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최근 복지부와의 간담회

에서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기업계의 경

영위기와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

구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메르스 확산

으로 의료기기산업이 입은 유무

형의 피해 규모와 이에 대한 정

책적 보상 지원안을 담은 요청서

를 지난달 7일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보험위원회의 요청으

로 지난달 19일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과 만남이 이뤄졌다.

이날 협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

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보건의

료산업계 전체가 재난적 손실을 

입은 만큼 정부에서는 의료기기

업계가 처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전했다.

황휘 협회장은 “초유의 메르

스 사태로 지난 6월 이후 두 달

간 의료기기 업계는 극심한 매

출 손실을 겪었다. 이제 메르스 

사태가 종식 됐음에도 의료기관

의 경영위기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어서,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가 메르스의 국내 

첫 환자 발생을 공식 발표한 5월

20일 이후부터 7월말까지 메르

스로 인한 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 회원사

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했다. 약 한달 간 조사한 

피해 결과는 전년대비 매

출실적 감소율은 18.9%, 

손실액 규모는 약 3,800

여 억원에 달했다.

이에 김충호 보험위원

장은 “메르스 사태 피해

를 빠르게 회복해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

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치료재료 업계의 경우, 원가조사 

시행을 앞두고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군 원가조사

의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경국 수석부회장은 “의

료기기 업계는 국민의 건강지킴

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추라는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정책당국에서 의료기기산

업에 애정을 가지고 미래의 바람

직한 성장 산업이 되도록 적극적

인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협회는 정책적 업계 지원

책으로 △7개군 원가조사 결과

에 따른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

하 재고 △치료재료 보험 상한

금액 인상 △정부의 요양기관 지

원금의 의료기기 대금 결제로 이

어질 수 있는 행정조치 △재난 

산업군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의료정

책실장은 “의료기기 분야의 피해

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청구자료 등 정부 자료와 

협회 제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며 업계의 현실을 공감하

며 긍정적인 말을 전했다.

권 실장은 특히 메르스 피해

를 입은 원가조사 대상 업체에게 

가중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치

료재료 상한금액 인상안은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기관 지원금이 의료기기업

체의 대금결제까지 연결될 수 있

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의료기기 산업육성

과 관련해 복지부 주관의 의료기

기·제약산업 육성 법안을 마련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휘 협회장, 

이경국 수석부회장, 이광순 상

근부회장를 비롯해 김충호 보험

위원장, 이선교 전문위원, 스와

미라오테 협회 이사, 나흥복 기

획경영실장, 최영미 보험위 간사 

등 협회 임직원과, 복지부는 권

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한창언 

보험평가과장, 장태영 보험평가

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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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미국 FDA UDI 규정 대응방안협회 법규위원회 - 식약처 방문

12~13면

“업계, 메르스 재난으로 전년대비 18.9% 매출손실”
지난달 19일 협회, 복지부 간담회서 피해 극복 업계지원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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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협회-식약처,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논의
길문종 법규위원장-강봉한 의료기기안전국장 면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

위원회(위원장·길문종, ㈜메

디아나 대표)는 지난달 25일 

식약처를 방문, 강봉한 의료기

기안전국장을 면담하고, 의료

기기산업 활성화에 관한 정부

의 정책방향, 업계의 애로사항

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

환했다. 

또한 의료기기안전국 설효

찬 의료기기정책과장 등 정책 

부서장들과 면담에서 산업 발

전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의료기기심사부 정희교 부장

과 면담에서는 다양한 의료기

기 가이드라인 개발 협의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 그

리고 하반기 식약처 의료기기

심사부-협회 워크숍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길 법규위원장은 식약

처가 업계와의 소통 기회를 갖

고자 노력하고 또 지난 7월 열

린 법규위원회-의료기기관리

과 민원토론회를 통해 전한 업

계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

토하고 개선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의료기기 공통기준규

격 IEC 60601-1(3판) 적용에 

있어, 기허가 제품에 대한 소

급적용, 시험검사기관 부족 등 

업계의 어려움을 재차 강조하

고, 국가간 GMP 및 시험검사 

성적서의 상호인정의 필요성

을 전하며 장기적으로 식약처

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기관내 MRI, CT, 

X-ray 등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수리

에 있어 비정품 부품이 사용되

는 일부 부적절한 수리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관련제도의 

보완을 강조했다.

이밖에 특수의료장비 관리 

및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사

항, 의료기관 내 의료기기의 

성능 관리 등 국민안전을 강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강봉한 국장은 산업활

성화 차원에서 융복합 의료기

기 개발 지원을 위해 약 8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 심

사중에 있다며 수출지원을 위

한 비교임상 논문 마련, 국제 

저널 등록 등 인허가 관련 지

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

도의 업계 정착 및 실효성에 

대한 점검,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법규위원회에서 산업계

의 의견 및 조언을 상시 전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규위원회는 의료기

기정책과와 IEC 60601-1(3

판) 적용을 위한 해당 고시 ‘전

면개정’에 의한 기존 고시 IEC 

60601-1(2판)의 실효 상실

에 대한 법률적 대안 검토 논

의했으며, 의료기기관리과와

는 해외 중국, 브라질, 러시

아, 동남아 등 규제 강화 추세

를 전하며 국내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의

료기기안전평가과와는 ‘의료

기기 부작용 보고’ 제도에 대

한 국회·국민의 인식을 전환

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식약처 방문에는 길문

종 법규위원장, 예정훈 법규부

위원장, 유승호 의료기기정책

분과장, 김만석 법규위 간사가 

함께 했다. 

“미래를 향한 협력 관계 구축”
제12회 KMDIA 워크숍 개최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12회 KMDIA 정기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가치 재조명과 새로운 미래 비

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회원사 및 의료기기업계 종사자, 정부 

및 유관기관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목 연자 

의사가 바라보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고우석 교수

공정경쟁규약 Case Study
부정부패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특강

김&장 법률사무소

의료기기 산업발전 계획 보건복지부 

의료 건강상식
- 라식수술, 백내장, 노안

주천기 교수

GMP실사사례(제조업체,  수입업체)
제조업체의 경우 식약처 및 해외 기관에서의 
실사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치료재료 등재의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시장확대 전략 JPI Healthcare

● 일 시 : 2015년 9월 18일(금) 12:30~20:00

● 장 소 : 임피리얼팰리스서울 컨벤션텐터II 셀레나홀(7층)

● 주 최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참석대상 : 회원사 및 의료기기업계 관계자, 유관기관, 학계 등 

   소속 관계자

● 참 가 비 : 회원사 15만원(1인), 13만원(2~5인), 11만원(6인이상)

   비회원사 18만원(1인)

● 신청기한 : 2015년 9월 9일(수)까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88201-04-067305 

   (예금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문 의 : 기획홍보부 안창희 사원 Tel. 070-7725-1911 

   E-mail : chann@kmdia.or.kr



5종합뉴스4  2015년 9월 129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5년 9월 129호
종합뉴스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료기기 업체 적발
수사단,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 확인 지속 수사 밝혀

식약처,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개최
9일, 서울 더블라자호텔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국내 의료기

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제1차 국제 의료

기기 소통포럼(MDCF)’을 

오는 9일 서울 더플라자호

텔에서 개최한다.

의 료 기 기  소 통 포 럼 

(Medical Device Communi- 

cation Forum, MDCF)은 

민·관 소통협력 강화를 위

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부장·정

희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

럼으로, 2014년부터 개최

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첨단 의료기

기 개발 동향, 해외 의료기

기 제조소 관리 현황, 유럽 

규제 최신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첨단 융복

합 의료기기 개발 동향 △

ICT 기반 첨단 의료기기 동

향 △선진 해외의 제조소 

관리 현황 및 사례 △유럽 

IVD 규정 최신 동향 △의

료기기 국제협력(AHWP, 

IMDRF 등) 소개 등 이다.

특히, 글로벌 의료기기 회

사인 메드트로닉에서 연자

로 참석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의료기기의 개발 트렌

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계획이며, 정부·의료기기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뿐 

아니라 국외 의료기기 전문

가들이 약 150여 명이 참여

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

이며,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 포럼’ 준비사무국으로 

사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

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암환자의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초음파검사 

등 4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양성자 치료(Proton therapy)’ 

는 그동안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 등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으나, 9

월부터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

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금번 보험 확대로 인해 안전

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

가 있는 소아 등 암환자 390~ 

780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18~31백만원에서 1~1.5백만

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암, 심장·뇌혈

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서도 건강보험 범위가 대폭 확

대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

됐으나(추적모니터링 등), 9월

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

돼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

우에도 1회에 한해 보험을 적

용받게 됐다. 다만,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문제

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정 1

회(에피소드)당 1번에 한해 보

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초음파 실시 및 청구현황을 모

니터링하며 보험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식도암·간담도암 등

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

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

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말기암환자에서 주로 사용되

며, 암으로 인한 협착 부위를 

넓혀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

에 앞으로는 개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영상검사에서 폐암 등 폐병변

을 의심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갑상선결절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해 갑상선암 진단의 정확

도를 높일 전망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충

호 보험위원장(BD코리아 대

표)은 지난 7일 보건안보 분야

의 국제적 저명인사가 참여한 

‘GHSA 2015 서울 포럼’에 전

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고위급 회의’ 기간 중

에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 위

원장은 세션4 ‘글로벌 보건안

보 를  위 한  비 정 부 기 구 들

(NGS)의 활동’에서, 메르스 

사태이후 관심이 증폭되고 있

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

리를 위한 의료기술의 가치’를 

제시했다.

한편,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은 지난해 2

월 미국의 주도로 약23개 국

가가 함께 모여 출범한 고위급 

회의이다. 

이 회의는 각 국가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한 예

방·탐지·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 국제적 규

모로 보건·안보분야간 상호 

지원·협력하는 국제 공조 체

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금번 제2차 서울회의는 이

런 노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

기로, 전세계 감염병 발생 정

보 공유 및 위기 대응 역량 강

화를 위한 보건안보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

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달 

27일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

공한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

체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적달된 의료기기업체

는 2013년 1월부터 금년 2월

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방콕, 하와이, 싱가

포르 등에서 해외관광비 및 골

프비를 대납하는 등 합계 약 2

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

트를 제공해 의료기기법을 위

반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 리베이트 제공·수수행위

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유통시

장에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

공 관행이 존재하고 외국계 기

업 역시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임

을 밝혔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

이트 수사단’은 의료계의 고질

적인 문제인 불법 리베이트 관

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 경

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전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정부기관으로 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운

영 중에 있다.

제2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대상
협회장, 의료기기 및 안과 부문 수상자 시상

협회, 간납도매 개선 TF팀 초도회의
윤리·보험·홍보위, ‘유통구조’ 개선 추진

미국 워싱턴주 무역 및 투자 촉진 설명회 참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1일 서울 63

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

스케어대상’에 시상자로 참

여, 이데일리 회장상 의료

기기 부문 대상에 한국바이

오테크 양석진 대리, 그리

고 안과 부문 대상에 GS안

과 권형구 원장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수상자를 격려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위

원장상 당뇨치료 부문에 수

일개발 송주상 상무가 수상

했으며, 김춘진 보건복지

위원장이 수여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는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간납

사(구매대행업체)의 불공

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보험위원회, 

홍보위원회가 포함한 간납

도매 개선 TFT를 구성하

고 지난달 27일 초도회의

를 가졌다.

간납도매 개선 TF팀은 

불공정한 유통거래 관행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제

도 마련 등 강력하게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황휘 협회

장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미국 워싱턴주 주지사 

주최의 워싱턴주 무역 및 

투자 촉진 설명회에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의료

기기 무역 및 투자에 

관해 환담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외

교부 초대로 워싱턴주 

정부관계자 및 경제대

표들과 방한 중이며

2007년 연방 하원의원 재

직 당시 위안부 피해자 결

의안을 공동 발의한 친한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부,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3년간 400억원 지원

바이오 미래전략 II , 의료기기 분야 핵심 사업 착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

희)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글로벌 경쟁이 가능

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신

시장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개

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역동

적인 혁신경제’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이자 관계부처 합동

으로 수립 중인 ‘바이오 미래전

략II (의료기기)의 핵심 사업으

로 우선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신규 사업은 인구 고령

화, 웰빙 수요 확산 등에 따라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태동

기 의료기기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기존 품

목이 아닌 신시장 개척 및 시

장 파급효과가 큰 의료기기 개

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간 국비 약 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프로젝트로 추

진되는 이번 사업은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기

술이전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

보한 기업의 투자 수요를 받아 

기업 중심의 산·학·연·병

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방

형 혁신형태로 추진된다.

아울러 지원 대상 품목을 한

정짓지 않고 신기술 도입 또는 

선행기술들의 융합으로 기존 

한계를 극복, 새로운 의료서비

스를 창출하는 ‘신개념 의료기

기’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토대로연구개발(R&D)뿐만 아

니라 과제맞춤형 인허가 지원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

라인 개발), 판로개척 등 연구

개발(R&D)에서 시장연계까지 

전주기·패키지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미래창조과학부(www.

msip.go.kr),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누리집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달부터 양성자치료 보험 적용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세부과제 실시

김충호 보험위원장 ‘감염 예방에 의료기술의 가치’ 제시
7일 ‘GHSA 2015 서울 포럼’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

식약처 등 ‘2015년 국정 감사’ 돌입
오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2개 기관 대상

협회, 인허가 상담지원사업 진행 활발
전반기 상담 건수 59건, 참여 업체 만족도 높아

금년도 국정감사는 추석을 

사이에 두고 1, 2차로 나눠 실

시하며 10일 보건복지부 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

춘진 의원)는 이달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2일간 국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복지부, 식품의

약품안전처를 포함 32개 기관

이다. 이중 국립암센터, 오

송·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

흥재단 등 7개 기관은 서면감

사로 대체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1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보건

복지부 국감이 진행된다. 

22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올

해 국감은 내달 5일 국민연금

공단, 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반장은 김춘진 위원장이 맡으

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외 

12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외 8인이 국정감사에 돌

입하게 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해 7월 ‘인허

가 기술지원 상담센터’를 설립

한 이후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대다수 업체들에게 ‘매우 높음’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상담 지원 분야는 △기술문

서 심사 △시험검사 규격 △보

험등록 △체외진단 △치과재

료 △GMP △해외인증 △임상

시험 분야 등으로, 상담 신청

후 분야별 상담을 통해 해결책

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상반기(3월~6월) 상담실적

을 살펴보면 전문상담 14건, 

기초상담 2건, 유선상담 43건 

총 59건이 진행됐다. 

상담센터는 최소 경력 7년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상담사 그룹’을 운영하며 상담

가능 분야와 품목군을 세분화

해 맞춤형 상담지원이 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상담비용에 대한 업체부담을 

줄이고자 협회 회원사는 무료

로, 비회원사의 경우는 지정비

용의 50%로 운영하고 있다.

KMDIA 황휘 협회장(왼쪽)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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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회장 황휘입니다.

국내외 경제불황, 금융위기, 그리고 온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던 메르스사태

가 있었지만 어느덧 한 해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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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추스르고 하반기 재도약을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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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부회장 이경국 ㈜신한씨스텍

상근부회장 이광순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사 길문종 ㈜메디아나

이사 김덕재 세인트쥬드메디칼코리아(유)

이사 김충호 BD KOREA㈜

이사 김해동 비브라운코리아㈜

이사 나학록 ㈜씨유메디칼시스템

이사 박현구 지멘스㈜

이사 스와미라오테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이사 시아보쉬무사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이사 유철욱 ㈜쥬디스코퍼레이션

이사 윤대성 대화기기㈜

이사 이종우 에이스메디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진흥실

운영관리부

광고관리부

기술교육사업부

통관관리부

기획홍보부

이사 이준혁 디케이메디칼시스템㈜

이사 이준호 ㈜준영메디칼

이사 임천복 ㈜지엔리사운드코리아

이사 장재영 한국스트라이커㈜

이사 정유석 한국애보트㈜

이사 조수인 삼성메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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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부처 : 복지부 약무정책과(협조 보험급여과)

- 회신일자 : 2015. 9. 1

- 회신내용 

△ 의료기기 장비 임대료는 해당 장비의 시약 가격과는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전용시약 구매를 조건으로 하여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및 기타 비용(서비스, 소모품 등)

을 고려한 대금 전체를 전용시약 가격에 배분함으로써 시약판매를 통해 장비가액을 적정하

게 회수하는 것을 거래관행의 하나로서 인정한 바 있음(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2400호, 

2011.5.23).

△ 치료재료를 소모품으로 하는 장비임대계약의 경우에도 상기 내용의 준용이 가능할 것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결정된 행위의 경우에는 장비 등의 가격

(임대료 포함)이 관련 수가에 포함돼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별도로 산정·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치료재료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돼 별도 산정이 가능한 경우, 장비 등의 가격(임대료 

포함)을 제외한 치료재료 구입가격(상한급액 이하)만을 요양급여로 청구해야 할 것임.

△이런 구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과 소모품의 가격을 별도로 구분

해야 하며, 장비가격이나 임대기간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평가·산정하는 등의 편법이 발

생하지 않도록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소모품구매 조건부 임대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야 함.

 • 임대기간은 해당 제품의 통상적인 내구 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장비 및 소모품 판매 개수를 근거로 산정돼야 함. 또한 장비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 사업자에게 

타 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할 목적이 없어야 하므로 수입가격이나 제조원가 이하로 산정할 

수 없음.

 • 장비임대기간 내에 장비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정산하는 방법에 대

한 조항이 임대계약에 포함돼야 함.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이 구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는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길 바람. 

- 질 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제 목 : 치료재료를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임대조건 관련 복지부 질의

- 질의일자 : 2015. 3. 27

- 질의부처 : 복지부 약무정책과, 보험급여과

-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대상 또는 별도산정불가인 치료재료를 소모품으로 사용하

는 전용장비의 임대계약 시, 장비임대료를 해당 장비 전용 소모품의 가격에 적정하게 포

함해 회수하는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복지부에서 ‘의약품정책과 공문-2400호

(2011.5.23)’으로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회신한 내용(‘기존 질의회신 내용’)을 준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돼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설정된 소모

품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임대계약 시, 장비임대료를 전용 소모품의 가격에 적정하

게 포함해 회수하는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복지부의 기존 질의회신 내용을 준용하

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KMDIA·회원사, 중국경제사절단 참여
고령화 진입 중국시장 진출 비즈니스 기회 가져

식약처,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구매 조건부 계약시, 요양급여 등재 및 

행위료 포함 여부 철저히 따져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

단에 참여하며 메디아나, 루트

로닉, 메드스타, 보령제약, 세

라젬 등 회원사 6개 기업도 함

께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실 있

는 중국사절단 구성을 위해 선

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155개사(156명) 명

단을 확정했다. 이번 경제사절

단은 역대 최대규모로 대기업 

23개, 중소·중견기업 105개, 

경제단체 및 공공기관 27개 등 

총 155개 기업·기관으로 구

성됐다

이번 사절단에는 중국의 고

령화사회 진입 및 소득수준 증

가에 따라 블루오션으로 떠오

르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대중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중국은 2001

년 에  고 령 화 사 회 ( a g i n g 

society: 65세 이상의 인구비

율 7%초과)가 됐으며, 2026년

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의 인구비율 14%초

과)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의료, 정보기술

(IT)/정보보안 분야 등의 기업

이 포함됐으며, 바이오·의료 

25개사이며, 유통·물류는 34

개사, 정보기술(IT)·정보보안 

18개사 등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중국국

제무역촉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상담

회를 통해 상대국 경제인들과

의 실질적인 사업연계망 구축

의 기회를 가진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은 의료기기 국제표

준화기술문서(STED) 작성과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

성 해설서 개정증보판’을 발간

했다.

STED는 국제의료기기규제

당국자포럼(IMDRF)에서 국

가간 의료기기 규제차이를 없

애기 위해 개발한 표준화된 문

서로 기술문서 개요와 첨부자

료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해설서 개정증보판은 

기존 해설서의 미비점을 개선

하고 고시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해 문서작성에 도움을 주

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총 3부로 구성

되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신청내용 △개요 △첨부자료 

등이며, 고시개정에 따른 작성

요령을 반영하고 작성 필수 점

검사항과 항목별 작성 예시 등

을 추가했다. 

또한, 국내 허가 신청이 많은 

30개 품목에 대해 각 품목 특

성을 반영한 ‘국제표준화기술

문서 품목별 작성 가이드라인’

도 마련했다.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복지부 유권해석

* 위 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공정규약팀 양은미 과장(02-596-0847)에게 문의 바랍니다.

체외진단용 분석기 제품군에 따른 

시약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또한 체외진단용 분석기와 

함께 사용하는 시약을 효율

적으로 허가심사하기 위해 ‘체

외진단용 분석기 제품군

(Instrument Family)에 따

른 시약의 허가심사 가이드

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체외진

단용 분석기를 ‘제품군’별로 

나누어 분류하고, 해당 제품

군에 사용되는 시약들은 허

가 기간 단축 등 허가심사 절

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

라 허가 받을 체외진단용 분

석기가 기존의 제품과 유사

한 제품(동일 제품군)으로 분

류되면, 해당 분석기에 사용

되는 시약의 변경허가 소요 

기간이 기존 42일에서 10일

로 단축돼 신속한 허가심사

가 가능해 진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분석기 제품군 정의 및 제품

군 결정방법 △제품군별 시약

의 허가변경 절차 및 제출 자

료 △제품군에 사용되는 시약

의 성능 평가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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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주요 여정

‘틀린 그림 찾기’ 어떤 그림이 틀린 

걸까? 우리가 찾는 것은 분명 서로 틀

린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는데도 그

것을 틀린 그림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

각해 왔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은연

중 우리 의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기도 한다. 

‘차이’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다

름’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데,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며 

공감하고자하는 우리의 소통일정은 

이번 달에도 〈표 1〉과 같은 여정을 만

들어낸다.

8월의 첫 번째 모임은 ‘인공유방 안

전사용 가이드라인’의 초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의견을 수렴한 ‘인체

이식형 성형용의료기기 전문가협의

체’(8.5)에서 시작했다. 지난 5월에 

발간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에 이

어, 이번에는 ‘인공유방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초안)를 13명의 전문가

와 함께 협의했다. 안내서의 내용 중 

목차와 구성내용 및 용어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심층 검토사항은 이

메일로 교신하고 다음 달까지 안내서

의 발간과 더불어 보도자료도 배포해 

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에도 

업계의 전문가 뿐 만아니라 대한성형

외과의사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전문의도 참여해 실제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

견을 주었으며, 지면을 통해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음으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범위 가이드라인’협

의체의 3차 회의를 8월19일 개최해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이

번 회의에서는 심사부와 협의체를 통

해 조사·분석한 2~4등급 의료기기

에 대한 자료제출 면제현황을 공유

하고, 18개의 면제가능 품목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34개의 면제대상(안) 

규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외 관

련 제도와 ISO 5832시리즈와 관련

된 ASTM규격 비교분석 및 문헌 정

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즉, 면

제대상(안)의 34개 규격에 대한 적용

범위, 화학적 구성, 생물학적 안전성 

등을 비교·분석하고, 관련 원재료의 

안전성 시험결과를 시험검사기관에

서 정리·분석하기로 했다. 대상규격

의 안전성 관련문헌을 조사 및 정리

해 의료용재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

문과정을 거쳐 가능한 9월 중 가이드

라인 초안을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6월 개최를 계획했던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의 연기에 따라 

변경사항의 점검을 위해 임시운영위

원회(8.5)와 최종점검회의(8.28)를 

각각 개최했다. 따라서 9월9일 예정

인 국제포럼에 대한 행사준비와 진행

사항을 확인해 성공적인 포럼이 개최

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일부 외부연

자 및 좌장의 조정을 포함해 기 사전

등록자에 대한 등록방법과 추가 안내

서/초청장 발송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해주신 운영위원 

모두의 노력은 분명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동안 4차례의 수렴과정을 거쳤던 

반복사용관련 자문단회의는 허가심

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다섯 

번째의 전문협의체를 8월26일 개최

해 그동안 논의해온 가이드라인(안)

의 내용을 검토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세척방법, 기재사항 및 자료

요건, 멸균방법 결정흐름도 변경 사

항과 사용목적에 따른 성능 설정 및 

검증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울러 주요 관리대상 의

료기기의 선정원칙 및 172개 품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여 과학적이고 합

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

록 협의했다.

한편 심사부에서는 융복합 헬스케

어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규제개혁

장관회의(5.6)의 세부후속조치로 첨

단의료기기 신속허가를 위해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추진사

업의 일환으로 제품화기간을 단축하

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했고, 

특히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

미’ 협력지원을 위해 대구·오송첨단

의료복합단지, 원주의료기기테크노

밸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

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8개 기관 16

명의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첫모임을 8월27일에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모임에서는 제품화를 

위한 각 단계별 과정에 대하여 맞춤

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들의 

전문가협의체 운영방법 등을 검토하

여 실효성있는 전략적 지원이 되도록 

다양한 논의를 했다.

9월에 이어지는 여정

가을의 기운은 귀뚜라미의 등을 타

고 온다더니 처서를 보낸 지금 벌써 

우리 앞에 와있다. 지난 달 메르스의 

여파 속에 메르스 이전과 이후로 대

분되는 상황을 떠올렸는데, 메르스

에 쫓겼던 반가운 소통계획들은 〈표 

2〉의 여정을 다시 채우고 있다. 무

엇보다도 지난 6월30일 예정이었던 

‘2015년 의료기기심사부 종합민원설

명회’는 9월 1일 소통일정의 시작을 

알리며, ‘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소개와 더불어 소통포럼의 결과

물로서 상반기에 발간한 허가·심사 

지침서 등을 소개하기 위해 코엑스에

서 우리 모두를 기다린다. 

또한 지난 6월26일 개최예정이었

던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 

도 ‘첨단의료기기 기술의 융합과 규

제의 조화’를 주제로 더플라자 호텔

에서 9월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

리에서 △첨단 의료기기 개발 동향, 

△ICT 기반 첨단 의료기기 동향, △

선진 해외의 제조원 및 제조소 관리 

현황 및 사례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

어 융·복합의료기기의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활용돼 의료기

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

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달의 소원했던 아쉬움을 달래

기라도 하듯 체외진단분야에서는 분

자유전학적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시약(9.1), 체외진단용 의료기

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9.3)과 효율적 허가심사 방안마련

(9.8),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업계 대

상 민원설명회(9.23)등을 준비하고 

있어 9월의 숨가쁜 여정을 계획한다. 

또한 구강소화기분야의 소통활성화

를 위한 노력으로 치과재료 시험·심

사기관 협의체(9.17), 구강소화기기분

과 간담회(9.17) 및 창상피복재 품목

분류(안)협의체(9.22) 등은 관련 분야

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수

렴창구로서 이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이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을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각계의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및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주체로 지난

달 27일 열렸다. 이날 패널로 참석해 

언급했던 지난 메르스 사태시 식약처

가 수행했던 역할과 향후 대유행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

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체외진단제품 허가체계 일원화 완료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란 인체에서 

유래한 시료를 검체로 하여 검체 중의 

물질을 검사해 질병 진단, 예후 관찰, 

혈액 또는 조직 적합성 판단 등의 정

보 제공을 목적으로 체외 진단에 사용

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

방 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건

강과 질병관리를 목적으로 체외진단

용 의료기기를 허가 관리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자율관리됐던 자

동화분석기용 체외진단 시약을 2012

년부터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 

관리해 2014년에 모든 등급에 대해 

허가 관리를 완료했다. 더불어 같은

해 11월에는 약사법으로 관리되던 체

외진단용 의약품을 체외진단용 의료

기기로 일원화해 국제 조화에 일치되

는 허가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는 ‘의

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

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하고 있으며 과학적, 의학적 근거

에 따라 시험하거나 입증한 자료, 즉 

인체에서 유래한 검체에 포함돼 있는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성능, 그리고 

임상시험을 통한 질병 진단의 신뢰성 

등을 검토해 타당할 경우 허가하고 

있다. 

이번 메르스(MERS)와 같이 예상

치 못했던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질병의 신속한 확진을 위해 ‘진단키

트’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이

와 같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

분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체나 수입업

체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키트

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은 미

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는 대유행병 발생의 초기대

응 중 중요한 요소인 신속한 확진검

사를 위한 검사키트를 과연 어떻게 

확보하냐가 관건이 된다.

미국의 예를 보자면 지난 2014년 

FDA 허가된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에볼라 감염환자가 발생하자 보건복

지부(HHS : Department of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이 에

볼라바이러스 관련 체외진단용 제

품 사용에 대한 긴급상황 선언을 하

고 국방부(DoD : Department of 

Defense) 장관이 에볼라바이러스 유

전자 검사 시약 긴급사용을 FDA에 

요청해 FDA는 허가되지 않은 제품

에 대해 긴급사용승인(2014.08.05)

을 한바 있다.

이 긴급사용승인된 진단시약은 에

볼라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지역에 거

주한 사람 또는 에볼라 자이레 바이

러스에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

람에 대해 국방부 지정 연구소에만 

제공돼 진단에 사용됐다.

메르스의 경우도 2014년 2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자 질병예방통제

센터(CDC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실험

실에서 제조한 메르스 진단시약에 대

해, 2015년에는 독일 Altona사의 진

단시약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한 바

가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 예상치 못했

던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는 기존

의 의료기기의 허가와는 다른 트랙

인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특정 실험실에서의 한시적 사용

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시 필요한 법령 미비

이에 식약처도 향후 금번 메르스 감

염병의 유행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신속하

게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

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한 ‘의

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31, ’14. 6.10)이 국회에 제출했

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즉,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강조하

는 부분은 허가 난 의료기기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대유행 등 긴급사

태가 발생하면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

기기를 ‘허가’라는 프로세스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긴급사용승

인’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으로 사용승인해주는 것이 합리적 판

단에 따른 올바른 절차이다.

현재 의료기기법에는 이런 법적 근

거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법

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고, 현재 

민현주 국회의원 대표발의된 ‘국가비

상사태 진단·치료 의료기기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다. 

특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고

려대 생명과학대학 이남태 교수의 발

전방안 중 일부에 대해 적극 공감하

는 바이다. 이 교수는 체외진단기기

과의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1월 체외진단

기기과가 신설됐지만 정원은 7명으

로 다른 허가심사하는 부서(과)에 비

하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교수의 주장은 미 FDA 체외진단

방사선부(OIR) 산하에 체외진단제품 

전담부서만 3개과에 운영인원은 120

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비록 한국에 

비해 미국의 국토와 인구에서 월등히 

크고 많지만 발생질병은 거의 동일하

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 즉 초기의료대응의 핵심은 신속진

단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 확

대 및 증원이 요구되며, 인허가 제도

의 신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 미국 등이 검사시약과 

장비를 포괄해 체외진단제품으로 관

리하는 별도의 제도 및 독립법안을 

마련, 운용하고 있듯이 국내에도 별

도의 제도적·법적인 마련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외진단시약이 의료기기으로 전환 

관리됐고, 이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법 등을 제정해 체외진단분석기와 체

외진단시약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신속한 인허가가 수행되고, 감염병의 

유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도·법 개선 및 필요에 따

라 법제정을 강조하는 바는 국민의 

생명과 안녕은 물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이다. 

‘종합민원설명회’와 ‘국제 소통포럼’ 개최“발전적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시스템을 위해”

소통의 여적(餘滴)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형재활기기과장

오 현 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체외진단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9.1~9.4)

○ ‘15년 의료기기심사부 종합민원설명회(9.1)
○  체외진단용의료기기(HLA검사시약) 허가심사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1차)(9.1)
○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전문가 협의체(2차)(9.3)
○ 펄스옥시미터 첨부자료 요건 지침(안) 마련 전문가 협의체(9.3) 

2주(9.7~9.11)
○ 체외진단용의료기기 효율적 허가심사를 위한 산·관 협의체 2차 회의(9.8)
○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9.9)

3주(9.14~9.18)
○  치과재료 시험 심사기관 협의체 회의(9.17)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9.17)

4주(9.21~9.25)
○ 창상피복재 품목분류(안)에 대한 제1차 협의체 회의(9.22)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업계 대상 민원설명회(9.23)
○ 펄스옥시미터 관련 제조·수입업체 간담회(9.24)

5주(9.30)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4차 운영위원회(9.30)
○  체외진단용의료기기(HLA검사시약) 허가심사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2차)(9.30)

<표 2> 9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8월5일

○ 인체이식형 성형용의료기기 전문가 협의체(4차)
 - ‘인공유방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초안 검토 및 추가 의견 수렴

의료기기
산업협회

13명

○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중간점검 회의 
 -  제1차 국제의료기기 소통포럼 개최 일정 연기에 따른 변경사항 

중간점검
12명

8월19일
○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범위 가이드라인 협의체(3차)
 - 생물학적 안전성 자료 제출 면제 조사·정리 및 추진계획 논의

식약처
별관

13명

8월26일
○ 반복사용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가이드라인 마련 자문단회의(5차)
 -  반복사용 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초안 내용 검토

서울청 14명

8월27일
○ 첨단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 맞춤형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방법 등 논의

정보기술
지원센터

17명

8월28일
○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최종점검 회의
 - 해외연자 및 주요인사 일정, 준비 진행사항등 최종 점검

서울청 15명

<표 1> 8월 주요 소통 내용

 대유행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발전방안

신청 : 기술문서
 첨부자료
 임상시험자료

허가증 발금 :
민원처리기간 80일

임상시험자료심사 (+15일)

품목허가신청(일괄검토) (65일)

■ 의료기기 허가 신청 절차(처리기간 80일) ■

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신청인 허가
품목허가신청

(10일)
기술문서심사의뢰

(55일)



특별기고 Ⅱ특별기고 Ⅱ

   ▶ 기획홍보부

■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제8차 개최(08.13)/제9차 신고 및 심의 신청
○ 참 석 자 :  변창석 위원장 등 9명 및 협회 간사 등 2명 총 11명
○ 주요내용 :  - 제8차 심의위원회 개최·학술상 기부 등 심의 및 신고 사항 보고
    - 제9차 공정경쟁규약 기부 요청기간 
    - 제9차 공정경쟁규약 신고 및 기부 신청기간

■ 보건산업진흥원 K-HEALTHCARE START-UP 발표평가회(08.19)
○ 참 석 자 :  나흥복 실장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창업 지원과제 평가

■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업체 간담회(08.27)
○ 참 석 자 :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김세중 주무관 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업체 관계자
○ 주요내용 :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 가능 의료기기(개인용인공호흡

기, 저출력심장축격기 등) 취급업체 대상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등

■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 조사 관련 자문회의(08.27)
○ 장      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빌딩 22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항목 기획 자문 등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한 산·학·관 2차 
회의(08.28)

○ 참 석 자 :  식약처(평가원) 체외진단기기과 오현주 과장 외 협의체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한 논의

   ▶ 통관관리부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08.13)
○ 주요내용 :  전체 수입업체 대상 경미한 변경사항시 최신의 정보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및 DB

변경 절차 안내

■ 표준통관예정보고 2차 교육 안내(08.25)
○ 교육일정 :  09.09(수)/9층 교육장
○ 주요내용 :  - 의료기기 통관·수입절차 / 관련 법령 : 관세청 통관기획과
    - 표준통관예정보고작성법(이론) : 통관관리부 
○ 사전접수 : 선착순 70명 / 마감(08.26)

   ▶ 광고관리부

■ 8월 광고사전심의 업체 민원 상담 현황
○ 민원업체(품목) :  현대메디칼 등 14개 업체 및 알칼리이온수생성기 등 16개 품목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49호, 2015.08.05) 개정고시
○ 개정내용 : 광고사전심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광고하려는 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출서류 간소화(제5조)
     •  광고하려는 자가 제품설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별

도로 제품설명서를 제작하거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등 경제·행정적인 부담 증가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신청 제출서류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제품설명서, 그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중 제품설명서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단서 삭제

     • 광고사전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에 따라 업체의 부담 완화

   ▶ 산업진흥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_의료기기 제조·유통 실태조사(계속)
○ 주요내용 :  - 실태조사 연구 용역의 홍보
     • 내용 :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실태조사 연구 필요성 홍보
     • 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대표 등
    - 의료기기 및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업체 실사 진행 중
     • 의료기기 조사 진행 현황 : 88.6% (08/28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_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 사업 신규과제 지원 공모(08.07~21)
○ 장      소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회의)/한국산업기술시험원(사업설명회)
○ 참 석 자 :  한지만 실장
○ 주요내용 :  - 사업설명회 및 각 세부 기관별 주요 업무내용 관련 논의
    -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작성 및 접수 완료

■ 의료기기산업통계자료 업무협조
○ 보건복지부 12~14년도 생산수입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통계

■ 제2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 의제 수요조사
○ 기      관 : 보건복지부
○ 주요내용 :  한-터키 FTA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업계 의제 수렴
○ 의제제출 : 08.27(목)까지

   ▶ 기술·교육사업부 
■ 해외연수단 운영 관련 업무 협의(08.11)
○ 참 석 자 :  협회 기술사업부, 현대경제연구원
○ 주요내용 :  독일 전시회 관련 해외연수단 운영 관련 논의

■ CHAMP 및 인재양성 교육 업무(계속)
○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2차’ 교육 준비
○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ISO 13485) 기본과정-2차’ 교육 준비
○ ‘임상과별 질환 및 의료기기 수요에 대한 이해 과정-2차’ 교육 준비
○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수강생’ 모집
○ ‘유럽 의료기기 고시 이행 및 기술문서 작성법 수강생’ 모집

■ 한-이스라엘 의료기기 비즈니스/컨퍼런스 협력사항 업무협의(08.24)
○ 참 석 자 :  협회 기술사업부, Yonaco그룹

■ 신개발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전문가협의체 회의(08.27)
○ 장      소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대회의실
○ 참 석 자 :  협회 기술·교육사업부 2명
○ 주요내용 :  -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확대 운영방안 논의
    - 첨단의료기기 신속제품화 기간단축을 위한 세부실행방안 논의

   ▶ 협회 의견제출/추천 
■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전문가 추천(08.17)
○ 대      상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추 천 자 :  허가분야(세인트쥬드메디칼코리아(유) 유승호 이사 외 3명), GMP분야(올림푸스한국㈜

송인삼 부장 외 6명), R&D분야(㈜바이오세움 김유리 실장 외 3명)
○ 주요내용 :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 개발 허가를 위한 R&D, 임상, 허가, GMP 등 전문분야별 

멘토링 인력풀 구성

■ 의료기기 분야 민관 국제협력 전문가 추천(08.18)
○ 대      상 : 식약처(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
○ 추 천 자 :  지멘스㈜초음파사업부 원세계 부장 외 17명
○ 주요내용 :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전문가 추가 초빙 요청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추가 추천

■ 의료기기 원재료의 첨가목적 기재 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 제출(08.20)
○ 대      상 : 식약처(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원재료 첨가목적 기재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제출(적용범위

의 명확화)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의견 회신(08.28)
○ 대      상 :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 주요내용 :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조정실 등과 합동,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부담 경감 추진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업체대상 규제 비용 및 기업인 관점에서 불합리한 사항

을 긴급 조사 요청

■  신의료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제2조제2항제1호 ‘비교임상문헌’ 기준의 복지부 
회신(안)에 대한 업계의견 제출(08.18)

○ 대      상 :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요내용 :  비교임상문헌 기준(안) 연구방법 확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의견 제출(08.19)
○ 대      상 : 복지부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시 품목허가(인증) 또는 품목신고 대상이 아

닌 치료재료일 경우 제출 자료 범위의 명확화
    -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심층 논의 기관 변경(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전문

평가위원회) 및 민원회신 기일(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명시

   ▶ 협회 안내/알림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민간인증에 따른 표시기재 관련 안내(08.07)
○ 주요내용 :  1,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인증변경에 따라, 업계의 애로사

상으로 접수되었던 종전 2등급 허가제품에 대한 변경시 수허→수인, 제허→제인 으로
의 인증번호 변경에 따른, 용기, 외장, 첨부문서 등에 대한 변경여부 문의와 관련해, 식
약처 의료기기정책과 확인 결과를 안내함

※  기존 허가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표시기재 관련 사항들(용기, 포장, 첨부문서 등)은 제조일자를 기
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만들어진 것은 그 이후까지도 사용가능

■ 식약처 허가 인체용의료기기 동물사용에 따른 사후관리방안 협의회 안내
○ 주요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식약처 허가 인체용 의료기기의 동물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의 법적규정 및 세부 내용 논의를 위한 협의회 개최

■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사항 발굴 안내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에서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10년 32개에서 ’14

년까지 11개로 대폭 확대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분야 기
업건의 정비과제와 관련해, ‘의료기기 경미한 제품변경 허가요건 확대’를 추진

■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작성 해설서 및 심사지침서 개정증보판 발간 안내
■ 2015년 의료기기심사부 종합민원설명회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 2016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 교육자료 게시 안내
■ 2015년도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 과정」 제6차 교육 자료 게시 안내
■ KOTRA 글로벌바이오메디컬포럼 2015안내(08.13)
■ 대통령 중국(북경 및 상해) 방문과 연계 경제 사절단 모집 안내(08.21)
■ KOTRA ‘동유럽 의료기기시장 진출전략 컨퍼런스’ 개최 안내(08.24)

   ▶ 법규위원회
■ IEC60601-1 3판 적용 대책 회의(08.06)
○ 참 석 자 :  예정훈 법규부위원장, 법규위 자문단 이진휴 자문위원 외 3명, 이영진 첨단의료기기분과장
○ 주요내용 :  IEC60601-1 3판 적용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및 2등급 의료기기 인증변경에 따른 허가

번호 경 등에 대한 대응 논의

■ 구강소화기기분과 회의(2차)(08.13)
○ 참 석 자 :  황윤정 구강소화기기분과장 외 5명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심사지침 외 2종 영문화 논의

■ 식약처(오송) 의료기기안전국 업무지원 협의 방문(08.19)
○ 참 석 자 :   예정훈 법규부위원장, 법규위 이진휴 자문위원, 유승호 의료기기정책분과장, 최유나 

의료기기정책분과 간사, 황선빈 의료기기관리분과장, 김만석 과장
○ 주요내용 :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관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해외제조원 방문 논

의(11월 예정)
    - 중고의료기기 및 웰니스제품에 대한 해외 사례조사 요청 건 등

■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규제개선 협의 방문(08.21)
○ 참 석 자 :  법규위 이진휴 자문위원, 유승호 의료기기정책분과장, 메드트로닉코리아(유) 박형득 차장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설명 및 국가 기관 기강확립을 위한 부패척결 

관련 업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에 대한 조사 협의

■ 의료기기안전평가분과 회의(1차)(08.26)
○ 참 석 자 :  김형주 의료기기안전평가분과장 외, 김만석 과장
○ 주요내용 :  ‘의료기기안정평가분과’ 신설에 따른 추진안건 선정

■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 개최 준비 제4차 운영위원회(08.28)
○ 참 석 자 :  식약처(평가원) 조양하 정형재활기기과장 외 3명, 예정훈 법규부위원장 외 7명 등 운영

위원, 용역수탁기관 ㈜인커뮤니케이션코리아 박상분 대표
○ 주요내용 :  - 「제1차 국제의료기기 소통포럼」세부시행계획(안) 소개
    - 「제1차 국제의료기기 소통포럼」세부시행계획(안) 최종검토
    - 세부진행방식, 참석자 지원/관리 및 행사장소 구성 등

   ▶ 보험위원회
■ 재가 호흡보조기 급여확대 관련 업계 간담회(08.12)
○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최영미 과장
○ 주요내용 : 재가 호흡보조기 급여대상 확정(인공호흡기, 소모품) 및 적용 방안 마련 논의

■ 건강보험 제도개선 관련 보건복지부 방문(08.18)
○ 장      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 등
○ 참 석 자 :  이광순 상근부회장 외 2명, 이상수 이사 외 2명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비교임상문헌 기준과 7개군 치료재료 원가조

사 관련한 업계의견 개진 및 반영 요청

■ 메르스 관련 의료기기산업계 정책지원을 위한 간담회(08.19)
○ 참 석 자 :  -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한창언 보험평가과장, 장태영 보험평가과 사무관
    -  (협회) 황휘 협회장, 이광순 상근부회장, 이경국 부회장, 김충호 보험위원장, 이선교 

전문위원, 스와미라오테 협회 이사(한국존슨앤드존슨 대표이사), 송영주 한국존슨앤
드존슨 전무, 나흥복 기획경영실장, 최영미 과장

○ 주요내용 :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기 산업계 정책 지원 요청
    - 7개군 원가조사 결과에 따른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재고
    - 메르스로 인한 손실 큰 산업군인 치료재료 보험 상한금액 인상
    - 정부의 요양기관 지원금이 의료기기 대금 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조치
    - 재난으로 인한 산업군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 요청

■ 신의료기술평가 규제개선 관련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방문(08.21)
○ 참 석 자 :  보험위원회(박형득 신의료기술평가프로젝트팀 리더), 법규위원회(이진휴 자문위원, 유

승호 의료기기정책분과위원장)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 규제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 개진

■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 조사 관련 자문회의(08.27)
○ 장      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빌딩 22층 회의실
○ 참 석 자 :  이선교 전문위원 외 업계 대표 3명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위한 방향 공유 및 설문항목 기획 자문 등 의견 공유

   ▶ 윤리위원회
■간납도매 개선 TFT 1차 회의(08.27)
○ 참 석 자 :  윤리, 법규, 보험, 홍보위원회 
○ 주요내용 : 간납도매 유통구조 개선 추진 논의

   ▶ 홍보위원회
■ 의료기기뉴스라인 메인면 리뉴얼 진행(08.03~09.30)
○ 주요내용 : 메인면 재디자인, 신규 세션, 블루스카이 설치 등

■ 식약처(평가원) 홍보관련 업무 협의(08.19, 25)
○ 참 석 자 :  조양하 정형재활기기과장 외, 이진휴 홍보부위원장, 황선빈 홍보위원, 임민혁 과장
○ 주요내용 : - 의료기기 안전사용 대국민 홍보
    - 어린이이동건강검진(사회공헌활동) 안전교육 프로그램 참여

   ▶ 국제교류위원회
■  식약처(평가원) 의료기기분야 민관국제협력팀 워킹그룹4(사후관리) 전문가 회의(제2차)

(08.26)
○ 참 석 자 :  민관국제협력팀 워킹그룹4(사후관리) 전문가 10명
○ 주요내용 : - 기존에 개발된 AHWP WG4 작업문서 트레이닝
    - 2015~2017 AHWP WG4 업무 계획과 연계해 한국 WG4의 작업 방향 논의

   ▶ 체외진단위원회
■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복지부 방문 전 사전 회의(08.03)
○ 참 석 자 :  체외진단위원회 박영숙 보험분과위원장 외 4명
○ 주요내용 : 체외진단업계의 사전질의서 검토 및 설명자료 작성 논의

■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회의(08.20)
○ 참 석 자 :  김소영 법규분과위원장 외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따른 의견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약관리 적용 대책 논의

   ▶ 협회장 활동
■ 협회 회장단 회의(08.17)
○ 참 석 자 :  협회장, 상근부회장, 이경국 수석부회장, 김충호 보험위원장
○ 주요내용 :  정기워크숍 및 회비체계안 논의 등

■ 협회 이사회 임원 회의(08.25)
○ 참 석 자 :  협회장 외 임원 12명 
○ 주요내용 :  - 제12회 정기워크숍 개최 계획 보고
    - 제5차 이사회 추경예산안, 회비체계변경안 등 보고

   ▶ KMDIA 회원사 현황     

■  기준 8월 31일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5년 852 179 157  357  693  157  2  

2014년 814  183  118  364  665  147  2  

증감 36 -4  39  -7  27  10 0  

[ 회원사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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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Blue Sky
10  2015년 9월 129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Blue Sky’이라는 협회보 섹션을 통해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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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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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조사(Research)

FDA는 UDI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웹사이트에는 FDA가 정의

하는 UDI의 개념에서부터 요구사항, 

그리고 교육자료까지 거의 모든 자료

가 등재돼 있다. 특히, △UDI System, 

△Global UDI Database, △Direct 

Marking의 3가지 가이던스와 자주하

는 문의/답변(FAQ) 자료는 필히 숙지

해야 한다.

 
* FDA UDI 웹사이트 주소

http://www.fda.gov/Medica lDevices/
D e v i c e R e g u l a t i o n a n d G u i d a n c e /
UniqueDeviceIdentification/

또한 FDA가 발행하는 UDI 최신뉴

스를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을 등록할 

수 있는데, 사내 UDI 담당자는 자신의 

이메일을 반드시 등록해 관련 업데이

트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상호 기능팀 조직(Cross Functional 

Effort) 및 실행(Implementation)

UDI 규정에 대한 사전 조사가 마무

리되면, 그 다음은 실제 대응하기 협업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 

품질 및 정보시스템 등 사내 여러 부서

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UDI 개요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

럼, UD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3

가지 요구사항(requirements)을 충

족해야 한다. 우선 UDI 식별코드를 

생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UDI 코드는 

기본포장(base package)에서부터 상

위포장(higher levels of packages) 

모두에 개별로 부여한다. 예를 들면, 

주사기 1개 단위 포장에 UDI 코드를 

부여하고, 2개, 3개 혹은 5개들이 단

위로 포장이 된다면 각각의 포장단위

에 새로운 UDI 코드를 생성해야 한

다. 이런 코드 부여 및 관리업무는 사

내 마스터데이터(master data)를 관

리하는 정보시스템 부서와 관계가 깊

을 것이다. 

둘째로, UDI  코드를 바코드로 

이미지화해 의료기기에 라벨작업

(labeling)을 해야 한다. 기존에 설

치된 라벨프린터가 있다면, FDA의 

UDI 라벨 규정에 따라 라벨을 출력할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특

히, 이 과정에서 라벨링 기기의 벤더

가 UDI 규정 및 관련 국제표준에 대

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

다. 즉, 라벨상 출력되는 UDI 바코드

가 FDA UDI 표준에 맞게 출력되는지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

라인에서 이뤄지는 이 과정은 품질담

당자의 몫이다. 

<그림 3 - UDI 라벨 예시>

마지막으로, FDA에서 운영하는 

GUDID(Global UDI Database) 데이

터베이스에 개별 의료기기의 UDI 코

드, 회사정보, 주소, 유의사항 등의 정

보를 전송해야 한다. 현재 하나의 UDI 

코드당 50가지가 넘는 데이터 항목을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작성, 검증하고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

정돼야 할 것이다. 

참고로, FDA GUDID에 데이터를 전

송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웹 

인터페이스(Web Interface) 방식’과 

‘HL7 SPL3)’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FDA GUDID 웹사이트에 접속해 의료

기기정보를 직접 입력, 전송하는 방식

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의료기기의 종

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후자

의 경우는 수출 의료기기의 종류가 많

아 직접입력 등의 수동적인 데이터 전

송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

데, 쉽게 설명하면 전자문서교환 방식

이다. 아쉽지만, 협재 HL7 SPL 방식

을 지원하는 솔루션 제공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다. 

시사점

FDA의 UDI 규정이 시행된지 거의 1

년이 지났다. 3등급(CLASS III) 의료

기기의 경우 지난 해 9월부터 이미 적

용 대상이었다. 당연히 시행 초기단계

부터 많은 이슈사항이 제기됐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 브랜드 오너와 OEM 

생산자 관계에서 UDI 적용 주체는 누

구인지부터, 주문 수량에 따라 달리 내

부 구성물이 변경되는 포장단위가 UDI 

적용 대상인지 등 FDA UDI 가이드라

인에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이슈가 제기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는 규

정 또는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의료기기제조사는 FDA

의 UDI 제도운영 목적을 정확히 이해

하고, 수시로 보완되는 FDA UDI 규

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표준팀은 의료

기기산업단체 등과 협력해 ‘미국 FDA 

의료기기 UDI 규정 대응방안 세미나’

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현재 4차

까지의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매번 다

른 주제를 다루며 UDI 규정 전반에 대

한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5차 및 6차 세미나는 9월 23일과 11

월 20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동 행사가 미국

에 수출하는 또는 수출예정인 기업에 

UDI 글로벌 동향과 미국 FDA UDI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특별기고

“의료기기 고유식별(UDI) 규정,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때”

배경 및 UDI 개요

의료기기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

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2010년,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전 세계

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프랑스제 유

방보형물 사건1)에서와 같이 의료기기 

부작용 등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미

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인체에 

이식하는 등의 고위험군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그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08년 10월, 국가 간 의료기

기 규제조화 단체인 GHTF(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는 미국, 

일본 및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의료

기기 이력추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Work Group)을 결성했다. 동 

작업반에서는 리콜 등의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제품을 회수해 판매·시술 

후에도 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 이력추적을 위한 기본 개념인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의료기기 고유식별)’가 수립됐다.

UDI란 의료기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크게 3가지 영

역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Identifier)이고, 둘째는 

해당 식별코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

록 만든 바코드(BarCode)이며, 마지막

으로 의료기기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Database)이다. 이런 세 가지 

구성요소를 합해 UDI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UDI 의무화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은 UDI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1 - UDI 시스템>

한편, GHTF는 조직 설립목적

인 국가별 규제/규정의 국제적‘조화

(Harmonization)’를 위해 UDI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것에 주력했다. 쉽

게 설명하면, 각 국가별로 UDI 시스템 

표준(또는 규정)이 다르다면, 의료기

기제조사는 수출국 규정에 따라 개별

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경우, 제

조사입장에서는 단순히 비용 측면에

서 뿐만 아니라 각 수출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정보의 관리 측면에서

도 매우 복잡한 상황이 연출된다. 그

래서 2011년 9월, ISO 등의 국제표준

을 반영한 ‘UDI Draft Guideline’을 

발표하며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로서 

GS12)과 같은 국제표준 식별코드의 도

입을 권장하고 또한, 의료기기정보 데

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세트(Data Set) 표준을 제시했

다. 현재 GHTF는 국제의료기기규제

당국자포럼인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으로 전환됐으며, UDI 작업반은 

IMDRF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

영돼 2013년 11월에는 ‘Final UDI 

Guidance’가 제정됐다. IMDRF의 

UDI Guidance에서 제시하는 UDI 시

스템이 사실상 국제 UDI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글로벌 동향

IMDRF(이전 GHTF) 차원에서 논의

되는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회원국

에서 2년 또는 3년 안에 실제 규정화되

는 경향이 있다. 현재 IMDRF에 참여

하는 회원국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8개국이다. 

미 국  F D A 는  I M D R F 의  U D I 

Guideline을 기반으로 전 세계 최초로 

지난 2013년 9월 UDI 규정을 제정, 이

를 의무화했다. EU는 IMDRF의 UDI 

Guidline를 검토했으며 2013년 EU 

차원의 UDI 표준시스템(안)이 제안됐

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앞으

로 실제 법제화와 세부규정 제정 단계

가 남아있다. 중국 역시 IMDRF의 회

원국으로서 자국 UDI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미 

UDI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다른 

국가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

항이다.

이밖에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적

극적으로 UDI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국내 동향

국내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는 UDI 규정의 세부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고위험군 의

료기기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

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하고, 1년 이상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등 52종을 지정했

다. 그리고 이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

기를 취급하는 제조, 판매 및 임대업

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제조·수입현

황과 판매·임대현황을 매월 보고하

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그 유통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정부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확

대될 전망이다. 

미국 FDA UDI 규정 및 대응방안

FDA UDI 규정에 따라 ‘14년 9월부

터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UDI를 적용

해야 한다. 특히 올해 9월부터 FDA 기

준 2등급(CLASS II) 의료기기 중 임플

란트 및 생명유지(life saving & life 

sustaining) 제품이 UDI 의무화 대상

이므로 관련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

하는 국내 제조사는 UDI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

요하다.  

이 승 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국제표준팀 과장

 미국 FDA 의료기기 UDI 규정 대응방안

1)  프랑스 PIP사 유방보형물이 발암물질인 공업용 실리콘겔과 연료용첨가제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사건. 당시 프랑스 보건당국은 동 제품으로 시술받은 모든 여성에게 유방보형물 제거수술을 권고함. 해당 
보형물은 65개국으로 수출됐으며, 국내에도 보따리상을 통해 거래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2) GS1(Gloabal Standards #1): 상품 및 서비스의 식별코드/바코드 표준화기관. GS1 표준은 유통/물류 및 보건의료산업의 사실상의 표준이며, 동시에 ISO 국제표준으로 등록되어 있다.

3) HL7 SPL (Health Level 7 Structured Product Labeling) :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규약

UDI Code 
  for every Medical Device
  for every packaging level

❶

Bar-coding 
  for every Medical Device

❷

UDID
Database 

for DI part Only

❸

Base Package = 
First UDI 코드

Higher Package = 
Second UDI 코드

Highest Package = 
Third UDI 코드

<그림 2 - 포장 단위별 UDI 코드 생성 예>

UDI 라벨
UDI 식별코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참여 안내
우리 협회는 국외 유관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한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위원회는 해외 유관단체 및 기관 

교류를 통한 우수 바이어 연결과 영문 디렉토리집 배포 등을 통한 수출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입업 회원사에게는 해외 우수 의료기기의 국내 진입 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간 저조했던 국제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협회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3개 조직중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복수 선택 가능).

• 해외 관련 단체 및 기업 교류를 통한 수출입 지원

• 규제제도 국제조화 지원

• 식약처 관련 국제표준활동 지원

주요활동

활동조직

자격요건

신청방법

• 국제협력분과 

     -  해외유관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의료기기 거래알선 및 현지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국제조화분과

     -  AHWP, GMTA, IMDRF, DITTA 등 참여 및 의료기기 규제제도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 국제표준분과

     -  IEC, ISO 등 참여를 통한 표준 제·개정 활동 참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

- 희망분과명, 회원사명, 직급, 성명, 전화(회사 및 휴대폰), 이메일을 

    기재하신 후 이메일로 신청

- 제출처 : 기획홍보부 안창희, chann@kmdia.or.kr, 전화 : 070-772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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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대표·제

론 밴 히스윅)는 지난달 20일 한국과

학창의재단 교육 기부 활동의 일환으

로 의공학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다빈치 교

실’을 개최했다. 

‘청소년 다빈치 교실’은 어린이와 청

소년들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직접 

작동하며 로봇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의공학 분야의 꿈을 키울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

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다

빈치 교실’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

육기부 활동으로 등록돼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체험

하게 된다.

참여 학생들은 다빈치 로봇수술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의사

를 훈련하는데 사용되는 가상 시뮬레

이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한 직접 로봇 팔을 움직여 작성한 본

인의 이름과 미래의 꿈이 포함된 수

료증을 발급 받았다. 

손승완 부사장은 “다빈치 로봇수술

기 국내 도입 10주년을 맞아 우리나

라 과학문화 및 창의인재 육성의 중

심에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청소년 다빈치 교실을 진행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학과 공학의 융합으

로 탄생한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통해

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고 밝혔다. 

한편,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는 

교육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

관으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교육

기부 행복박람회’에 참여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미스앤드네퓨(대표·고규범)는 

지난달 실리콘 겔 흉터개선제 ‘시카

케어 겔(CICA-CARE Gel)’을 한국

에 출시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시카케어 겔’

은 이미 존재하거나 새롭게 생성된 

빨갛거나 돌출된 흉터를 관리하도

록 고안됐으며, 이런 흉터의 생성을 

방지하고 아문 상처에 예방적 관리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하루 2회 도포만으로도 흉

터 관리가 가능하며 사용 후 화장도 

할 수 있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성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지난 2001년 

붙이는 시트 타입의 시카케어 제품

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제품은 최대 

90%까지 흉터 개선 효과가 있으며, 

최대 20년 된 오래된 흉터까지 개선

될 수 있다. 

이번 바르는 실리콘 겔 형태의 제

품인 ‘시카케어 겔’ 출시로 시트타입

과 겔 타입의 두 가지 복합적인 흉터

관리 솔루션을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유영일 이사는 “최근 미용에 대

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

서 흉터관리 제품 시장이 빠르게 성

장하고 있다. 이번 시카케어 겔 출

시를 통해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

로 흉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

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소비자들이 기존의 시트 타입 

시카케어와 겔 타입을 병행해 사용

함으로써 최적의 흉터 관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메드트로닉(대표·허준)이 말초

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코팅 풍

선카테터인 인팩트 어드미럴(IN.

PACT ADMIRAL)이 8월부터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말초혈관질환은 노령이나 혈관 내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특히 환자의 다

리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병

이다. 

인팩트 어드미럴은 메드트로닉이 

개발한 말초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코팅 풍선카테터이다. 카테터

를 통해 서혜부 동맥으로부터 병변

에 접근,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넓혀

주는 방식은 기존의 표준요법인 일

반 풍선카테터(PTA)와 동일하다. 

하지만 약물코팅 풍선카테터는 

풍선 표면을 통해 시술과정에서 혈

관 내벽에 약물을 도포, 재협착률

을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인팩트 어

드미럴에 적용된 약물은 원래 항암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파클리탁셀

(paclitaxel)로, 세포조직에 침투해 

불필요한 세포 재생 및 증식을 막아 

준다. 

또한 부형제인 요소(urea, 유레

아)와 파클리탁셀의 조합을 통해 풍

선이 팽창되는 순간 약물을 집중적

으로 용출, 혈관 내벽에 안정적으로 

약물이 자리잡게 하고 씻김(wash-

out) 현상을 최소화시켰다.

미국심장학회를 통해 소개된 연구

에 따르면, 말초혈관질환이 있는 환

자를 대상으로 인팩트 어드미럴을 

통해 치료한 결과 혈관의 1차 개통

률은 83.7%에 달했으며 재협착률

은 7.6%였다.

인팩트 어드미럴은 우수한 치료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과정에서 독립적 자문패

널의 검토절차를 면제 받기도 했다.

인튜이티브, ‘청소년 다빈치 교실’ 진행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로봇 의공학 교육기부 펼쳐

흉터개선제 ‘시카케어 겔’ 국내 첫출시
스미스앤드네퓨, 흉터 예방 용도로 식약처 허가 획득

뇌 속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뇌동

맥류를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획기적인 혈류 정보 

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필립스코리아(대표·도미니크 

오)는 지난달 21일부터 양일간 제

주도에서 열린 2015 동아시아 뉴로 

인터벤션 컨퍼런스(EACon2015)

에 참가, 뇌동맥류 인터벤션 시술

시 환자의 혈류 상태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인터벤션 시술 가이드 솔

루션 ‘애뉴리즘플로우(Aneurysm 

Flow)’를 선보였다.

뇌동맥류는 뇌혈관벽 일부에 높은 

압력이 가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

른 기형적 부위를 말한다. 평상시에

는 자각증상이 없다가 순간적인 혈

압 상승으로 인해 파열되

면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

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필립스 애뉴리즘플로우

는 뇌동맥류 인터벤션 시

술 시 동맥류에서의 혈류

양, 속도, 방향 등 혈류 변

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시각

화·수량화할 수 있는 인터벤션 툴

이다. 3D 혈관 영상에 2D 영상을 더

해 혈관에 대한 더욱 명확한 영상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이 시술 

상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안정

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색전기구 삽입 전후 동맥류 

내부의 혈류 변화를 MAFA(Mean 

Anuerysm Flow Amplitude, 동

맥류 흐름 진폭) 비율이라는 수치로 

나타내 인터벤션 시술 후 혈류 속도 

증감까지 추적할 수 있다. 이를 바탕

으로 의료진이 병변의 예후를 전망

해 뇌동맥류의 완치를 진단하거나 

재발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필립스, 뇌동맥류 치료 정보 솔루션 출시
제주 EACon 2015에서 ‘애뉴리즘플로우’ 공개

메드트로닉, 약물코팅 풍선카테터 ‘보험급여’
기존 풍선카테터(PTA) 대비 임상효과 ‘우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회원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료 소외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건강검진버스를 운용하고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여방식은 자원봉사자, 검진물품 지원, 후원금, 후원물품(제품, 선물 등) 등을 포함한 

모든 후원이 가능합니다. 협회 850여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이동건강검진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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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의 검사과정과 영상진단의사, 소아과의사, 전문채혈사 선생님이 함께하며 아이들의 

발육 및 건강 상태를 검사합니다.

■ KMDIA 어린이이동건강검진 안내

 • 일 시 : 2015년 10월24일(토) 오전 9시부터 검사(4시간 소요)

 • 대 상 : 경기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0명(장소 추후공지)

 • 참여방법_1 :  건강검진 필요 장비(체성분분석기, 요성분분석기, 청력측정기기(청능사),

     시력측정기기 등 대여 및 운영지원

 • 참여방법_2 : 회원사 자원봉사자, 회원사 후원 물품, 후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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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 택 : 협회 협회보 등 언론매체 보도, 기부 영수증 발급

 • 협 력 : (사)온프렌즈(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협회 회원사

어린이이동건강검진 활동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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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지난달 18

일 이영찬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이영찬 신임 원장은 취임식

에서 “보건산업을 대한민국 창조경제

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 정

책개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보건산업과 진흥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59년생으로 지난 1984

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

한 후 30년간 보건복지부 홍보관리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주제네바유엔사무처 공사참사관 등 보

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13년 3

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

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국회 인사청

문회를 거쳐 지난달 27일 취임했다.

정 장관이 취임식에서 “복지부 장관

은 이제껏 경험했던 자리보다 훨씬 넓

은 시야를 갖고 각계각층 목소리를 경

청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출신 장관이 

아닌 국민의 장관으로 거듭나고, 특정 

직역에 함몰되는 정책은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 의

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교

실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대한소

아정형외과학회 회장, 의료기기상생포

럼 총괄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게시판업계소식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www.kmdia.or.kr

등 록 번 호 : 서울 라09600 대 표 전 화 : 02)596-0561

창 간 : 2005년 1월 1일 팩 스 : 02)596-7401

발 행 겸 편 집 인 : 황  휘 E - m a i l : paper@kmdia.or.kr

주 간 : 임천복 간 별 : 월간

인 쇄 인 : 민순옥

발 행 처 :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 소 : (06133)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여삼빌딩 8층 (역삼동) 
※ 의료기기협회보에 게재된 글은 반드시 본협회의 공식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디게이트㈜ 이성균 02-6265-0944 제조

㈜한국티씨엠 박영철 02-597-1999 제조

㈜하이드리온 송창욱 031-867-1842 제조

GE헬스케어는 올해말 경남 창원

에 개원 예정인 창원경상대학교병

원에 차세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

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를 공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PACS는 ‘유니버

설 뷰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영상판독 및 저장 기능뿐 

아니라 △CT나 MR 등의 3D 기능

△핵의학 장비 및 맘모그래피 전용 

솔루션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시

뮬레이션 솔루션 △환자의 종양 관

리 솔루션 등 기존에는 진단장비 전

용 시스템에만 가능하던 다양한 고

사양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순환기내과 등에서 많이 사

용하는 동영상 등 병원내의 다양한 

영상을 한 자리에서 확인 및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의료진에게 최적화

된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

자들에게도 진료효율성이 증대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차세대 신

개념의 PACS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판독 및 진료에 소요

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

고 스마트 리딩 프로포콜(Smart 

Reading Protocols)을 이용해 빅

데이터 기술을 적용시켜 효율적인 

판독 환경을 제공한다.  

경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배경

수 교수는 “이번 유니버설 뷰어가 탑

재된 차세대 PACS의 도입으로 중

부경남의 거점도시인 창원의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안정

성과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최적화된 PACS 솔루션을 구축해주

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GE헬스케어의 유니버설 뷰어 

PACS는 헬스케어IT 전문기업인 ㈜

티플러스와 GE헬스케어간의 협약

을 통해 국내에 도입 설치 및 유지보

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씨젠이 올해 2분기 140억원의 해

외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고 수출 실

적을 달성했다.

씨젠(대표·천종윤)은 지난달 10

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2분기 연

결기준 매출액 165억원, 영업이익 

20억원, 당기 순이익 20억원을 기

록했다고 밝혔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액 142억원, 영업이익 31억원, 

당기 순이익 31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연결기준 수출 실적은 총 매

출액의 85%인 140억원을 기록해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전기 및 전

년 동기 대비 각각 21%, 9%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메르스 유행으로 인

한 내수 경기 침체 영향으로 내수 매

출이 감소해 전체 매출은 전기 및 전

년 동기 대비 각각 0.08%, 1.61% 

감소했다.

한편,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영업이익 31억원 달성에도 불

구하고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해외법인 자회사들의 초기 투자비

용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당기 순이익은 전

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11.7%, 별

도 기준 131.3% 증가했다.

회사 측은 “직접 영업력을 강화하

기 위해 분자진단 시장의 핵심 지역

인 이탈리아, 중동, 미국,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대규모 병원 및 

대형 검사 센터 고객을 확보하기 위

한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며 “자회사 설립 초기 투자 비용으

로 인해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만, 이는 향후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씨젠은 올해를 기점으로 영업력증

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격 정책 

변화 및 무상 장비 공급 등 다양한 

영업 전략의 변화로 수출 확대를 위

한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현

지 법인화와 ODM(생산자 개발 공

급방식) 공급 채널 확보 등 탄탄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단계

적으로 다져나가고 있다.

라이카 바이오시스템즈(대표 

·노희진)는 최근 디지털 병리학

(ePathology)을 위한 가장 혁신적 

슬라이드 스캐너 장비인 ‘Aperio 

AT2’ 및 ‘Aperio CS2’에 대한 식약

처 승인을 획득했다.

Aperio AT2와 Aperio CS2는 전

체 슬라이드를 고해상도로 디지털

화하는 슬라이드 스캐너로서, 자동

화된 초고속 대용량 스캔 기능(최대 

400장), 최적의 영상 품질 등의 장

점을 갖췄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

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TMA, Cell 

quantification, e-IHC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병리의사가 환자에 

대해 신속한 진단 및 정밀한 검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처음으로 Aperio AT2를 도

입한 서울대 의대 병리학교실 김우

호 교수는 “의료진의 수요에 맞춰 광

범위한 의미의 디지털 병리학을 실

현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최적의 장

비”라며 “환자 치료 및 연구에 필요

한 병리학적 전문성과 정확성을 갖

췄고, 빠른 캡쳐 속도 및 편의성에 

큰 장점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노희진 대표는 “신속하고 정확하

게 고화질의 슬라이드 이미지를 제

공할 수 있는 Aperio AT2를 국내에 

론칭으로 국내 병리학 분야의 발전

과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겠다”라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라이카 바이오시스템즈는 

올 하반기 Aperio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학술마케팅과제품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인당의료재단 해운대 부민병원(병

원장·정흥태)은 최근 시공단계에

서부터 X-ray 차폐를 위해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납을 대신해 친환경 

소재인 바륨을 주성분으로 한 방사

선 차폐제(무연보드)를 도입해 차폐

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개원한 해운대 부민병

원에 설치된 차폐제는 DK메디칼솔

루션(주)(회장·이창규)이 개발한 

제품이다. 기존 납 성분의 차폐제가 

발암성 물질로서 인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기능 장애 등 인체에 여

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반해 무

연보드는 친환경 바륨 성분의 석고

보드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인체뿐만 아니라 방어시설을 

폐기할 경우 방사선 오염의 우려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분별하게 

처리되는 납판 폐기물에 비해 무연

보드는 폐기가 용이하고 환경에 무

해한 차세대 친환경 차폐제로 알려

져 있다.

특히 기존의 납판 차폐재는 화재

발생 시 납 가스가 발생돼 납중독이 

우려되지만, 무연보드는 불연재로

서 화재 발생시 바로 연소하지 않고, 

또 유해한 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긴

급한 화재에도 환자와 병원 임직원

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 내장재로도 

적합하다.

병원관계자는 “인체와 환경에 무

해한 납성분이 없는 친환경 차폐

제 (무연보드)를 사용한 차폐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Green 

Hospital(자연 친화적인 병원)’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면모를 갖

추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 부민병원은 관절, 척

추, 내과 종합병원으로서 1985년 개

원 이후 부산덕천, 부산구포, 서울에 

이어 해운대에 네번째로 오픈했다. 

동방의료기(주)(대표·안병산)는 

웰치알렌(Welch Allyn)의 시력 측

정 장비인 ‘비전스크리너(모델명: 

VS-100S)’가 미국에 이어 국내에

도 출시됐다고 밝혔다. 

‘비전스크리너’의 가장 큰 장점은 

시력 측정이 어려운 아기나 어린이

를 위한 기능이 탑재돼 재미있는 소

리와 LED 움직임을 이용해 관심을 

유도한다. 이에 시력검사라는 부담 

없이 눈의 굴절률을 측정해 약시(근

시, 원시, 난시, 사시, 부동시)를 검

사 할 수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기존 시력굴절

기로는 시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반

해 비전스크리너는 흡사 사진을 찍

는 것과 같이 보고 있으면 수 초내에 

검사가 가능하며 동시에 결과가 스

크린에 바로 표시된다.

소아 시력의 경우 만5세가 되면 

대부분의 시력 발달이 완성되기 때

문에 조기검진을 통해 약시 여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치료의 성

공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

인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필요한 

장비이다. 

또 측정한 환자의 데이터를 자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와이파

이(Wifi) 모듈이 내장돼 무선프린터

로 검사결과를 출력할 수 있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국내에는 공식 대리점인 동방의료

기(주)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리사운드(ReSoundⓇ)가 지난달 

27일 리사운드 스마트(ReSound 

Smart™) 앱을 사용하는 스마트 히

어링(Smart Hearing™) 보청기와 

호환되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포트

폴리오를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삼성 갤럭시 S4(Samsung Galaxy 

SⓇ), 삼성 갤럭시 S6(Samsung 

Galaxy SⓇ), 삼성 갤럭시 S6 엣지

(Samsung Galaxy SⓇedge), 삼성 

노트4(Samsung NoteⓇ4) 등이 새

롭게 호환 가능해지면서 수백만 명

의 추가적인 사용자들이 그들의 스

마트폰을 통해 개인화된 리사운드 

스마트 보청기(ReSound Smart 

Hearing)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

리사운드 스마트 앱은 이미 삼성 

갤럭시 S5(Samsung Galaxy SⓇ) 

및 모든 애플 iOS(Apple iOS) 기

기들(아이폰(iPhoneⓇ), 아이패드

(iPadⓇ), 아이팟 터치(iPod touch

Ⓡ), 애플워치(Apple WatchⓇ)에서 

이미 호환 가능하다.

지난해 초 출시된 리사운드 보청

기의 스마트 앱 기술은 보청기 사용

자들이 전에 없던 개인화된 보청기

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들과

의 호환성을 확대함으로써, 지금보

다 더 많은 사용자들이 리사운드 스

마트 앱을 통해 섬세하면서도 편리

하게 맞춤화된 리사운드 보청기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앤더스 헤데가르드 지엔리사운드 

CEO는 “청각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

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최대

치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미션”

이라며 “앞으로도 가능한 더 많은 사

람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리사운드 스마트 앱이 호환되는 기

기들의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고 밝

혔다.

창원경상대병원, ‘차세대 PACS’ 설치예정 
GE헬스케어, ‘유니버설 뷰어’로 고사양 진료환경 제공

씨젠, 2분기 역대 최고 수출 실적 달성 
당기 순이익 20억원, 수출 실적 140억원 역대 최고치

라이카, 슬라이드 스캐너 ‘Aperio AT2’ 론칭 
서울대 의대 “의료진 수요에 최적화 된 장비” 평가

해운대부민병원, 친환경 방사선 차폐제 구축
DK메디칼솔루션,  ‘인체 무해’ 바륨 소재 무연보드

동방의료기, 시력 측정 ‘비전스크리너’ 출시
소아 및 어린이 대상 시력 측정,  빠른 검사 강점

‘리사운드 스마트 앱’ 안드로이드 호환성 확대
리사운드, 스마트한 보청기의 개인화된 제어기능 구현

박 대통령,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장 수여
정 장관 취임사에서 “넓은 시야로 각계각층 목소리 경청”

신임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 취임 
전 복지부 장관 출신 “보건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인 사

□ 보건복지부

◇국장급=전보 △사회복지정책실 복지

정책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 양성일 

△연금정책국장 김현준

◇과장급=전보 △인구정책실 아동복지

정책과장 설예승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전보 △감사담당관 박기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장 박혜경

◇과장급=전보 △의료기기안전국 의료

기기안전평가과장 정진이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박정훈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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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5년 9월 129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문화스케치

전국 5대 억새풀 군락지 중 하나인 강원도 

정선군 민둥산에서 억새꽃축제가 가을의 문턱

에서 탐방객에게 손짓한다. 해발 1,118m의 민둥

산에 20만평 가량 억새꽃으로 덮여 있어 그 모

습이 장관이다. 참억새풀과 함께하는 등반대회

는 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억새꽃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까지 피며, 

해마다 10월 중순에 억새제가 개최된다. 산행

은 증산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해발 800m의 발

구덕마을에 이른 다음 왼쪽 등산로를 따라 오

르면 억새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주능

선을 따라 정상에 오른 뒤 발구덕마을을 거쳐 

증산마을로 하산한다. 약 9㎞ 거리로, 4시간 정

도 소요된다.

<가로 열쇠> 

(1)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함 (3)밀가루 반죽을 장국에 뚝

뚝 떼어 넣고 익힌 음식 (5)햅쌀로 송편

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

여 차례를 지내는 날 (6)막창자꼬리에 생

기는 염증 (7)초승달 모양의 노란색 과일 

(8)물고기 수컷의 뱃속에 있는 흰 정액 덩

어리. 어백 (9)거짓이 없이 참된 사람 (10)

불경을 외는 일 (11)법률 제정을 담당하

는 국가 기관. 국회 (13)옷 (14)털빛이 누

런 개 (15)돈 많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

적 유혹을 하고 돈을 갈취하는 젊은 남

자 (17)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샘 (18)귀청 

(19)짐승(소)의 네 다리 뼈 (20)두 물체를 

서로 붙이는 데 쓰는 물질 (21)많은 사람

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선 모양 (22)발갛

게 아주 잘 익은 감 (23)환자를 돌보아 

주는 사람 (24)생일에 먹는 해초

<세로 열쇠> 

(2)충성을 다하여 나라가 베푼 은혜에 보

답함. □□보□ (3)남자의 입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는 털 (4)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처녀. 미역을 따오리

까 소라를 딸까 ~ 하소연에 물결 속에 꺼

져가네 (5)뼈를 밀고 당겨서 비뚤어진 뼈

를 바로 맞추는 방법. 요 (8)잘 때 

덮고 자는 것 (9)중추 신경에 작용하여 

환부의 아픔을 마취하고 억제하는 약물 

(10)여자가 잘 따르는 복 (11)들어가는 어

귀 (12)아궁이 위에 솥을 걸어 두는 언저

리 (13)인공으로 만들어 붙이는 발 (14)버

려두어 거친 들판. ~의 무법자 (16)유에

프오. 미확인비행물체 (17)철재로 된 건

축물의 뼈대 (18)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

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 (19)스승과 제

자 사이 (21)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정신

<9월호>

‘참억새꽃이 손짓하는 강원 민둥산 산행’ 

민둥산 억새꼭축제, 이달 19일부터 시작

•기간 : 2015년 9월19일(토)~11월8일(일)까지

•장소 : 강원 정선군 민둥산 일원

•홈페이지 : www.ariaritour.com

9월의 책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
임창환 지음/MID

권력과 부  

로널드 핀들레이, 케빈 H. 오루크 지음/하임수 옮김/에코리브르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뇌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일까? 특히 미국과 유럽이 뇌 연구

에 배정된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뇌

공학 기술 개발에 쏟아 붓고 있다는 

점이다. 뇌공학이 인간 뇌의 비밀을 

풀고 뇌질환을 정복하는 열쇠를 쥐

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실

이 아닐까?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는 소설이나 영화 속 먼 미

래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아니

라, 바로 지금 세계의 뇌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어떻게 무슨 연구를 진

행하고 있는지, 가장 최신의 이슈는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세계 경제의 기원에서부

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난 천년

에 걸친 세계 무역과 발전을 총체적

으로 설명한다. 서유럽 경제의 출현

을 수백 년 전 유라시아 전역에 걸

친 경제적·정치적 발전과 연결한다

는 점에서 단연 압도적인 분석 범위

를 자랑한다. 저자들은 무역과 전쟁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 세계 지역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주장한다. 그 

결과 천년의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경제의 팽창과 수축이 어떻게 무역

과 지리정치학 사이의 상호 작용과 

직접 관련돼 있는지, 또한 전쟁과 평

화가 어떻게 세계 무역에서 결정적

인 요소로 적용했는지를 보여준다.

<8월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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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의 축제

<8월호 정답자>

조주연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김나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낱 말 퀴
즈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GSP)
온라인 교육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사이버연수원 교육 안내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과정명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및 임대하는 업체 종사자들의 
자체이수교육을 돕기 위한 온라인 교육 과정

개요

매월 1일 / 15일 개강

개강일

•협회 회원사 : 5만원

•협회 비회원사 : 6만원

교육비

•교육 수료증 제공

교육생 특전

• 1강 : 의료기기법령 체계 및 구성

• 2강 :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해설

• 3강 : 의료기기 판매시 유의사항

• 4강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 민원사항

• 5강 : 의료기기 제품 허가사항 확인방법

• 6강 :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주요내용(총 6시간 과정)

l 교육문의 l

전화 : 070-7725-8715, 8728          이메일 : edu@kmdia.or.kr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여삼빌딩 8,9 층

협회 사이버연수원 (http://kmdia.cylearn.co.kr)

교육신청 방법

접속 회원가입 교육과정
신청

※	 사이버연수원	가입	시	협회	회원사	여부	조회가	가능하며	비회원사일	경우	개인회원으로	검색	후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회원뿐만	아니라	20인	이상	단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식 욕 흑 차 파 종

속 삭 임 멀 태 죽

포 부 자 개 미 지 장

옹 달 샘 꿈 수 세 미

창 고 가 면

중 환 자 고 제 수 씨

전 골 세 모 꼴 구 름

탈 지 면 불 로 초

동 태 대 견 심 장

1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공    연    명 뮤지컬 ‘로미오앤줄리엣’

공  연  장  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공  연  기  간 2015년 9월12일~10월11일(일)까지

티  켓  가  격 OP 15만원/ VIP 16만원/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아름다운 도시 베로나!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혈투를 벌이는 두 원수 집안 몬테규가와 캐플렛가 때문에 도시의 아름다움은 빛

을 바랜다.

캐플렛가 무도회가 열린 어느날, 로미오는 무도회에 몰래 참석하고 그 곳에서 줄리엣과 첫 눈에 사랑에 빠

진다. 두 연인은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신부를 찾아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나 결혼의 기

쁨도 잠시, 싸움에 휘말린 로미오는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를 죽이게 되고, 베로나에서 추방을 당한다.

줄리엣은 영주의 조카와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부모를 피해 수면제를 먹고 신부와 거짓 죽음을 꾸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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