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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미 스탠퍼드연구소 교류·협력 MOU 체결” 
국내 제조사에 의료기기 기술 및 제품화 개발 파트너십 제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국내 제조사의 의

료기기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미

국 스탠퍼드연구소와 지난달 

21일 협회 회장실에서 기술 개

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협 회 와  스탠 퍼 드연 구 소

(St a n ford  R e s e a r c h 

Institute International, 

이하 SRI)는 이번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해 국내 제

조사의 혁신기술 및 신제품 개

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긴밀하

게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

식에는 협회 황휘 협회장, 홍순

욱 상근부회장과 미국 SRI 스

테판 시에신스키(Stephen-

Ciesinski) 대표, SRI 한국지

사 주동직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해 11

월 SRI 측이 협회를 방문해 국

내 의료기기 개발에 관한 컨설

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

리를 가지면서 추진됐다.

주요 MOU 내용은 △기술제

휴를 통한 기존 기술 개발 및 

발전 △위탁 리서치를 통한 제

품 개발 지원 △벤처창업 정보 

및 기회 제공 △엔젤펀드를 통

한 투자처 연결 등이며, SRI 

R&D 지원 사업을 국내 의료기

기 제조사에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상호 협업 기회를 

넓혀 가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단체는 구체화된 기술·제

품 개발지원 협력사업을 위해 

금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협정식

(Agreement)을 가지면서 출

범하기로 했다. 

협회는 SRI 협력사업에 국

내 제조사와 투자회사가 관심

이 많을 것으로 보고, SRI 기술

센터 및 실리콘밸리 업체를 방

문하는 참관단을 모집해 세계

적인 첨단기술의 생산기지를 직

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참관

단 모집은 4월 중에 공고된다.

황휘 협회장은 “미국 스탠퍼

드연구소와의 기술·제품개발 

파트너십 기회는 국내 제조사

에게 혁신가치를 보유한 기술과 

제품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

서 선진국 보다 우위의 경쟁력

을 지닌 차별화를 가져다줄 것

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SRI는 미국 스탠퍼드대

학교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으

로, 바텔연구소, A.D 리틀과 함

께 미국의 3대 싱크탱크로 꼽힌

다, 현재 연구개발에서 컨설팅 

분야까지 그 사업의 범위를 점

차 넓히며, 해외 10개의 지사에 

약 2,000여명의 직원과 석·박

사 연구자가 전 산업 분야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보건산

업 분야에서 수술용 로봇인 ‘다

빈치 의료기기’가 있으며, 애플 

아이폰을 통해 소개된 Siri 및 

홍채인식 기술이 ICT 산업분야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지난달 21일 미국 스탠퍼드연구소(SRI)와 국내 제조사의 의료기기 개발에 대해 교류·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사진 : 황휘 협회장과 SRI 스테판 시에신스키 대표가 MOU를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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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는 의료기기 규제장벽 혁파 등 

9개 핵심사업과 34개 세부과

제를 추진하고, 의료기기업계

의 후원자 및 동반자로서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달 22일 제18

회 정기총회를 JW메리어트호

텔 그랜드볼룸(5층)에서 개최했

다. 이번 정기총회는 1·2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1부 총회에서

는 2016년 사업성과 및 예·결

산 보고가 있은 후, 의료기기산

업 및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추

진하는 2017년도 9개 핵심 사

업계획안을 발표했으며, 개편

된 회비체계에 적용하는 회원

관리 규정안과 협회 예산안 40

억 830만원을 확정했다.

협회는 올해 △의료기기 규

제장벽 혁파 및 선제적 규제개

선 △회원사-유관기관 교류·

협력 및 회원서비스 강화 △의

료기기 인재양성 사업 확대 △

의료기기 전시사업 및 국제교

류사업 △고품격 의료기기산

업 정보 서비스 제공 등 9개 핵

심사업계획에 따라 총 34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황휘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대표

단체로서 정부, 산·학·연이 

끊임없이 소통·협력해 의료

기기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미

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

김하기 위해 목표 달성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규제개

선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진

행하고, 새로운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의료기기에 대

한 국민적 관심과 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

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

이다. 

또한, 업계 종사자 역량을 

높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교육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 의무교

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장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와 협의

해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입

체적인 의료기기 통계정보를 

생산해 시장 예측과 마케팅에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고, 유명 해외연구소, 해외 의

료기기단체와 협력체계를 구

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제정

해 첫 시상식을 거행한 바 있는 

‘KMDIA 의료기기산업 대상

(大賞)’을 더욱 확대한다. 황휘 

협회장은 “의료인의 풍부한 임

상경험과 아이디어가 산업계

와 결합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최

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1부 총회에 이어 2부 시상식

에서는 보건·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업계 CEO 

및 종사자, 의료기기 전문기자 

등 42명에게 한국의료기기산

업협회장(15명) 표창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5명), 식품의

약품안전처장(9명),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3명),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장(10명) 등 정부·

유관기관장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지난해 의료 소외 지역

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동건강검진에 적극 참여하

고 후원이 두드러진 회원사 △

지멘스헬스케어(주)(대표·박

현구), △(주)한국존슨앤드존

슨비전케어(사장·김경희), △

(주)스타키코리아(대표·심상

돈), △(주)지엔리사운드코리

아(대표·장규환)와 (사)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전병노)에 협회 감사장을 전달

했다. 

협회는 올해에도 ‘어린이가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

선을 다하고 나아가 의료 낙후 

지역의 노인 대상으로 이동건

강검진을 확대 진행하고 회원

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손문기 식약처장은 축

사에서 의료기기업계의 노고

를 치하하고 “업계의 창의적이

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

적인 도전으로 의료기기산업

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

으로서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

도록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기

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총에는 손문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송인금 KMDIA 6대 

협회장,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

임이사, 염용권 보건산업진흥

원 기획이사, 이영성 보건의료

연구원장, 이재화 한국의료기

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용

식 대한치과기재산업협회장, 

김희규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장, 이안배 대한의공협회 부회

장 등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식약처 등 정부 관계관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의료기기 규제장벽 혁파 등 34개 과제추진 
KMDIA 정기총회, 47명 공로자 표창 수여·예산 40억원 확정

KMDIA, 의료기기 규제장벽 혁파 등 34개 사업과제 추진· 예산 40억원 확정
제18회 정기총회 개최, 보건·의료기기산업 공로자 47명 협회장·정부 표창 등 수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15명)

•㈜세라젬코리아 대표이사 이규철

•동방헬스다인㈜ 이사 안진환

•동방피오씨㈜ 부장 홍동유

•동방의료기㈜ 차장 이석호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차장 김민정

•㈜루트로닉 전임연구원 이연의

•㈜신한씨스텍 과장 이진우

•㈜준영메디칼 과장 조성윤

•칼스톨츠엔도스코피코리아(유) 과장 공행옥

•에이치케이티(주) 과장 김우람

•아성양행㈜ 과장 김혜진

•지멘스헬스케어㈜ 사원 손승조

•아주약품㈜ 사원 이건탁

•데일리메디 기자 김성미

•메디파나뉴스 기자 서민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감사장(5명)

•지멘스헬스케어㈜ 대표 박현구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케어 사장 김희경

•㈜스타키코리아 대표 심상돈

•㈜지엔리사운드코리아 대표 장규환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 이사장 전병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5명)

•㈜알로텍 대표이사 고정택

•㈜메덱셀 연구소장 박원귀

•㈜이루다 이사 설영수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 이사 황선빈

•메드트로닉코리아(유) 부장 이정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9명)

•㈜파브메드 전무이사 전영오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상무 박선준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이사 예정훈

•벡톤디킨슨코리아(주) 이사 한유진

•㈜메덱셀 이사 신자의

•㈜메디아나 이사 김이웅

•한국로슈진단(주) 부장 한승미

•㈜쿡메디칼코리아 부장 김연정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팀장 김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3명)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차장 황효정

•㈜루트로닉 전임연구원 백준홍

•한국쓰리엠(주) 과장 하운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10명)

•㈜진바이오테크 부대표 이영준

•㈜알로텍 전무이사 고정필

•아주약품㈜ 부장 이진권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부장 김명심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유) 부장 한소희

•㈜신한씨스텍 차장 박은미

•벡톤디킨슨코리아(주) 차장 유현정

•올림푸스한국㈜ 과장 박영주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과장 전종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양은미

보건의료산업 공로자 표창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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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의 료 기 기 산 업 협 회

(KMDIA)와 한국보건의료연

구원(NECA)은 신의료기술의 

환자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

기기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

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KMDIA 황휘 

협회장은 지난해 10월 제4대 

NECA 원장으로 취임한 이영

성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NECA 신의료기술평가 추진 

방향, 업계의 애로사항, 양 기

관의 협력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김석현 신의료기술평

가본부장, 박종연 보건의료

근거연구본부장, 신채민 미

래보건의료정책연구단장 등 

관련 부서장들과 면담을 이어

가며 국민보건증진과 의료기

기산업 발전에 대한 NECA의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했다.

황휘 협회장은 최근까지 신

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는 의

료기기업체가 NECA와 소통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협회에 호소해 오고 있다고 

전하고, NECA가 신의료기술

평가과정 안에서 업계와 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민원인 목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할 것을 전했다. 

그간 상당수 의료기기업계

는 NECA에 대해 일부 폐쇄

적이며 배타적이라는 평가가 

있어 왔다. 

특히, 황휘 협회장은 업계가 

의도치 않은 평가 결과를 접

했을 때 이전과 같은 소통의 

부재는 업계와 NECA 양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NECA 이영성 원장

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운

영하는 NECA가 ICT 기반의 

의료기기를 규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개선할 부분을 발굴하고 검토

해 평가제도에 대한 업계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휘 협회장은 식약처

의 의료기기 허가시 안전성·

유효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

출하는 논문 자료를 기반으로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평가 절차의 투명

성, 소통의 기회 증대, 평가 내

용의 공유가 이뤄져야 하며, 

일부 의료계의 의견만으로 평

가결과가 결정되는 사례는 지

양되고, 최소한 평가결과 통

보 전에 업체에 설명하고 이

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피력했다.

이영성 원장은 협회가 전하

는 업계의 고충에 공감하며, 

NECA는 협회와 협의해 신의

료기술판단과 신의료기술관

련 교육의 장을 마련, 제도 및 

절차 등의 이해를 높이고, 이

를 통해 NECA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줄여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의 지 와  진 취 적 인  사 고 로 

NECA를 이끌어 가겠다고 포

부를 말하면서 식약처, 복지

부, 심평원 등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상호 연계해 합리

적인 평가 및 제도 운영방안

을 모색함으로써 서로 윈-윈

(win-win) 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NECA와 KMDIA는 

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국제의료기기규

제당국자포럼(IMDRF) 회원국 

가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문

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의료기기업체, 

품질관리심사기관 등 전문가들

과 IMDRF 회원국 가입 요건, 

준비 사항 등을 논의하고, 다양

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

됐으며, 민관국제협력팀에서 

활동할 전문가 108명에게 위촉

장을 수여했다.

손여원 식약평가원장은 “식

약처는 의료기기분야 국제 규

제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IMDRF 회원국 가입 성공과 

앞으로 규제조화활동에 오늘 

위촉된 전문가들과 업계, 유관

기관에서 조언과 도움을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에 황휘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장은 “날로 커져가는 세계 

의료기기시장에서 IMDRF 가입

은 국가주력산업이 될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식약처가 

AHWP 의장국을 넘어 IMDRF

에 가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관심

을 가지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평가원은 아시아

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HWP) 

의장국으로서 지난 1일 홍콩에

서 AHWP 의장단 회의를 개최

하고, 2017년도 AHWP 추진 

계획, IMDRF, WHO 등 국제

기구들과 협력 강화 방안, 올해 

발간 예정인 가이드라인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정희교 의료기기심사부장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체외동반

진단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

인’과 ‘의료용소프트웨어 허

가·심사 가이드라인’이 11월 

개최 예정인 AHWP 연례총회

에서 국제공통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

희)는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사

업의 2017년 제1차 신규과제 

공모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3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된 과제는 평가와 선정

절차를 거쳐 내달 4월부터 본

격 연구개발을 착수한다.

올해에는 미래 유망파이프

라인 확보, 신개념 의료기기 개

발, 바이오창업 활성화 등 글로

벌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신규예산 1,344억원 중 

420억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

이다.

이번 공모는 연구자 과제신

청 시기 등을 고려해 연 5회(2

월, 3월, 5월, 7월, 9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1차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6대 주요 투자분

야, 29개 세부분야, 105개 과

제를 지원하며 의료기기는 8과

제에 2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품질관리심사기관, 2등급 GMP 심사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 이달부터 적용

심평원,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난달 1일부터 19세까지 인공와우 적용연령 기준 확대

KMDIA, 회원사 ‘루트로닉’ 소통 방문

황휘 협회장-황해령 대표, 산업발전 위해 ‘맞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는 2등급 의료기기 GMP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자료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

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

리기준(식약처 고시)’을 개정

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2등급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심

사 절차 개선 △의료기기 

GMP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국·영문 병기 등이다.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GMP 심사는 그동안 식약처와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

로 심사했으나 품질관리심사

기관이 심사해 적합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GMP 심사시 제출하던 

업허가증 제출을 면제하고 천

재지변·전시 등으로 해외 제

조소 현장방문이 보류된 경우, 

상황 종료 후 60일 이내 현장

조사 신청하던 것을 90일로 

연장해 해당업체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끝으로, GMP 적합인정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해 발급

한다. 의료기기 수출 시 제조

업체가 GMP 적합정서를 영문

으로 번역해 수출국에 제출하

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

강보험 적용연령이 15세에서 

19세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

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됐다.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

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

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

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

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돼 있

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

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

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

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

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

로 예상한다. 관련 고시는 보

건복지부 및 심평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제7대 이사회 임원

사와 소통 강화를 위해 릴레이 

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황휘 

협회장과 협회 임원진은 지난

달 24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루

트로닉 본사를 방문해 황해령 

대표와 협회 회원사 및 의료기

기산업의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 IMDRF 회원국 가입 추진 포럼 개최
지난달 16일, 민관국제협력팀 전문가 108명 위촉식 가져

미래부, 의료기기 8과제 등 420억원 연구 1차 신규과제 공고 

“NECA, 업계와 소통하는 신의료기술평가 될 것”
지난달 24일, 황휘 협회장-이영성 NECA 원장 간담회

왼쪽부터 루트로닉 황해령 대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협회장

왼쪽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전무, 루트로닉 황해령 대표, 황휘 협회장, 홍순
욱 상근부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루트로닉 정정지 부사장

국민보건증진이라는 같은 방향

을 가고 있으며, 치료재료를 공

급하는 업체나, 이를 결정하는 

국가 역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을 수행한다는데 있어

서 역할이 일치한다고 덧붙이

며, 협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황휘 협회장은 NECA

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

구해 나갈 경우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NECA 방문에는 황휘 

협회장, 홍순욱 상근부회장, 이

선교 전문위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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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개발 속도 대응할 

 선제적 허가관리체제 구축”

“의료기기산업 발전 위해 

 함께 손바닥 마주쳐야”

““

축 사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총회 개

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많

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을 

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아울러 오늘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관련해 

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

시는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기

기산업은 꾸준한 기술 혁신을 

달성하였고, 2015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무려 8% 

증가한 5조 3천억원에 달하였

고, 수출 또한 전년대비 13% 증

가해서 처음으로 3조원을 넘었

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증가

하고, 초음파진단기 임플란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지속되고 있어서 의료기기시장

의 성장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

겠습니다. 

이런 성과는 이 자리에 참석

하신 모든 분이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셨기 때문

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 식약처는 여러분의 노력에 

걸맞게 허가 자료를 사전에 심

사하는 단계별 허가제도, 개발

부터 허가까지 맞춤형 지원하

는 ‘차세대 100 프로젝트’, 허가

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첨단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개발돼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

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기기,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재활로봇의료기기 등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이런 변화추세에 맞춰서 진단

의료기기의 개발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내외 전문가를 총동원

해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적

용한 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기

기에 대한 구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차세대 염기서열 분

석(NGS) 기술을 국내 임상에 활

용이 가능하도록 임상검사 인

증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외진단제품 관련 법

을 제정을 하여 국제환경변화

에 부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

외진단제품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

이디어와 열정적인 도전으로, 

의료기기산업이 우리나라의 성

장동력으로써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투자와 노력

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

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

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8회 

정기총회’를 맞아 이른 아침부

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대

한 관심과 열망을 가지고 이 자

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사 여러

분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과 그 

외 많은 내·외빈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대표

단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산·

학·연과 손잡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고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로 KGMP 현장심사 

체계 개선, 의료기기 제품설명

서 인터넷 제공 확대, 체외진단

제품의 임상제도 개선, 수리업

자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등 기

업의 행정적 부담과 막대한 비

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

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을 

왜곡하는 간납업체 폐해의 심

각성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마련되

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치료재료 별

도산정 품목이 53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향후 3년간 3천억원

이 보상되고, 치료재료 급여기

준의 정비와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제한적 평가 대상과 범

위의 확대가 이루어져, 합리적

으로 치료재료의 가치를 평가

받고 제조사의 유망 의료기술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물

꼬를 넓혔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내 의료기기산

업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글로벌 

매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지난해 글로벌기업 비

브라운은 국내 제조사인 제네웰

과 의료기기 공동 제품개발과 

글로벌 유통판매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고, 보스톤 사이언티

픽社는 경쟁사인 국내 제조사 

엠아이텍 제품을 일본 등 글로

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국내사 녹십자 MS는 스

리랑카 대형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현지에 임상진단센터 

설립과 기술 수출을 협회와 함

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의료기기산업과 회원

사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

록 강력한 후원자이자 동반자

가 되겠으며, 다음과 같은 새로

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

기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계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대·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입체적인 정보 자

료를 생산하여 시장 예측과 마

케팅에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협회는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를 비롯해 유명 해외연

구소, 해외 의료기기 단체와 협

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KMDIA 의료기기산

업 대상(大賞)’을 올해는 더욱 

확대하여 의료인의 풍부한 임

상경험과 아이디어가 산업계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최

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옛말에 ‘독장불명(獨掌不鳴)’

이라 하여 “손바닥 하나로는 소

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

습니다. 불투명한 경제 여건과 

엄중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산·학·연·관 그리고 병원, 

의료계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을 함께 

견인하겠습니다.

협회는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

상과 국가 경쟁력의 일익을 담

당할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

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손 문 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황 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2017
정기총회

2017
정기총회

제18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 기념촬영 KMDIA 협회장 표창 수상자 기념촬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자 기념촬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 기념촬영

제18회 정기총회 승인 및 의결 안건 진행 모습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수상자 기념촬영

제18회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손문기 식약처장, 협회 전임 회장, 유관기관장, 의료기기단체장KMDIA 사회공헌활동 참여 회원사 감사장 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수상자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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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는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안

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해 의

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적용 가

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보건복지

부 소속 신의료기술평가위원

회에서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에서 근거를 확인하는 의료기

술평가연구 및 신의료기술평

가제도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

서 진행하는 업무는 크게 3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료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업무다. 의료기술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하나 신의

료기술평가에서는 체계적 문

헌고찰(systematic review, 

SR) 방법이 주를 이룬다. SR

은 근거기반연구의 한 방법론

으로 사전에 수립한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따라서 문헌들을 고

찰하고, 비뚤림(bias) 및 확률

적 오차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해 문헌들의 결과를 합성

하는 연구방법론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의료기술에 관련

해 현재 시점의 최대한 많은 

객관적인 근거들을 취합하고 

분석해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방법론 전문가인 평가사업본

부의 연구원들이 객관적인 자

료 분석을 통해 문헌적 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분야 임상 전

문가들이 관련 근거를 바탕으

로 본인의 지식과 임상 경험을 

더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런 평가 과정을 거치

다 보니 신의료기술평가는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사

업본부는 평가 소요 기간에 

대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

고자 여러 제도개선을 진행

해 왔다. 2014년에 시행한 원

스톱서비스제도는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동

시에 진행함으로써, 순차 진

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또한 2016년에는 의료기기 

허가,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기존기

술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고, 각 기관의 업무

자료 공유 및 의견교류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높

이려는 목적의 허가-평가 통

합운영이 실시됐다. 

현재는 중복성이 있는 원스

톱 서비스제도와 통합운영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유관기관이 협력

해 개선사항을 도출 중에 있

으며, 올해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체외진단검사분야

- 기간단축 및 평가대상 최소화

최근 수요가 많은 체외진단 

및 유전자검사에 관해는 평가 

기간을 기존의 반으로 줄여 체

외진단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앞당기고자 했다. 

대부분의 진단 검사는 상설 전

문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

가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기간

단축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

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검사 

대상에 대한 진단 검사에 대

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

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심층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진단

검사 분야는 평가 기간의 단축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최소화

의 제도개선도 이뤄졌는데, 검

사원리 분류 포괄화, 희귀난치

성 질환 유전자 검사 평가대상 

제외, 핵심표적분석 대상 개념 

도입 등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그 근거가 검토되고 입증돼야 

하는 경우에만 신의료기술평

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평가 기간은 줄었지만, 관련 

임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고 이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은 진단 검사의 평가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이렇듯 평가  

과정에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는 관련

분야 임상전문가가 참여해 평

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신의

료기술평가가 가진 가장 큰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근거부족 의료기술의 지원제도

두 번째 업무는 근거가 부족

한 의료기술의 근거 생성을 지

원하는 제도 운영이다. 신의료

기술평가 결과 유효성 근거가 

부족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의

료기술 중 희귀난치성질환 혹

은 대체치료가 없는 의료기술

에 한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

를 허용하고, 진료와 함께 유

효성 근거를 생성하는 이른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16년도 11월에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수행 대상을 확

대해 안전성의 우려가 없고, 

임상적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

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

정받지는 못해도 의료현장에 

진입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

는 길을 마련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

은 의료기술의 사용이기 때문

에 신청자 및 수행 가능 기관

의 기준이 있고, 수행 시에도 

자체적인 관리 체계 내에서 수

행돼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지

만, 의료기술의 의료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

도 개선이 크게 이뤄졌다. 또

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실행 가

능성을 높이고자 복지부와 심

평원과의 논의를 거쳐 제한적 

의료기술도 건강보험 적용 대

상 임상연구로 포함시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진료

비용의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

록 했다.

신의료기술 수반 의료기기시장 

진출 지원사업

의료기술의 현장 도입의 기

회 제공을 넘어서 현장에서 근

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업무도 수행되고 있다. 신

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보

건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시행

하는 ‘신의료기술수반 의료기

기 시장진출 지원 사업’을 통

해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근거

부족의 이유로 미인정된 의료

기술에 수반된 의료기기의 임

상적 근거 생성을 지원하고 있

다.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사업의 하나로 국내 제조 의료

기기를 대상으로 임상 근거 생

성에 연간 2억원씩 2년간 임

상연구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대상 범위를 넓혀서 

평가 유예제도를 위한 의료기

기의 임상 시험도 지원이 가능

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평가

에 연관된 의료기기에 한정된

다는 점, 의료기기 제조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

료기기산업계의 접근성이 좋

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

대된다.

고객소통제도개선팀 운영

마지막으로, 신의료기술평

가사업본부에서는 신청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평가사업본부는 

2016년도 고객소통제도개선

팀이 신설된 이후 적극적인 소

통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계에 

 NECA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사업 및 추진방향

NECA,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 제공 위해 노력
의료기기업계와 소통 방식 고민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 실시

김 주 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고객소통제도개선팀장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산업계와 의료

계의 간극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서

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서비스’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의료

기기의 개발 혹은 수입 후, 통합운영을 

통해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모두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 중 국내

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돼야 하는 의료

기기를 보유한 업체이다. 임상시험 시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 계획서를 바

탕으로 관련 분야 임상 전문가들의 의

견을 묻고, 자문 내용을 신청자에게 전

달해 주는 서비스로, 2016년 시범사업

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작했다. 

자문 서비스가 접수되면 사업본부에

서 신청된 의료기술에 관련한 문헌적 

근거를 검색하고 정리해 계획서와 함

께 첨부함으로써 자문위원에게 더 많

은 정보를 제공해 양질의 자문이 이뤄

지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의 입장에서는 근거를 

생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입장의 

임상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임상시

험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적,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전문상담 및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두 번째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된 또 하나의 서비스는 ‘가능성 예측 

지원 서비스’이다. 이 역시 의료기기업

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문 

상담을 통해 의료기기의 도입 전 시장

성을 예측하는 단계에서 의료기술 측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현재 시점

에서의 근거 수준을 검토해 제공한다. 

신청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시

점의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고 건강보

험제도 및 의료 환경 등을 다각도로 고

려해, 의료기술의 도입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신청

자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문헌 검색 서비스’ 

역시 가능성 예측 지원 서비스의 일종

이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인 문헌 검색 

방법을 교육해주는 일반 문헌 검색 서

비스와 특정 의료기술에 대해 직접 문

헌 검색을 수행해 현재의 근거 수준 정

도를 알려주는 전문 문헌 검색 서비

스, 두 가지로 구성돼 있고 평가사업본

부 내 연구자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이

뤄진다. 

그 외에도 전문 상담을 통해 신의료

기술평가 결과 미인정된 기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한 

자문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면 상담

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 설명, 민원인 

의견 단순 청취 등의 소극적인 자세에

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실질

적인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임하

고 있으며, 민원 사항을 반영한 제도의 

개선까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

하고 평가가 진행 중인 의료기술에 대

해는 ‘정보공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

다. 신의료기술평가의 투명성을 강화

하고 신청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서비스로, 평가대상 여부 단계

에서 검색어 및 신청자 제출 논문의 채

택 여부 등을 신청자와 공유하고 신청

자의 의견을 청취해 판단에 반영한다. 

SR 진행 중에는 검색 핵심 질문 및 문

헌의 선정·배제 기준을 신청자와 공

유하고 평가 방향 설정에 신청자의 의

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소위원회 진행 중, 신청자의 의

견개진 기회를 확대해 평가의 전 과정

에서 신청자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평가 진행 

중인 의료기술의 정보를 신의료기술평

가 홈페이지에 공개해 신청자뿐 아니

라 모든 사람이 간단한 검색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서비스를 확

대했다. 

소통 방식 다양화 추진

끝으로,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많

은 의견교류를 하고자 제도개선 설명

회 및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

고, 의료 산업계를 대표하는 의료기기

산업협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

로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향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의견 

공유의 자리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국민이 안전하고 유효

한 의료기술을 통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할 것이다. 연관돼 있는 의

료 산업계와 어떻게 연계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손상 없이 의료 산업 

발전을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

을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

다. 그리고 현재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공기관의 입

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의료기술에 대해 가치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 합리적이고 활용 

가능한 근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적합

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의료 산업

계의 발전이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 좋

은 의료기술이 정착돼 환자에게 더 많

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큰 밑거름이 되

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좋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 산

업계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신의

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 

과정명 차수 일정
교육일수
(시간)

교육
인원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

1차 3. 8(수) ~ 3. 9(목)

2일(16H) 30명
2차 5. 11(목) ~ 5. 12(금)

3차 8. 24(목) ~ 8. 25(금)

4차 10. 19(목) ~ 10. 20(금)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ISO 13485) 
기본과정

1차 4. 20(목) ~ 4. 21(금)

2일(16H) 30명2차 6. 27(화) ~ 6. 28(수)

3차 11. 15(수) ~ 11. 16(목)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

1차 4. 5(수) ~ 4. 6(목)

2일(16H) 30명2차 6. 14(수) ~ 6. 15(목)

3차 10. 12(목) ~ 10. 13(금)

의료기기 임상시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실습과정

1차 7. 4(화) ~ 7. 6(목)
3일(21H) 30명

2차 11. 1(수) ~ 11. 3(금)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

1차 5. 25(목) ~ 5. 26(금)

2일(16H) 30명2차 8. 30(수) ~ 8. 31(목)

3차 12. 12(화) ~ 12. 13(수)

의료기기 R&D 기획 역량 강화 과정
1차 4. 26(수) ~ 4. 28(금)

3일(21H) 30명
2차 11. 7(화) ~ 11. 9(목)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ISO 
10993) 과정

1차 6. 8(목) ~ 6. 9(금)

2일(16H) 30명2차 9. 13(수) ~ 9. 14(목)

3차 12. 7(목) ~ 12. 8(금)

IEC 60601-1(3판) 규격의 이해와 
설계 기본과정

1차 3. 30(목) ~ 3. 31(금)
2일(16H) 30명

2차 9. 21(목) ~ 9. 22(금)

IEC 60601-1(3판) 설계 및 
Usability 실습 특화과정

1차 5. 17(수) ~ 5. 18(목)
2일(16H) 30명

2차 10. 26(목) ~ 10. 27(금)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자 대상 사후관리 
기본과정

1차 4. 12(수) ~ 4. 13(목)

2일(16H) 30명2차 6. 22(목) ~ 6. 23(금)

3차 11. 23(목) ~ 11. 24(금)

의료기기 수출입 무역실무 기본과정

1차 3. 22(수) ~ 3. 23(목)

2일(16H) 30명2차 6. 29(목) ~ 6. 30(금)

3차 9. 6(수) ~ 9. 7(목)

의료기기 사업경영 시스템 기본과정
1차 6. 1(목) ~ 6. 2(금)

2일(16H) 30명
2차 11. 29(수) ~ 11. 30(목)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기본과정
1차 7. 11(화) ~ 7. 12(수)

2일(16H) 30명
2차 10. 24(화) ~ 10. 25(수)

의료기기 건강보험 기본과정

1차 5. 23(화) ~ 5. 24(수)

2일(16H) 30명

2차 7. 18(화) ~ 7. 19(수)

3차 9. 19(화) ~ 9. 20(수)

4차 10. 17(화) ~ 10. 18(수)

5차 12. 5(화) ~ 12. 6(수)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1차 3. 28(화)

1일(4H) 50명
2차 5. 30(화)

3차 9. 26(화)

4차 11. 28(화)

KMDIA 교육 안내
‘CHAMP 및 인재양성’

■ 2017년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 일정

■ 교육문의 교육연구팀 이윤모 사원

 전  화 : 070-7725-8728, 8660

 이메일 : edu@kmdia.or.kr

■  교육신청  http://edu.kmdia.or.kr

 온라인교육 : http://kmdia.cylear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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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  세미나 안내

▶ 세미나 신청

 -  KIMES 홈페이지 세미나 접속(http://www.kimes.kr/
kr/seminar/schedule.asp)  의료산업 정책 세미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세미나를 통하여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문   의

 - 보험정책팀 : 070-7725-0667

 - 교육연구팀 : 070-7725-8715

 - 국제협력팀 : 070-7725-8730

 - 광고관리팀 : 070-7725-8717

 - 통관관리팀 : 070-7725-8718

 - 공정경쟁관리팀 : 070-7725-8727

 - 미래전략연구팀 : 070-7725-8724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스 위치

▶ 세미나 일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대한민국 의료기기산업을 주도하는 대표단체로서 제33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7)를 

맞이하여 국내외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래의 강연 주제 및 일정을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kmdia.or.kr  |  www.kmdianews.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3 여삼빌딩 8층, 9층 

대표전화 : 02)596-7404  |  FAX : 02)566-7440

일  자 시  간 주  제  강  사  문  의  장  소

3월 16일
(목)

10:30~12:30
Medical device registration in Russia (1st topic)
Eurasian Economic Union Regulations (2nd topic)

Tatiana Nosova (Tatiana CEO)

Ruslan Kalachev (Ruslan Deputy CEO)
국제협력팀

컨퍼런스룸 

318호

13:00~15:00 수·출입 통관절차 장준영 사무관 (천안세관)
통관관리팀

15:00~16:00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 교육 김인범 팀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6:30~18:00
의료기기 광고에 적용하는 웹 3.0 시대의 

새로운 광고 홍보 트렌드
한상필 교수 (한양대학교) 광고관리팀

13:00~15:00 유럽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규정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 최민용 실장 (BSI Group Korea) 교육연구팀
컨퍼런스룸 

317BC호

3월 17일
(금)

14:00~16:00
의료기기업계의 청탁금지법 심화사례 및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기록 및 보관
윤성운/안효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태평양) 공정경쟁관리팀

컨퍼런스룸 

401호

10:00~10:50 2017년도 건강보험 정책 방향 도혜진 사무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험정책팀 컨퍼런스룸  

402호
11:00~11:50 2017년도 치료재료 관리 방향 유미영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13:00~18:00 ISO 13485:2016의 소개 및 이해 Mr. Hideki Asai 자문위원 (TUV Rheinland Japan) 교육연구팀

10:00~12:00 중국 의료기기 인허가 정보 최은하 부장 (시노서울)

미래전략연구팀
컨퍼런스룸 

403호

13:30~14:10
차세대 의료로봇 연구 동향

- 미세수술과 중심으로
김계리 로봇·미디어연구 선임연구원 (KIST)

14:20~15:00 최신 초음파진단 기술동향 및 전망 김철안 상무 (삼성메디슨 연구소)

15:10~15:50 의료기기 사업화 성공의 열쇠 김용한 대표이사 (이루다)

16:00~16:40 미래 의료기술 글로벌 트렌드 김해동 회장 (비브라운코리아)

 

DK메디칼솔루션(대표·이창규)

은 KIMES 2017에서 국내 디지털 

X-ray 시장 점유율 1위인 이노비

전(INNOVISION), 자기공명장치

(MRI),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 

국내외 첨단 진단의료기기를 대거 

선보인다.

먼저, 특화되고 있는 전문 진료 트

랜드를 반영해 손목, 발목, 무릎, 척

추 등에 최적화된 영상의료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퓨처존’을 별도 

전시한다. 

또한 최근 이노비전(INNOVISION) 

엘린-T4는 전신 촬영 시 오토스티

칭을 지원하고 오픈형 테이블과 무

선 풋 스위치가 적용돼 사용자의 편

의성을 극대화했으며, 엑스레이 튜

브장치가 이동함에 따라 디텍터가 

동시에 이동해 신속한 검사가 가능

해졌다.

수족부 특화 진단기기 ‘O-Scan 

MRI’는 근골격 진단에 용이한 새로

운 프로토콜과 고화질 이미지로 관

절 질환에 특화됐으며 개방형으로 

설계돼 폐쇄공포증 때문에 촬영을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편안한 환경

을 제공한다.

체중부하 전신 X-ray 촬영장비 

‘EOS’는 복지부로부터 ‘정측면 동시 

촬영술’이라는 신의료기술을 획득했

다. 이 장비는 기존영상장치와 달리 

환자자신의 체중이 실린 상태로 머

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촬영해 근

골격의 정확한 분석 및 진단이 가능

한 것이 큰 특징이다. 

DK메디칼솔루션  Hall C  C240
전문 진료 트랜드 반영한 영상의료장비 대공개

리스템(대표·문창호)은 KMDIA 

2017에서 X-ray 진단장비 및 

C-ARM, TOMO RF 등의 차세대 

장비를 전시한다.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에 따라 인체 

해부학적 구조의 엑스선상을 영상화

하는, C-ARM은 수술 중 병변의 유

무, 크기, 위치 등을 손쉽게 투시촬

영할 수 있는 장비로서 고해상도의 

I.I와 CCD 카메라의 이상적인 조합

으로 우수한 대조도, 선예도 및 입상

성을 실현하는 장비다. 

A D R ( A d v a n c e d  D i g i t a l 

Radiography system)은 full 

automatic control, 촬영 위치 

자동이동, auto stitching, Dual 

image process 등이 가능하며 

low dose로 피폭의 양을 현저하게 

낮추어 환자와 사용자의 안전을 고

려했다. 

또한 PACS 네트워크와 병원 정보

망(RIS, HIS)와 연동 사용할 수 있

는 최첨단 진단 장비다. 

Smart DR은 경제적인 투자로 고

퀄리티 영상을 빠른시간 내에 얻을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도 쉽게 설치

할 수 있다. 

Smart DR은 하나의 디텍터로 

table과 chest 영상을 얻을 수 있으

며 Smart DR II는 built-in-table

로 구성돼 있어서 설치와 이용에 더

욱 편리하고 공간을 더욱 아낄 수 있

어 작은 개인 병원에도 사용할 수 있

게 디자인됐다.

리스템  Hall C  C310
이동형 X-ray 투시촬영장치 ‘C-ARM’ 공개

조인메디칼(대표·변박연)은 

KIMES 2017에서 비침습식 무

채 혈  혈 당 측 정 기  ‘ 글 루 코 트 랙

(GlucoTrack)’을 최초로 공개할 예

정이다.

‘글루코트랙(GlucoTrack)’은 기

존 혈당 측정시 손가락에서 혈액을 

뽑아 측정하는 고통스러운 방식에

서 벗어나, 귓불센서를 귀에 물리면 

1분 이내 측정치를 보여주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무채혈 혈당측정

기다. 혈당 변화 트랜드를 화면에 그

래프로 보여줘 환자가 편리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당뇨환자들의 채혈고통을 해결

한 이 제품은 이스라엘 Integrity 

Applications사에서 개발된 특허

제품으로 유럽CE 및 임상을 마쳤으

며,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는 식약처 수

입허가를 마치고 올해 1월부터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 수면무호흡 치료기 ‘세팜

양압기(CPAP)’, 휴대용 뇌출혈검사

기 인프라스캐너 (Infrascanner)도 

전시한다. 

수면무호흡 치료기(CPAP)는 기

도막힘현상으로 인해 무호흡이 일어

날 경우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환자

의 호흡기로 불어넣어 기도막힘현상

을 열어 정상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기기로, 한국에 처음 소개한다.

휴대용 뇌출혈검사기 인프라스캐

너 (Infrascanner)는 두부 외상성 

환자의 뇌출혈 여부를 사고현장에서 

신속히 판단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인명손실의 위험을 해결하고자 개발

됐다. 근적외선방식(NII)을 이용해 

두부내 출혈여부, 출혈위치, 출혈량

을 휴대용 모니터에 바로 보여준다.

조인메디칼  Hall A  A450
채혈 통증 해소한 무채혈 혈당측정기 ‘글루코트랙’ 출시 

 

메가메디칼(대표·김병장)은 

KIMES 2017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이비인후과 수술(시술)용 풍선 카테

터(Balloon Catheter)와 세계 최초

로 개발한 병동용 산소 네블라이저 

오투 레스피(O₂ RESPY), Full-HD 

영상시스템 시리즈를 공개한다.

신제품 풍선 카테터(Balloon 

Catheter)는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집중투자로 국산화에 성공하고 국

내 특허를 획득했으며, 신의료기술

인 ‘무탐침 정위기법(네비게이션 시

스템)’과 연동해 시술 정확도와 안정

성을 높였다. 지난 2월 대한이비인

후과개원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최초

로 소개돼 이

비인후과 전문

의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졌다. 또

한, 세계 최초

로 개발된 오

투 레스피(O₂ 

RESPY)는 병

동용 산소공급

기에 네블라이저 기능을 결합한 장

비이다.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에는 

‘베드콘솔’ 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는 환자 병변에 따라 산소 공급

과 석션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

게 해주는 중앙공급기기다. 하지만 

호흡기치료를 위한 네블라이저 기

능은 제외돼 있어 호흡기 치료가 필

요한 환자와 의료진이 불편을 겪어 

왔다.

메가메디칼은 오투 레스피(O₂ 

RESPY)를 통해 기존의 베드콘솔 교

체 없이도 호흡기 치료와 산소공급 모

두를 실행할 수 있어 진료 환경이 매

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가메디칼  Hall C  C350
이비인후과 수술용 풍선 카테터 국산화 성공

2017
KIMES

3F  Hall C  C62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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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아이씨에스(대표·김종철)는 

KIMES 2017에서 중환자용 인공호

흡기 숨시리즈(SU:M Series)를 선

보인다.

 중환자용 인공호흡기 숨시리즈

(SU:M Series)는 폐손상을 줄이면

서 안전하게 산소를 공급해 신생아

부터 어른까지 사용 가능한 세계특

허 고빈도환기(HFV) 기능을 탑재

했다. 특히, 호흡이 불안정한 환자

에게 정밀한 측정기술을 통해 환자

의 호흡상태를 점검하고 자발호흡

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오토벤트

(AutoVent) 모드가 지원된다.

또한 12.1인치 대형 컬러스크린

을 통해 사용정보 및 환자의 현재 상

태가 수치와 파형으로 실시간 표시

돼,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빠른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했다. 환자의 안

전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알

람시스템과 여러 안전장치를 구축

한 점도 특징이다.

 최초 개발단계에서부터 국내 6개 

대학병원과 연계해 연구와 임상시

험을 거쳐 국내 대학병원에서 그 제

품력을 인정받았으며, 대학병원을 

비롯한 20여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멕아이씨에스  Hall D  D400
국내 토종기술의 중환자용 인공호흡기 ‘숨시리즈’ 전시

 

원텍(대표·김정현)은 KIMES 

2017에서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

은 피코세컨드 기반의 ‘피코케어

450(PICOCARE 450)’을 비롯해 

전 세계 톱브랜드 

제품과 비교해 뒤

지지 않는 기능

을 보유한 프리미

엄 장비 6종 및 총 

35개의 제품군을 

선보인다.

원텍은 이번 전

시회에서 홈케어

용 B2C 제품과 

수술 제품의 라

인 업 을  주 목 해

야 한다고 밝혔

다. 헬멧형 탈모

치료기 ‘헤어빔

(HairBeam)’과 

간편하게 리프팅 

할 수 있는 ‘하이피(Hifie)’의 프리미

엄급 제품을 선보이며, 기존 제품에

서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통증 완화 치료기 ‘샤이니(Shiney)’

와 홀뮴(Holmium)레이저를 이용

한 ‘홀인원 30’ 제품, 그리고 엔디야

그(Nd:YAG)와 

알렉산드라이트

(Alexandrite)

모 드 가  동 시 에 

탑재된 ‘산드로

듀얼(SANDRO 

Dual)’, KTP 롱

펄 스  엔 디 야 그

(Long  Pulse 

Nd:YAG) 기반

의 ‘브이레이저

(V-Laser)’를 만

날 수 있다.  

원 텍 은  이 번 

KIMES에서 다

양한 이벤트와 프

로모션으로 고객

과 소통할 예정이며, 새로운 해외 시

장 발굴과 브랜드 입지를 강화할 계

획이다.

원텍  Hall D  D536
‘피코케어 450’ 라인업 프리미엄 장비 공개

 

원솔루션(대표·곽정원)은 KIMES 

2017에서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를 

비롯해 다양한 X-ray 장비를 선보

인다.

대 표 제 품

인  진 단 용 엑

스선촬영장치

(WSR-40)은 

고주파 인버터 

방식으로 일반

적 인  방 법 에 

비해 스캔시간

이 50% 단축

되 는  장 점 이 

있다. 작고 가

벼운 제어콘솔

을 벽걸이 형

태 로  사 용 할 

수 있으며 리모콘으로 조작이 가능

하다. 

또한 디지털 방식을 적용한 WSR 

-40P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영상

표시가 가능하며 좌우상하 4방향을 

지원하는 하나의 디텍터로 다양한 

촬영위치를 제공한다. 

WSRF-50은 일반적인 방사선촬

영과 투시촬영이 가능한 R/F 시스

템으로서 R/F 테이블에 투시장치의 

조건을 조작할 수 있는 콘솔이 부착

돼 있어 조작이 

용이하다.

이밖에 정밀

도가 높은 최

고급 품질로서 

FDA인증을 획

득한 X선 그리

드, X-선 방출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콜리메터, 

탁월한 출력재

현성 및 선형성

을 갖춘 제너레

이터을 생산하

고 있다.

원솔루션은 설립 이래 CE, ISO 

13485, ISO9001, FDA의 인증

을 획득했으며 2015년에는 수출 

100만불탑을 수상해 X-ray 장비

전문 수출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히

고 있다.

원솔루션  Hall D  D916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WSR-40 시리즈’ 공개

 

현주인테크(대표·송경애)는 KIMES 

2017에서 최근 식약처 승인을 받은 

품목 연성요관신우경과 경성관절경 

및 신규 승인 예정품목 비디오연성

방광경, 비디오연성코인두경을 선

보인다. 

현주인테크는 30여 건의 국내외 

특허출원과 각종 인증 및 해외규격

의 취득하며 제품개발 능력을 키워, 

해외에서 100% 수입에 의존하던 연

성요관신우경(Ureterorenoscope, 

Flexible, Optical)을 개발하고, 임

상시험을 진행이다. 

또한 직경이 1.2~1.8mm의 마이

크로형 경성관절경(Arthroscope, 

Rigid)이 개발이 완료돼 현재 국내

병원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비디오형 

연성내시경에 자제적으로 소형 

CMOS chip을 이용한 화상시스템

을 구축해 개발한 비디오연성방광

경(Video Cystoscope, Flexible) 

및 비디오연성코인두경(Video 

Nasopharyngoscope, Flexible)을 

신규 제품으로 소개한다.

현주인테크는 앞으로도 최첨단의 

미래형 내시경인 형광내시경, OCT

내시경 등의 개발에 앞장서고 제품

의 국산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주인테크  Hall D  D740
비디오형 연성내시경 국산화 제품 전시

큐렉소(대표·이재준)는 KIMES 

2017에서 인공관절 수술로봇 신제

품 ‘티솔루션 원(TSolution One)’을 

선보인다.

티솔루션 원은 2002년부터 국내

에서 사용해 오던 수술로봇 ‘로보닥’

의 다음 버전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

해 처음 공개된다.

인공관절 수술로봇은 기존 수술법

에 첨단 컴퓨터와 로봇의 기술을 접

목해 더욱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2만 건에 달하는 로봇

인공관절수술이 국내에서 진행되면

서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 의

료진의 수술참관이 활발하다.

이 제품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 등

에서 흔히 시행되는 인공관절 전치

환술에 사용되는 것으로, 엉덩관절

과 무릎관절 수술에 적용된다. 오차

범위 0.1mm 이내의 정밀한 수술결

과로 인공관절 삽입과 다리축 정렬

이 보다 정확히 이뤄지기 때문에 수

술 후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큐렉소는 인공관절 수술로봇 신제

품 ‘티솔루션 원’의 국내 인허가를 1

분기에 마치고 본격적인 한국시장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 산부인과 제품인 자연분

만 유도기 ‘베이디’도 함께 선보인다. 

베이디는 자연분만 산모를 도와 산

모의 자궁내압을 증가시킴으로 보다 

쉽고 빠른 분만을 유도하는 의료기

기다.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7개 대

학병원에서 유효성 및 안정성 테스

트를 마쳤으며, 올해 국내 출시를 앞

두고 있다.

인공관절 수술로봇 신제품 ‘티솔루션 원’ 최초 공개

큐렉소  Hall C  C451

2017
KIMES

2017
KIMES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대표·

노현태)는 KIMES 2017에서 케어

스트림 ‘OnSight 3D Extremity 

System’을 선보인다. 

‘OnSight  3D Extremity 

System’은 식약처 허가 단계 중에 

있으며, 정형

외과, 영상의

학과와 병원

을 위한 사지

용 국소부위

의 단층면 영

상을 얻는 시

스템으로 3D 

고 해 상 도 의 

이미지를 제

공한다. 또한 차폐실 인테리어 및 추

가 전기 증설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설치의 용이함과 비용 효율성의 장

점이 있다. 

이외에 DRX-Plus 디텍터와 

DRX-Revolution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DRX Plus Detector는 

더 높은 DQE 지원으로 조사량을 

낮추면서도 이미지 품질을 높인 제

품이다. 액체 저항성 및 IEC 표준 

60529 에 대한 IPX 레벨 7 수준 획

득으로 30분 동안 수중 1m의 방수 

기능을 자랑한다. 

DRX 제품군의 이미징 솔루션은 

모두 탁월한 X-Factor 무선 디텍

터  플 랫 폼

에  기 반 을 

두 고  설 계

됐다. 이에 

동 일 한  디

텍 터 가  전

체 DRX 제

품 군 에 서 

원 활 하 게 

작 동 해  기

존 장비와도 호환이 되며, 기존 시스

템 또한 쉽고 저렴하게 전환, 교체, 

확장이 가능하다.

케 어 스 트 림 은  D R  솔 루 션

뿐 만  아 니 라  C R ( C o m p u t e d 

Radiolography) 솔루션에 관한 정

보도 함께 제공해 CR 시스템 구매

의 최적의 기회와 최고의 혜택을 제

공할 예정이다.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  Hall C  C440
사지용 국소부위 단층면 영상 3D 시스템 전시

제이피아이헬스케어(대표·김진

국)는 KIMES 2017에서 X-ray 시

스템의 핵심 부품인 ‘엑스레이 그리

드(X-ray Grid)’를 선보인다.

‘엑스레이 그리드(X-ray Grid)’는 

의료진단용 X-선이 인체를 통과할 

때 X-ray 

산란이 일어

날 때, 이 산

란선을 흡수

하고 그 외 

X-선을 통

과시켜 필름

이나 디텍터

에 좋은 영

상을 전달해 

환자 진단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는 X-ray 시

스템의 핵심부품이다.

X-ray의 경우 두께가 10cm 이

상 정도가 되는 피사체를 통과하면

서 많은 산란선을 발생시키기 때문

에 Grid는 엑스선 장비에 꼭 들어가

야 할 필수부품이다.

제이피아이헬스케어는 기존 아날

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변화된 

‘의료기기 디지털화’ 시대에 발맞춰 

최첨단 Grid를 지속적으로 개발하

고 있다. 

또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유방

암진단용 엑스레이 분야에도 최적

화 된  전 용 

Grid를 새로

운 제조공법

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특 히 ,  이 

분야의 다음 

세대 제품인 

3차원 엑스

선 진단장비

에도 부합되

는 Grid 개발도 이미 성공적으로 마

친 상태다. 

제이피아이헬스케어는 Grid 부품 

분야에서 약 30년간 축적된 노하우

와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GE 헬

스케어, 지멘스헬스케어 등 글로벌

리더 회사에 Grid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제이피아이헬스케어  Hall C  C520
의료기기 디지털화 시대 이끄는 최첨단 Grid 개발

 

비멤스(대표·주경석)는 KIMES 

2017에 참가해 프리미엄 디지털 맘

모그라피를 전시하고 KIMES 프로

모션을 진행한다.

프리미엄 디지털 맘모그라피 

‘Pinkview-DR PLUS’는 고성능의 

X-ray 튜브와 필터를 조합했고 24

×30cm 사이즈의 대면적 디텍터를 

적용했다. 

비멤스의 특허기술인 자동표준

위치잡기(Automatic Standard 

Positioning)를 장착, 대형병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보급형 디

지털 맘모그라피 

‘Pinkview-DR 

Pro’는 KIMES 프

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고성

능 직접방식 디텍

터를 적용해 우수

한 디지털 영상 획

득이 가능하다. 18

×26cm 사이즈의 광면적 구현으

로 한국 여성의 서구화된 체형변화

에 따른 모자이크 촬영의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유방촬영이 많지 않

은 병원에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기기를 사용 가능토록 해 디지털 

맘모그라피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날로그 맘모그라피, 

디지털 이동형 엑스레이기기, 치과

용 이동형 엑스레이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멤스  Hall C  C620
꾸준한 연구개발로 디지털 맘모그라피 제품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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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의료기기 시장 동향

베네수엘라는 세계 10위 남미 최대 

산유국으로 2014년도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일반 인프라 투자환경 악

화 및 개발 부족으로 인해, 최근 정부

는 고액권 화폐를 유통하는 등 침체된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혁

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시장 또한 전

략적 분야로 주목하고 있으며, 의료기

관의 신규 개설·확대, 정부 재정 지

출에 의한 경제 성장 등을 기대하고 

있다. 쿠바, 중국과는 자원협력외교를 

통해 원유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또

는 현물을 제공받는 형태를 교역이 활

발하다.

의료기기는 대표적인 베네수엘라 

정부의 특혜환율(Cencoex) 적용품목 

중 한 분야지만 외환 통제로 인한 제

한으로 2011년 이후 수입이 감소했

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근 국

가에서 치과치료와 성형수술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이다.

베네수엘라 의료기기 시장은 2015

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성장률

(CAGR)이 현지 통화로 46.4%, 달러

로 13.7%를 기록해, 2020년까지 4

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속적인 통화 약세로 인해 2017년도

는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시장 전망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기

기에 대한 1인 투자비용이 높은 나라

로, 인구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의료분

야의 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전

망이다. 의료시설은 종합 병원, 소규모 

병원, 의원 등 다양하며 비교적 진료수

준도 높은 편이나, 국공립 의료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제때에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성인성 질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최

근에는 당뇨에 의한 질병 사망자가 크

게 증가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도 

이를 주요한 공중보건 과제로 다뤄 ‘내

분비-신진대사 보건 프로그램’을 추

진,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치료와 관련 

자가진단장비의 공급도 진행하고 있

다. 주요 보건 전략은 무료 보건 서비

스를 확대·통합하고, 영유아 사망률

을 낮추며, 질병 예방 및 통제 강화를 

통한 약물 소비 예방 등 치료와 재활 제

공을 목적으로 한다.

자국 내 의료기기 제조가 실질적으

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하고 있으며,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체온계 등 자가진단 장비에 대한 관심

이 꾸준히 높게 나타난다.

한국(대 베네수엘라) 의료기기 수출 현황

대부분 의료기기는 현지 생산이 거

의 없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의 외화 부족으로 인해 정식 수입이 아

닌 국경지대의 밀수입이나 핸드캐리를 

통한 무관세통관 등의 방법으로 장비

를 운

반하는 

사례도 발

생하고 있다.

베 네 수 엘 라 의 

의료기기 수입시장은 

50% 이상을 미국이 차지

하고 있으며, 중국, 독일 및 

파나마에 의존적이다. 한국

은 일본에 이어 18위를 기록

하고 있다. 한국 의료기기의 수

출실적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그다

지 높지 않으나,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을 높이 평가해 꾸준히 관심을 보

이고 있다.

한국에서 베네수엘라로 수출하는 

주요 의료기기 품목은 2015년도 기

준 주사기(27.39%), 면역화학검사시

약(15.98%),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

(13.12%), 의료용전극(9.47%), 디지

털엑스선촬영장치(6.69)가 상위 그룹

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기 규제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주보건기구

(OPS)와 같은 기본적인 보건규칙을 

바탕으로 하며, 의료기기에 대한 표

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따라왔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

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5개국과 

함께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에 가입

되어 있으나, 아직 회원국 간에 의료

기기 등록에 관한 기술규정이 단일화

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

가에서 사용 중인 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베네수엘라는 2015년도 5월에 의료

기기 등록을 위한 허가관련 규정을 발

표, 의료기기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

이며 유효기간 내 1회 연장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등록 신청 시 전자 문서 형식으로 서

류 제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미 FDA 또

는 EU(CE 마크) 승인을 획득한 제품

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등

록이 가능하다. 제조 국가에서 획득

한 자유판매증명서(FSC, Free Sale 

Certificate) 및 외국 정부의 허가증

명서(CFG, Certificate to Foreign 

Government)가 있어야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다. 인증서에는 특정 제품 번

호의 제품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

조 현장 식별 후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

하다. 

베네수엘라는 공식적으로 유통 이

후에는 사후관리를 시행하지 않기 때

문에 시판 전 평가, 제조관리 및 마케

팅 관리를 통해 시장 진입 통제를 규제

한다.

의료기기 등록

베네수엘라의 의료기기 시장에 진

입하기 위해서는 보건부(MPPS, 

Min i s t ry  o f  Hea l th )  산하의 

OICEMP(Office of Registration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베네수엘라

and Control for Medical and 

Para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에 반드시 의료기기 등록을 

해야 한다. OICEMP에서는 의료기기 

및 치과 장비의 등록 규제에 대해 관리 

감독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SACS(Servicio 

A u t ó n o m o  d e  C o n t r a l o r í a 

S a n i t a r i a ) 에 서  국 가 위 생 등 록

(Registro Sanitario Nacional) 발행

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기기 및 시스템 등은 수

입 여부와 관계없이 OICEMP에 등

록해야 하며, 다만 공인기관에서 시

험용으로 수입하거나 연구목적의 경

우 등 일부의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입 제품의 경우, MPPS는 베네수

엘라 세관과 협력해 현지 시장에서 실

제로 판매되기 전에 장비의 원산지 및 

사양을 확인한다. 일회용 품목을 비

롯해 모든 수입 의료 장비 및 용품은 

MPPS에 등록되기 전에 세관 검사를 

받는다.

국가위생등록을 위해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실제적으로 검토 기간은 6개

월 ~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GMP 심사

의 경우 베네수엘라 자체의 표준 기준

은 없으나 ISO 13485 또는 ISO 9001

을 따르며, 제조 국가의 품질관리 증명

서가 필요하다. 

보건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등록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

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모든 서류

는 스페인어로 작성돼야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검토를 통해 탈락시킬 수 

있다.

라벨 또한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하

며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의 이름 △원산지 △제조

업체명 △수입업자의 주소 △제조년

월일 △제조모델명 △유통기한 △무

균처리표시(해당 시) △보관방법 △사

용목적 △경고표시기호 △사용자지침 

△리퍼제품구분(해당 시)

의료기기 등급 분류

베네수엘라에서는 위험에 따른 의

료기기 전체의 ‘등급 분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장

비의 경우에는 의료행위 구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의료기기 등록 시 유의사항

베네수엘라에서는 의료기관이 의료

기기를 구입할 때, 가격이나 품질 등 일

반적 요인뿐만 아니라 A/S 관리를 위

해 부품 조달의 용이함을 이유로 비교

적 유명한 업체의 기기를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환율관리를 

위한 외화 조달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

며, 부패한 관료주의에 따라 규제관리

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의료기기

를 제조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정부

에 ‘공업 프로젝트 등록(Registro de 

Proyecto Industrial)’을 해야 한다. 

프로젝트 등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업정책 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사항으로, 세관에서의 보호, 기술지원, 

금융의 지원, 원료 및 투입재의 수입관

세 및 법인소득세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리·협회 산업정책연구부 

※ 출처 

1. BMI, Venezuela Medical Devices Report Q1 
    2017
2. 식약처, 2015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3. KOTRA, 해외시장뉴스 

4. 일본무역진흥기구, 의료기기 시장조사 보고서

5. SACS, www.sacs.gob.ve/site/
6.  SACS, REQUISITOS PARA SOLICITUD DE 

REGISTRO SANITARIO Y/O RENOVACIÓON

수 도 : 카라카스

언 어 : 에스파냐어

면 적 : 약 91만㎢ (한반도의 4.13배)

인 구 : 약 2,927만명 (세계 44위)

GDP : 약 3,337억 1,500만 달러 (세계 32위)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 등급>

등급 구분

Ⅰ 원격 치료, 근접 방사선 요법, 방사선 요법, 치료 핵의학 등

Ⅱ 진단 핵의학, 단층 촬영, 유방 촬영, 형광 투시법 등

Ⅲ 방사선 진단, 골밀도 측정, 치과용 파노라마 X선 촬영 등

Ⅳ 방사 면역 분석, 치과용 X선 촬영 등

<2015년 한국(대 베네수엘라) 수출 품목 현황>

(단위 : 달러, %) 

순위 한글품명 수출금액 비중

1 주사기 387,411 27.39

2 면역화학검사시약 225,984 15.98

3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 185,600 13.12

4 의료용전극 133,940 9.47

5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94,590 6.69

한국(대 베네수엘라) 수출 합계 1,414,484 100

전체 수출 2,710,714,890 -

출처 : 식약처, 2015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의료기기 등록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1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8 부품 및 원재료 목록

2 법정 대리인의 등록 내용증명 9 라벨 및 사용설명서

3 등록갱신을 위한 원본 등록증 사본 10 포장재

4 스페인어로 번역된 자유판매증명서 11 품질관리 시험성적서

5 스페인어로 번역된 GMP 증명서 12 안전성평가 시험성적서

6 제조자가 발행한 제품 판매 허가서 13 임상시험 성적서

7 최종 제품 도면 14 스페인어로 번역된 제품브로슈어

경제위기를 진출기회로,

자가진단장비 시장 공략 

<베네수엘라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0-2020>

의료기기
등록규정

의료기기
등록규정

출처 : BMI, Venezuela Medical Devices Report Q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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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필요한 이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정

부는 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

은 노력을 보여 왔다. 대부

분 수입에 의존해 오던 의료

기기산업에서 국내 제조업체

의 연구개발과 국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적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의료

기기산업은 헬스케어산업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허

가 및 품질관리, 한국보건의

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인증, 보건복지부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 건강보험 급여 및 가격 결

정이라는 크게 세 가지 분야

의 규제적 절차를 통과해야

만 의료기기가 헬스케어시장

에 진입할 수 있다. 

국가 간의 일부 차이는 있

겠으나 이와 같은 규제적 절

차는 대다수 국가에서 운영

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의료기기 인허가와 품질관

리의 경우 제도의 국제조화

(Global harmonization)가 

상당히 이뤄진 반면, 의료기

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부분

에 있어서는 국제 조화가 미

진한 상태이다. 이는 국가별

로 상이한 건강보험 제도 운

영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규

모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헬

스케어산업의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산업은 혁신주

도형(innovation-driven) 

산업으로 매출 대비 높은 

수준(6~12%)의 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R&D) 투자를 통해 빠른 신기

술 제품의 시장 출시가 이뤄

진다. 통상 기업별로 3년 내 

출시한 신제품이 기업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으

며, 일부 혁신적 기업의 경우 

이 비율은 2/3를 훌쩍 넘어선

다. 이는 의료기기의 특성인 

짧은 생명주기(life-cycle)와 

끊임없이 이뤄지는 제품 혁신

(reiterative innovation)에 

기인한다. 결국 의료기기산

업에서 성공적인 기업의 핵심 

역량은 규제적 절차를 준수하

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제품

을 출시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 및 정책 목적을 뒷받

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

한 과학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방법, 도구, 접근방식과 기타 

관련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학 분야를 ‘규제

과학(regulatory science)’

이라고 한다. 이런 규제과학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가의 

양성은 의료기기산업에서 매

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부

는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인

식해 현재 2곳의 의료기기특

성화대학원을 선정해 규제과

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 중이

며 추가적인 대학원 신설도 

고려 중에 있다. 규제과학 전

문가 양성은 단시일 내에 이

뤄지지 않으며 정부는 물론 

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한 집

중 투자가 요구된다. 규제과

학 분야는 크게 인허가와 관

련한 각국 인허가 및 품질관

리 제도 이해,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의 이공계 분야의 

학문적 배경, 의료기술평가

와 관련한 의학, 임상연구, 역

학(epidemiology), 통계학, 

그리고 보험급여 제도 관련

한 건강보험법, 의료법, 보건

경제, 보건정책 등에 대한 넓

은 폭과 심층적인 지식과 경

험이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

로 해당 규제 과학분야의 전

문성에 대한 요구도가 커짐

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전문

성과 경험, 통찰력을 갖춘 전

문가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

고 있다. 

세 가지 커다란 규제적 절

차 가운데 국제조화가 가장 

덜 이뤄진 분야가 보험급여 

영역으로 국가별로 제도 및 

규제가 매우 상이할 뿐만 아

니라 복잡성과 규제 요건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직면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

한 요구 급증과 건강보험 재

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건강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규제

를 슬기롭게 극복해 의료기기

를 의료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필요성이 전에 비해 매우 커

졌다. 전 세계적 의료기기시

장의 약 43%를 차지하는 미

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

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 18%를 넘어 수년 후에는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

돼 국가 수준에서 큰 문제점

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다른 분야의 

투자(가령, 교육, 사회간접자

본 등)를 가로막아 전체적인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

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과

거와는 다른 헬스케어시스템

을 제안했는데 이른바 ‘가치

중심헬스케어(Value-Based 

Health Care, VBHC)’라는 

접근방식을 시행해오고 있

다. 과거 의료공급자(의료인 

및 의료기관) 사이의 원활하

지 못한 협력 체계를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건강

보험제도를 변화시켜 의료성

과(Health Outcome)는 높

이고 비용(Cost)은 낮추는 방

식으로 헬스케어시스템을 전

환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는 

규제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한다. 즉, 보험

청구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

료행태 분석 및 개선점 파악,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가치 

중심의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변화된 제도하에서 의

료공급자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정 능력 

등이 요구된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헬스케

어시스템 하에서 건강보험제

도 변화 및 방향에 대한 이해

와 통찰력을 갖춰야만 한다. 

미국의 변화는 유럽연합 국

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

은 영향을 끼치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보건복

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 해외 제도 변화를 주목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은 태

생적으로 수출을 통해서만 국

가경쟁력 및 성장을 끌어낼 

수밖에 없으며 의료기기산업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규제가 

많은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산

업에서 규제를 원활히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규제

과학 전문가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

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의료기기 세평

이 상 수

KMDIA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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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 광고 모집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내의료기기산업 관련 정책수립, 발전방안, 연구, 경영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7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의료기기 생산 수출 수입 실적통계)’을 발행합니다.

이에 회원사 및 의료기기업계의 광고 모집을 희망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감 및 부록 CD 주요 내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소개, 2016 주요사업 성과, 

의료기기 시장 총괄 분석 보고서, 2016년도 의료

기기산업통계, 상위 30위 국가별, 업체별 품목별 

생산·수출입 실적 현황, 통계 및 업체 현황, 의료

기기 허가 가이드라인 등

■기타사항

회원사 혜택 (광고비 20% 할인)

■문     의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

(전화 : 02-596-0848, 이메일 : semin0618@kmdia.or.kr)

KMDIA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 안내
터키·이란·미국·러시아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Expomed Eurasia)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

(Iran Health)

•일자 : 2017. 3. 30(목) ~ 4. 2(일), 4일간
•장소 : 이스탄불, TUYAP FAIR AND CONGRESS CENTER

•한국관 규모 : 144㎡ / 16개 부스

•전시품목 : 의료기기, 소모품, 재활치료용품, 병원장비 등

•전시회 성격 

    - 23년 동안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발칸, CIS, 북아프리카,

       중동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지역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주변 여러 국가의 바이어가 내방, 활발히 참여함

www.expomedistanbul.com

•일자 : 2017. 5. 15(월) ~ 5. 18(목), 4일간
•장소 : 테헤란, Mosalla

•한국관 규모 : 108㎡ / 12개 부스

•전시품목 : 의료기기, 치과장비, 실험기기, 의약품,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물리요법/정형외과기술, 

    병원장비, 건강보조식품, 의료IT시스템 

    및 솔루션, 의료전문도서 및 출판, 의료관광 등

•전시회 성격 :1998년부터 매년 18년간 개최된 

    이란 최대의 의료분야 전시회

www.iranhealthexhibition.org 

“해외 수출의 기회 KMDIA와 

함께 하세요!”

터키 이스탄불:3월 30일~4월 2일

이란 테헤란:5월 15일~5월 18일

미국 시카고:11월 26일~30일

    러시아 모스크바:12월 4일~8일 

신     청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국제협력팀

문     의 : 한지윤 팀장·신해지 팀원

               070-7725-6999, 8730

E-mail :  june@kmdia.or.kr

                haeji@kmdia.or.kr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RSNA)

•일자 : 2017. 11. 26(일) ~ 11. 30(목), 5일간
•장소 : 시카고, McCormick Place Convention Center

•한국관 규모 : 2,000s/f / 12개사 내외(예상)

•전시품목 : 방사선 의료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MRI,

     초음파 기기

•전시회 성격 : 1915년 이래 매년 개최되는 최대 전시회  

    700여개 기업, 6만명 이상이 모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방사선 의료기기 

    업체들의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음

www.rsna.org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ZDRAVOOKHRANENIYE)

•일자 : 2017. 12. 4(월) ~ 12. 8(금), 5일간
•장소 : 모스크바, Expocentre 

•한국관 규모 : 108㎡ / 10개사 내외(예상)

•전시품목 : 의료용 진단 및 분석용 기기, 병원장비, 보건용품,

    병원 소모품 및 재활치료용품 등 의료분야 전 품목

•전시회 성격 : 러시아 및 동유럽 지역 시장 진출에 적합한

    러시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

     - 러시아 수입 의료기기 90%이상 의존하는 시장

     - 제품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시회

                           www.zdravo-exp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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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주요 여정

잎샘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의 끝 달, 시샘달 2월은 다음 계

절을 준비하는 부산함만큼이나 〈표 

1〉의 일정을 가득 메우고 있다. 부산

한 일정 중 지난달 9일에는 국내 의료

기기 허가제품에 대한 ‘글로벌 자동

승인(One-Cycle Approval)’의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

를 개최했다. 글로벌 자동승인(OCA)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료기

기를 다른 나라에서 신속 또는 간편

심사를 통해 인정하거나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동승인하는 제도로 국산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과 공신력의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촉진에도 커다

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논의한 주요 안건은 전문가 협의체의 

구성과 기획연구 사업단 소개, OCA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내용

과 더불어 22명의 위원들이 모여 세

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적 영향력이 있는 거점 국

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싱가포르와 

이집트 등 신속심사(Fast-track) 제

도를 갖는 국가를 대상으로 우선적

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밖에 GMP와 시험성적서의 상호인

정 확대 등을 포함해 OCA 추진의 다

각화방안과 협상대상국에 따른 맞춤

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

다. 그리고 OCA 추진 우선순위 협상

국에 대한 서면조사(~3월)를 실시하

는 연구사업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K-Pharma academy와 개도국 대

상의 교육으로 국내 의료기기의 제도

에 대한 홍보도 지속하기로 했다.

2월 13일에는 서울청에서 성형용필

러의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54명과 

함께 필러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허

가·심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

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성형

용필러의 시장규모와 국내 허가현황

을 공유하고 허가심사 시 발생하는 주

요 보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가이드

라인의 구성내용에 대한 의견과 현장

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특히 

원재료와 제조방법 및 사용목적을 포

함한 심사의뢰서의 작성항목과 첨부

자료, 그리고 성능시험 등 물리·화학

적 특성에 관한 필수시험 항목을 명확

하게 하는 시험규격의 설정항목에 대

한 가이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HA의 함량변경과 원재료에 의

약품 등이 추가됐을 때 임상시험의 필

요여부와 사용목적의 표방과 관련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안내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돼 전체적

인 가이드라인의 구성내용에 반영하

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과정과 성능평

가 등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

하기 위해 이달에는 필러 관련 제조업

체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어서 2월 16일에는 의료기기의 

원재료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협의

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원재료

의 작성가이드라인의 구성내용을 논

의하고 실제로 원재료의 작성에서 발

생하는 애로사항의 청취와 함께 이미 

마련된 원재료에 대한 자사규격의 작

성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설명했다. 

원재료 작성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기로 한

정해 구성(전자의료기기는 제외)하고 

내용의 구성은 자사규격뿐만 아니라 

규정에서 요구하는 원재료 표의 각 항

목에 대한 작성사항도 포함하기로 했

다. 또한 각 원재료의 작성항목에 대

한 애로사항과 더불어 추가적인 의견

을 2월 말까지 수렴해 다음 회의에서 

초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2월 27일에는 전기수술기용

전극에 대한 품목의 재분류와 성능평

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개

최했다. 다시금 이번 협의체의 추진

배경과 일정을 공유하고 용역연구사

업과 심혈관기기분과의 논의사항에 

대한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

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품목 재분

류의 추진방법과 역할분담에 대해서

도 논의하고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소통의 일정이 되도록 

기약했다.

3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시샘달에 이어 3월의 물오름달도 

역동적으로 시작하는 정형재활기기

과는 〈표 2〉의 분주한 일정으로 봄맞

이를 준비하고 있다. ‘제3차 국제 의

료기기 소통포럼(MDCF)’의 포럼 주

제, 프로그램(안), 국내외 연자 선정

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2차)

(3.14)를 시작으로 성형용필러의 기

능적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3.22)와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

료기기의 전문협의체(3.23)를 계획

하고 있다. 의료기기 원재료 자사규

격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

문협의체도 2차 회의(3.24)를 통해 

원재료 자사규격 작성 가이드라인

(안)을 확정하고 정형재활기기분과 

간담회(3.24)를 개최해 정형분과 추

진 업무계획 공유 및 건의사항 등 의

견수렴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간담

회(3.16)를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 청

취와 의료용내시경과 창상피복재의 

품목재분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창

상피복재의 기술문서심사 시 품목분

류에 대한 애로사항과 평가방안을 공

유하기 위한 기술문서심사기관과의 

간담회(3.21)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

울러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

체 제2차 회의(3.21)도 준비해 치과

재료의 허가·인증·신고 종합안내

서의 마련을 위해 허가심사규정의 

조문 해설과 예시 등을 포함한 작성

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려고 한다. 또

한 심혈관기기과와 첨단의료기기과

에서도 지난달에 이어 전기수술기용

전극(3.22)과 사이버보안(3.23), 인

공지능(AI)기반 임상결정지원시스템

(CDSS)의 임상 유효성 평가(3.28)에 

대한 전문협의체를 준비하고 있어 봄

볕의 성화에 모두가 물오름으로 가득

하다.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3주(3.13~3.17)
○ ‘제3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을 위한 운영위원회(2차)(3.14)
○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3.16)

4주(3.20~3.24)

○ 기술문서심사기관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3.21)
○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5차)(3.21)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2차)(3.21)
○ 성형용 필러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방안 마련 협의체(3.22)
○ 전기수술기용전극의 품목재분류 및 성능평가 방안 마련 전문협의체(2차)(3.22)
○ 네트워크 기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전문협의체(3.23) 
○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협의체
    (2차)(3.23)
○ 원재료 자사규격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협의체(2차)(3.24)
○ 정형재활기기분과 간담회(3.24)

5주(3.27~3.31) ○인공지능기반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의료기기 관련 전문가협의체(11차)(3.28) 

〈표 2〉 3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2월 3일
○ 식약처-심평원 정기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의회
 - ’17년도 창상피복재 관련 업무계획 공유 및 품목분류 방안 논의

서울청 54명

2월 7일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간담회
 - 민간위탁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사항 및 발전방안 논의 등

서울청 8명

2월 9일
○ 글로벌 자동승인(One-Cycle Approval) 추진 민관협의체
 - One-Cycle Approval 주요추진계획 공유 및 전문위원별 역할 등 논의 

연세세브
란스빌딩

22명

2월 13일
○ 성형용필러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방안 마련협의체
 - 최근 5년간 신문고, 민원 보완사항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논의 등

서울청 54명

2월 14일
○ ‘제3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을 위한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15명) 및 운영방안 설명 등 

LW
컨벤션

22명

2월 15일
○ 다기관협력을 통한 허가도우미 전문협의체(9차)
 - 각 기관별 운영결과 공유 및 신청업체별 신속제품화 지원방안 등 논의

서울역 12명

2월 16일
○ 원재료 자사규격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 협의체
 - 기 허가 제품의 원재료 규격 작성 현황, 애로사항 등 논의

서울역 11명

2월 17일
○ 심혈관기기분과 혈관용스텐트 소분과 간담회
 - ’17년 스텐트소분과 주요활동목표와 활동계획 및 설명회 일정 수립

정보기술
지원센터

12명

2월 20일
○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안전사용 현장홍보 관련 협회회의(2차)
 - 1차 회의의 협회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최종 홍보계획 수립

연구심사동 
222-1호

6명

2월 21일

○ 개인용요화학분석기 안전사용 홍보 리플릿 마련 전문가 회의
 - 소변측정방법, 보관조건, 결과확인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논의

서울역 6명

○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전문협의체
 - 기본운영계획, 가이드라인의 범위, 구성내용 및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

연세세브
란스빌딩

16명

2월 27일

○ ’17년도 제1차 치과재료 업계 간담회 
 - ’17년도 구강소화기기과 업무계획 안내 및 업계건의 및 애로사항 논의

서울역 8명

○ 전기수술기용전극의 품목재분류 및 성능평가 방안 마련 전문협의체
 - 과제 추진배경 및 일정공유, 품목 재분류 추진방안 논의

서울역 13명

2월 28일
○ 인공지능기반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협의체(제10차)
 - 관련 허가심사가이드라인(안)의 외부 의견 검토 등 

서울역 20명

<표 1> 2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글로벌 자동승인(OCA)’을 위한 힘찬 발걸음 내디뎌

호주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메

디케어(Medicare)를 통해 호주 시민

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병원은 공공병원

과 민간병원으로 구분되는데 공공병

원에서 메디케어 환자로서 진료받는 

서비스는 메디케어에 의해 무료로 보

장된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는 민간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통해 보장된다. 민간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보충적 기능

을 수행하고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공공병원에서 민간환자(선택진료)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 메디케어가 보

장하는 않는 비급여 서비스 부분을 

보장한다. 

진료비 지불제도로는 병원 형태에 

따라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적

용되고 있으며, 질병군 분류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우수하여 유럽 및 아시아 

등 여러 국가가 호주의 질병군 분류 시

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이에 호주의 포

괄수가제에 대해 소개한다. 

활동기반재정지원(Act iv i t y-Based 

Funding, ABF) 지불방식

개인의원 및 민간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행위별수가를 통해 보상

되며 공공병원은 총액예산제하에 포괄

수가제(Austrian Refined Diagnosis 

Related Groups, AR-DRG)를 적용

받는다. 

병원별 총액은 주 정부와 병원이 협

상하고 AR-DRG 는 총액예산제하에

서 지불목적이 아닌 예산 배분을 목적

으로 활용된다. 여타의 질병군 분류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질병군 분류 또한 

임상적 유사성과 자원소모의 유사성

을 고려해 동질한 그룹으로 분류한다. 

1992년 527개로 분류된 DRG가 최

초로 적용됐으며, 2016년부터는 807

개 질병군으로 분류된 AR-DRG 8.0 

version이 사용되고 있다.1)

호주는 6개의 주 정부와 2개의 직할 

자치주 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재정과 자체 지방세 등을 조달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재정을 협상

한다. 

따라서 주마다 각각의 의료정책이 

상이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형태

가 달라 병원평가 및 운영개선에 한계

가 있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

는 재정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

려웠다. 

이에 공공병원 서비스에 대한 연

방부담률을 높이고 병원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기반재정지원

(Activity-Based Funding, ABF)을 

시행하게 됐다. ABF는 2011년 체결

된 호주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일환인 

국민건강개혁협약(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 NHRA)에 의해 

실행되는 국가차원의 통일된 지불제도

로써 2012년 7월 1일부터 모든 주에 

동일한 체계의 지불제도로 시행돼 오

고 있다.2) 의료기관은 ABF를 통해 주  

정부를 거치지 않고 연방정부에서 사

전에 정해진 가격에 따라 제공한 서비

스를 보상받는다. 

원가수집과 국가효율 가격(National 

Efficient Price, NEP) 결정

ABF 지불을 위한 분류체계 개발 및 

국가효율 가격(National Efficient 

Price, NEP) 결정을 담당하는 독립

병원가격결정기구(Independent 

Hospital Pricing Authority, IHPA)

는 지불 정확성 및 연방 자금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으며, 연방정부

의 재원으로 운영되지만 법적으로 독

립된 기구로 활동한다.

질병군 분류 결정은 호주보건서비스

연구소(Australian Health Services 

Research Institute, AHSRI)가 질병

군 분류의 임상 및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수행한 후 분석 데이터

를 IHPA 에 제출하면 IHPA 내의 임

상환자구성위원회 자문을 통해 이사회 

승인 후 최종 결정된다.3)

ABF 지불 기준인 NEP는 병원원가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병원은 주 

정부에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주 정부

가 병원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치면 이를 IHPA에 제출한다. 제공된 

병원자료는 기준에 부합되는지 IHPA

가 재검증한다. 수집 및 검증된 데이터

는 NEP 결정에 활용된다<그림 1>. 

공공병원은 주 정부에 의무적으로 

원가자료를 제출하며, 이는 전체 입원

환자의 60% 이상에 해당한다. 원가자

료 제출에 대한 특정 인센티브는 없으

나 병원은 수집된 원가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원가분석 결과 공유를 통

해 병원 운영 효율화에 활용한다. 

시사점

호주는 체계적인 질병군 분류 및 개

발을 위해 환자분류체계 전담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입원 환자의 60% 이상을 

다루는 공공병원에서 수집된 원가자료

를 독립된 기구가 수집하고 검증해 이

를 수가에 반영하는 등 지불제도의 정

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매년 

수집되는 병원 원가자료는 질병군 분

류에 활용되고 3년 내에 실제 수가에 

반영돼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소모자

원 변화 요인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한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요양기관마다 상

이하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적정하

게 보상해 질병군 진료에 있어 가장 효

율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

록 유도함과 동시에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호주의 독립된 전문기관을 통한 질

병군 분류 및 원가기반 수가반영은 포

괄수가 운영의 투명성과 지불적정성을 

높인다. 

 포괄수가제도-(6)호주

포괄수가제, 질병군에 따라 적정보상체계 필요
호주, 독립 전문기관·연구소 통해 지불제도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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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EP 결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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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지원부 - 기획관리팀, 재정운영팀

■  KMDIA 사무실 및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진행
○  예정기간 : 02.11(토)~03.31(금)

   ▶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7.02.28)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7년 905 198 160 379 737 166 2

2016년 898 197 159 375 731 165 2

증감 7 1 1 4 6 1 0

■  [인력개발원] 2016년 CHAMP 사업 파트너 훈련센터 회계감사 현장정산 회의(02.01)
■  [인력개발원] 2017년도 파트너훈련센터 사업계획 제출(02.08)
■  [KMDIA] 2017년도 CHAMP 교육 상반기 교육일정 안내(02.03)

■  [식약처] 국내 의료기기 허가제품의 글로벌 자동승인(One-Cycle Approval) 추
진 협의체 1차 회의(02.09)

○  주요내용 : 글로벌 자동승인 관련 개요 설명 연구사업 소개, 협체 운영 방안 논의

■  [KOTRA] 코트라 의료바이오팀 협회 방문(02.10)
○  주요내용 : 의료바이오팀 사업 계획 공유 및 협업 사항 논의

■  [한국이앤엑스] KIMES 전시회 업무협의(02.13)

■  [KMDIA-주한벨기에대사관] 의료기기관련 업무협의(02.15)
○  주요내용 : 6월 벨기에 경제사절단 한국 방문 관련 협업 사항 논의

■  [코트라]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참석(02.17)
○  주요내용 : 해외 신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  [한국이엔엑스] KIMES 2017 정부포상 계획 업무 협의(02.20, 27)

■  [KMDIA-이스라엘재단] MED in ISRAEL 참관단 사전 간담회(02.20)
○  주요내용 : MED in ISRAEL 참관 관련 세부 일정 안내/이스라엘 의료기기 시장 소개

■  [KMDIA] 미국스탠퍼드연구소(SRI) 의료기기개발 교류 및 협력 MOU 체결(02.21)
■  제18회 KMDIA 정기총회 개최(02.22)

■  [진흥원] 사우디 식품의약청 방문에 따른 애로사항 조사(02.17)
○  주요내용 : 국내 기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요청사항에 대한 수요 조사

■  [식약처] 이스라엘 의료기기 수출시장 및 업계 애로사항 조사(02.24) 
○  주요내용 

  -  국내 제조사 중 이스라엘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및 품목 수요조사

  -  이스라엘 수출시 애로사항/이스라엘 제조사에 대한 국내 업계의 인식 및 선호도

   ▶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제4차 회의(02.03)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논의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정안 논의

   -  공급내역 보고 항목 중 ‘공급금액’, ‘공급단가’ 항목 논의

■  [식약처] 체외진단제품법(가칭) 제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02.07)
○  주요내용

  -  체외진단제품법 제정을 위한 식약처 업무계획 설명

  -  법의 역할 및 업계가 지원해야 할 부분 명확화 요청(산업진흥)

  -  법 제정에 따른 타 법 개정 또는 유예기간 적용 제안

  -  신개발 의료기기를 위한 검체확보 등 지원방안 마련 요청

■  [식약처] 의료기기 변경허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간담회(02.09)

■  [식약처] 의료기기 소통포럼 준비를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02.14)
○  주요내용

   -  제3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5.24, 수) 준비와 운영위원 위촉

   -  규제당국자(미국, 러시아, 브라질) 초청 예정

   -  희소의료기기 관리방안, 해외 규제당국의 허가심사 요구사항 등 아젠다 논의

■  [산업기술시험원]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 구축 제1차 운영위
원회(02.15)

○  주요내용 

  -  운영위원 위촉 및 1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  운영규정(안) 및 1차년도 구축 장비 도입 심의 등

■  [식약처] 민관국제협력팀 WG2(체외진단분야) 2차 회의(02.16)
○  주요내용 :  AHWP 상정 신규 가이드라인 발굴 계획 논의

■  [식약처] 의료기기 분야 안전관리 체계 개편 간담회(02.17)
○  주요내용 : 식약처 자체 TF운영으로 의료기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장 초청 간담회(02.23)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제도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논의

■  [식약처] ‘제3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제안서 기술평가 회의(02.23)

■  [환경부] 수은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의료기기분야 정보 자문 검토(02.01)
○  주요내용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의 요청사항으로 각 수은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은정

보 제공, 수은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하는 수은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문

■  [식약처] 의료기기 GMP 서류검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추천(02.03)
○  주요내용 : 의료기기 GMP 심사 시 업체의 인력, 시간 및 비용 등에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

해 도입·운영하고 있는 서류검토 제도와 관련해 제출 서류 및 검토 범위 등 GMP 서류검토

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식약처] 의료기기 변경허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회신 및 
개선의견 제출(02.06)

○  주요내용 

   -  경미한 변경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변경허가 관련 제도 개선의견 제출

   -  기 허가 인증사항에서의 오기 수정 경우 및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기능 추가 없이 기 허

가·인증사항에서 결함(버그) 제고에 따른 버전 변경 등

■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02.07)
○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법률 근거가 마련된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를 지정 및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

편, 부작용 발생 등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입법예고

■  [법규위원회] 허가심사 등 애로사항 및 의견 조사(02.09)
○  주요내용 : 허가심사 등 의료기기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황파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자 회원사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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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체외진단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위원 추천(02.10)
○  주요내용 :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허가 및 관리체계를 마련

■  [동국대] 1등급 의료기기 품목의 기준 규격 17년도 개발 대상 품목 리스트 안내(02.20)

■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전문가 추천(02.24)
○  주요내용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및 국제표준에 대한 조

사·검토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 식약처 소관의 국가표준 분야에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KMDIA 회원사 및 업계 대상 규제개선 관련 의견 
수렴 및 간담회 개최 안내(02.24)

○  간담회 일시/장소 : 2017. 04. 18(화) 14:00 / 협회 대회의실

■  [국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발의 안내(02.24)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품질관리체계 의무 위반 시 처벌을 내리도록 명시화

■  [국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진행경과 확인(02.24)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첨부문서의 제공방법의 인터넷홈페이지 확대

  -  제3차 복지위전체회의에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대안가결’ 의결됨

■  [심평원] 2017년 제2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참석(02.01)
○  주요내용 : 결정(조정)신청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심의(안) 등

■  [심평원] 포괄수가제 개선관련 간담회(02.07)
○  주요내용 

  -  포괄수가제 개편관련 검토 경과 및 계획 공유

  -  포괄수가제 내 신의료기술 포함 혁신 의료기기의 합리적인 보상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논의

  -  포괄수가제 내 선별급여 제품에 대한 행위별 수가와 형평성 맞는 보상 및 검토 기전 신설 논의 

■  [보험위원회] 보험전략기획위원회 회의(02.15)
○ 주요내용

  -  임산부·신생아 및 노인 보자성 강화를 위한 TFT 신설

  -  KMDIA-NECA 소통채널 강화를 위한 워크숍(반기별 2회) 및 간담회 (분기별 1회) 추진

  -  건강보험제도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복지부 방문 예정 등

■  [KMDIA-NECA] 소통강화 방안마련을 위한 간담회(02.24)
○  참석자 : 황휘 회장, 홍순욱 부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NECA 이영성 원장, 김석현 본부장

○  주요내용 

  -  산업계의 NECA 업무 및 활동에 대한 홍보 요청

  -  각종 행사시 NECA와 업무 협조에 대한 논의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관련 산업계 불만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CEO간담회 개최 논의 등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02.13)
○  주요내용 : 선별급여 조건추가 조항 신설, 보상가격제도에서 세부기준을 통한 상한액 고시, 

조문 수정 등을 제안하는 의견서 제출

■  [건보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출(02.24)
○  주요내용 : 2014~18년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계획에는 없으나 시급하게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항목 발굴 및 새로운 2019~23년도 중기보장성 계획 수립을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접수를 받은 결과, 9개 회원사의 15개 제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함

■  [KMDIA-NECA] CEO 간담회 개최 수요조사 및 애로사항 의견요청 안내(02.28)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절차 전주기의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와 

NECA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지원서비스 및 민원절차 등 산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

을 도출하기 위해 NECA 원장과의 간담회 참석자 및 애로사항 조사

   ▶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업무
(기준 : 2017.02.28)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83 8 - 32 123 447 7,468 8,038

 ■  [식약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무협의체 Kick-off 
회의(02.23)

○  주요내용

  -  부작용 위해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 협업 및 신속 대처방안

  -  수입자·대리점·의료기관(사용자)의 의료기기 관리번호 일원화 방안

  -  추적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사후 UDI System에 적용 및 활용 방안

■  제5, 6, 7, 8차 광고사전심의위원회(온라인 심의) 개최(02.02, 08, 15, 22)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7.02.28)

구분 처리 2017년

제1차~제4차

승인 76

309 689조건부 승인
230

미승인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213

309 527
불이행 96

※ 2017년 : 2017.01.01 ~ 2017.02.28 기간 중 전체 처리 건수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시스템 고도화 구축(17.01.23~02.10)
○  주요내용 

  -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접수현황 공개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 고시에 따른 광고사전심의 홈페이지 개선

■  제2차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개최(02.10)
○  주요내용 :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및 교육

훈련 심의, 사전·사후 신고사항 등 483건 결과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제출(02.23)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86호, 

2015.1.5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

   ▶  산업정책연구부 - 미래전략연구팀, 정보분석팀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 지원기관 진도점검회의(02.08)

■  [특허청] 2016년 의료기기 특허 DB 자료 안내(02.08)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DB화 결과보고(’16년 하반기)

  -  의료기기 특허분류 연계표 및 의료기기 특허출원등록 동향(14개 카테고리) 등

■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기술교류회(02.15)
○  배경/목적 : 중소·벤처기업인과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기관 관계자들에게 기술거래·

사업화 성공 사례 및 후속연계 지원 사업을 공유해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관리 사업 대형과제 착수보고회 참석(02.15)
■  [특허청] 2017년 의료기기 IP협의체 정기총회(02.1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국내 의료기기 기업 간 협력 수요 사례조사 관련 
회의(02.16)

○  주요내용

  -  협력 사례 및 수요조사 설문지 관련 논의

  -  국내기업-글로벌기업 간 협력 지원 방안 논의

  -  BIO KOREA 포럼 업무 지원 관련 논의

■  [KOTRA] 의료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평가위원회(02.17)
○  주요내용 : 의료산업 수출유망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선도기업 육성사업(의료산

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

■  [산업발전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및 실무회의(02.21, 23)
○  주요내용

  -  2016년 사업성과 보고 및 2017년 사업계획 소개

  -  산업발전위원회와 진흥원 협업 연구사업 관련 설명회 등

■  [식약처] 의료기기 실적보고 업무처리 관련 회의(02.23)
○  주요내용 : 2016년 실적보고 현황보고/데이터 오류검토 추진 일정 협의

■  [미래부] 2017년 인허가코디네이팅센터(지원기관) 워크숍 참석(02.24~25)
○  주요내용

  -  인허가코디네이팅센터(연구지원기관)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  연구지원과제 평가위원회 및 중간점검 평가에 따른 지원계획 마련 회의

   ▶  대변인

■  [홍부위원회-식약처]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안전사용 홍보계획 마련 2차 회의
(02.20)

○  주요내용 

  -  품목별 및 대상별 의료기기안전사용 홍보계획안 마련 논의

  -  협회 이동건강검진 노인/아동 대상 안전교육 일정 논의-5월 예정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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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  보건복지부

◇승진= 고위공무원 △이민원 △박금렬

◇인사= 국장급 △노인정책관 임인택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

원 윤현덕 △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교육훈련 파견 김헌주 △국방대학교(안

보과정) 교육훈련 파견 박금렬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국장급 △식품의약품안전평가

원 의료제품연구부장 보건연구관 서경원

◇교육훈련= 고위공무원단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

과장 김나경 

◇전보= 과장급 △수입식품정책과장 부

이사관 김성곤 △전출 외교부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이윤동 △의료기

기안전국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

진단 TF 기준규격팀장 정면우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

격과장 김영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순환계약품과장 장정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팀장 최기환 △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실험동물자원

과장 정승태 △식품안전정책국 주류안전

정책과장 부이사관 박희옥 △의약품안전

국 마약관리과장 기술서기관 김효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

부 바이오심사조정과장 보건연구관 박윤

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

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보건연

구관 서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

료제품연구부 첨단바이오제품과장 보건

연구관 안치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장 보건연구관 강호일 

최근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

제 표준 기준인 ISO 9001에 많은 변

화가 일어났다. 그 중에도 위험관리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 

새로운 기준이 강조돼 많은 기업이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의료기기

와 같은 보건의료 기술 제조분야에서

는 그동안에 누적된 기술기준의 변화

와 국제 규제 변동사항을 반영해 ISO 

13485(2016) 개정판이 새롭게 도입

됐다. 이 개정판에 따르면 위험관리는 

물론 감염관리를 추가하고 멸균포장

시스템의 멸균 프로세스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행해 왔던 모든 멸균공정의 밸리

데이션과 멸균 및 포장의 유효성 평

가서가 늦어도 강제 규격 적용시한인 

2019년까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

드돼야 국제적 수준의 기술이 확보되

는 긴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국제적

인 흐름을 간파하고 멸균포장시스템

의 맞춤 시험서비스를 실현하는 민간

연구소가 있다. 이미 국내에서 감마

선 멸균으로 잘 알려진 그린피아기술

(주)의 핵심 연구시설인 그린피아기

술(주) 중앙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에

서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는 물론 EO 

가스 멸균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된 기술과 변경된 국제기

준에 맞춰 시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다. 고객에게 한발 빠른 선제적 서비

스를 핵심가치로 내걸고 국내 의료기

기 및 보건의료기술 산업 분야에 전

문 연구진이 포진하고 있다. 국내 수

많은 보건의료 기업들은 물론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감마선 조사 시료 위탁

시험뿐만 아니라 대외 수출 품목의 

멸균 및 포장 밸리데이션 시험을 국

내 최초로 제공해 국내 기업들의 대

외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제조업 지원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린피아기술(주)(www.greenpia 

tech.com)는 1987년에 국내 최초

로 산업적 감마선 멸균기술을 시작

한 국내 최대의 종합 멸균전문기업

이다. 현재 경기도 여주에 대단위 감

마선 조사시설과 대용량 E.O 멸균기

와 10MeV 산업용 전자선을 가동하

고 각종 멸균관련 식별도구인 인디케

이터(생물학적 지시계:BI, 화학적 지

시계:CI)와 멸균 및 포장 시험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

터 한국인정기구(KOLAS)와 국제시

험소인정기구 (ILAC)를 인정받아 세

계 71개국 86개 인정기구에서 상호

인정협정(MRA)으로 신뢰받는 국제 

수준의 시험능력과 기술력을 확보하

고 생균수(Bioburden)시험, 무균시

험, 세포독성시험, Endotoxin 시험, 

등 생물학적 시험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인 PSL/TL 분석, ESR 및 

GC/MS 분석업무도 제공하고 있다. 

방사선 연구 분야에 최고의 연구진이 

집결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

선과학연구소와 공조하며 감마선으

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소재 개발이나 

고객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우선적으

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각종 의료기

기의 재질 분석 및 포장에 관한 연구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그린피아기술(주) 중앙연구소 임원 

및 연구원들은 매년 열리는 국제의료

기기전시회(KIMES)에서 국제기준의 

세부적인 개정사항들을 국내 정부기

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

해 그린피아기술 자체적으로 주관해 

최신 멸균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KIMES 세미나에서는 감마

선 멸균을 이용하려는 고객들과 업

계 관계자들에게 초청 교육은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세계적인 멸균기술

의 지식 전달과 이해가 제고될 것으

로 여긴다. 특히, ISO 13485는 물론 

ISO 11135와 ISO 11137 기준의 최

신판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대외 수출

을 준비하는 많은 국내 보건의료 관

련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

망한다.(문의전화 031-882-5366)

‘위험관리·멸균프로세스 검증 요구’ 강화
17일 COEX 컨퍼런스룸(남) 318BC호, 멸균 및 포장기술 세미나 

 KIMES 2017 세미나-그린피아기술(주) 중앙연구소

<KIMES 2017 멸균 및 포장 기술 세미나 실시 안내>

일  자 2017년 3월 17일(금) 시간/장소
오후 1시 ~ 5시

COEX 컨퍼런스룸(남) 318BC호 

강좌 1
의료기기 멸균의 유효성(Validation of Sterilization for Medical Devices)

이후철 전임연구원(그린피아기술 중앙연구소)

강좌 2
멸균 포장 유효성 평가(Evaluation of Packaging Validation (ISO 13485:2016))

엄용운 전임연구원(그린피아기술 중앙연구소)

강좌 3
멸균 기술 상담회(Sterilization Technology Q&A)

김광훈 기술이사(그린피아기술 중앙연구소)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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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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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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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 하고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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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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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광고사전심의 대상
-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 방송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고

   광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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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인 경우에도 원하는 경우 심의 신청 가능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51호, 2016.12.28 개정)에 따라 심의 

결과가 적합한 광고물에 한해 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이 부여되며, 광고물 게재 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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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필 지금 3.5cm 이상)

적합한 광고물이란 심의결과가 승인이거나 조건부승인인 경우이며, 조건부승인은 조건부 

승인이행보고를 통해 최종 이행 결정을 받은 광고물을 말함

광고매체 특성에 따라 라디오방송은 제외

하며, 텔레비전방송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심의번호를 표시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주의문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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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일정안내」 참조

-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구비서류 제출 및 심의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

 ·의료기기광고 심의심청서(홈페이지 로그인 후 작성)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제품설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그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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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신청서 상태 : 문서제출 ⇨ 접수대기(입금확인) ⇨접수완료(접수확인)

- 품목허가(인증/신고) 사항 및 거짓·과대·오해·비방·사용후기 

 ·절대적 표현, 의료인 추천·사용·공인 등 심의 기준 검토

심의신청서 상태 : 접수완료

- 온라인 심의 또는 대면 심의

심의신청서 상태：심의중

- 승인 : 광고 가능 (광고심의필 표시)

- 조건부승인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작성 후 제출, 이행여부 확인 후 

이행인 경우만 광고 가능 (광고심의필 표시)

 ·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건부승인 이행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심의위원회의 사정사항 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처리되어 광고 불가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 미승인 : 광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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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 E-mail 송부 및 홈페이지 게재

- 로그인 후 홈페이지 「광고사전심의결과」를 통해 확인

심의신청서 상태：결과통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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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지, 품목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의료기기법 제51조(벌칙) 및 제52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6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0000-000-00-0000

문의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협력사업부 광고관리팀

Tel : 02-596-1412(6050, 7641), 070-7725-0669(8659)    Fax : 02-596-6301    E-mail : adv@kmdia.or.kr

1

2

4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위원회
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협회장이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위촉

광고사전심의 대상 제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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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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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 제1항[별표8]

의료기기법 제51조(벌칙) 및 제5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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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액” 제15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규정(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식약처 승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등 광고와 관련된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정하는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6가지 경우에 

한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음

※ 심의 변경 및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여부에 대해 심의기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광고할 수 있으며,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심의면제

국민에게 안심주고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의료기기 대표단체’

  
인
쇄

매
체  
     방송

매
체
  

인쇄매체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방송매체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현수막

●전단지

●옥외광고 등

기타매체 또는 수단

●인터넷(홈페이지 포함)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

 인
터
넷

매
체       기

타

매
체

광고매체

심의 받은 광고물의 내용을 변경해 광고하려면 새로이 심의를 받아야 하나, 3가지 경우에 

한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음

심의변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손여

원)은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

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담당자를 대

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이달(3

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국제표준화기술

문서(STED) 교육 △의료기기 시험검

사 절차 및 방법 △미국, 유럽, 중국 등

의 국제규격 적용현황과 허가심사 방

향 등이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

요령, 기술문서 작성법, 안전성시험 등

에 대한 실습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교육에 참여를 원하

는 자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02-860-4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

(사)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이용식 회장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김희규 회장

(사)대한의공협회 김묘원 회장

(사)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이앤엑스 김충한 대표이사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

㈜레디코리아 김택윤 대표이사

식약처, 의료기기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이달부터 11월까지 37회 진행

제18회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신 분들-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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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7년 3월 147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문화스케치

올해 20회째 맞는 ‘영덕대게 축제 2017’는 

“니들이 영덕 대게 축제를 알아? 대게 좋아 

대게 좋아~ 영덕”이란 슬로건으로, 강구항 

일원에서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영덕대게 축제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관

광객들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준

비했다. 영덕대게 마당극, 출발! 영덕대게 달

리기, 대박! 황금 영덕대게 낚시, 대게잡이어

선 감성음악회 등, 풍부한 해산물은 물론 천 

년의 맛을 자랑하는 영덕대게를 맛보며 즐길 

수 있다.

<가로 열쇠> 

(1)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

르는 동물. 개, 고양이 따위 (3)떡에 묻히

거나 떡 속에 넣어 먹는 가루 (5)미워하

고 깎아내리려 하는 마음 (7)온갖 곡식과 

과실 (9)우편 요금을 낸 표시로 우편물에 

붙이는 증표 (10)살가죽, 특히 두피에 생

기는 회백색의 잔 비늘 (11)초식 동물의 

발끝에 있는 크고 단단한 발톱 (13)금실

이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새를 수놓은 이

불.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5)정해진 시

각보다 늦음 (17)매우 좁고 작은 개울. ~ 

치고 가재 잡는다 (18)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 (20)

산과 바다에서 나는 온갖 진귀한 물건으

로 차린 귀한 음식 (22)얼었던 흙이 풀리

려고 하는 초봄 무렵 (24)갓난아기의 샅

에 채우는 것 (25)쓴 것이 다하면 단 것

이 옴.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 진 

<세로 열쇠> 

(1)즐겨 부르는 노래 (2)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 (3)억세고 

질긴 근육 (4)? (6)병을 고치려고 병과 싸

움 (7)시치미를 떼며 엉뚱하게 딴전을 부

리는 태도. 닭 잡아먹고 ~ 내민다 (8)사

과, 배, 복숭아 등을 생산하는 곳 (9)나무

의 꼭대기 줄기. 떡갈나무와 물푸레나무

의 ~가 하늘을 찌를 듯이 어우러져 있었

다 (12)장판과 접해 있는 벽의 아랫부분 

(14)봄=, 여름=봉래산, 가을=풍악

산, 겨울=개골산 (16)다리의 윤곽을 나타

내는 선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18)이성

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 (19)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21)봄에 산을 붉게 

물들이는 꽃. 봄이 오면 산에 들에 ~ 피

네 ~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김동환) 

(22)뺨. ~를 때리다 (23)신문이나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냄

<3월호>

“천년의 맛을 간직한 대게의 고장,

 영덕에서 만나요” 

‘영덕대게 축제 2017’ 이달 23일부터 나흘간 열려

•기간 : 2017년 3월 23일(목)~26(일)

•장소 : 경북 영덕군 강구항 일원

•홈페이지 : www.ydcrabfestival.com

3월의 책

당신에게 말을 건다
김영건 지음/알마

안목 : 유홍준의 미를 보는 눈 3
유홍준 지음/눌와

속초의 오래된 서점 이야기. 

1956년부터 현재까지 60년 넘는 

시간 동안 속초에서 자리 잡은 

‘동아서점’의 이력들이 오롯이 담

겨 있다. 할아버지 김종록 씨에게 

‘어쩌다가’ 서점을 물려받은 아버

지 김일수 씨. 그리고 시간이 흘

러 아들 김영건 씨에게까지. 동네 

서점이 갖고 있는 정서와 마을에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시간은 ‘서

점 이야기’에서 나아가 ‘삶’까지도 

느끼게 만든다. 

‘안목’은 이미 출간된 ‘국보순

례’, ‘명작순례’와 함께 ‘유홍준의 

미를 보는 눈’ 시리즈의 하나로 펴

낸 책이다. 저자는 한국 미술사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찾아가는 답사

기, 순례기를 집필하면서 독자들

에게 미를 보는 눈, 예술작품을 감

상하는 방법에 대해 전하고자 한

다. 안목의 근본은 예술을 보는 눈

이라는 관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훌륭한 역대 안목들이 미를 어떻

게 보았고 그 안목을 어떻게 실천

했는가를 소개한다.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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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의 축제

<2월호 정답자>

장준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변계옥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낱 말 퀴
즈

공    연    명 연극 이강백의 심청

공  연  장  소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공  연  기  간 2017년 3월 19일(일)까지

공  연  시  간 화·수·목·금 8시//토 7시/일 3시

티  켓  가  격 전석 3만원

일평생 9척 상선으로 중국과 무역을 해온 선주는 해마다 어린 처녀들을 제물로 바쳐왔다. 

어느덧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나이가 되어 마지막 제물이 될 간난을 겉보리 스무 가마에 사온 선주. 

하지만 간난은 절대로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겠다고 버틴다. 

설상가상 세 아들은 간난을 설득하는 아들에게 선주 자리를 물려주라고 압박하고…. 

선주는 고심 끝에 경리에게 간난과 함께 도망가 살라고 권유한다.  

이 팔 청 춘 결 승 전

소 매 부 전 자 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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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별 무료홍보 우대서비스 제공
 

연회비 우대혜택 환산금액

96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 지면광고 6회(600만원)

1,225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2회(20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10회(200만원)

의료기기편람 : 지면광고 1회(150만원)

워크숍 초대 : 참가비 5명(75만원)

48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지면광고 3회(300만원)

560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10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5회(100만원)

의료기기편람 : 지면광고 1회(60만원)

24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지면광고 2회(160만원)

270만원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5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3회(60만원)

120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90만원)

13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2회(40만원)

 특별회비

구분 임원회비 비고

협회장 2,000만원

 연회비와  
 별도임

부회장 300만원

이사
150만원

감사

회원사 중심의 보다 내실있는 지원을 다하고자 

회원사만을 위한 지원사업 및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니, 

회원사께서는 협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www.kmdia.or.kr  |  www.kmdianews.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3 여삼빌딩 8층, 9층 

대표전화 : 02)596-7404    회원지원부 : 02)596-0847   FAX : 02)566-7440

※ 금액별 광고사이즈 다름

 각 분야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대관업무 지원

 ● 의료기기 R&D 사업 발굴 및 회원사와의 협력 수행

 ●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정부 등 외부기관’ 전문가 추천

 ● 윤리, 법규, 보험, 국제교류, 홍보, 체외진단제품, 산업발전, 

  교육위원회, 회원지원위원회 등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회원사 활동 지원강화

 ● 보험 및 인허가 등 관련 연구과제 지원

 ● 보험 전문 상담코너 설치 

  - 치료재료 보험 등재 및 조정 등에 관한 무료상담 서비스 지원

  회원사를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과 편익을 위한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외전시 및 시장개척단 등 수출지원

 ● 회원사 비즈니스 라운지 설치

 ● 국외 전시회를 통한 해외 진출기회 제공

 ● 기타 각종 애로사항 발생 시 우선 지원

 ● 회원사 서비스 확대

    - 홍보업무, 공정거래 관련 업무, 의료기기 법령 등의 영문화 사업 추진

    - 회원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추진

    - 회원사별 맞춤 정보 제공 추진

     -  인허가, 보험, 광고심의, 공정경쟁규약, 실적보고 등 

   회원사 요구 분야에 대한 지역별 무료 맞춤형 교육 추진 

 파트너링 사업 연계 및 업계 최신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회원사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희망 글로벌 의료기기사와의 1:1 멘토 등 지원

 ● 구인/구직(의료기기뉴스라인 제공)

 ● 국내외 거래 알선·중개 등 서비스 지원  

  - 거래관련 국내 업체 소개 및 수출입 지원

 ● 의료기기관련 통계자료(연감을 통한 실적 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정보) 

  - 최신 통계 분석 등 각종 정책자료 제공 추진

 무료교육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무료교육(CHAMP, 사이버교육), 세미나·워크숍 등 행사 참가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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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및 업계소식과 각종 최신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협회보, 실적연감, 이메일, 팩스 등

 ● 뉴스라인(온라인 매체), 뉴스레터, 보도자료, 주간 업무보고 등

 회원사만을 위한 각종 수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수료 20% 할인 

 ● 공정경쟁규약 기부 관련 심의수수료 50% 할인

 연회비 및 가입비

구분

연회비

2015년도 실적보고 금액 연회비 가입비

정회원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1,000억원 이상 960만원

100만원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480만원

2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24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20만원

100억원 미만 60만원

준회원
(판매업, 임대업, 

수리업, 컨설팅 등)
- 18만원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