H) 50명
4차 2016. 11. 29(화)

‘CHAMP 및 인재양성’ 교육 안내

■ 2016년도 협회 하반기  교육일정 

■ 교육대상자
 - 의료기기 관련 업체 종사자

■ 교육 신청 방법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홈페이지 (http://edu.kmdia.or.kr) 접속 후 

    인터넷 신청

■ 수료 기준
 - 교육생 수료 기준 : 총 교육시간의 출석률 80% 이상 수료시 수료증 발급

■ 교육비 및 교육생 특전
 - CHAMP 교육 : 무료(컨소시엄 협약 가입 시, 대표는 수강 불가)

 - GSP 교육 : 50,000원

 - 교재, 문구류 제공, 다과 제공, 수료증 부여

 - 교육 취소는 교육일 3일 전까지만 가능

■ 교육장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9층 교육장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또는 역삼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에서는 2014년부터 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

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이하 CHAMP)

은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산업이나 직

종과 관련된 기관(업체)과 협약을 체결해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교육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반기에는 9개 과정, 12회 교육이 있으며, 과정별로 1인당 최소 25만원~최대 40만원 상당의 고품질 교

육과정을 개발해 국고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업체 종사자에게 무료 수강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의료기기를 임대 및 판매하는 업체의 종사자들의 자

체이수교육을 돕기 위한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교육’도 실시합니다. 하반기

에는 2회 교육(9월, 11월)이 이뤄지며, 본 과정을 통해 GSP제도 목적과 법적 근거 및 체계에 대해 알 수 있

습니다. 특히 관련 용어와 시설설비, 그리고 품질 및 위생, 문서 등의 관리 방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연수원’ 지방소재 종사자 교육 기회 제고

교육 문의   교육연구팀  |  전화 : 070-7725-8660, 8728   |  이메일 : edu@kmdia.or.kr
교육 신청   edu.kmdia.or.kr  |  사이버연수원 : kmdia.cylearn.co.kr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3, 여삼빌딩 8, 9층

  KMDIA 사이버연수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방소재 기업 및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재직자를 위해 교육 참여 기회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KMDIA 사이버연수원(http://kmdia.

cylearn.co.kr)’을 운영하고 있다. 개설된 온라인 교육으로는 △의료기기산업 공정경쟁규약 길라잡이, △건강보험 정책이해 실무교육, △IEC 60601-1(3판) Risk 

Management,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등이 있습니다. 협회는 장기적인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의 애

로사항 및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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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지원부 - 기획관리팀, 재정관리팀     

 ■ [식약처] 청렴결의대회 참석(07.04)

○  참석자 : 황휘 협회장, 공직유관단체장, 업계 대표(7명), 옴부즈맨 등

○ 주요내용 

 - 청렴결의대회 : 청렴결의문 낭독, 청렴서약 열매달기

 - 청렴특강 : 박연정(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대표)

   ▶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6.07.31)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74 186 110 363 710 162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10 5 1 3 9 1 0

■  제3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 참석(07.12)
○  주요내용

 - 제3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 참석 및 협회장님 축사

 - 제1회 의료기기산업 대상 시상

 - 수상자 :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황성오 교수

■ [KMDIA] 제13회 KMDIA 정기 정기워크숍 및 KMDIA-KBIO 공동워크숍 성료(07.22)
■ CHAMP 교육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2차’ 교육(07.05~06)

■  CHAMP 및 GSP 교육 강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 강사 피드백(07.22)
○  주요내용 : 교육과정 및 강사별 하반기 교육 커리큘럼 수정방안 준비에 활용

■ [진흥원] 몽골 경제사절단 사업 발굴 간담회(07.05) 

■  [KMDIA] 녹십자의료재단-스리랑카 나왈로카그룹 ‘임상검사수탁기관’ 구축 MOU 
체결(07.06)

○  참석자 : 녹십자의료재단 이은희 원장, 녹십자 MS 김영필 대표이사, 스리랑카 나왈로카그룹 

자얀타 다르마다사 회장 외 2명, ㈜KCHT 홀딩스 장세무 회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경원 대

표 변호사, 황휘 협회장, 홍순욱 상근부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나흥복 전무, 임민혁 대변인 

○  주요내용 

 - 녹십자의료재단-스리랑카 나왈로카그룹(병원) MOU 체결(협회 지원 및 가교역할)

 - 녹십자의료재단 임상검사센터 및 녹십자 공장 방문 투어

■ [국가기술표준원] 민·관 합동 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참석(07.14)
○  참석자 : 국조실, 미래부 등 15개 부처청(90개 부서), 27개 TBT 컨소시엄 기관 실무자, 협회 

한지윤 팀장

○  주요내용

 - 국내외 기술규제(TBT)의 체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국내외 기술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 식·의약품 분야 기술규제 대응현황

   ▶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식약처] 보청기 취급 관련 언론보도 후속조치 안내(07.13)
■  [식약처] ‘의료기기 GMP 심사현황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안내(07.15)
■  [KOTRA] 한-칠레 의료보건협력 이니셔티브 참가 안내(07.12)
■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및 협력업체 모집 안내(07.12)
■  2017 제33회 KIMES 참가, 부스 배정 및 조기납입 혜택 안내(07.14)
■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 따른 보건산업 분야 체결 내용 안내(07.14)

■  제1회 한-키르기스스탄 병원, 미용 & 의료산업 박람회 모집 안내(07.18)
■  인도 의료기기 전시회 ‘MediCall Expo 2016 India’ 모집 안내(07.19)
■  [진흥원] BIO EUROPE(Germany) 파트너링 참가 지원사업 안내(07.25)
■  [진흥원] 중남미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 모집 안내(07.25)

   ▶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건강보험 연계를 위한 협의체 4차 회의(07.12)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건강보험 연계 데이터베이스(DB) 마련(안) 협의

■  [법규위원회] 법규위원회 전자의료기기TF 회의 제2차(07.14)
○  주요내용 :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에 대한 국제조화 추진 논의(의료기

기제조·수입업체 대상 현황파악 및 건의·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취합 결과 공유)

■  [식약처] 의료기기 소통포럼 준비를 위한 제4차 운영위원회(07.14)
○  주요내용

  - 제2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 결과 공유

  - 제4차 의료기기 소통포럼 운영방식 및 안건 등 검토

■  [식약처] 의료기관 사용물품 안전사용 지원 협의체(07.15)
○  배경(목적) : 의료기관 사용물품 중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논의된 적이 

있는 디펜시프론, 과불화프로판에 대해 의료현장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

■  [김승희 국회의원실] ‘의료기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07.20)
○  참석자 : 홍순욱 상근부회장 외 8명, 국회,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소비자단체, 대한의사협

회,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기 관련 단체 등 산업계 관계자 120여명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에 대한 도입전략(동국대학교 김성민 교수)

  - 의료기기 UDI System 도입에 따른 미래환경 변화(㈜사이넥스 김영 대표)

  -  패널토론 : 전주기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시스템 도입 필

요성 및 추진방향, 기관/기업/사용자 간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착용형 스마트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규
제개선 간담회 참석(07.22)

○  주요내용 : 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분과회의 → 총괄위원회 →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무역투

자진흥회의 상정 예정(신산업투자위원회 추진과제 선정 시 업계 실무관계자 회의 진행)

 - 신의료기술평가개선의 경우, 신산업투자위원회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진행할 예정

■  [중앙대학교] 식품, 의약품 등 안전관리 기준 국제조화 연구 전문가 간담회(07.26)
○  주요내용

  -  우리나라와 5개국의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법령 비교 및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협회는 GMP 현장심사에 대한 위해도 중심 운영, 국제기준 상호인정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요건(시험성적서) 인정 범위 확대를 의견제시

■  [심평원] 제7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참석(07.05)

■  [보험위원회] 보험전략기획위원회 개최(07.28)
○  주요내용 : Risk Sharing_최근 제약 산업에서의 동향 공유 및 논의

■  [건보공단]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참석(07.28)

■  [보험위원회] 월별 특별 초청 강연(07.28)
○  주요내용 

 - 초청강연자 : 충북대학교 강길원 교수(의학정보센터소장)

 - 강연 주제 : 포괄수가제에서의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분류 및 적정보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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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제도 및 지정절차 안내(07.01)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안내(07.01)

■  [식약처] 심혈관기기과 제2차 간담회 결과 안내(07.01)
○  주요내용

 -  ‘원재료 자사규격 가이드라인’에서 인체접촉 색소 접착제에 대한 원재료기재방법 다양화, 

원재료 혼합비의 범위 기재 가능하도록 검토함

 -  전기수술기용 전극의 품목 고시 개정(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계획함   

 -  기타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인증센터의 보완요구 애로사항에 대한 심사자 교육 및 시정요

구 검토함

■  [KMDIA]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신청방법 등 안내의 건(07.06)
○  주요내용

  - 복지부·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

  -  ‘신의료기술평가-허가 통합운영 제도’의 시범사업을 02.22(월)부터 시행. 7월 내 통합운

영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입법예고 완료

  -  현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규정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본 사업 추진 전까

지 기존 시범사업이 계속 운영됨을 안내

■  [KMDIA] 국민안전과 의료기기 조기 활용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에 관
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견서 제출(07.06)

■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해설서 제3개정판(안)에 마련에 
대한 의견조회(07.07)

■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재검토 관련 의견 
제출(07.07)

○  주요내용 : 동 규정에서 ‘안전성 정보’란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수집대상, 보

고서식, 관리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명확화 또는 제외(이상사례로 한정)요청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정성시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 제출(07.07)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안정성시험(가속노화시험)에 대한 측정 시기를 마지막 시점 1회 시험

  - 원재료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최소 2회 시험하도록 수정 

  - 그 밖에 무균시험 면제요건에 대한 업계현황 반영 요청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개선 건의사항 의견 제출(7.21)
○  주요내용 

  -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05.18) 이후에도 여전히 신산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발굴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시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제 완화

  - 의료기기 첨부문서(제품설명서) 제공방법 다양화 조속 추진

  - 살균력 있는 차아염소산 Wet Tissue 제조기의 의료기기 인정

  - 코삽입용 마스크의 의료기기 품목분류 신설 요청

  - KGMP 제도의 공통기준 규격화(ISO 13485로 대체)

  - 신규치료재료 등재 시 적용되는 적용 배수 개선

      ·상한금액 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의료기기 도매업의 현실적인 도매마진율 등을 반영한 적용 배수 적용

      ·제품별 특성이 반영된 가격산출 방법 마련

  - 치료재료 제조·수입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폐지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식약처 임상시험 득한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 단일화

  -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몰 규제 정비에 따른 의
견 제출(07.25)

○  주요내용 : 허가·인증신청서 및 신고서 항목에 신설되는 ‘성능’에 대한 명확한 기재내용 구

분 및 1등급 신고서에 대한 적용 제외 요청(대부분의 1등급 의료기기는 그 자체로서의 성능

을 표방하지 않는 단순 기기인 바, ‘성능’ 항목에 작성할 적절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고려)

■  [식약처]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의견 조회(07.25)
○  주요내용 : 심혈관기기과에서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의 일반사항, 허가심사 방안과 성

능 및 임상평가 등을 담고 있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요청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정성시험 기준’ 개정고시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신 안내(07.29)
○  주요내용 : 식약처는 2016.7.21일자로 개정고시한 「의료기기 안전성시험 기준」 에 대하여 우

리 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을 안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속노화시험 시 시험개시 시점을 측정시기에서 삭제 요청  불수용

  - 국내 허가 받지 않은 자사 제품도 무균시험 미설정 대상에 추가 요청  불수용

  - “사용기한”을 “사용기간”으로 수정 요청  수용

  -  KS P ISO 11607-1 중 “봉합 및 밀폐의 완전성 시험” 또는 KS P ISO 11607-1 중 “포장재료의 

세균차단속성 시험” 중 하나만 만족할 경우 무균시험 미설정 대상에 추가 요청  불수용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제
출의견 검토회신 안내(07.29)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가 식약처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미반영) 안내

 
   ▶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관련
(기준 : 2016.07.31)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100 8 0 61 169 503 7,394 8,066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6.07.31)

구분 처리 2016년

제26차~제29차

승인 84

334 2,062조건부 승인 246

미승인 4

심의면제
적합 197

347 2,442
부적합 150

심의변경
적합 64

180 921
부적합 116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182

252 1,609
불이행 70

※ 2016년 : 2016.01.01 ~ 2016.07.31 기간 중 전체 처리 건수

■  제7차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개최(07.08)
○  주요내용 : 기부 11건, 학술대회개최운영지원 1건, 학술대회참가지원 44건, 자사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심의 27건, 사전·사후 신고사항 348건 보고 등 총 431건 완료

   ▶ 산업정책연구부 - 정보분석팀, 미래전략연구팀

■  [식약처] 의료기기 맞춤형 정보 분석 추진단 분기보고서 업무 협의(07.20)
○  주요내용

  - 분기보고서 발간 관련 일정 협의

  - 주요 콘텐츠 조사 수준 논의

  - 분기보고서 목차(안) 검토

■  [NICE] 의료기기 편람 제작 관련 및 업체 정보공유 가능성 논의(07.28)
○  주요내용

  - 편람 제작 계획 안내 및 수주 광고 시안 접수 완료

  - 국내 기업 특허수, 연구개발비, 특허 추이 등 조사 가능 여부 논의

■  [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회] 제2차 실무위원 회의(07.12)
○  주요내용

 -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의 산업발전위원회 실무지원 내용 파악 후 공유

 - 구축한 DB platform 및 활용방안 논의 

 - 위원회 사업방향성 및 가능성 등 세부사항 논의 

 - 기관 및 산학협력단 등 컨텍포인트 공유 

 - 사업구성안 추가 협의

○  후속 계획

 - 협회 홈페이지 내 산업발전위원회 페이지 보완

 - 보유기술 공개범위 결정을 위한 표준 양식 선정

■  [식약처]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연구 진도보고회(07.14)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사업 진도점검회의(07.15)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사업 1차년도 발표평가(07.19)
■  [식약처] 의료기기통합정보BANK 사업 중간보고(07.20)

   ▶ 보도자료 배포

■  [국제협력팀] 녹십자의료재단-나왈로카그룹 ‘임상검사수탁기관 구축’ MOU 체
결(07.07)

■  [회원지원팀] KMDIA 제1회 의료기기산업 대상 시상(07.12)
■  [국제협력팀]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안내(07.13)
■  [회원지원팀] KMDIA 제13회 KMDIA 정기워크숍 개최(07.19)
■  [산업정책연구부] KMDIA-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 성과발

표 및 전시회 개최 성료(07.28)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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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메디칼솔루션(대표·심재원)

은 포항 우리들병원(병원장·최건)

이 에사오테(Esaote)사의 최신 스

탠딩 MRI 도입을 결정하고 ‘아시

아-태평양 연구센터’를 열었다고 밝

혔다.

포항 우리들병원은 에사오테

(Esaote)사와 체중부하 MRI 공동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척추 질

환에 관한 다양한 임상 연구를 수행

하게 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서서 찍는 MRI

는 기존 누워서 찍는 MRI와는 달리 

서 있는 상태로 MRI 촬영이 가능하

다. 이로 인해 체중 부하로 발생하는 

통증 질환의 원인과 부위에 대한 정

확한 진단, 개방형 MRI로써 환자가 

느끼는 폐쇄 공포에서 벗어나 편안

한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최건 병원장은 “체중 부하 MRI

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

춘 에사오테(Esaote)사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척추 특성

화 병원 최초로 서서 찍는 체중 부하 

MRI 도입과 그에 대한 임상가치 연

구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들병원에는 척추질환

을 위한 최신의 기술들이 집약돼 있

어, 환자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

하여 minimal invasive surgery

를 지향한다. 이번 기술협약으로 우

리들병원이 한층 더 차별화된 척추

전문병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포항 우리들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포항 우리들병원 최건 

병원장과 에사오테(Esaote)사의 아

시아 퍼시픽 총괄 책임자 알베르토 

보니, 글로벌 MRI 임상 책임자 스

테파노 올피노와 에사오테(Esaote)

사 MRI 국내 대리점인 DK메디칼

솔루션 심재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

했다.

씨젠(대표·천종윤)이 ‘시약 자

동 개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성

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씨젠이 지난 15년

간 축적해 온 동시다중 분자진단 시

약 개발 노하우와 데이터를 인실리

코(in silico)로 디지털화해 만들었

다. 즉, 분자진단 시약 개발에 필요

한 복잡한 연구개발 과정을 컴퓨터 

가상실험을 통해 단순화했다.

특히, 기존에 1년 이상 소요됐던 

개발 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시

킬 수 있으며, 개발비용도 획기적으

로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개

발비나 개발 인력의 한계 등으로 미

뤄왔던 유전질환 연구와 고객 맞춤

형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

게 됐다.

시약 자동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구자에게 맞춤형 리얼타임 PCR 

시약을 개발해 공급하는 서비스도 

개시한다. 최대 4개의 DNA 타깃까

지 동시에 찾아낼 수 있는 멀티플렉

스 리얼타임 PCR 시약을 한 달 안에 

개발해 공급해주겠다는 계획이다.

고객은 DNA 시퀀스만 제시하면, 

복잡한 개발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맞춤 키트’를 제

공받게 된다. 올리고, 효소 등 원재

료와 함께 최적의 DNA 증폭 조건까

지 함께 제공되며, 별도의 개발비나 

최소구매물량이 없어 다품종 소량 

구매도 가능하다.

천종윤 대표는 “시약 자동개발 프

로그램을 통해 DNA 증폭 시약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을 자체 시약 개발에만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과학자에게 

플랫폼을 오픈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씨젠의 기술이 유전자 검사의 

표준 기술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큐렉소(대표·이재준)가 ‘인공관

절 수술로봇 장비’ 신제품 ‘티솔루션

원(TSolution One)’의 국내 첫 공

급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분기 내 

양주 한국병원에 공급하게 된다.

큐렉소 측에 의하면 한국병원은 

경기도 양주시에 대지 약 1만5천

평 규모(약 600병상)로 지어지고 

수도권 북부 최대규모로 건립될 예

정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인

공관절 수술로봇의 보급이 상대적

으로 취약한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도 로봇수술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관절 수술로봇은 고성능 컴

퓨터로 환자의 환부를 정확히 파악

해 깎을 뼈의 위치와 각도를 계산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사람

의 손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로봇

이 뼈를 깎아낸다는 것이 큐렉소의 

설명이다. 특히 큐렉소는 신제품인 

티솔루션원이 더욱 향상된 안정성

과 정확도로 수술이 가능할 뿐 아

니라 사용자인 의사 편의를 최대한 

살려 수술자의 피로감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무릎관절 치환술과 엉덩관절 치

환술이 가능한 이 제품은 미국 FDA

로부터 엉덩관절 부분 승인을 받았

으며, 무릎 부분의 허가도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다. 엉덩관절의 경우 

유럽연합의 CE 인증도 획득했다.

지엔리사운드코리아(대표·장규

환)는 고심도 난청과 유소아 전용 

스마트 히어링(Smart Hearing) 

보청기인 ‘엔조 스퀘어(ENZO2)’와 

‘업 스마트(UP Smart)’를 국내에 

출시한다.

지엔리사운드 측은 “스마트 보청

기 ‘엔조 스퀘어’는 고심도 난청 환

자 전용의 고출력 보청기로, 높은 

출력(141dB)과 이득(83dB)을 제공

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말소리는 물

론 주변 환경음까지 선명한 청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폰고 삼성 갤럭시S6 등 

다양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용자

는 쉽고 직관적으로 보청기 볼륨을 

원하는 수준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 재생한 음악을 직접 

보청기로 들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

로 걸려 온 전화를 보청기에서 바로 

무선 통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엔조 스퀘어와 동시 출시하는 ‘업 

스마트(UP Smart)’ 보청기는 유소

아 전용 고출력 스마트 히어링 제품

이다. 유소아 전용 소리 조절 프로

그램을 통해 유소아 난청에 최적화

된 소리를 제공한다.

특히 최신 스마트 히어링 무선 청

취 기술을 활용해 유소아 전용 언

어 교육 어플리케이션의 영상을 보

며, 소리를 직접 보청기로 들려주

는 소리를 ‘보고, 듣고, 배우는’ 통

합 청취 솔루션을 통해 난청 유소

아의 언어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장규환 지엔리사운드코리아 대표

는 “스마트 히어링은 애플, 삼성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

된 현재 가장 진보한 미래형 무선 청

취 기술”이라며 “스마트 히어링을 

통해 보청기 사용자는 상당한 수준

의 난청 또는 대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끄러운 소음 상황 속에서도 

바로 옆에서 말하듯 선명하게 잘 들

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K, ‘스탠딩 MRI’ 포항우리들병원 공급

MRI 전문연구센터 오픈, ‘서 있는 자세’의 척추통증 연구진행

씨젠, 시약 자동개발 ‘SW’ 개발 성공

시약 개발 기간과 비용 획기적으로 감소 전망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로봇 장비 공급계약 체결

신제품 ‘티솔루션원’ 미FDA 승인 및 CE 인증 획득

지엔리사운드, ‘엔조 스퀘어’, ‘업 스마트’ 보청기 출시

고심도 난청 및 유소아에 최적화 소리 제공

인쇄매체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방송매체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매체
●인터넷(홈페이지 포함)

●인터넷신문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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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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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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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 하고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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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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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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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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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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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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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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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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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광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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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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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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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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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심의필 지름 3.5cm 이상)

적합한 광고물이란 심의결과가 승인이거나 조건부승인인 경우이며, 조건부승인은 조건부 

승인이행보고를 통해 최종 이행 결정을 받은 광고물을 말함

광고매체 특성에 따라 라디오방송은 제외

하며, 텔레비전방송은 심의번호를 표시

(3초 이상 노출)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주의문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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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일정안내」 참조

-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구비서류 제출 및 심의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

 ·의료기기광고 심의심청서(홈페이지 로그인 후 작성)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제품설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그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FDA, CE 국가별 인증, ISO, 임상시험, 특허, 수상내역, 번역본 등

심의신청서 상태 : 문서제출(신청일자) ⇨ 접수대기(입금확인) ⇨

  접수완료(접수일자)

- 품목허가(인증/신고) 사항 및 거짓·과대·오해·비방·사용후기 

 ·절대적 표현, 의료인 추천·사용·공인 등 심의 기준 검토

심의신청서 상태 : 접수완료

- 온라인 심의 또는 대면 심의

심의신청서 상태：심의중

- 승인 : 광고 가능 (광고심의필 표시)

- 조건부승인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작성 후 제출, 이행여부 확인 후 

이행인 경우만 광고 가능 (광고심의필 표시)

 ·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건부승인 이행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심의위원회의 사정사항 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처리되어 광고 불가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 미승인 : 광고 불가

- 심의완료 후 처리기한(접수 완료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결과 통보

- E-mail 송부 및 홈페이지 게재

- 로그인 후 홈페이지 「광고사전심의결과」를 통해 확인

심의신청서 상태：결과통보

5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기준) 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 : 판매·임대 

업무 정지, 품목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의료기기법 제51조(벌칙) 및 제52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0000-000-00-0000

문의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협력사업부 광고관리팀

Tel : 02-596-1412, 070-7725-8723(0669)     Fax : 02-596-6301     E-mail : adv@kmdia.or.kr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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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사전심의 대상 제외

3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제25조(광고의 심의),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및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 제1항[별표8]

의료기기법 제51조(벌칙) 및 제52조(벌칙)

의료기기법 제50조(수수료)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수수료)제1항 및 [별표10] 

“수수료액” 제15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규정(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식약처 승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등 광고와 관련된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정하는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6가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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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선택)

심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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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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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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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심의변경

국민에게 안심주고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의료기기 대표단체’

  
인
쇄
매

체
    

        방

송
매
체

인터넷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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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의 새로운 연속당측정

기(CGM)인 ‘가디언 커넥트 모바일

(GuardianTM Connect mobile) 

CGM’이 유럽에서 CE 인증을 획득

해, 인슐린 주사로 치료받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이 가능

해졌다.

‘가디언 커넥트 모바일 CGM’은 5

분마다(일일 288번) 포도당 수치를 

업데이트해 환자에게 제공하고, 하

루 동안의 당 수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CGM 기기다. 

환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스마트폰

으로 이메일이나 날씨를 확인하듯이 

자신의 체내 포도당 수치를 실시간

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설

정해 놓은 적정 포도당 수치보다 높

거나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경우 SMS

를 통해 알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측정된 포도당 수치들을 저

장·기록하고 메드트로닉의 당뇨병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케어링

크(CareLinkTM)’에 자동 업로드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올바른 질환 관

리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iOS 기반의 기기에 작동되며, 

안드로이드 버전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CE 인증을 받은 최초

의 스마트폰 연동 CGM으로,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의 출

시를 앞두고 있다.

메드트로닉의 당뇨병 서비스·솔

루션사업부 총괄 아네트 브륄스 사

장은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정

확한 체내 포도당 수치와 그 수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동 폭을 확인하

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디언 커넥트 모바일 CGM’은 실

시간 포도당 수치를 기반으로 환자

들이 올바른 인슐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케어링크와의 연동으로 포도당 수

치 데이터를 환자와 의료진에 제공

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이고 효과적인 치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녹십자엠에스(대표·김영필)는 A

형·B형 인플루엔자를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인 ‘제네디아 인플루엔자 

A/B 항원 II’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품목

허가를 최근 획득했다. 

‘제네디아 인플루엔자 A/B 항원 

II’는 사람의 코나 가래, 인후 분비물

을 채취해 A형·B형 인플루엔자 바

이러스를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

로 3분만에 검출할 수 있는 제품이

다. 판독까지 10~15분이 걸리는 기

존 제품보다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

면서도 성능은 동일하게 유지시킨 

것이 특징이다.

녹십자엠에스는 올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 시기에 맞춰 검사현

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업체 

및 병원과 제품 공급에 대한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필 대표는 “기존 제품대비 신

속하고 정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

스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서의 활약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

했다.

한 편 ,  인 플 루 엔 자  바 이 러 스

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약 

5~10%, 어린이의 약 20~30%가 

감염되고 있다. 이 중 25~50만명 

정도가 사망하는 대표적인 감염성 

질병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11월 말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유행한다.

자원메디칼(대표·유병탁·권철

중)은 지난달 28일 사명을 ㈜셀바스

헬스케어로 변경하고 내달 13일 코

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주

주총회를 통해 밝혔다.

주주총회에서는 ㈜자원메디칼과 

하나머스트 2호 기업 인수목적의 합

병 결의가 참석 주주 100%의 찬성

으로 승인됐다.

자원메디칼은 병원용 혈압계와 

체성분 분석기, 시각 장애인용 점

자정보단말기 등을 공급하는 중견

기업이다. 자원메디칼은 “이번 합

병과 동시에 성장과 도전이라는 경

영 철학을 담고 있는 셀바스헬스케

어로 사명을 변경하고, 계열사의 

소프트웨어(SW) 개발 역량과 인공

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메디칼과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시

장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장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제품 고도화, 

중국 및 미주 등 해외 시장공략 강

화, 생산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계

획이다. 한편 자원메디칼은 ㈜디오

텍의 계열사로 디오텍은 상장 이후 

75.74%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한국로슈진단(대표·리처드 유)

은 임신중독증의 예측과 진단을 위

한 ‘sFlt-1/PlGF 테스트’가 안전

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

술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신의료기술 허가로 승인된 

‘sFlt-1/PlGF 테스트’는 임신중독

증이 의심되는 위험 산모를 대상으

로 임신중독증을 진단하고 예측하

기 위한 검사로, 로슈진단의 cobas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면역검사 

장비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

동화된 검사이므로 검사자간 편차 

없어 비용 효과적이다.

올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

학저널인 NEJM(New England 

Journalof Medicine)에서 보고

된 내용에 따르면, 임신중독증 위

험산모를 로슈진단의 sFlt-1/

PlGF 테스트로 검사한 결과, 임신

중독증 발생을 높은 확률로 예측

(Rule-in, positive predictive 

value-38.6%) 또는 배제(Rule-

out,  Negat ive  predict ive 

value-99.1%) 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됐다. 

또한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

(NICE)이 권고한 sFlt-1/PlGF는 

임신중독증 위험산모를 보다 정확

하게 선별하고, 증상의 발현을 예측

해 치료 방향을 결정할 뿐 아니라 임

신중독증 위험 산모의 입원에 따르

는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리처드 유 대표이사는 “이번 

sFlt-1/PlGF 테스트의 신의료기술 

획득을 계기로 로슈진단의 임신중

독증 검사가 국내 산부인과 의료진

들이 임신중독증을 보다 정확히 진

단해 보다 적절히 관리하는 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

적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 모바일기반 연속당측정기 CE 획득

당뇨병 환자 체내 당 수치 24시간 추적 관리

녹십자엠에스, A·B형 인플루엔자 신속진단키드 허가

기존 제품보다 판독시간 대폭 단축, 3분만에 검출 가능

자원메디칼, 사명 변경 및 코스닥 시장 상장예정

㈜셀바스헬스케어로 새출발 “SW개발 및 AI 개발능력 제고”

로슈진단, 임신중독증혈액검사 ‘신의료기술’ 허가

영국 NICE, 위험산모 선별 정확 및 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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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  보건복지부

◇과장급= △최경일 보건산업정책국 해

외의료사업과장 △기획조정실 보건복지

콜센터장 박석하 △보건의료정책실 의료

자원정책과장 이스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임혜성 △건강정책국 구강

생활건강과장 김기석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사회복지정

책실 자립지원과장 김우기 △사회복지정

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이경은 △장애인

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인구정

책실 분석평가과장 조충현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김혜선 △질병관리본

부 기획조정과 근무 겸 전략기획단(단장) 

지원 양종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

괄과장 홍정익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관리과장 직무대리 공인식 △질병관리본

부 장기이식관리과장 이주현 △국립정신

건강센터 총무과장 이종상 △국립춘천

병원 서무과장 윤보영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장 정종갑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장 김동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 오태욱 △국립망향의동산

관리원장 윤영득 △건강정책국 건강증진

과장 권병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고객지원담당관 이상진 △

농수산물안전과장 양창숙 △한약정책과

장 김영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

관리T/F팀장 박기숙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정책지원본부장 명희봉 △

산업진흥본부장 엄보영 △국제의료본부

장 오종희 

◇단장= △기획조정실장 안인환 △운영

지원실장 이승숙 △보건산업기획단장 정

명진 △의료산업혁신단장 강대욱 △건강

노화산업단장 이행신 △DHC추진TF단장 

이관익 △R&D지원단장 손명철 △창의기

술경영단장 김용우 △제약산업지원단장 

황순욱 △의료해외진출지원단장 정윤택 

△중국센터장 김수웅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서장= △회원지원부장 오중환 

◇사원= △협력사업부 통관관리팀 박지

호 △광고관리팀 최고은 △공정경쟁관리

팀 김익현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젠큐릭스 조상래 070-7508-2340 제조

한국벡스팜제약㈜ 윤계범 02-3283-7700 제조수입

한국암웨이㈜ 박세준 02-3468-6189 판매

항상 회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되겠습니다.

KMDIA
Happy

전화 : 02)596-0561   팩스 : 02)596-7401   이메일 : paper@kmdia.or.kr

광고문의
의료기기산업을 위한 매체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내 의료기

기산업 관련 정책수립, 발전방안, 연구, 

경영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6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실적통계 편람’을 발행합니다.

이에 원활한 편람발행을 위해 회원사 

및 의료기기업계의 광고 협찬을 요청드립

니다.

■ 편람 및 부록 CD 주요 내용

•  2015년도 의료기기산업통계, 상위 30위 국가

별, 업체별 품목별 생산·수출입 실적 현황, 

통계 및 업체 현황,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

인 등

■ 회원사 광고비 20% 할인

2016 의료기기 통계 편람 광고 협찬 안내
- 2015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 수록 -

회원사정보 / 분류번호정보
의료기기법령자료 / 통계자료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통계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부록 CD

2015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편람

135-74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역삼동, 여삼빌딩8, 9층)
Tel : 02)596-7404 Fax : 02)596-7401
E-mail : kmdia@kmdia.or.kr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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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문의 :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 이채원 대리

        (Tel. 02-596-0848, E-mail : semin0618@kmdia.or.kr)

루 트 로 닉 ( 대

표·황해령)이 알

젠(R:GEN)을 중

심으로 국내외 안

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루

트로닉은 안과사

업본부 업무최고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로 이준수 전무를 영입했다.

루트로닉비전은 전세계 안과사업 

확장에, 본사 안과사업본부는 국내 

안과사업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신임 이준수 전무는 13년간 사

노피에서 항암제 및 ETC 사업부

를 이끌었고, 이후 삼일엘러간, 

한미약품의 안과사업부 영업마

케팅 책임자로 일하며 오저덱스

(Ozurdex), 마카이드(MaQaid) 

등 망막 질환 신제품의 출시를 진

두지휘 한 바 있다.

앞으로 이 전무는 루트로닉 안과

사업본부를 이끌며, 알젠의 임상시

험관리 및 국내 상용화를 위한 업무

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루트로닉은 피부·성형 치

료 분야 레이저 의료기기 ‘라셈드 

프로(LASEMD Pro)’를 최근 출시

했다. ‘라셈드 프로’는 지난해 출시

된 의료기기 ‘라셈드’의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이 제품에는 기존 기능

인 △다이나믹(dynamic) △스테틱

(static)은 물론, 이번에 새롭게 개

발된 △CW(Continuous Wave) △

랜덤(random) 등 총 4가지의 시술 

기능이 탑재됐다.

‘CW’는 레이저 빔 패턴을 연속적

으로 조사하는 기능으로, 좁은 부위

를 연속적으로 시술할 때 활용도가 

높다. 또 ‘랜덤’은 무작위로 레이저 

빔을 조사할 수 있어 피부에 효율적

인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다.

회사는 ‘라셈드 프로’ 출시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팁’도 선보인다. 소

모품인 ‘사각 팁(Square tip)’과 ‘콤

브 팁(Comb tip)’은 다양한 피부 조

직에 활용이 가능하다.

루트로닉, 안과사업 최고책임자 ‘이준수 전무’ 영입

피부·성형 치료 레이저 ‘라셈드 프로’ 출시

 

이준수 전무

안과사업본부 COO

라셈드 프로(LASEMD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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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케치

송도맥주축제로 불리는 ‘2016 송도세계문

화축제’ 현장에서 밴드 페스티벌이 이달 26

일부터 9월 3일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밴드 페스티벌에는 로맨틱펀치, 잔나비, 트

랜스픽션 등 총 밴드 16팀이 무대에 오른다. 

송도세계문화축제 개막일인 26일에는 힘 있

는 연주와 유려한 멜로디를 들려주는 멜로딕 

펑크밴드 ‘버킷리스트’가 공연한다. 

이 외에도 DJ KOO, 정동하, 안치환, 윤시

내, 변진섭, 조덕배, 015B 등이 무대에 오르는 

‘전설의 라이브’, 불꽃쇼, 푸드트럭 콘서트, 아

트페어, 맥주 시음 행사 등이 9일 동안 진행

된다. 입장은 무료다.

 <가로 열쇠> 

(1)바닥이 패어 물이 빙빙 돌며 흘러 나

가는 곳 (4)집집마다 (7)뛰어난 문학 작

품을 많이 써서 알려진 사람. ~ 톨스토

이 (8)인간관계가 넓어서 폭넓게 활동하

는 사람 (10)입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빈 

곳. 입안. ~ 외과 (11)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12)옥이 나는 곳에서 나오는 샘물 

(14)책을 넣어 두는 가구 (16)손뼉을 침 

(17)살갗에 새긴 글씨나 그림 (18)땅을 파

서 지하수를 괴게 한 설비 (20)물속에서 

헤엄치는 곳 (22)밥의 높임말 (23)상급 

학년으로 진급을 하지 못함 (24)발뒤꿈치

를 든 발. ~을 하고 담장 밖을 내다보고 

있다 (26)적을 막기 위하여 흙이나 돌 따

위로 높이 쌓아 만든 담 (28)까마귀 날자 

배 떨어짐. 공교롭게 때가 같아 의심을 받

음 (29)광채가 나서 눈부시게 번쩍임. □

황□□

<세로 열쇠> 

(1)세상에 떠도는 소식 (2)용과 범이 서로 

싸움. 두 강자끼리의 싸움. □□상□ (3)

눈썹 윗부분 (4)가짜 머리 (5)입에 풀칠

을 할 방책. □□지□ (6)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림. 평생 고생 한번 안 하고 ~하

며 살다 (9)먹기 좋게 겉을 당분 있는 것

으로 싼 알약 (11)오른쪽으로 90도 방향

을 바꾸라는 말 (12)강냉이 (13)각 궁궐

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 벼슬 (15)종

아리의 살이 불룩한 부분 (19)돌을 물위

로 스치듯이 튀기어 가게 던졌을 때 생기

는 물결 모양. ~를 뜨다 (21)젖니가 빠진 

뒤에 나는 이 (22)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

는 음식 (23)편성된 대열에서 뒤에 처짐 

(24)벼, 보리 따위의 낟알 껍질에 붙은 깔

끄러운 수염 (25)재능 등을 떨쳐 드러냄 

(27)음식이 체하여 갑자기 토하고 설사

하는 급성 위장병. 토사 ~

<8월호>

“흥미진진한 16개 밴드팀 매일 밤 향연”

송도세계문화축제 2016, 이달 26일 개최

•기간 : 2016년 8월 26일(금)~9월 3일(토)

•장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

•홈페이지 : http://www.songdobeer.com

8월의 책

땅 사서 지을까 집 사서 고칠까
윤세상 지음/출판사 휴

마음의 탄생
레이 커즈와일 지음/윤영삼 옮김/조성배 감수/크레센도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 효율적

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앞서나갈 것이고, 인공지능을 이

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훨

씬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하

지만 인공지능은 단순한 컴퓨터프

로그래밍을 이해하는 것과는 차원

이 다르다.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

이다. 인공지능의 성과를 이해함으

로써 우리 뇌의 작동원리를 검증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인간의 뇌

와 점점 더 닮아가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선사할 미래는 어떤 모

습일지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다. 

주거건축 전문회사 ‘하우징팩토

리’의 대표 윤세상이 도시 외곽지

역이나 시골의 땅을 합리적인 가

격에 사서 마당이 딸린 집을 짓거

나 노후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이

다. 설계 및 건축 관련 정보는 물

론, 기초정보 및 형질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와 소요비용,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조건과 주택 관리법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정

리돼 있다. 도시를 떠나 마당 있는 

집에서의 삶을 계획하는 독자들에

게 유용하고 친절한 가이드북이 

되어준다. 

<7월호 정답>

※	매월	25일까지	낱말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정답자를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전화번호도	기재해	주세요).			※	보내실	곳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역삼동,	여삼빌딩	8층)

8월의 축제

<7월호 정답자>

김효중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이재현 서울시 양천구 자양로

낱 말 퀴
즈

공     연    명 연극 글로리아

공  연  장  소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공  연  기  간 8월 28일(일)까지

공  연  시  간 평일 오후 8시/토요일 3시, 7시/일요일 3시

티  켓  가  격 전석 4만원

해 바 라 기 상 감 마 마

수 구 두 쇠 마

욕 지 기 름 식 탁 보

장 골 초 우 단 이

인 력 거

장 임 종 지 장 자

유 복 자 장 수 채 화

유 달 구 지 자

서 명 날 인 진 수 성 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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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지원부 정유희 팀장 TEL. 02)596-0847  E-mail. dunkhee@kmdia.or.kr

>> 협회 제공 서비스 
협회 활동

※ 금액별 광고사이즈 다름

신랄하고 위트 넘치는 대사들의 향연
사회문제를 넘어선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글로리아>는 직장생활에서 부속품처럼 일하는 등장인물들의 유머러스하고 신랄한 대사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작품이다. 직장인들의 한탄과 불만,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사회에 팽배한 각종 편견과 인식을 핑퐁처럼 오가는 대사들 속에 예리하게 녹여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