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141호 Ⅰ전면광고Ⅰ24

   발행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 NEWS                   2016년  9월   제 141 호 www.kmdia.or.kr

의료기기협회보

7면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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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료 기 기  허 가  컨 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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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인터뷰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의료인의 의료기기개발

12~13면

KMDIA·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사용 캠페인’ 펼쳐
식약처, 업계와 사회공헌 참여·의료기기안전사용 현장홍보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식

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사용 의료기기제품에 대

한 ‘의료기기 안전 및 바른 사용 

캠페인’을 함께 하며, 어린이·청

소년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찾아가

는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협회(회장·황휘)는 그 동안 회

원사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공급

자로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는 사회공헌활동인 ‘어린이·청

소년 이동건강검진’ 사업을 펼쳐 

왔다. 이동건강검진사업은 의료

사각지역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무료검진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식약처(처장·손문기)는 

청소년 및 영유아 대상 콘택트렌

즈, 창상피복재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 등에 

대한 리플릿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소비자 홍보활동을 지속해 왔

으나, 홍보의 효율성 증대 및 규

제기관의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적극적 홍

보활동은 미비했다.

이에 협회와 식약처는 생활밀

착형 의료기기의 안전 및 바른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내용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효율적인 방

법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 민관

이 손을 맞잡게 됐다.

양 기관은 첫 번째 대상제품

으로 콘택트렌즈를 선정하고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

기과(과장·박인숙)와 협회 법규

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분과

장·황윤정)에서 ‘콘택트렌즈 안

전사용 방법’에 대한 리플릿 및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고, 협회

의 ‘어린이·청소년 이동건강검

진’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콘택트렌즈 안전사용 방법’ 교

육동영상은 친근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콘택트렌즈 종

류 △렌즈관리 및 착용 부주의로 

부작용 △안과질환 및 사례를 들

어 설명해 올바른 콘택트렌즈 사

용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동영상은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ERIS) ‘에듀넷’, 시공미

디어 ‘아이스크림(iScream)’ 등

에 게재해 전국의 초·중·고 교

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

며, 협회 홈페이지, 식약처 페이

스북, 유튜브 등에 배포해 공익 

목적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협회와 식약처의 찾아가는 현

장홍보 첫 행사는 지난 3일 의정

부시 사랑·서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60여명을 대상으

로 ‘어린이·청소년 이동건강검진’

과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제작

한 교육동영상을 상영하고 어린

이의 눈높이에 맞춰 콘택트렌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체온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저주파자극

기 등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

기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 캠페인’을 추

진할 계획이다. 

황휘 협회장은 “민·관이 의료

기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안

전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기 부작

용 예방에 힘쓰는 것은 우리 업

계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고 여

기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형태로 펼쳐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협회와 식약처는 지난 3일 의정부 어린이 이동건강검진활동에서 콘택트렌즈 올바른 사용을 주제로 눈높이 의료기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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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한 단계 도약하려면”

지난해 초유의 메르스 사태

로 의료기기 업계가 받은 충

격은 컸고, 의료기기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그럼에도 2015년 국내 의

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5조

2,000억원, 시장가치로는 약 

12조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은 위기 속에 놀라운 성

과를 일궜는데, 생산규모 약 

5조원 중 62%를 195개국에 

팔았다. 위기에 더욱 분발하

는 우리의 저력이 발휘된 까

닭이다. 

그러나 수출의 양적 성장

에만 매몰돼 환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국내 의료기

기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공

고한 입지를 확보하려면 넘

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5월 

식약처가 발표한 ‘2015년도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제조사 

2,992개사에서 수출 실적을 

낸 업체는 849개사뿐이다. 

10곳 중 3곳(28%)만이 수출

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특히 제조사가 수출한 품

목은 5,800여개에 이르지

만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치

과용 임플란트, 디지털 X선 

촬영장치 등 상위 10개 품목

이 수출액의 약 54%를 차지

하고, 30개 품목까지 확대하

면 77%로 특정 품목에 크게 

편중돼 있다. 산업계가 의료

기기 국산화와 수출품목 다

변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을 적극 늘려야 할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의료기기 제품의 기술

적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국

내 의료기기 시장은 고가 하

이테크 제품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미들테크 이하 제

품들은 중국 같은 후발주자

에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가 한

정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병원과 의사가 주요 수요처

다. 고객들은 기존 유명 제품

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익숙

하다.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

성을 먼저 고려하는 보수적

인 경향 때문이다. 시장의 진

입장벽이 높고 가격 탄력성

은 낮아 제품에 대한 인지도

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

하다.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시장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의료기기 개발 방식에 대한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

유다. 

신의료기기는 전략적인 투

자 속에서 탄생한다. 의료기

기산업은 자본과 기술 의존

형 산업이다. 제품의 개발부

터 생산까지 약 3~5년 소요

되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

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시

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철저

한 마케팅 사전조사를 통해 

제품화 이후 시장에서 실패

가 없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의

료인의 의료기기 개발 참여

를 독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

어 고무적이다. 신년 벽두에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의료

기기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

국 7개 병원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운영해 의료인

과 개발자 간 협력 연구공간

을 제공하고, 미래부는 의료

인의 기술창업·기술사업화

를 촉진하는 의료인 참여형 

R&D 사업을 계획했다. 

복지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험도 의료기기 생산 비중

을 35%까지 높이고, 식약처

는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 협업으로 인허가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즉, 임상현장에서 얻어

지는 의료인의 경험과 아이디

어가 지적 자원으로 소중하게 

의료기기 개발에 쓰이는 기초

적인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데 주목한 것이다. 

나아가 의료인이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 촉매제가 되려

면 의료인의 지적 자원을 산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플랫폼과 지적 자원을 공정

히 평가받고 이익을 보장해

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인이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 박수

받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한 예로, 최근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는 의료기기 개발에 

뛰어들어 제품화에 성공한 

한 의료인의 공적을 높이 사

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대상’

을 신설하고 축하한 바 있다. 

국내 100세 인구가 3,000

명을 넘어선 초장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제 미래중심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에 의

료인이 적극 뛰어들어 건강

과 질병 예방, 치료, 생명 연

장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

는 데 경험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다. 

의료기기 세평

황  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의료인,

미래중심산업인 

의료기기산업에 

적극 뛰어들어 

경험과 능력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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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간납업체 규제하는 법령 마련 촉구’
표준계약서 도입,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인 참여하는 간납업체 금지해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의료기기 유통거

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간납업

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협회는 의료기기 유통을 왜

곡하는 간납업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간납업

체 개선 TFT’를 구성하고, 간납

업체의 문제점 및 실태를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알렸다. 또

한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법령 

개정 및 업계 표준계약서 마련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속히 추

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대부분의 간납업체는 

의료기기 유통에서 우월적 지

위를 이용해 의료기기 업계에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공 없이 

과도한 수수료 및 제품 공급 

할인율을 요구하고, 제품의 병

원공급권을 쥐고서 통행세를 

징수하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

은 창고수수료·정보이용료

를 버젓이 요구하는 등 횡포가 

극심한 실정이다.

또한 간납업체를 규제할 법

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과 관

련된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업체의 부당한 거래 행위

에 직면할 경우 그대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조속한 의료기기법 개정이 필

요하다.

이와 달리 의약품 분야는 20

여 년 전부터 ‘도매상과 특수

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

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

지하고 있다.

협회는 금년 초부터 이런 간

납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바람직한 유통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대정부 활동

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먼저, 2월에는 공정거래위

원장이 주재한 ‘경쟁제한적 규

제개선 간담회’에서 간납업체

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와 부당

한 수수료 징수, 리베이트 의

혹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간납

업체 횡포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건의했다.

이어 3월, 협회 주최로 ‘의료

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

담회’를 개최해 업계 피해사례

를 공유하고 무너진 유통질서

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방법 등

을 모색했다. 이날 모인 업계

의 건의사항은 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또 4월에는 충북 오송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의료기

기 규제개선 대토론회’에 참석

해 간납업체의 폐해를 설명하

고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을 촉

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간납업

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

으며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

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협회는 지난 7월 간납

업체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에 

따른 업계 피해와 실제 서비스

와 관련 없는 부당한 수수료 

징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신

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출했다. 현재 이 사안은 조사

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경제활성화를 가로

막는 현장 규제를 해결하기 위

해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투

자위원회’에 의료기관의 특수

관계인에 의한 간납업체 운영 

등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로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규제

개선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우

리나라 의료기기 생산규모가 

매년 10%대 성장세를 이어

가는 시점에서 의료기기산업

의 발전을 저해하는 간납업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양질의 의료기기가 공

정한 경쟁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

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서울아산병원 기

업연계 의료기기개발센터(센

터장·김명준)와 상호협력을 

통해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을 

증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 2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두 기

관이 상호 협력해 의료기기 연

구 및 기술개발 활동을 효율적

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국가과

학기술 및 의학기술발전에 기

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해각서에는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공동연구 및 개발 

△임상 시험 △인력교류 △시

설, 장비 공동 활용 및 지원 △

정보 및 출판물의 교류 △양 

기관의 서비스 우선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

대로, 두 기관의 우수한 인력

교류뿐 아니라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과 지원을 통해 의료

기기 공동연구와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김명준 센터장은 “의료기기

개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 포괄적이며 다양하기 때문

에 협회의 많은 도움과 회원

사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

했다.

황휘 협회장은 “서울아산병

원의 우수한 임상경험과 인력, 

센터의 다양한 시설·장비 등 

양질의 인프라가 활발하게 활

용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회 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

회에서 지원해 신의료기기 개

발에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한적 의료기술 범위 ‘국내 최초 개발 등’ 포함

정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행

심평원, 치료재료 사전상담 사례 공개

사전상담제 지속 운영, 상담메뉴얼 마련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 개정 발간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기준 등 설명

정부가 의료기기 시장 진

입을 앞당기기 위해 제도로

써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

술평가 통합운영을 전면시행

한다.

식약처(처장·손문기)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운영 제2차 설명회’

를 지난달 26일 화시원 대강

당에서 열고, 제4차 규제개

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지

난달부터 시행 중인 통합운

영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

를 도왔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

술평가 통합운영’은 의료기

기와 의료행위의 사용 목적

이 동일한 경우 의료기기 허

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

가(복지부)를 동시 실시해 신

청인에게 결과를 회신하는 

제도다.

통합운영이 되면 결과 회

신까지 최대 470일(16개월)

이 걸리던 기간이 80~280

일(3~9개월)로 단축된다. 업

체는 식약처에 한 번만 신청

하고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해

진다.

통합운영 대상은 의료기기

의 사용 목적이 의료기술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거나 포

괄적이어야 하며, 임상시험

자료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 대상 의료기기이

다. 단 1등급 의료기기는 통

합운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료기술의 시장진입 

확대를 위해 준비 중인 ‘신의

료기술평가 제한적 의료기술 

확대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

도 가졌다. 

현행 한정된 제한적 의료

기술 범위가 대체치료법 부

재,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임

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

료기술에서 확대돼 ‘국내 최

초 개발 의료기술’, ‘임상적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등 유

망의료기술도 포함됐다. 이

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임

상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유망기술의 경우 특정 의료

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 사용

이 허용된다. 

제한적 의료기술제도는 신

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

은 있으나 유효성 근거부족

으로 평가에서 탈락한 일부 

의료기술에 대한 시술을 인

정해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

고 향후 시장진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 재작년 4월에 

도입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된 제

한적 의료기술 제도를 내달

(10월)부터 시행하고, 세부

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

은 9월중 제도 간담회를 통

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금년 상반기에 실시

한 치료재료 사전상담 Q&A 일

부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

개했다.

치료재료 사전상담　Q&A 

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

페이지(www.hira.or.kr) 공지

사항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평가 

신청 → 치료재료커뮤니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상담은 올 상반기에 업

체가 심평원에 직접 방문해 상

담(151건)받거나, 치료재료 보

험등재 업무 담당자가 5개 권역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업계 종사자 총 100여명에 대

해 교육 및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됐다.

상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마

련된 상담 Q&A 주요내용은 △

치료재료 제품 개발 및 허가사

항 △치료재료 평가(등재)신청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치

료재료 관리·운영 등이다.

‘사전상담’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업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제품개발단계부터 보험급여 결

정방향 및 보험수가 산정 등 관

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4

년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

은 “2016년 하반기에도 지속적

인 사전상담을 통해 상담매뉴

얼을 마련하고, 지역연계 산업

육성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

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는 의료기기 허가 전에 의

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MP) 심사 관련 내용 등을 설

명한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

서’를 개정·발간했다.

이번 개정은 허가 전 GMP 제

도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GMP 기준 등 GMP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의료

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기

기 허가 전 GMP 제도 시행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 반영 △품질책임자 자격

요건 △GMP 규정(의료기기 제

조 및 품질관리기준) 조항별 사

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업체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전

한 의료기기가 생산·유통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MDIA-서울아산병원 의료기기센터, MOU
협회, 의료기기개발 공동연구·개발 협력

더민주 인재근 의원,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대표 발의

의료기기·제약업체 지출내역 보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

료인의 처벌을 2년에서 3년으

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의료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

의했다.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

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

금’으로 상향조정됐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은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

벌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

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제약

사와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

로 하여금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

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해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에 이를 검토해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

기관에 해당 공급자를 고발할 

의무를 부과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업체에 지출내역 보고 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고발 의

무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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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종합뉴스

인류의 역사는 삶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내고 사용함으로써 발

전해왔다. 의료분야에서는 검사와 치

료를 위한 의료기기가 개발, 사용됨으

로써 의료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됐다. 

역사적으로 의료기기는 환자를 치료하

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필요에 의해 개

발돼 왔다. 그동안 의료기기는 의료인

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문가용 기기로 발전해 왔으나, 미래

의 의료기기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분야가 확대될 것이다. 

‘의료기기’ 의료인의 필요에 의해 탄생

의료기기 개발과정에서 의료인의 참

여는 필수적이다. 의료인은 새로운 의

료기기를 고안, 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된 의료기기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다. 또한 의료인은 개발된 의료기기에 

대한 효능,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전임

상, 임상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 의

료기기의 인허가에 기여하고 임상적 

효용성과 적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의료기기의 개발은 의료수행하는 과

정에서 의료인의 필요 또는 요구에 의

해 개발되거나 의료 이외의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료에 적용함으로써 

이뤄진다. 필자가 자동심폐소생술 장

치를 개발하게 된 것도 심정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자동

으로 하는 장치가 수동으로 하는 것보

다 더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환자에

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새로운 의료기기 아이디어가 있더라

도 고안에서부터 상용화까지는 일련의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지면을 

통해 의료기기를 개발한 임상의사로서

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가 개

발한 ‘자동심폐소생술장치’는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과 흉곽을 동시에 압박

하는 심폐소생술을 자동으로 할 수 있

도록 고안된 의료기기이다. 

시행착오 속에서 의료기기개발 성공

이 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한 1990년

대 말에는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던 시기이다. 처음 장치

를 고안하고 특허를 출원한 후 나는 이 

장치를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했다. 

그러나 장치를 개발하는 데에는 기

계, 공압, 전자 제어, 재료, 시뮬레이션 

관련 공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

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또한 일반 공학자의 조언과 참여는 의

료기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으며, 관련 의공학자 또는 

의료기기 제작 전문가를 찾는 것도 어

려웠다. 

규격화되지 않은 부품이 필요해 주

문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제작 

오류를 경험해야 했고 시제품을 개발

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됐다. 인체 마네킹을 사용해 무수히 테

스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체에서의 효

능을 검증하고 장치를 보완하는 데에

는 100여 마리가 넘는 동물이 전임상

시험에 사용됐다. 

디자인 작업을 거쳐 상용화 모델이 

제작된 후에도 인허가용 성능 검사를 

위한 장비와 노하우가 부족했다. 우여

곡절 끝에 개발된 장치가 병원의 의료

용 산소압력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발

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기도 했

다. 여러 번의 보완을 거쳐 자동심폐소

생술 장치가 심정지 환자에게 실제 사

용됐을 때의 감동은 결코 잊지 못할 것

이다. 자동심폐소생술 장치를 처음 구

상하고 국내외 특허를 받은 후 상용화 

모델이 출시될 때까지 6년의 시간이 소

요됐다. 

상용화 이후에도 과학적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개발 회사의 

재정형편상 소규모로 진행됐다. 미국

에서 필자와 비슷한 시기에 특허를 받

은 외국회사의 자동심폐소생술 장치가 

짧은 기간에 개발돼 상용화된 후, 대규

모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이 수행되

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하

기만 했다.

의료인이 사용해야 진정한 ‘의료기기’

지금은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다양

한 지원체계가 많이 갖춰져서 새롭게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됐다. 현재의 

지원체계는 주로 의료기기를 고안해 

시제품을 제작해 인허가를 받는 과정

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개발

된 모든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등 의료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쳐야 사용될 수 

있으며, 주요 사용자인 의료인의 선택

을 받아야 상용화에 성공한다. 의료기

기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사용자의 선

택을 받지 못하면 상용화에 실패하는 

것이다.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의 사

용 여부는 효능과 안전성을 근거로 결

정되므로, 임상시험은 상용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임

상시험에는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

에 의료기기 개발회사가 임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훌

륭한 의료기기를 개발해 놓고도 충분

한 파워의 임상시험을 시행하지 못함

으로써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의

료기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지원

체계에서 상용화의 마지막 단계인 임

상시험에 대한 지원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의료기기가 상용화 단계까지 

개발된 후에는 사용자인 의료인이 해

당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해야 

산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 비율이 낮은 우

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개발된 의료기기

가 의료현장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

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의료인과 의공학자, 

개발과정 이해하고 협력 필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료

인과 의공학자와의 협력은 필수적이

다. 의공학자를 포함한 의료기기 개발

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분야의 임상의사와 협력

해야 한다. 필자도 때때로 의공학으로

부터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자문을 요

청받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

기 개발은 현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하

고 있지만, 때로는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성이 낮은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의료기기 관련 특

허 중에 극히 일부만이 상용화에 성공

하는 것은 의공학자가 의료현장을 이

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의료인도 새로운 아이디어

를 낸 후 의료기기로 개발하는 과정에

서 의공학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공학자는 의료기기 개발의 방법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의료기기의 개선, 

인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대에 의료기기 교육과정 개설해야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기 개발을 활

성화하려면 의과대학에서부터 의료기

기 개발과 관련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는 의

료기기에 대한 관심과 환자 진료 과정

에서의 필요성으로부터 나온다. 의료

인의 의료기기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므로, 의과대학에 의

료기기 관련 과목을 개설해 의료기기

의 사용과 개발에 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기기가 IT, BT, 

NT 간 융합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최근

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의료인이 의료

기기 개발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창시절부터 동기를 부여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신성

장 동력산업으로서 의료기기산업을 꼽

고 있다. 의료기기는 단순한 소모품으

로부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규모 

의료기기까지 다양하다.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의료기기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시장이 선점돼 있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더라도 해당 기술을 따라잡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의료 소

모품이나 단순한 의료기기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단순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사

용빈도가 높은 아이디어 의료기기도 

큰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혈관 

속에 도관 삽관용 철심을 넣은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기업

이 중심정맥도관 시장을 상당 기간 동

안 점유한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임상 의사에게 의료기기 개발은 직

접 진료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진료수단이다. 임상 

의사가 의료기기 개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이다.

 KMDIA 제1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상자 특별기고 

‘의료기기’ 의료인의 필요에 의해 탄생
“의료인에게 의료기기개발에 도전할 친숙한 환경 주어져야”

황 성 오

연세대 원주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

(06133)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여삼빌딩 8층/9층

www.kmdia.or.kr

안녕하세요. 협회장 황휘입니다.

금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규제 법령마련, 치료재료 

별도산정 및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의료기기 R&D 및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느덧 한 해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가위를 통해 회원사 및 업계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에도 여유와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시금 신년 초 세웠던 목표를 되새기고 의지를 담아 한가위 이후 재도약을 위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협회는 금년 협회가 세웠던 사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사를 

위한, 의료기기산업을 위한,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즐겁게 맞이하시고, 밝고 힘찬 모습으로 협회 여러 행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황휘 에이치케이티㈜

수석부회장 이경국 ㈜신한씨스텍

상근부회장 홍순욱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사 길문종 ㈜메디아나

이사 김근식 ㈜동방메디컬

이사 김성구 제이더블유중외메디칼㈜

이사 김영민 ㈜지인씨앤티

이사 김은영 한국엘러간㈜

이사 김충호 BD KOREA㈜

이사 김해동 비브라운코리아㈜

이사 허민행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이사 박현구 지멘스헬스케어㈜

이사 스와미라오테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이사 시아보쉬무사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이사 신병순 ㈜케이엠헬스케어

이사 안병산 동방의료기㈜

이사 오도미니크 ㈜필립스코리아

협력사업부Ⅰ

산업정책연구부

대변인

정책사업부

협력사업부Ⅱ

회원지원부

경영지원부

이사 유철욱 ㈜쥬디스코퍼레이션

이사 윤근진 ㈜지엠에스

이사 이준혁 디케이메디칼시스템㈜

이사 이준호 ㈜준영메디칼

이사 임천복 ㈜지엔리사운드코리아

이사 장재영 한국스트라이커㈜

이사 전동수 삼성메디슨㈜

이사 정유석 한국애보트㈜

이사 차동익 ㈜메덱셀

이사 채수경 ㈜경원메디칼

이사 최정택 ㈜파브메드

이사 허   준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사 황해령 ㈜루트로닉

감사 서현배 현메딕스

감사 이남구 칼스톨츠엔도스코피코리아(유)

외 임직원 일동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98  2016년 9월 141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6년 9월 141호
종합뉴스종합뉴스

         

법규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

에서 최근 진행하는 사업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안전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의료기기란 치

료나 질병 예방의 목적보다

는 생활이나 삶의 질을 높이

는 제품을 뜻한다. 콘택트렌

즈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의료기기 사용 및 보급 증

가에 따라 생활밀착형 의료

기기의 안전사고 및 불만 사

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홍보사업은 노인, 

청소년 등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사용법이

나 주의사항을 숙지하기 어

려워 보다 세심한 관심이 요

구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안전사용 정보전달이 필

요했기에 시작됐다.

이번 사업은 식약처, 협회

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의 안

전정보 및 올바른 사용방법

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

인 방법을 통해 교육하고 홍

보해 국민건강증진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소임을 이

행하자는 공동목표를 가지

고 있다. 

올해 추진방향은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 정보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안

전정보를 ‘찾아가는 현장교

육’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구강소화

기기과 품목 중 생활밀착형 

다빈도 사용 의료기기를 대

상으로 하고 홍보 대상에 따

라 다양한 홍보 방법을 택해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처음으로 식약처와 협회가 의료

기기 안전사용 홍보 및 교육동

영상을 제작했는데, 주안점은?

의료기기 부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콘

택트렌즈이다. 더군다나 청

소년들이 많이 사용해 사용

상의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

과 제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

이 부족해 생기는 궁금증도 

많다.

우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문용어를 배제하고 

눈높이를 맞추는데 주안점

을 잡았다. 자칫 딱딱하고 어

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

에 청소년들이 쉽고 친근하

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귀여운 

모션그래픽을 이용하고 알

기 쉬운 단어들을 택해 설명

하도록 노력했다. 

금번 동영상의 활용 계획과 향

후 다른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안전 홍보 추진 계획은?

이번에 제작된 ‘콘택트렌

즈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

기’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과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가 함께 협업해 제작 배

포하고 있다. 

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고, 교육청 교사교

육 연수프로그램(아이스크

림, 에듀넷 등)에 시청각 교

육 자료로 업로드될 예정이

며 이외에 카드뉴스, SNS, 

웹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

를 통해 배포해 다양한 계

층에서 폭넓게 노출해 누구

나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로 만들었다.  

올 하반기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인공수정체에 대

한 안전사용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가정용 영유

아사용 의료기기 안전사용 

홍보도 추진 계획 중에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올바른 사

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구

입시 유의사항 등이다.

법규위 구강소화기기분과 소

개를?

협회의 법규위원회 구강소

화기기분과는 구강소화기기

과 품목을 가진 약 20개 업

체가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

환하고 논의하는 모임으로 

분과위원들의 높은 참여율

을 자랑한다. 매 분기별로 연 

4회 식약평가원 구강소화기

기과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애로

사항 공유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들을 개진하고 있다. 법규위

원회에서도 식약처와의 소

통이 활발하기로 유명한 분

과이다. 

최근에는 국내 치과 임플

란트 전문제조업체의 부산

공장 견학을 함께 진행해 실

제 제조공정 및 제조과정에

서 진행되는 시험검사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를 가졌다. 구강소화기기과

의 목표는 활발한 소통을 통

해 정부와 업계의 이해의 폭

을 넓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자 하며 분과나 회원사가 아

닌 제조사의 고충이나 민원

도 적극 발굴해 전달하고 있

다.  특히 구강분과는 국민다

소비 제품이 많은 특성상 업

계만이 아닌 일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끝으로 협회 회원사 및 업계에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장하는 것은 의료기기업

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홍보사업에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여러 업체분

들께서 도움을 주셨고 식약

처는 주요 내용과 자료에 대

해 열린 마음으로 사용을 허

락해 주시며 적극 협조해 주

셨다. 이번을 계기로 협회 

회원사 분들이 의료기기 사

업자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

임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

면 합니다.

 KMDIA 위원회 분과 소개 –법규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

조 소 현

법규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 간사 “KMDIA-식약처,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KMDIA와 회원사는 이달 3일 의정부시 사랑·서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53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소변검사-KMDIA

건강검진을 마친 후 단체 기념사진 촬영

체지방검사-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 한국스트라이커문진/진찰-소아과의사, 지멘스헬스케어

청력검사-스타키코리아시력검사-한국존슨앤존슨비전케어

즉석사진 촬영-KMDIA 체혈검사-지멘스헬스케어

의료기기 안전교육 후 기념사진 촬영

자원봉사자 기념사진 촬영키·몸무게-식약처, 메드트로닉코리아

복지부,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C형간염 예방·관리 대책’ 발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확인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는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

형간염 확산을 차단하는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6일 

발표했다.

먼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일

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

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

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

을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사용 확인

이 어렵지만 ‘의료기기 유통·

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

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

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신고 및 빅데이터 분석

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 강화

된다. 지난 2월 한시적으로 설

치한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

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를 통해 행정처분 및 역학조사

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

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역학조사 결과까

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

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

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금년 

정기국회 내 제출) 의료법 개

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

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

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의원급 암검진기관

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

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

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

설해 11월 건정심을 거쳐 인센

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는 전동식의약품주입펌

프 등 18개 품목에 대한 의료

기기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콘택트렌즈 등 31개 품목의 

기준·규격 개정하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의료기기 기준규

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화기

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

회(IEC)의 국제규격이 개정됨

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의료

기기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의료기기에 반영하기 위한 것

이다.

주요 내용은 △전동식의약

품주입펌프에 대한 기준·규

격 신설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한 시험항목 신설 등이다.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에 대해

서는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 주입펌프, 주입 조절

장치의 정확도 시험 등 필수성

능과 제품을 사용할 때 내재된 

위험을 분석·평가·관리하는 

위험관리 기준을 도입했다.

콘택트렌즈 중 컬러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산소투과율 

저하로 인한 각막손상을 예방

하기 위해 산소투과율 등 시

험항목을 신설하고 올바른 사 

용을 위해 첨부문서 등에 경

고 문구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기에 대한 무선통신기술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휴대용 초음

파 진단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평가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초음파 영

상을 보여줄 수 있는 휴대용 초

음파진단기기가 개발됨에 따라 

제품 개발자 등이 제품 안전성

과 성능을 정확하게 시험·평

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

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안

전성 및 성능 평가 관련 규격 △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항목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방

법 등이다.

KMDIA, 어린이 이동건강검진 의정부 행사 성료

11월 5일 청주시 검진행사 예정, 식약처 자원봉사 약속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문기)는 지난 3일 의

정부시 사랑·서광 2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53명을 대상으로 7가지 무료건강검진 프

로그램과 찾아가는 의료기기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멘스헬스케어(건강검진버스 및 초음파검사), 스타키코리아(청력검사),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케어(시력검사 및 의료기기안전교육), 동방의료기(시력검사기), 한

국알콘 및 BD코리아·바슈롬코리아(의료기기안전교육), 메드트로닉코리아·인튜이티브

써지컬코리아·한국스트라이커·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자원봉사자) 등 11개 회원사에

서 검진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협회 사회공헌활동에 뜻을 같이하는 대한영상의학의료봉

사회 소속 영상진단 의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온프렌즈에서 함께 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어린이 이동건강검진활동은 11월 5일 청주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휴대용 초음파진단기기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간

“법규위 구강소화분과 목표, 활발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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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 -  브라질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의료기기관리 

‘의료기기 등록증 5년간 유효’

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브라질의 인구는 약 2.1억 명으로 라

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 국가로

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두 번째로 큰 

민영건강보험 시장이다.

2015년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규모

는 47억 달러(세계 10위)로 라틴아

메리카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이

며, 브라질의 의료기기 시장(BRL 기

준)은 2010년~2015년 연간평균성장

률(CAGR) 13.8%이었으나 2015년

~2020년에는 7.0%로 성장세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

란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으

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투

자 감소는 2016년 브라질의 경제 성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

한 수요 증가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브라질 의료보험업체들은 노인보험 가

입자들의 각종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경비를 줄이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병원들로 하여금 질병을 초기에 발견

할 수 있는 첨단의료기기의 구매를 적

극 장려하고 있다.

의료기기 교역현황

브라질 시장은 의료용품 등의 제품

을 자체적으로 생산조달하고 하이테크 

제품을 수입하는 구조로 수출용 의료

기기는 의료용 드레싱, 봉합사 및 바늘

과 같은 첨단기술을 필요하지 않는 의

료용 소모품 분야와 정형외과 및 보철

기기 관련 제품이 전체 수출의 67.6%

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기의 수입은 의료용 소

모품에서부터 진단용의료기기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

으며, 특히 진단용 의료기기분야는 전

체 수입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의료기기 수입 국가는 전체 수입의 

39.7%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

며 독일(11.9%), 중국(11.0%)이 그 뒤

를 잇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현황은 한국이 브라질

로 수출하는 품목 중 46.3%가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

면 브라질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인

공유방(77.3%), 성형된플라스틱의치

용치아(17.44%)이다. 

의료기기 규제기관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은 

1999년 1월 26일 법령 9782호에 의거

해 설립된 브라질 보건부 산하기관으

로 행정·재정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

는 기관이다. 위생 관련 제품의 생산, 

유통, 작업환경, 기술 등에 대한 위법 

및 위해 여부 관리가 주 업무이며, 제

품의 수출입 위생과 검역절차 주무기

관이기도 하다.

각종 의료용품(장비), 약품, 식품 등 

건강 및 위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는 모든 품목의 생산 및 유통 허가 증명

서를 발급하고 있다.

의료기기 등급 분류 기준

브라질의 의료기기 분류제도는 기본

적인 규정인 유럽 MDD 93/42/EEC

와 유사하며, RDC 185에 의해 인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다.

의료기기 등록 절차   

의료기기를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Brazil Registration Holder 지

정 : ANVISA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운

영허가권을 가진 브라질 Registration 

Holder를 지정 → ② ANVISA에 

BRH Letter of Authorization, 신청

서, 기술문서 제출 → ③ 전기사용의료

기기 인증: 전기전원을 사용하는 기기

는 승인받은 시험소에서 INMETRO

의 인증을 받아야 함. 성적서는 2년 이

내의 것이 유효함. 다만 INMETRO

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인증

서 유지를 위하여 annual audit를 받

아야 한다. 또한 RDC 27, IN-03에서

는 IEC60601-1 3rd이 적용되고 있

음(2012.8월) → ④ ANVISA GMP 

심사 → ⑤ 관련규정 Resolucion 

RDC 185/2001-Annex III(A,B,C)

에 따라 사용설명서와 라벨링, 기기

정보를 수반한 기술문서를 준비함→ 

⑥ 일부 기기의 경우 RDC 185/2006

에 따라 Economic Information 

Report(EIR)이 요구됨 → ⑦ 식약청의 

Certificate of Free Sale(CFS) 획득

한 경우, BRH가 기술문서와 함께 CFS

를 ANVISA에 등록 → ⑧ ANVISA 리

뷰 : 등록신청서 검토 후, ANVISA 등

록번호 발급 
※  출처 : Brazilian Normative Instruction(IN)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

류는 ‘Class I’의 경우, △위생감독

(sanitary surveillance) 지불증명서, 

△제조자, 수입자 및 의료기기 정보

가 기재된 ANVISA의 신청서류, 이때 

Annex III.A, III.B와 III.C 두(2) 부에 

수 도 : 브라질리아

언 어 : 포르투갈어

면 적 : 약 851만㎢ (한반도의 38.556배)

인 구 : 약 20,425만명 (세계 5위)

GDP : 약 1조 5,347억 달러 (세계 9위)

<2015년도 한국 수출입 품목 현황>

순위 한글품명 출금액(USD) 비중 한글품명 수입금(USD) 비중

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28,879 46.3 인공유방 2,212,742 77.3

2 의료용핸드피스 3,956 6.34 성형된플라스틱의치용치아 499,166 17.44

3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 3,493 5.6 치관용레진 64,504 2.25

4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2,434 3.9 의료용실리콘재료 33,218 1.16

5 추간체고정보형재 2,064 3.31 트레이용레진 17,890 0.62

한국(대 브라질) 수출 합계 62,381 100 한국(대 브라질) 수입 합계 2,862,562 100

전체 수출(USD) 2,710,715 - 전체 수입(USD) 2,944,056 -

※ 출처 : 식약처, 2015년도 의료기기 실적보고 통계자료 재가공
<의료기기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요건>

서류 관련법

서류
제출방법

서류 구비자

일반
문서

전자
문서

제조
사

수입
업체

유통
업체

1 업체 규모 증명

RDC nº 222/06 Anexo Ⅲ e Ⅳ
http://bvsms.saude.gov.br/
bvs/saudelegis/anvisa/2006/
res0222_28_12_2006.html

O O O

2
의료기기제조사

(또는수입사)가 작성한 
등록 신청서

RDC nº 185/01 Anexo Ⅲ.A
http://bvsms.saude.gov.br/
bvs/saudelegis/anvisa/2001/
rdc0185_22_10_2001_rep.pdf

O O O O O

3
Avisa 등록신청비
납부영수증 원본

RDC nº 185/01 Anexo - Parte 3 Item 5 (a)
http://bvsms.saude.gov.br/
bvs/saudelegis/anvisa/2001/
rdc0185_22_10_2001_rep.pdf

O O O O

4 라벨 샘플

RDC nº 185/01 Anexo Ⅲ.B
http://bvsms.saude.gov.br/
bvs/saudelegis/anvisa/2001/
rdc0185_22_10_2001_rep.pdf

O O O O O

5 사용방법 샘플

RDC n.º 185/01 Anexo Ⅲ.B
http://bvsms.saude.gov.br/
bvs/saudelegis/anvisa/2001/
rdc0185_22_10_2001_rep.pdf

O O O O O

6 기술적 특징

RDC n.º 185/01 Anexo Ⅲ.C
http://bvsms.saude.gov.br/
bvs/saudelegis/anvisa/2001/
rdc0185_22_10_2001_rep.pdf

O O O O

7
해외 영업허가(등록)증 
원본 및 공증번역본

RDC n.º 185/01 Anexo - Parte 3 Item 5 (d)
http://bvsms.saude.gov.br/
bvs/saudelegis/anvisa/2001/
rdc0185_22_10_2001_rep.pdf

O O

8
제조사(수출업체)의 

대 브라질 수출허가원본 
(공증번역첨가)

RDC n.º 185/01 Anexo - Parte 3 Item 5 (c)
http://bvsms.saude.gov.br/
bvs/saudelegis/anvisa/2001/
rdc0185_22_10_2001_rep.pdf

O O

9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발행한 브라질 영업허가

RDC nº 185/01 Art. 2º - § 2º
http://bvsms.saude.gov.br/
bvs/saudelegis/anvisa/2006/
res0222_28_12_2006.html

O O

10
의료기 대상 기술규정

준수(강제인증취득) 증명

RDC n.º 185/01 Anexo - Parte 3 Item 5 (e)
http://bvsms.saude.gov.br/
bvs/saudelegis/anvisa/2006/
res0222_28_12_2006.html

O O O O

11
ANVISA 등록이 허가하는

기간 내 영업 증명
(기한 연장 시)

Decreto n.º 79.094/77 Art. 14 - § 8º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_
Ato2011-2014/2013/Decreto/D8077.
htm#art25

O O O O

12 유사 제품 그룹리스트
RDC n.º 97/00 Art. 2º
http://www.anvisa.gov.br/areas/coges/
legislacao/2000/RDC_97_2000.pdf

O O O O

※ 출처 : ANVISA 홈페이지(구비서류 관련 내용) 

<의료기기 등급 분류 기준>

등급 정의

1군
ClassⅠ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제공 가능성이 낮은 제품으로ANVISA약식 등록 필요

2군
ClassⅡ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제공 가능성이 보통인 제품으로ANVISA정식 등록 필요

3군
ClassⅢ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제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으로ANVISA정식 등록 필요

3-a군
ClassⅣ

자가 테스트(Auto Test)가 필요한 품목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 

※ 출처 : RDC 185_2001 http://bvsms.saude.gov.br/bvs/saudelegis/anvisa/2001/rdc0185_22_10_2001_rep.pdf

의료기기
등록규정

의료기기
등록규정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 전망, 2015~2020>

출처 : BMI, Brazil Medical Devices Report Q3 2016

법적책임자와 기술책임자가 모두 서

명해야 한다. △ANVISA에서 규정

하는 기술적 요건을 만족함을 증명

하는 문서가 필요하다.

‘Class II, III and IV’의 경우에는 

Class I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에 수입자가 의료기기를 브라질 내

에 판매하기 위한 제조자 또는 수출

업자의 위임장과 수입된 의료기기의 

경우, Free trade 증명서 또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된 그와 동등한 문서

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 기간 및 비용

ANVISA 허가 취득 기간의 경우, 

보통 제품에 따라 6개월~1년 정도 

소요되지만 일부 IN 2/2011에 리스

트 된 Class III, IV기기의 경우, 실

제로는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등록된 의료기기는 취

득 후 5년간 유효하다.

의료기기의 등록을 위해 ANVISA

는 기업을 규모/매출에 따라 총 6개 

등급으로 나누며 등급에 따라 동 기

관의 등록 비용을 상이하게 받고 있

으며, 등록비용은 기기의 크기에 따

라 다르며 중소형 기기의 경우 품목

당 최고 R$ 8,000까지 요구하는 경

우도 있고 대형기기의 경우 품목당 

최고 R$ 20,000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정리·협회 산업정책연구부 

※ 출처 

1.  BMI  Brazil Medical Devices Report Q3 

2016

2.  CountryFocus Healthcare, Regulatory 

and Reimbursement Landscape-Brazil 

Medical

3.  ANVISA 홈페이지 http://portal.anvisa.

gov.br/

4. 식약처, 2015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6. 식약처, 의료기기통합정보BANK 

제4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선 골프대회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4회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2013년부터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들의 단합과 우리 주변의 소외 계층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자 행사를 열

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료 소외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건강검진활동을 수행하

고 있기에 회원사의 많은 참여와 따뜻한 후원을 희망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21일(금) 11시 20분부터

● 장 소 : 레이크사이드CC(용인), 서코스(In)·동코스(In,Out)

● 참 가 팀 : 20팀 이상

● 경기진행 : 신페리오방식, 4개조 동시 티업

● 참 가 비 : 30만원/인(그린피, 카트비 포함), 캐디피 본인 부담

   - 입금 : 국민은행 088201-04-067305

     (예금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참가자격 : 회원사 및 의료기기산업 관계자 

● 참가신청 : 2016년 9월 30일(금)까지

● 문 의 : 회원지원부 윤정 사원 

   (Tel : 070-7725-8720, E-mail : pprt03@kmdia.or.kr)

●  나눔대상 : 이동건강검진서비스(현재 지원중) 및 신규사업(예정) 

● 기타사항 : 참가기념품, 오찬 및 만찬, 시상 및 행운권 추첨 제공

한-이란 교역·투자 확대 위한 전담창구 신설

산업부, 교역·투자 확대 위한 애로사항 해소·지원

‘한-이란 교역·투자 협력 지원센터’

가 지난달 10일 개소했다.

‘한-이란 교역·투자 협력 지원센터’

는 이날 개소식을 갖고 한-이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과 애

로 해소 등의 지원업무를 시작했다.

한-이란 교역·투자 협력 지원센터는 

지난 5월 한-이란 정상외교 후속 조치

의 일환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를 위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KOTRA, 

기업·우리은행 등 이란과의 교역·투

자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이란 간 교역 및 투자와 관련, 양

국 기업인들의 궁금사항과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상담·해소하는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란과의 

교역·투자 정부의 지원제도, 이란의 법

률·제도 등을 제공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란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은 평일 09:30부터 17:00까

지로 전화는 물론 직접 상담도 가능하

며,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 

.org) 홈페이지 내에 게시판도 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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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대한병원협회는 우리나라 3천 2백여 

병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1959년에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국민건강과 회원

병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실력 있는 전문의들을 키워내기 위해 

총 26개 진료과목의 전공의들을 수련

시키는 업무를 1967년부터 해오고 있

는 것을 비롯, 일선 병원들이 국민에게 

더 나은 진료환경과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우리나라의 여러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제도상의 불

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이를 해소하

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병원 현

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별 정책대안

을 연구하고,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선에 반영되도록 활발한 

정책제안 활동을 펼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협회장님 취임 후 100여일이 지났다. 그

간 주요 활동과 소감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 회장에 취임했던 5월은 당시 병

원계 최대 현안인 내년 건강보험 수가 

결정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계약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

의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1.4%로 결정됐던 아픔과 메르스 

사태로 회원병원들이 입은 피해를 생

각하면 회장 당선의 기쁨을 느낄 겨를

도 없었다. 곧바로 수가 협상 대책위원

회를 꾸리고 수가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회무를 시작했다. 비록 부대조

건 없이 1.9% 인상안에 공단과 합의하

긴 했지만, 협상 자체가 의료계에 불리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수가협상 체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원병원들

에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수가협상 외에도 지난해 메르스 사태

를 겪은 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의 일환

으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입원실 시

설기준 변경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비

롯해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병원 내 

환자안전전담인력 의무배치, 전공의특

별법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시행

에 따른 병원의 의료인력난까지, 산적

해 있는 수많은 현안에 대응하느라 정

신없이 달려온 것 같다. 

여러 사안들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

은 ‘현재 진행형’이라 구체적으로는 언

급할 수 없지만, 병원협회 회장으로서 

지금까지 국회와 여러 정부부처를 찾아

다니며 병원의 실상을 알리고 정책 개

선을 요청해 온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허탈함’으로 요약

될 것 같다. 

경제기획부처들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망서비스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의 육

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

에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정책자금 

지원 수단으로 경쟁력만 갖춰주면 ‘일

자리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로 대표되

는 서비스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

는 병원들을 옥죄는 규제들만 계속 만

들어내고 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비영

리’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지 

못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

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각종 금융

지원에서 차별을 받는 법인 중소병원들

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병원이 가진 사회 공공재적 성격은 

유지하면서도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잠재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회장직을 수행하는 

임기  동안에 정부부처들의 이런 이율

배반적인 시각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겠다는 것이 병원협회 회장으로서 현재

까지 활동하며 느낀 소감이다.  

2년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

제와 중요 추진 사업들은? 

회원병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모든 사

안이 중요 추진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

이다. 환자안전법에 따른 병원들의 환자

안전전담인력 배치, 전공의특별법에 따

른 수련시간 단축과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병원인력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공백 방지, 국민들

의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응, 병원계의 오랜 

숙원인 저수가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하는 것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

할 대표적인 사업들이라 하겠다. 

우선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된 환자

안전법으로 인해 회원병원들의 환자안

전관리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가 시급

한 상황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회원병

원들이 환자안전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담인력 교육사업

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진료 공백을 막

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아직 마

련되지 않았다는 점,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시행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들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에 따른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이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

각한 병원인력난 문제를 초래할 수 있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병원

협회는 개편되는 수련환경 속에서도 우

수한 전문의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의

학회를 비롯한 각 학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간호인력난

의 경우 유휴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지

원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

다. 간호대학 정원 증원을 비롯, 대형병

원으로 간호사를 몰리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단계적 추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야 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역시 의료이

용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국민에게 큰 불

편만 가져다주는 방향 대신, 국민편익을 

증진하면서 국민건강 향상을 꾀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사안이 계속해서 발

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

으로 병원계 발전을 위해 작은 부분에서

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회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수요자인 의료기관의 수준 향상’과 직결, 상호 신뢰 관계돼야”
좋은 병원 되려면 40년째 이어진 ‘저수가체계’의 수익구조 바꾸는 특단의 조치 있어야

 KMDIA 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을 만나다

KMDIA 황휘 협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며 좋은 병원과 의

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다. 국

민보건향상에 있어서 병원들이 어떤 노력

을 해야 하는가? 

환자들의 의료욕구가 커지면서 눈높

이도 높아졌다. 각급 병원들은 이같은 

트렌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오고 있다. 

병원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다. 2014년의 경우 자기자

본비율이 37.4%로 40%가 채 되지 않

는다. 나머지는 차입 경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원인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래 40년째 계속되는 ‘저수가체계’ 때

문이다. 단적인 예로, 병원의 수익률은 

2% 남짓이다. 이런 수익구조로는 투자

는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다. 그렇다고 경쟁에서 뒤질 수도 없는 

상황이니, 결국 차입금만 늘어날 수밖

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심해 중소병원들

은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 

게다가 법인 중소병원은 M&A나 퇴출

조차 할 수 없는 법체계 때문에 진퇴양난

에 빠져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개발에 의료인 및 병원의 참여

가 늘고, 큰 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중개임

상 및 의료기기개발센터를 개설해 의료기

기산업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다면?

병원이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허브라

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다. 보건의료산업에서 병원과 의료기

기산업은 병원과 제약산업 못지않은 동

반성장의 관계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이 2020년까

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진입하

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고 있다.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전

략적인 R&D도 중요하지만 국산 의료

기기제품들이 해외에 진출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먼저 신뢰성을 인정받고 인지

도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 새로 출

시된 국산 의료기기 제품과 기존의 외

국산 수입제품의 성능을 비교하는 테

스트를 하며 우리 국산 의료기기 품질

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신뢰성을 국내 의

학계와 연계해 해외에 홍보한다면 우리 

국산 의료기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병원 내 감염사

고 등 환자안전과 병원 종사자를 위협하는 

사고들이 종종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고 있

다. 협회 차원에서 개선 노력이 있는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병원 내 감염사

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입원실을 

비롯한 병원 내 주요 시설의 시설기준

이 강화되고 환자안전법이 만들어졌다. 

환자안전법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법

령에 담을 내용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여부도 꼼꼼히 따져가며 

준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병원협회는 일선 

병원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 나선 것 

외에도 환자안전이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병원협회는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직

후부터 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까지 환

자안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주도적

으로 개최해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는 환

자안전 활동들이 하위법령에 담기도록 

했다. 또한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둔 시

점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환자안전법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 병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안

내하기 위해 지역별로 순회하며 설명회

도 가졌다. 나아가 설명회를 하는 과정

에서 많은 병원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모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Q&A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병원들에 새로운 시설 투자비용과 인건

비 추가 부담을 강요하는 책임을 병원

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라 정부 차원

에서의 예산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상호 교류 및 발전하기 위해 의견을 주신

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과 의료기

기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양 단체가 해야 할 일들인 

것 같다. 한국 의학계의 높은 의료수준

과 의료기기산업의 높은 기술력이 발

휘하는 시너지 효과가 연구개발 협력을 

비롯해 제품 생산, 활발한 국내외 홍보

를 통해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

축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울러, 병원 및 

의료기기 역시 건강보험수가 개선이 신

중하게 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

다. 양 단체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

한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 

끝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870여회

원사에게 한 말씀 전하신다면?

한국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은 그 수요

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을 비롯한 국내 의

료기관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생각

한다. 병원협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

회의 여러 회원사와 우리 회원병원들이 

상호 신뢰하는 공급자-수요자 관계가 

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윤활유가 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

서울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의로 1983년 동부제일병원을 설립한데 이어 풍산의료재단

을 설립해 창동제일의원,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까지 3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서울의대 동창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1997년부터 병원협회 이사로 발

을 들여놓은 이후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보험이사, 사업위원장, 총무위원장, 부회장 등

을 맡아오면서 폭넓은 회무운영 경험이 있다. 대한병원협회 산하단체인 중소병원협회 회장, 

서울시병원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중앙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 직역·지역 병원회의 목

소리를 전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회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협회장은 지난 1일 서울시 마포구 있는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고 홍정용 회장과 대담인터뷰를 진행했다. 

양 단체는 보건의료산업의 한 축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회원사의 권익 보호, 상호 단체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로 약속했다. <편집자 주>

왼쪽부터 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 KMDIA 황휘 협회장,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KMDIA 

홍순욱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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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주요 여정

활시위를 떠난 화살의 궤적에 온 국

민의 시선이 쏠리며 금메달의 희열을 

느꼈던 8월. 폭염의 답답함을 달래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축제 리우올림

픽이 지난 2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

다. ‘새로운 세상(New World)’이라

는 슬로건을 내걸고 펼쳐진 열전 17

일간의 행적은 모두에게 환희와 아

쉬움을 느끼게 하는 감동의 드라마 

그 자체였다. 수많은 선수들이 피땀

을 쏟아내며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경

기 매 순간 마다마다의 감동과 희열

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금메달 4

개의 전종목 석권으로 세계 최강임을 

입증한 양궁의 감동은 올림픽의 긴 

여운 중에서도 가장 울림이 크다. 특

히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적시적소

의 지원, 명확하고 확실한 소통과 철

저한 준비 등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양궁만 같아라!”란 말을 회자되

게 하는 양궁의 준비과정은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기에 8월을 

보내며 〈표 2〉의 여정은 확실한 소통

과 철저한 준비의 과정이 되고 있는

지 돌이켜본다.

8월 2일에는 체외진단용의료기기

(2등급)의 기술문서 심사지침서 개발

과 관련한 협의체(2차)를 개최했으

며,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 기술

문서심사의 민간위탁제도에 따른 준

비과정으로서 심사자의 일관성과 전

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지침서(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자가면역검사

시약’ 등 마련된 5종의 기술문서 심사

지침서(안)에 대해는 심사원칙을 포

함해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심사방법

을 추가해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

기 사용목적 작성 및 심사 가이드라

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추가하도

록 했다. 또한 기술문서 심사기관과 

관련 업계 대상의 워크숍(9.1)에 참석

해 21종의 기술문서 심사지침서(안)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9월 

23일의 3차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

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

한 통합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기 

위해 8월 3일에는 제3차 전문가 협

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개정된 국제규격의 반영 여부와 함

께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

인(안)의 구성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통합 가이드라인(안)

은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보다 민원인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용(예:시험항목 설정, 생물학적 안전

성 자료 면제, 첨부자료 요건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이드라

인(안)의 주된 구성과 내용은 ‘생물학

적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위주

로 작성하고,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

는 부분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작성

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공통기

준규격에서 제시하는 시험항목별 목

적에 대한 기재도 필요하다는 의견

과 함께 ISO, ASTM 등 생물학적 안

전성 관련 개정사항의 반영은 가이드

라인(안) 마련에 따른 의견조회시 검

토하기로 했다. 향후 폭넓은 의견수

렴과정과 더불어 다음 달까지는 통합 

가이드라인 발간(9.30)을 마무리하기

로 했다.

주도적인 의료기기의 국제협력을 

위한 민관국제협력팀 회의를 8월 16

일에 갖고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예정

인 AHWP 한국특별세션에 관한 논

의를 했다. 따라서 11월 21~25일 개

최되는 AHWP 연례총회의 한국특별

세션에서 논의할 규격과 발표주제 등 

프로그램(안)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AHWP 국제공통가이드라인 개발일

정과 진행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첨단의료기기분과의 간담회

를 협회의 법규위원회와 공동으로 8

월 26일에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업

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

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

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다시금 전자

의료기기의 첨부자료 인정요건에 관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

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준 첨단분과

의 분과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에게 

이 지면을 통해 특별히 감사를 드린

다. 그동안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진행시 어려움’, 

‘국내의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

는 이유’, ‘해외 제조원으로부터 CB 

성적서의 제공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

용 등 어려운 점’, ‘해외제조원으로부

터 OECD 국가 중 하나로 해당 정부

기관에서 승인한 증빙을 받는데 어려

운 점’ 등을 정리해 발표하고, 아울러 

성적서 인정 범위에 대한 제안까지도 

제시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

었다. 이날 제시된 제안에 대해는 시

험검사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폭넓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체계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의 

성능시험과 임상평가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한 협의체(8.26)와 한국치

과기재산업협회 등을 통한 치과재료 

품목 재분류(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진 간담회(8.30)는 물러가

는 더위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8월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9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언제나 자연은 위대하다는 걸 계절

의 바뀜과 함께 다시금 느낀다. 그렇

게 푹푹 찌던 폭염은 거짓말같이 물

러가고 옛 선현의 말처럼 귀뚜라미

의 등을 타고 가을은 모두에게 성큼 

들어와 있다. ‘가을날’을 노래했던 릴

케(R.M. Rilke)가 마지막 과실을 익

어가게 들에 더 많은 바람을 놓았듯

이 〈표 2〉의 일정은 소통의 결실을 향

한 모두의 또 다른 바람일 것이다. 그

동안 협의체의 노력을 근간으로 결실

을 본 차세대유전체분석기술(NGS)

과 다지표진단시약(MIA)의 성능평

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9.1)

를 필두로 9월의 소통일정을 시작한

다. 그리고 의료용 3D 프린터와 소재

개발에 관심이 있는 3D 프린팅 관련 

협회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3D 프린

터로 제작된 맞춤형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및 관리방안을 소개하는 민원설

명회(9.6)를 개최해 그간 준비해왔던 

3D 관련 제도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

다. 많은 참여와 호응을 받아왔던 의

료기기소통포럼은 11월 23일 예정인 

제4차 국내 포럼의 원활한 준비를 위

해 여섯 번째 운영위원회(9.21)에서 

포럼의 주제와 초청연자 등의 선정

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가

위의 풍요로운 계절에 걸맞도록 가을

의 결실을 위한 각 분과별 소통일정

도 준비하고 있다. 정형재활기기분과

(9.21) 체외진단의료기기분과(9.27) 

그리고 심혈관의료기기분과(9.28)의 

간담회는 그동안 논의해온 소통결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장의 애로사항

을 듣는 다문(多聞)의 일정으로 9월

을 기다리고 있다.  

폭염 속에서도 지속된 8월의 소통일정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9.1~9.2)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전문가 협의체(6차)(9.1)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개최(9.1)

2주(9.5~9.9)
○  3D 프린팅 관련 협회대상 민원설명회(9.6)
○ 다기관 협력을 위한 허가도우미 전문협의체(6차)(9.7)

3주(9.12~9.13)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민·관 전문협의체(8차)(9.12)

4주(9.19~9.23)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6차)(9.21)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6차) 및 정형재활분과 간담회(3차)(9.21)
○ 결핵 및 비결핵 항산균 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마련 협의체(2차)(9.21)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2등급 심사지침서 협의체(3차)(9.23)

5주(9.26~9.30)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민·관 전문협의체(8차)(9.26)
○ ’16년 제5차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 회의(9.27)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간담회 개최(9.27)
○ 의료기기 민관국제협력팀 간담회 및 심혈관기기분과 간담회 개최(9.28)

〈표 2〉 9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8월 2일
○ 체외진단용의료기기 2등급 심사 지침서 개발 전문가 협의체(2차)
 - 분야별 지침서 개발진행사항점검 및 향후 진행계획 논의

서울역
회의실

11명

8월 3일
○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협의체(3차)
 -  생물학적 안전성시험의 자료제출 면제 가능한 원재료 현황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5명

8월 18일
○ 의료기기 민관국제협력팀 회의
 - AHWP연례총회 의견청취 및 국제공통가이드라인 진행사항 점검

연세빌딩
회의실

13명

8월 26일

○ 첨단의료기기분과 간담회
 - 전자의료기기의 첨부자료의 요건에 대한 애로사항

의료기기
산업협회

22명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허가심사가이드라인마련 협의체(7차)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의 성능시험 및 임상평가방법 등 논의

충북산학
융합본부

10명

8월 30일

○ 의료기기 민관국제협력 자문단 회의
 -  AHWP연례총회 프로그램 및 국제협력추진로드맵 자문 및 공유

연세빌딩
회의실

14명

○ 치과재료 품목 재분류(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등을 통한 치과재료 품목 재분류(안) 검토

서울청
회의실

29명

<표 1> 8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구분 과정명 차수 일정 교육일수(시간) 교육인원

CHAMP 
교육 
과정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 4차 2016. 10. 26(수) ~ 27(목) 1일(8H)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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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2016. 12. 1(목) ~ 2(금) 1일(8H)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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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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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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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회비체계 개편에 따른 회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돼 있는데 어

떻게 추진되나?

회비체계 개편을 통해 직·간접적 

혜택을 회원사에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우선, 회원사에게 제공될 ‘직접적

인 혜택’은 ‘회원사 대상 교육사업의 강

화’와 ‘적시 정보 공유’로 정의할 수 있

다. CHAMP, 사이버교육 같은 무료교

육 실시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인허가, 

보험, 광고심의 공정규약, 실적보고 같

은 회원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역별 무료 맞춤형 교육을 점진

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뉴

스레터, 보도자료, 최신 통계 및 정책 

자료 제공으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간접적인 혜택’으로는 회원사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개선돼야 할 의

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지원부 활동을 더욱 활성

화해 회원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

록 경주하겠다.

6월 협회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회원지

원부는 3팀으로 구성, 신설됐다. 각 부서 

소개를?

회원지원부는 ‘회원관리팀’, ‘교육연

구팀’, ‘국제협력팀’으로 구성돼 있다. 

각 팀이 가지는 고유 업무와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업무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

해 회원지원부로 분류됐다. 회원관리

팀은 회원지원위원회를 통해 회원사 

업무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실행 방안을 협의하며 다

양한 협회 주관 행사를 진행한다. 교육

연구팀은 회원사에 도움이 될 교육과

정을 개발하고 신규과정을 발굴한다. 

학습만족도 조사를 통한 콘텐츠 개발

과 보완 그리고 강사 피드백을 통해 양

질의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협

력팀은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사업을 

통해 정부, 국내외 단체와 교류 및 협

력에 필요한 사항을 회원사에 지원해 

드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필요한 회비체계 개편이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로 문제 제기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처는?

1999년 협회 설립 시부터 정률로 유

지돼 오던 연회비로는 각종 위원회 운

영 및 회원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2015년 

4월 협회 임원진으로 ‘회비체계개편 T/

F팀’을 구성해 8개월간 검토와 심의를 

마쳤다. 하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이 

높고, 해당 회원사와 실무자들에게 충

분한 설명과 정보공유가 되지 못한 채 

시행돼,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회비 인

상의 이유를 설명해 회원사로부터 공

감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에 대해 반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올해

에는 가능한 전체회원사에 인상 공지

에 양해를 구하고 부득이한 협회비 체

계 개편 사유를 알리기에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9월 초 협회비 체계변

경 공문과 체계변경 내용 안내를 재공

지할 예정이다.

신설 부서의 장으로 임명됐는데, 운영계

획과 각오는?

조직은 사람과 사람이 구성하는 유

기적 집단이다. 이런 유기적 집 단체가 

숨을 쉬고 자생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疏通)이라고 생

각한다. 소통의 부재는 유기체의 방향

성을 잃게 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소멸

된다. 

새로운 부서장으로 가장 큰 임무는 

부서 내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는 것이며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회원사와의 소통으로 확대될 것이다. 

회원지원부가 회원사들과 협회 간의 

소통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협

회 회원 가입도 늘고 있다. 신규, 기존 회

원사의 애로사항과 니즈(needs) 파악이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방안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회

원사에서 제시하는 애로사항과 니즈

(needs)를 편견 없이 취합하고 사안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아울

러 회원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

는 방법과 이슈화되는 애로사항 해결

에 노력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회원사에 한 말씀 전한다면?

내년에는 협회비 체계변경 안내뿐 

아니라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차등적 

혜택 제공을 안내할 것이다. 또한 회원

사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의 확대

와 업계의 저명인사 및 유관련 정부인

사가 주재하는 세미나, 간담회 등을 계

획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업진행들

은 회원사가 납부한 연회비로 사용되

며 회원사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투자

된다. 회원사는 협회 각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오중환 

회원지원부장

 KMDIA 부서소개-회원지원부 

“회원사와의 소통확대로 권익 및 만족도 제고”
회원지원부, 회원관리·교육연구·국제협력 등 3개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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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난 7월, 볼티모어에 위치한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www.

cms.gov)에서 개최된 ‘메디케어 

근거개발 및 보험급여자문위원회

(Medicare Evidence Development 

& Coverage Advisory Committee, 

MEDCAC)’ 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공

유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CMS’와 ‘MEDCAC’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미국보험청(CMS)

CMS는 미국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의 한 행정 부문으로, 65세 이

상의 노인 및 장애인을 주로 담당하

는 메디케어(Medicare), 저소득층

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 칩

(CHIP), 현역 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한 

트라이케어(Tricare), 퇴역 군인 대상 

건강 서비스, 인디언 대상 건강 서비스 

등과 같은 공적 건강보험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보험의 제도적 기반 마

련, 여러 가지 보험급여 등재, 급여기

준 마련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메디케어 근거개발 및 보험급여자문위원

회(MEDCAC)

MEDCAC은 특정 임상 주제에 관

련해 CMS에 독립적인 지침과 전문

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1998년 전

신인 ‘메디케어 보험급여자문위원

회(Medicare Coverage Advisory 

Committee, MCAC)’설립에서 시작됐

다. 이 위원회는 출간되는 임상 자료를 

검토·평가하고 시험자료 및 기술평가

를 검토하며, 메디케어에 의해 보장되

는 보장 가능성이 있는 의료 항목과 서

비스의 적절성, 편익과 위험에 대한 정

보를 검증한다. 또한 CMS 내부 전문

성을 공급하며, 중립성을 가지고 최신 

기술과 과학정보를 전달하고, 가용한 

근거 수준을 판단한다. 그리고 이를 기

반으로 CMS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위원회 구성은 임상 분야에 국한되

지 않고 기초과학, 보건행정, 의료 정

보 관리·분석, 경제성 평가, 그리고 의

료 윤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 중 100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위촉

한다. 그 후 각 주제별 MEDCAC 회의

에 참석하는 전문 분야 패널은 인력풀 

중 최대 15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필자가 방청한 7월 20일 회의 주제

는 ‘하지 만성정맥질환(lower extremity 

chronic venous disease)’이다. 주

로 다뤄진 질환과 제품은 정맥 혈전

증(venous thrombosis), 정맥 폐쇄

(venous obstruction)와 연관된 제

품들이었다.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

과 위원장 발언에 이어 참석한 선정위

원(패널)들의 소개가 있었고, 다음으로 

주제에 대한 임상적 주요 논점과 사전 

공개된 투표 질문에 대한 재고지가 이

뤄졌다. 그후 4명의 해당 전문 지식을 

가진 초청 연설자가 각자의 전문적 지

식 관점에서 기조 발표를 했다.

기조 발표 이후 휴식시간을 가진 뒤, 

‘공개 발언(open public comments)’ 

순서가 시작됐다. 이번 회의가 열리기 

전에 주제와 관련해 의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신청자를 모집했다. 총 23명의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이들에게는 각

각 4분 동안 공개 발언 시간이 주어졌

다.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시작 전 

각 발언자들이 여행 경비 등 회의참석 

및 의견발표와 관련해 재정적으로 독

립돼 있는지 이익관계를 밝히는 과정

이 필수적으로 있었다. 사소한 항목이

라도 밝히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성

숙된 윤리 준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

다. 연속된 많은 발표에 다소 지루하기

도 했지만, 4분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시간임에도 조목조목 의견을 발표하고 

차분히 경청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

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발표자가 시간

을 정확히 엄수함에 놀랐다. 마무리 시

점에서 미처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사

람들을 위해 10분 정도 발언 기회가 주

어졌다.

한 시간 동안의 점심시간 후, 회의는 

속개돼 초청 발표자에 대한 질문과 즉

석 패널 간의 토의가 이어졌다. 그리

고 각 패널들에게 투표 질문에 대한 점

수 부여와 그 판단 사유에 대해 하나하

나 의장이 묻고 답하는 시간이 이어졌

다. 마지막으로, 30분 간의 짧은 마무

리 패널 토의 후 폐회 발언으로 기나긴 

MEDCAC 일정이 마무리 됐다.

이날 패널들의 투표 결과는 ‘중간 이

하의 신뢰도(less than intermediate 

confidence)’가 뽑혔다. 위원회는 정

맥 혈전 예방을 포함한 다른 중재를 ‘전

국보험급여결정(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 NCD)’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메디케어가 그 행정력을 이용

해 질의 측정과 진단부터 중재까지의 

환자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수집을 위해 

인센티브와 환자의 통증, 신체적 기능, 

그리고 삶의 질 등이 포함된 연구 주제

를 권고했다. 이는 근거 창출과 미래의 

예방을 위한 보험급여 보장, 그리고 치

료 방법에 대해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메디케어도 고민해야 

하며 근거 창출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이다.

방청한 MEDCAC 회의는 단지 하루

에 불과했지만, 미국의 공적 보험 보장

과 관련 논의가 어떤 절차와 의사 결정

으로 이뤄지는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에는 충분한 경험이었으며 이를 통해 

필자는 몇 가지 느낀 바가 있다.

첫째, ‘투명성(transparency)’

회의가 열리기 훨씬 전인 약 두달 반 

전에 모임 공지와 함께 패널들에게 질

의할 질문이 공개됐다. 또 일주일 전에

는 참석하는 선정된 위원 명단, 회의 

순서 그리고 모든 외부 발표자의 명단 

또한 공개됐다. 동시에 발표예정 자료 

및 세부적인 논의점까지도 투명하게 

공개됐다. 또한 웹으로 회의 실황이 그

대로 생중계됐으며, 회의 후 이틀 만에 

패널 투표 결과가 웹상에 공개됐다. 인

상적인 점은 참석한 패널들의 점수를 

각각 실명 공개했던 것이다. 그만큼 의

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근거

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다. 

둘째, ‘개방성(patency)’

MEDCAC 회의에 관심있는 사람이

라면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사전 신청으로 방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필자도 온라인 사전 신청만으로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었다. 그

리고 사전 신청자에게 발표 기회를 줄 

뿐 만아니라, 방청자들의 의견 개진을 

위해서도 시간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외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열린 토론이라 생각됐다. 더불어 

회의에서의 결과가 확대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차후 재논의 결정됐으나 

동시에 지금부터 향후 환자 안전을 위

해 임상근거 수집을 장려하도록 권고

하는 열린 결말로 정리됐다는 점이 놀

라웠다.

맺음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성과 

개방성이 보장된 회의는 보다 많은 전

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근거 중심의 가

치를 판단해 임상적으로 유용한 사회

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결국 환자에게 적정한 혜택으

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느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서의 급여 범위 및 기

준에 대한 심사평가 과정에서 폭넓은 

참여와 논의가 이뤄져 투명성과 개방

성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

 미국 MEDCAC 회의 참관기

“투명성과 개방성이 살아있는 미 보험급여 결정과정”
시사점 주는 ‘메디케어 근거개발 및 보험급여자문위원회’ 회의

이 정 우
메드트로닉코리아(유) 부장

CMS의 주제 발표 모습 점심시간에 참석한 회사 동료들과의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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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6.08.31)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79 189 162 364 715 162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15 8 2 4 14 1 0

■  2016년 하반기 회원지원부 교육연구팀 사업계획보고서 작성
■  협회 자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08.22)

■  [식약처]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의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08.21)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기준·심사 체계 개편 추진단 T/F팀에서는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의 효

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  권역별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상 교육 설문조사(08.30)

■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산업표준의 효율적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08.30)

○  주요내용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으로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의료기기 관련 

산업표준(KS)의 효율적 통합방안 모색

■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RSNA) 한국관 참가업체 업무협의회(08.11)
○  참석자 : 참가업체 10개사, KOTRA 의료바이오팀, 협력업체 운송사, 장치사, 여행사 등

○  주요내용 : 전시회 운영계획 및 장치 디자인 및 준비사항 논의

■  [진흥원] 러시아-라오스 경제사절단 관련 사업발굴 간담회(08.17)
○  주요내용 : 경제사절단 보건의료 분야 성과사업 추가 발굴 및 점검

■  [중국후난성상무청, 한중우호교류협의회] 2016년 중국 중부내륙 비즈니스 원정
단(08.22)

○  주요내용 

  -  대중국 의료기기 수출지원 방향 및 교류방안 모색

  -  후난성위계위, 후난성제1인민병원, 생물의약단지 방문,  바이어 상담회

■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업무협의(08.29)
○  참석자 : 참가업체 10개사, KOTRA 해외전시팀 협력업체 운송사, 장치사, 여행사 등

○  주요내용 : 전시회 운영계획 및 장치 디자인 및 준비사항 논의

■  [식약처] 의료기기 국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08:30)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국제협력사업 추진 로드맵 공유

  -  IMDRF 제10차 운영위원회 참석

  -  AHWP 연례총회 개최 및 한국특별세션 마련

   ▶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한-라오스 의료기기 수출 관련 기업 애로사항 의견 수렴(08.03)
○  주요내용 : 식약처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2016.09.07(수)~08(목))관련 수출 애로사항 의견 

수렴

■  ‘MEDICAL JAPAN 2018’ 의료기기 전시 참가 수요조사(08.05) 
○  주요내용 : 2018년 협회 한국관 수행기관 참가신청 검토를 위한 일본 오사카 의료기기 전시

회 소개 및 참가 희망 여부 수요조사 진행 

■  [산업부, KOTRA, 전시산업진흥회] 2017~18년도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수
요조사 협조 요청(08.30)

   ▶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법규위원회]분과위원장 전체회의 제6차(08.04)
○  주요내용

   -  법규위원회 6대 과제 추진경과 및 항후계획 논의

   -  법규위원회 분과장/간사 등 운영진 워크숍 계획(10.10 예정)

   -  기타 의료기기 허가번호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 논의

■  [시험검사기관] 규제자·전문가 협의체 회의(08.11)
○  배경(목적) : 화시원 국가기술표준원 학술용역과제 ‘기술규제영향평가 내실화 및 효율적 기업

애로발굴’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협의체

○  주요내용 : 2016년 상반기 기술규제영향평가 및 기술규제 애로발굴 현황 공유

■  [법규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 제3차 회의(08.25)
○  일시/장소 : 2016.08.25(목) 16:00 / 대회의실

○  참석자 : 황윤정 구강소화기기분과장 외 22명, 협회 김만석 부장

○  주요내용

   -  원재료 병행기재 관련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행사항 공유

   -  내시경 재분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공유 등

■  [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관련 업무협의(08.29)
○  주요내용 : 협회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성, 식약처의 통합운영 현황 및 보완

점 등 공유

■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산업표준의 효율적 통합방안 연
구’ 전문가 협의체 참여(08.03)

○  주요내용 : 식약처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국외 주요국 의료기기 기준규격(이에 상응하는 제

도)에 대한 분석, 국내 의료기기 기준규격 현황 분석, 산업표준과의 통합방안 모델(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김기선 의원]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08.09)
○  주요내용 : 법률안 제22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에 따른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

장 동향 등 국내·외 첨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관리 보급을 담당하는 전문기

관 지정 검토 및 대응 요구

■  [산자부, 무역협회] 2016년 제4차 통상산업포럼 주제 발표(안) 마련(08.23)
○  주요내용

  -  통상산업포럼과 관련해 의료기기분야 준국의 자국산업 보호 및 기술 장벽에 대한 내용을 정리

  -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자국산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하는 ‘Buy China’ 지침

  -  2015년 5월, 신설·공포된 수입산 제품에 대한 과도한 행정등록비(2, 3등급에 대한 수수료) 등

■  건강보험제도와 연계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개편방안 마련 연구 관련 회의 
참석(08.03)

○  주요내용 : 관련 연구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및 허가-보험 심사 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 전달

■  [건보공단] 기침유발기 요양비 급여확대 관련 협회 및 업계 간담회 참석(08.30)

   ▶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중앙대] 식품, 의약품 등 안전관리 기준 국제조화 연구 전문가 자문 확인서 제출
(08.03)

○  배경(목적) :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구용역과제 성과 도출을 위해 의료기기 분야의 

현장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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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인·허가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에 대한 국제조화

   -  의료기기 KGMP 제도 개선

   -  의료기기품목의 과도한 세분화 지양 및 품목분류 코드의 단계적 국제조화 추진 필요 등 

제안 

■  [식약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스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 조회
(08.08)

○  주요내용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의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민원설명회 프로그램 의견 
제출(08.12)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통합심사 운영사례 및 주요 보완사항

  -  체계적 임상 문헌 조사 서비스

  -  의료기기 허가·건강보험연계 연구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 등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
견 제출(08.18)

○  주요내용

   -  임상적 성능시험의 제외 대상 일부 삭제 및 수정(4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검체 채취의 

위해가 큰 시험이더라도 잔여검체를 사용하는 경우)

   -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기준’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용하는 조항 삭제

■  [식약처] 「소아 사용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검토의
견 제출(08.19)

○  주요내용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수은)를 사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 적용

   -  초음파 의료기기 주의사항의 ‘출력제한 수준‘ 표를 의료기기 기준규격 별표 2의 20. 초음

파 영상진단장치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  의료기기법의 변경으로 표시기재에 대한 사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표시기재 요령에 

관한 부분 수정 등

■  [식약처]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안) 검토 요청(08.26)
○  주요내용 : 식약처 정형재활기기과에서는 기 발간된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관련 가이드

라인, 지침 등을 현행화해 통합본 형태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 행정예고(안)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서 회신 안내
(08.26)

○  주요내용 

  -  식약처 기준규격팀에서는 2016.03.18자로 행정예고한 의료기기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안)에 대한 협회 제출 의견에 대해 검토 결과를 회신

  -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 수용 12건 / 일부수용 3건 / 불수용 6건

■  [식약처]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 제출(08.31)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제출 면제 대상 원재료에 스테인레스 스틸 추가

  -  의료기기 품목별 생물학적 시험항목 설정표 수정의견 제출(내시경용광원장치, 초음파식

도-위-십이지장경, 담도췌장경, 범용주입-배액용튜브카테터,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   [심평원]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수가개선 관련 의견회신(08.03)
○  주요내용 : 심평원의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 추천 요청

에 따라 회원사를 대상으로 1회용 치료재료 중 감염예방 효과가 있거나 환자안전을 향상시

키는 치료재료 의견 전달

■  [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출의견에 대한 복지부 검토 결과 공유(08.17)

○  주요내용

  -  통합심사 시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시, 제조허가, 수입허가뿐만 아니라 

제조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까지로 확대 요청

    • 복지부 의견 : 대안 마련(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는 인

증 대상이 아닌 허가 대상으로 통합운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의 통합심사 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일치할 것’ 단서조항 삭

제 요청

    • 복지부 의견 : 수용 곤란(‘식약처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평가 통합운영’은 의료기기의 사

용 목적과 의료기술의 사용 목적과 일치하는 것 중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가 상이해 시장에 진입 못 하는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도개

선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통합운영 대상은 의료기기와 기술의 사용 목적의 일치가 전

제 돼야함)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개선 협회 건의사항 추가 회신(08.18)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 개선 및 신규 상한금액 산정 시 적용배수 개선 사례 전달

 
   ▶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관련
(기준 : 2016.08.31)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93 8 5 50 156 520 7,405 8,081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6.08.31)

구분 처리 2016년

제30차~제34차

승인 81

395 2,457조건부 승인 296

미승인 18

심의면제
적합 289

421 2,863
부적합 132

심의변경
적합 103

158 1,070
부적합 55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276

336 1,920
불이행 60

※ 2016년 : 2016.01.01 ~ 2016.08.31 기간 중 전체 처리 건수

   ▶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 미래전략연구팀

■ [식약처] 의료기기 맞춤형 정보 분석 추진단 일일동향 보고(08.01~31)

■ [MDITAC]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업무협의(08.10)
○  주요내용 : 연구진행 사항 검토, 메뉴네비게이션 및 맞춤형 필터, TOP20 키워드 확정, 무역

금융 및 조달 관련 자료 요청

○  후속 계획 : 맞춤형 필터, 핵심 키워드 추출 및 전달, 통합정보BANK 홈페이지 오픈 일정에 

맞춘 사업 진행

■ [식약처] 의료기기 맞춤형 정보 분석 추진단 분기별 보고서 작성(3/4분기)
■ 2016년도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편람」 제작 진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부 ‘한-EU FTA 이행상황평가 연구’ 용역과제 업무 협조 
○  업무협조 

  -  한-EU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 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현황에 대한 자료 및 의견   

  -  한-EU FTA로 인한 의료기기 산업의 피해정도에 대한 자료 및 의견

■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사업 진도점검회의(08.31)
○  주요내용 :  연구과제 진도 현황 점검 및 콘텐츠별 조사 애로사항·협력사항 논의

■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회 회의(08.31)
○  주요내용 : 2016 추진사업 진행현황 공유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 

   ▶ 대변인-홍보지원팀

■  의료기기안전·바른사용 캠페인 교육홍보영상 제작 완료(08.03)
■  ‘매일경제신문’ 기고(08.10) : 의료인의 의료기기 개발 관심 및 참여 활성화
■  ‘보건신문’ 전문지 기고(08.22) : 식약처와의 민관 소통 협력 활발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2차 설명회 참석(08.26)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2016.07.29 전면시행) 설명(식약처 김영

훈 주무관)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 제한적 의료기술 범위 확대(복지부 이나영 사무관)

    •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중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

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만 해당

    • (개선) 국내 최초 개발, 임상적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등 유망의료기술도 포함

   -  신의료기술평가상담제도 안내(NECA 김재현 팀장) : 평가 과정 피드백 및 업체 의사소통 

창구 마련

■  [홍보위원회]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안전사용 캠페인’ 기자간담회 개최(08.31)
○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소비자(노인, 어린이·청소년 등)의 안전사용 인식 

제고 및 확산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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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텍(대표·고정택)은 ‘유니버

설 메디칼 프로덕츠(대표 Don M. 

Smucker, Universal Medical 

Products)’와 연간 총 300만 달러 

규모의 정형외과 일회용 핸드피스

(Terra AT 3.0 Series)에 대한 독

점공급 계약을 지난달 24일 체결했

다고 밝혔다.

‘Terra AT 3.0 Series’는 알로텍

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료바이오

시스템그룹 고철웅 박사팀)이 공동 

개발한 정형외과 일회용 핸드피스

로써, 기존의 재사용 의료핸드피스

의 불완전한 세척, 멸균에 따른 환자

의 2차 감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자 세계 최초로 개발된 혁신적인 의

료기기이다.

‘유니버설 메디칼 프로덕츠’는 미

국 정형외과 의료기기 전문유통업

체로써, 세계 메이저 의료기기 업체

인 미국의 짐머바이오메트(Zimmer 

Biomet)와 인공관절 전문제조업체

인 스위스의 메탁타(Medacta)의 제

품을 지난 30년간 오하이오주와 미

시간주에 유통·공급해오고 있다.

알로텍 고정택 대표는 “금번‘Terra 

AT 3.0 Series’ 수출 체결은 알로텍

이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국내 중소 의

료기기 업체의 시장경쟁력을 보여

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며 “300만 달러 수출은 미국 전체 

인공관절 수요의 약 1%로, 향후 전

체 수요의 약 50%인 1억 5천만 달

러 규모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세계 경쟁업체들이 보유하

고 있지 못한 기술력과 연구개발능

력을 극대화해 향후 10년내 정형외

과 의료기기의 글로벌 선도기업으

로 발돋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텍(대표·김종원)은 홀뮴 레이

저인 ‘홀인원30(Holinwon30)’이 

지난달 5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홀뮴 레이저는 다른 레이저

들과는 달리 절개효과와 응고효과

를 모두 가진 2,100nm 파장의 레이

저로 에너지 특성상 효과적인 절개, 

적은 열손상 등의 특성을 통해서 주

로 조직의 절개 용도로 사용되며 요

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척추질환 치

료에 사용된다.

홀인원30의 홀뮴레이저는 물에 

잘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인

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

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홀뮴레이

저를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홀뮴레이저

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는 확산이 잘 되지 않아 열

로 인한 손상 부위는 매우 좁고, 조

직 침투깊이가 약 0.44mm로서 조

직의 절개 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인 절개를 할 

수 있어 최소침습척추 수술에서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텍 관계자는 “홀인원30은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최소침습척추 수

술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현재 외산

장비가 주를 이루었던 홀뮴레이저 

시장에 홀륨레이저를 개발한 기업

으로 앞으로 정형, 신경, 마취통증

등 수술(Surgical)분야의 시장 확대

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스터는 고유량(high-flux) 투

석막인 ‘레바클리어’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가 적혈구 생성을 자극

하기 위해 혈액투석 중 흔하게 주

입되는 적혈구생성자극제(ESA: 

erythropoiesis-stimulating 

agent)의 사용 감소와 관련이 있음

을 입증하는 대규모 관찰 코호트 연

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스터는 17일 “OptifluxⓇ 160 

또는 OptifluxⓇ 80 투석기와 비교

했을 때, REVACLEAR 투석막 사용

으로 혈액투석 과정 당 ESA 사용이 

약 100~600 단위 더 적었으며, 동등

한 투석 적절도와 헤모글로빈 농도

를 유지하면서 IV철분 투여 요구량

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약물 사용의 감소는 잠재적으로 

치료를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약물과 관련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박스터는 “헤모글로빈 농도에 영

향을 주지 않으면서 ESA 투여용량

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임상 및 비

용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만성콩팥병환자의 경

우 ESA 사용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

도가 증가한다는 데이터에 근거해 

FDA는 만성콩팥병환자들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ESA 투여를 권고 했

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환자들에서 가능한 최

저 용량의 ESA를 사용해 헤모글로

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심혈

관 합병증을 예방하고 적절한 에너

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전했다.

박스터의 의학부 책임자인 매기 

갤런스 박사는 “이 연구는 임상의들

이 헤모글로빈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ESA에 대한 노

출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환자가 주당 3회의 투석을 

받는다고 할 때 환자당 연간 약 660

달러의 비용 절감을 하게 된다고 부

연했다.

메드트로닉의 ‘코어밸브 에볼루

트 R 시스템’이 개심수술에 대한 중

등도 위험군에 해당하는 대동맥협

착증환자 대상의 사용에 대해 유럽 

CE 마크를 획득했다. 에볼루트 R 

시스템은 유럽에서 적응증 확대를 

승인받은 최초의 대동맥판막치환술

(TAVI) 제품이다. 

독일 본(Bonn) 대학병원의 구조

적 심장질환프로그램 디렉터인 에

베르하트 그루베 교수는 “자가 팽창

방식으로 독특하게 디자인된 에볼

루트 R 시스템은 밸브의 정확한 안

착을 위해 시술도중 위치조정이 가

능한 제품으로 수술에 대한 중등도

의 위험을 가진 환자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적응증 확대

로 젊고 질환의 심각성이 상대적으

로 덜한 환자들도 안전하게 TAVI치

료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평

가했다.

연구결과, 코어밸브시스템을 사

용했을 때 수술에 비해 사망률 및 심

각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감소했

으며, 시술 후 합병증 발생률은 낮으

면서 혈류상태는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NOTION 연구에 따르

면, 수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

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어밸브를 

사용한 결과 수술했을 때의 결과와 

대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어밸브 에볼루트 R 시스템과 인

베오 R 딜리버리 카테터시스템은 

수술에 대한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중등도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대

상으로 유럽 등 CE를 인정하는 국

가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에서는 수술에 대한 고위험군, 초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심각한 대동맥

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FDA 승인을 받았다.

알로텍, ‘일회용 핸드피스’ 미국 시장 진출  
미국 정형외과 전문유통사와 ‘연간 300만 달러’ 공급 계약

원텍, 홀뮴레이저 식약처 허가 
절개 및 응고 효과 보유, 척추질환치료 사용

박스터 “레바클리어, 혈액투석 중 약물 사용 줄여” 
비용대 치료효과 높이고 약물부작용 발생 낮춰

메드트로닉 ‘코어밸브 에볼루트R 시스템’ 유럽 CE 획득
유럽서 적응증 확대 승인, 최초 대동맥판막치환술 제품

필 립 스 코 리 아 ( 대 표 · 도 미 니

크 오)는 평판형 디텍터(Flat 

Detector)를 장착해 왜곡을 줄이

고 영상 품질을 향상한 이동형 수술

용 엑스레이(C-arm) 신제품 ‘베라

디우스 유니티(Veradius Unity)’를 

국내에 출시했다.

베라디우스 유니티(Veradius 

Unity)는 혈관조영실에서 널리 쓰

이는 필립스 인터벤션 엑스레이와 

동일한 평판형 디텍터 플랫폼을 기

반으로 영상의 질을 높인 것이 강점

이다. 이 장비는 정형외과뿐만 아니

라 신경외과, 흉부외과, 혈관외과, 

통증클리닉 등 폭 넓은 분야의 수술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이동형 수술용 엑스레이

(C-arm)는 영상증폭기술(Imaging 

Intensifier)을 기반으로 하지만, 베

라디우스 유니티(Veradius Unity)

의 평판형 디텍터는 HDR(High 

Dynamic Range)등의 기술이 접목

돼 기존에 비해 획기적으로 높아진 

대조도와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이로써 연조직과 골격계 등의 수술 

시에도 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

고 왜곡 없는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복잡한 수술 환경에서 의료진의 

워크플로우와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이는 의료 친화형 인터페이스도 

강점이다. 

이동형 수술용 엑스레이(C-arm)

는 수술 중에 장비 자체를 움직여 영

상을 얻으므로 정확한 촬영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베라디우스 유

니티(Veraidus Unity)는 장비 포지

셔닝에 대한 의료진과 수술 스탭 간

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위치 설

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

을 갖췄다. 

에드워즈라이프사

이언시스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교체 시

술에 사용하는 판막 

제품인 ‘Edwards 

SAPIEN 3’이 FDA

로부터 기존 제품보다 확장된 사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Edwards SAPIEN 3’은 중증의 

판막 이상 징후를 보이는 대동맥판

막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환자 중에

서 판막 교체의 중간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시술대상

이 되는 제품이다. 

회사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교체

에 사용되는 제품 중 이런 사용허가

를 받은 제품은 미국에서 ‘Edwards 

SAPIEN 3’가 첫 번째라고 밝혔다.

에모리 의대 흉부외과 비노드 토

레니 교수는 “SAPIEN 3로 시술을 

받은 중간 정도의 위험도의 환자들

이 시술 후 30일 시점에서 1.1%의 

사망률과 1.0% 손상발작률을 보인

다는 임상 결과는 이 SAPIEN 3가 

기존의 대동맥협착증 치료의 패러다

임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FDA의 사용허가 결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51개 기관에서 2,005명

의 중간정도 위험도 환자들을 대상

으로 진행한 PARTNER II Trail의 

코호트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됐다. 

이 연구는 SAPIEN 3 valve로 치

료받은 환자들이 시술 후 1년 시점

에서 연구의 주 평가변수(Primary 

Endpoint)인 사망률, 뇌졸증, 중증 

혹은 심각한 대동맥판막역류에 있

어서 전통적인 개흉술을 받은 환자

들과 비교했을 때 임상적으로 매우 

중대한 개선을 보임을 입증했다. 이 

데이터는 지난 4월 미국 심장병 학

회의 제65차 연간 과학 회의에서 발

표됐고, 동시에 의학 학술지인 ‘The 

Lancet’에 게재됐다.

한편, ‘Edwards SAPIEN 3’은 

2012년 4월(SAPIEN XT), 2016

년 2월(SAPIEN 3)에 식약처로부

터 허가를 받아 국내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개흉 수술이 불가능한

(inoperable) 환자나 높은 위험도의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리처

드 유)은 국내 학대피해 아동을 위

한 그룹홈 프로젝트 지원 기금으로 

2,200만원을 한국아동학대예방협

회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한국로슈진단이 지난 6

월 서울 석촌호수에서 아프리카 어

린이의 날을 기념해 진행한 자선걷

기 행사 ‘로슈 칠드런 워크(Roche 

Children’s Walk)’에서 직원들이 기

부한 모금액과 같은 금액을 회사에

서 매칭펀드로 조성했다. 또한 자선

걷기 행사 당일에 ‘한국아동학대예방

협회’ 부스를 마련해 피학대 어린이

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희망

하는 마음으로 아동학대방지 캠페인 

서명운동 및 좋은 부모 되기 서명 캠

페인 등의 이벤트를 펼치기도 했다.

최근 한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

은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들은 대부

분 집에서 부모에 의해 학대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로슈진단 기금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룹

홈에서 보호 중인 학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프로그램 지원, 

아동 보호사 교육, 관련 법규 강화를 

위한 캠페인 등에 쓰일 계획이다.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으로 

규정된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

동과 청소년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

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7명 이하

의 소규모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이다.

리처드 유 대표는 “아동학대에 대

한 꾸준한 관심이 피학대 아동 치

유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기

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

께 물질적 기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소통하고 이

해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푸스한국(대표·오카다 나

오키)은 ‘제26차 세계 소화기암 외

과·내과 학술대회 IASGO 2016’에 

참가해 외과와 내과를 모두 아우르

는 자사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를 선보였다.

올림푸스한국은 이번 국제학술대

회에서 부스를 마련해 안전하고 정

확한 최소침습수술을 돕는 ‘3D 복강

경 시스템’과 세계 유일의 듀얼 에너

지 디바이스 ‘썬더비트’는 물론, 최

신 소화기내시경과 소화기암 치료

를 돕는 처치구들을 전시했다.

올림푸스 ‘3D 복강경 시스템’은 

기존 2D 복강경의 평면 영상에서 느

낄 수 없었던 입체감과 거리감을 3D 

영상으로 구현해, 병변 및 혈관 깊이

의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돕는다. 또

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코프 선단

부가 상·하·좌·우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일자형 스코프로는 보기 힘

든 각도에서도 장기와 병변의 모습

을 관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소화기내시경 ‘루세라 엘

리트’는 NBI 협대역 화상 강화

기술, HDTV 고화질 디스플레

이, RIT(Responsive Insertion 

Technology) 등 최첨단 기술이 집

약된 제품을 선보였다.

올림푸스한국 타마이 타케시 의료

총괄부문장은 “향후에도 소화기암

의 조기 발견 및 최소침습 수술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알릴 수 있

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필립스, 평판형 디텍터 탑재한 C-arm 출시 
시술별 세밀한 방사선 피폭량 관리 솔루션 갖춰

‘Edwards SAPIEN 3’, 적응증 확대 FDA 허가
판막교체 이상 징후 ‘중간 위험도’ 환자도 시술 가능해져

한국로슈진단, 한국아동학대 예방사업 후원
피학대 아동을 위한 ‘그룹 홈 프로그램’ 지원

올림푸스, 세계 소화기암 외과·내과 학술대회 참가
‘3D 복강경 시스템 등’ 외과·내과 제품 포트폴리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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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열쇠> 

(1)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

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낸다. 한가위 

(2)탕약을 거르거나 짜는 데 쓰는 베 헝

겊 (4)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빈

터 (5)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 (6)밥과 함

께 먹죠 (8)짚으로 지붕을 인 집 (9)한 어

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나이 차이 

(10)지질 조사 등을 위하여 땅에 깊숙이 

구멍을 뚫음 (12)비스듬하게 그은 줄. 사

선 (13)나를 낳아 주신 분 (14)맞들면 낫

다 (15)맹물처럼 아주 싱거운 국 (16)우리 

몸의 틀을 유지하는 뼈 (18)끝에 솜을 말

아 붙인 가느다란 막대 (20)한데에서 자

는 잠 (21)아주 길이 들어서 몸에 푹 밴 

버릇 (23)사막에 있는 식물 (24)세균 따

위의 미생물을 죽임 (25)물감을 물에 풀

어서 그린 그림 (26)아무 탈이 없이 튼튼

함. ~은 ~할 때 지키세요

<세로 열쇠> 

(1)원시 사회에서 그 부족의 우두머리 (2)

약효가 있다는 샘물이 나는 자리. 오늘

도 새벽이면 ~에 오른다 (3)피아노와 오

르간에 있죠 (4)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산 (5)불교의 창시자 (7)찬동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내는 돈 (11)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국 (12)가슴 위쪽 좌우에 있는 

한 쌍의 뼈. 쇄골 (14)수많은 싸움을 치

른 노련한 장수 (15)비가 오거나 날이 흐

릴 때면 요란하게 우는 양서류. 답답한 사

람 (17)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 (19)손톱

에 물들일 때 쓰는 꽃. 비 오자 장독간에 

~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

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

로 보내자(김상옥) (22)뼈의 중심부에 가

득 차 있는 결체질의 물질 (24)그릇 따위

를 얹어 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드

린 선반. ~ 밑에서 숟가락을  주웠다

<9월호>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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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호 정답자>

이경화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윤   정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낱 말 퀴
즈 소 용 돌 이 가 가 호 호

문 호 마 당 발 구 강

상 의 지

우 박 옥 정 수 책 장

향 박 수 문 신 딴

우 물 수 영 장 진 지

수 구 수

낙 제 까 치 발 성 곽

오 비 이 락 휘 황 찬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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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

□  보건복지부

◇전보= 국장급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

책관 이강호(前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홍보

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상희

(前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질병관

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곽숙영 △인구

정책실 보육정책관 고득영 △질병관리본

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정충현 △국립

재활원장 이성재 △대변인실 홍보기획담

당관 이지은 ◇전보= 과장급 △인구정책

실 아동권리과장 임대식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김일열 △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단(기반조성팀장) 파견 박

민정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장 조신행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 김주심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 윤병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규임용= 고위공무원단 △소비자위

해예방국장 김장열 ◇전보= 고위공무원

단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성호 △서울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관성 ◇승진= 

고위공무원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 전종민 ◇승진= 부이사관 △창조

행정담당관 조대성 △식품정책조정과장 한

상배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박희옥 △영

양안전정책과장 정진이 △마약정책과장 김

성진 △임상제도과장 김명정 △국무조정실

(파견) 김성곤 ◇승진= 서기관 △기획재

정담당관실 최지운 △감사담당관실 김현

중 △운영지원과 박영민 △식품정책조정

과 김태영 △수입식품정책과 이기호 ◇

승진= 기술서기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안영순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제용규 

△식품정책조정과 김용재 △식품관리총괄

과 김형준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

과 최승진 △농수산물안전과 운재호 ◇전

보= 과장급 △소비자위해예방국 소통협

력과장 보건연구관 안광수 △식품안전정

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 이윤동 △경인지

방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손경훈 △광주지

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오재호 △대전지

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손경희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녹십자엠에스  김영필  031-260-9300 제조수입

 ㈜제이시스메디칼  강동환  02-2603-6417 제조

 ㈜한국디씨티 한세혁  02-2008-1777 수입

 ㈜티앤알바이오팹 윤원수  031-431-3344 제조

 아스타 김양선  031-888-9596 제조

중소기업청(청장·주영섭)과 국세청

(청장·임환수)이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서는 등 ‘소기업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

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FDA에 ‘수

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불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우리 기업이 동 감면 혜택

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를 마련 및 시행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

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

게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부

처간 협업을 강화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홍보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

혔다.

민간에서 연구나 사업화 목적으로 건

강보험 빅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접

근해 맞춤형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

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

하고, 직접 방문해 데이터 분석·처리

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

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사업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취득한 

대규모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구축된 

DB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산업계, 연구계 등 빅데이터 수요자들

이 참석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과

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이 필

요한 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개방 범위 및 이용절차 등 

주요 정책 사항이나 공단과 심사평가

원 간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연계방

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건강보험 빅

데이터 정책에 대한 최고 협의기구로

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 심평원은 본부가 강원

도 원주로 이전한 작년 12월 이후 올

해 8월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전국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의료기관·

학계·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8개소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단

계적으로 개소했다.

‘중기청-국세청, 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

미국 FDA ‘수익자 부담금’ 감면 소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빅데이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

복지부·공단·심평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 출범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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