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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스라엘 의료기기산업을 배우다” 
KMDIA, MED in ISRAEL 참관·이스라엘상공회의소와 협력 MOU 체결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 첨

단 의료기기 벤처 기업이 많은 

나라 ‘이스라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이스라엘의 첨단

의료기기 R&D 노하우를 배우

고 발 빠르게 협력하고자 ‘이

스라엘 의료기기산업참관단’

을 모집, 지난달 6일 나흘간  

텔아비브에서 열린 ‘MED in 

ISRAEL 2017’에 참가하는 한

편, 이스라엘상공회의소(FICC)

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돌아왔다.

이번 이스라엘 의료기기산업

참관단 파견은 협회와 주한이

스라엘대사관 및 한국이스라

엘 산업연구개발재단과 공동주

관으로 진행됐다. 참관단은 한

이스라엘산업연구재단, ㈜삼성

의료설비, ㈜닥터서플라이, ㈜

새움메디텍 등 주관기관을 포

함한 총 9개사로, 이스라엘 의

료기기산업을 견학하고 제품·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가했다.

올해 4회째인 ‘MED in 

ISRAEL’은 이스라엘의 대표적

인 의료장비 및 보건의료 전문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는 100

여 개의 현지 의료기기 관련 기

업들이 참가해 의료 애플리케

이션(Mapps), 인공지능 의료진

단기술, 사이버 의학기술, 치료 

및 재활 의료기술 시스템 등이 

전시됐다. 또한 새로운 헬스케

어모델에 대한 ‘삶의 기대와 의

료비용 및 강화된 규제의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콘퍼

런스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스라엘 의료기기산업은 대

부분 스타트업 업체들로 구성

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기

술 가치를 평가받아 성장하고 

있다. MED in ISRAEL은 이

스라엘에서 개최하는 의료기기 

관련 최대 규모 전시회로 혁신

적인 의료기술 및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

이 참가했기에 현장에서 1:1 비

즈니스 미팅이 활발했으며, 이

에 따른 기술이전 및 협력에 대

한 기대치가 높았다. 

참관단은 전시회 참관 후 람

밤대학병원, 알리움메디칼(스텐

트), 시노가메디칼(비침습의료

모니터), 인센티브인큐베이터(생

명과학·소프트웨어 벤처센터) 

등을 견학하고 이스라엘 의료

기기 시장 및 첨단 의료기기 분

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면서 

이스라엘 기업과의 신규사업 발

굴과 협력의 기회를 가졌다.

황휘 협회장은 “한국과 이스

라엘 양국의 우수한 기술 교류

를 통해 더 선진화된 의료기기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앞으로 이스라엘의 벤처산업구

조 특성을 활용한 협업 기회를 

가져 양국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기준 이스라엘 

의료기기 수입 규모는 21억 달

러로, 수입 의료기기 규모는 3

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스

라엘의 주요 의료기기 수입 대

상국은 미국, 독일, 중국이며 한

국은 18위로 200만 달러를 기

록했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한국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지난달 6일 의료기기산업참관단을 구성해 이스라엘의 첨단 의료기기분야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자 'MED in ISRAEL 
2017'과 현지 의료기기기업 및 대학병원을 참관하고 이스라엘상공회의소와 의료기기 관련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KMDIA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 안내
터키·이란·미국·러시아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

(Ir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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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테헤란:5월 15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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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Expomed Eurasia)

•일자 : 2017. 3. 30(목) ~ 4. 2(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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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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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밤대학병원(Rambam Health Care Campus)의 임상 중인 의료기술 및 보유기술

람밤대학병원은 기술이전 회사인 ‘Rambam MedTech Ltd’를 통해 보유의료기술

을 이전하고 있음(https://www.rambam.org.il).

•	Infection control (Khetam Hussein, M.D.)
•	Organ biopsy (Iyad Khamaysi, M.D.)
•		Bone Anchor Assembly :	A	novel	bone	anchor	suitable	for	implantation	in	

bone	at	a	variety	of	depths	according	to	specified	needs	
•		Non-thermal Plasma (NTP) Surgical Device:	A	novel	device	for	cold	

plasma	cancer	treatment	deep	within	a	body	cavity
•		On-demand Degradable Devices :	A	device	that	can	rapidly	dissolve	in	

vivo	in	response	to	external	stimuli	 like	an	electro-magnetic	field	an	
electromagnetic	field	

•		Micro-Particles for Wound Healing :	Microparticles	(MPs)	are	<1	micron	
membrane	vesicles	shed	from	various	cellular	membranes.	They	contain	
specific	growth	factors	and	cytokines	and	are	in	development	to	treat	
damaged	cardiac	tissue.

•		A Novel Drug to Treat Coagulation Disorders :	A	new	peptide	drug	will	help	
to	reduce	the	rate	of	thrombosis	without	increasing	the	risk	of	bleeding.

•	 InstaFan™ - Fina Needle Aspiration (FNA) :	This	device	fans	out	inside	the	
pancreas	and	allows	multiple	biopsy	samples	to	be	taken	in	one	procedure.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국내 제조사의 의

료기기 경쟁력 확보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스라

엘상공회의소(The Federation 

of Israeli Chambers of 

Commerce, FICC)와 지난 7

일 단체 간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체결했다.

이 날  M O U  체 결 식 에 는 

KMDIA 황휘 협회장, 나흥복 

전무와 FICC 애리지프(Arie 

Zief) 부회장, 지브라비(Ze`ev 

Lavie) 국제협력책임자, 데보

라 체존(Deborah Chason) 국

제위원회 위원이 참여했으며, 

협회 주관 행사인 이스라엘 의

료기기산업참관단의 MED in 

ISRAEL(17.3.4~3.9) 참가 

중에 진행됐다. 

양 단체는 MOU 체결을 계

기로 양국 기업의 교류 및 무

역 증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협업 기회를 넓혀 나

가기로 했다. 주요 MOU 내용

은 △무역정책 및 투자기회 등

의 정보 교환을 통한 협력 강

화 △경제 개발, 대외 무역 및 

투자 정책에 관한 간행물 및 

자료 교환 △국제 박람회, 전

시회, 무역진흥 행사의 조직구

성 및 참여 기회 제공 △비즈

니스 공동체를 위한 공동사업

위원회 구성 등이다.

황휘 협회장은 “이스라엘은 

애플, 삼성, 구글, 인텔 등 다

국적 기업의 300여 R&D 센터

와 6,000여 개의 스타트업이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을 쏟아

내고 있다”며 “이번 이스라엘

상공회의소와의 무역, 기술 및 

산업 협력을 시작으로 양국이 

의료기기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류 및 사업파트너 확대가 이

뤄진다면 국내 의료기기 제품

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또한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의료

기기산업 역시 산업 간 융합이 

심화하고 시장도 급변할 것으

로 전망하기에,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의료기기업계

의 성장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국내외의 협

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

기기 시장을 선도할 방안 마련

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

지를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상공회의소는 

1919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비

영리 단체로, 이스라엘에서 가

장 큰 부문인 무역과 서비스 부

문을 대표하는 경제 조직이다. 

수출·수입, 무역, 부동산, 금

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비롯

한 다양한 경제 지부를 대표하

는 120개 부서에서 운영되는 

5,000개 이상의 비즈니스 조직

을 총괄하며, 의료기기뿐만 아

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국가 간 

교류·무역에 관여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

위원회(위원장·길문종)는 의

료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한 바자

회를 열고 마련된 기금으로 시

력교정이 필요한 어린이 12명

에게 안경을 지원했다. 이번 안

경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청

주에서 실시한 이동건강검진을 

통해 시력교정이 필요한 저시

력 어린이이며, 한국존슨앤존

슨비전케어(대표·김희경)에

서 안경점 섭외를 담당하고, 청

주시 안경나라 수곡점(원장·

길용선)과 협회에서 안경비용

을 각각 절반씩 지원했다.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사회

공헌활동인 이동건강검진사업

을 펼치고 있으며, 현장에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검진 결

과를 살펴, 일부 치료 및 교정

이 필요한 경우 회원사의 도움

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그간 안경 지원은 한국존슨

앤존슨비전케어(대표·김희

경)의 후원하에 진행했으나, 

청주 검진에서는 2016년 배당

된 예산의 소진으로 약시 아이

를 위한 안경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협회 법규위는 

성장기 아이들의 눈 건강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위원회 분과

장을 중심으로 모금안이 논의

됐다. 법규위는 누구나 부담 

없는 참여를 위해 바자회 형식

으로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6일 법규위 송년회

에서 개인의 소장물품 및 가정

에서 사용하는 여분의 다양한 

용품을 놓고 최고가 입찰 경매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매의 사

회는 바드코리아 이효성 차장

과 커디날헬스코리아 단인호

차장이 재능기부를 했으며 필

요한 50만원을 상회하는 83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협회에 

전달해 여분의 물품에 대한 나

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행사를 주관한 예정훈 법규

위 부위원장은 “이웃사랑을 위

한 실천과 바자회 나눔에 참여

한 법규위 위원들, 분과장 간

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향후 좀 더 의견을 모아 정

례적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이스라엘과 협력 모색”
지난달 7일, KMDIA-이스라엘상공회의소 MOU 체결

KMDIA 법규위, 바자회 통해 나눔 실천
이동건강검진 시력교정 필요한 어린이 12명에게 안경 지원

‘MED in ISRAEL 2017’ 전시회장 

전시회 참가기업 관계자와 기념촬영. KMDIA 황휘 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시노가메디칼(Cnoga Medical) 방문

람밤대학병원 방문 후 참관단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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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의 미래비전

을 제시할 ‘의료기기산업발전

기획단’이 출범했다. 보건복지

부(장관·정진엽)가 지난달 

28일 출범시킨 발전기획단은 

△연구개발(R&D) △해외진

출 △인프라·생태계 △제도

개선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운

영될 예정이다.

R&D 투자전략 분과위원회

는 3D 프린팅, 의료용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신기술 분

야에서 의료기기산업의 유망

투자 분야를 발굴하고, 중장

기 투자방향을 설정한다.

위원은 주요 대학 의공학과 

교수, 의료인, 기업 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진출 지원 분과위원회

는 해외 임상시험·허가획득 

지원, 현지 마케팅 및 비즈니

스미팅 등을 통한 판매망 개

척, 공적개발원조(ODA) 및 

의료기관 진출연계 수출 등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시장 

개척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

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의 

의료기기산업 유관단체와 유

망 수출기업 대표, 국제보건의

료재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프라·생태계 조성 분과

위원회는 의료기기 가치사슬

별 전문인력양성, 국·공립병

원의 국산제품 사용률 제고, 

연구중심병원 및 첨복단지 연

계 등 국산 의료기기산업 육

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특성화대학원 운영기관, 오

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복

합단지, 국립재활원, 보건사

회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제도·규제개선 분과위원

회는 허가·심사·신의료기

술평가, 유통제도 등 의료기기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

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

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위원은 치료재료, 의료장비 

등 분야별 기업대표, 특허법

인,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출범한 발전기획단

은 분과위원회별 전문가 회의

와 현장간담회, 분기별 점검

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의

료기기산업의 미래비전을 제

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

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후 추진한 

그간의 성과와 미비 사항을 

평가하고, R&D, 해외진출, 

인프라·생태계 및 제도개선 

등 분야별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

요를 발굴해, 중장기 발전계

획을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

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용 재활로봇에 

해당되는 관절 등의 신체 회

복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보

조정형용운동장치’에 대한 신

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 특성을 반영한 허

가·심사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성장 가능성이 있

는 의료용 재활로봇이 신속하

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팔·

다리 등 신체 적용부위나 사

용대상자, 제품 구동 형태 등

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는 산업계·학

계·시험검사기관·유관기관 

등 17명으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해, 발간

될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성

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의료기기분야 국제기

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도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국제규격을 마련 중이

다. IEC 80601-2-78은 재

활로봇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

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으로 

내년 12월 제정 예정이다.

종합뉴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업계를 대상으로 3

월부터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수출 피해사례 및 애

로사항을 신고받고 있다.

최근까지 조사된 사례를 보

면, 중국 의료기기 인증절차 진

행시 인증 기간 지연, 병원 입찰

시 입찰기준에는 없는 비한국

산 의료기기기 추천 요구, 허가

받은 기존 수출제품에 대한 통

관 지연 및 통관시 각종 문서 요

구, 의료기기 라벨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인한 통관 지연, 통관 지

연에 따른 주문 취소 및 계약의 

무기한 연기되는 피해가 있었

다. 특히 중국 전시회 참가 예정 

업체는 통관 규정의 강화로 5월 

전시회 출품 제품이 축소되는 

경우도 조사됐다.

협회는 조사된 사례를 지난달 

30일 정부에 전달했으며, 지속

적으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국 의료기기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

술장벽 위원회에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

국의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

별과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3건과 인도의 2차 전지 국제

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

으로 공식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

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

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 

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지난달 13

일부터 운영한다. 이 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1,019개 

매장에 설치됐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

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

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

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

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

템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

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

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를 차단

하게 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

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돼 더욱 체

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

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혔다. 

심평원, 치료재료 3,158품목 재정비

드레싱 품목류·배액관고정류 대상 자료제출 안내

재난상황시 신속한 의료기기 사용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MDIA, 3월 대내외 활동 활발

운영위 개최, 4·5월 사업 및 행사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올해 치료재료 △

드레싱 품목 류 △배액관고정

류 등 18개 품목군 3,158품

목을 재정비한다. 

심평원은 지난달 10일 기 

고시된 치료재료 품목 중에서 

재정비 대상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351개 치료재료 업체를 

대상으로, 재정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자료제출 등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치료재

료 관리를 위해 동일·유사품

목 전반에 걸쳐 품목군의 재

분류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심평원은 드레싱 품목류의 

경우 등재 품목이 2,200여 품

목에 이르고 형태·사용방법 

등이 매우 다양해 허가에서 건

강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체

계적인 분류 및 관리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또한 배액관고

정류의 경우 형태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에 대

한 명료한 분류기준이 필요하

여 재정비하게 됐다고 재정비 

취지를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재정비 결

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실

시하는 치료재료 재평가에서

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다 체

계적으로 치료재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처

럼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하

는 경우 진단시약 및 필요 의

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하도

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가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

과 의료기기 등을 적절히 생

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있어,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상황의 발생과 같

이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원활

한 수급이 필요한 때에 제대

로 대처하기가 곤란하다는 지

적을 받아 왔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또는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적 비상상황에 효과적으

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

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협회장은 3월 한달동안 협회 운

영 및 대외 교류 활동을 활발히 

수행했다. 

지난달 16일 KIMES 2017 개

막식 행사 참가, 같은날 아시

아·태평양의료기기산업협회

(APACmed) 프레드릭 나이버그 

회장(CEO Fredrik Nyberg) 면

담, 22일 매일경제신문 특별기

고, 28일 제2차 협회 운영위원

회 개최, 30일 로슈진단 글로벌 

기획-키오피니언리더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중국 수출시 애로사항 1순위 ‘각종 통관 지연’
KMDIA, 업계 피해사례 지속 조사·대응간담회 개최예정

“회수 대상 의료기기,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식약처,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정부, ‘의료기기산업발전기획단’ 출범
분기별 점검회의 개최, 연말까지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 발굴

식약처, 의료용 재활로봇 허가·심사 기준 올해안 마련

30일, 황휘 협회장은 ‘의료생태계 및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변화’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28일, KMDIA 운영위원회는 제2차 이사회 안건 검토 및 4·5월 사업·행사를 논의했다.

16일, APACmed에서는 KMDIA의 회원 가입을 요청했다.

<위해의료기기 정보 전송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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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시대’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

“우리가 달에 착륙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인

간대표’ 이세돌을 이긴 뒤 구

글 딥마인드의 CEO 하사비

스가 한 말이다. 그 날 이후

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

상 과학영화에 나오는 머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그렇게 ‘알파고 시대’

가 왔고, 인공지능(AI)을 필

두로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의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의 시

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알

렸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

심에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분야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공지능 컴퓨터

가 암 환자를 진료하고, 전쟁

에서 다리를 잃은 군인이 로

봇 다리로 걸어 다니며, 피 

한 방울로 우리 몸 안의 모

든 질병정보를 분석하는 이

야기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대표적인 의료

분야의 변화이며, 이 변화의 

한 가운데에 신기술로 무장

한 첨단 의료기기가 있다. 물

론, 첨단 의료기기가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몸 안에 이식돼 

장기의 기능을 대체하는 초

소형 제품부터, 최신의 영상

기술을 활용한 첨단 진단 장

비까지 다양한 의료기기가 

존재한다. 건강한 사람은 물

론, 주위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

면 누구나 하루라도 빨리 새

로운 시대가 가져다주는 첨

단 의료기기의 혜택을 누리

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들이 

개발한 첨단의료기기가 실제

로 우리 주위에서 사용되기

까지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

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부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허가를 받아

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

험 적용을 받아 사용할 수 있

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

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첨단의료기기가 개

발돼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

용되기까지 세 가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면서 

약 1~2년의 세월이 소요됐

다. 신(新)기술이 적용된 의

료기기가 개발되어 모든 행

정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어

느덧 구(舊)기술이 돼 있었

다. 특히, 외국에서 전해지는 

첨단의료기기의 소식을 들으

면서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음에 가슴 답답

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를 중

심으로 한 정부 부처들이 지

난해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3가지 절차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결정했

다. 다른 부처, 그러나 국민

에게는 하나의 정부로서 안

전하고 유효한 첨단 의료기

기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때

에 신속하게 제공하자는 목

표 아래 서로의 손을 맞잡은 

것이다.

제도의 통합은 부처 간 칸

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

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단순

히 순차적 절차에서 병렬적 

절차로 바꾸는 것 이상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와 신의

료기술평가 절차를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됐

다. 1~2년이 소요됐던 기간

은 최대 13개월까지 단축돼 

2~3개월 만에도 세상의 빛

을 볼 수 있게 됐다. 서로 이

질적인 것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하이

브리드(hybrid) 효과’가 나

타난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4월 미국 

FDA는 심장손상, 심장발작 

등 부작용 발생률이 4%(기

존제품 7.4%)에 불과하며, 

기존제품의 1/10 수준으로 

알약 크기에 불과한 초소형 

인공심장박동기를 세계 최초

로 허가했다. 그리고 같은 해

인 12월 식약처의 허가와 한

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

기술평가가 모두 완료돼 국

내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됐

다. 미국에서 허가 받은지 불

과 8개월 만에 허가뿐만 아

니라 신의료기술평가까지 완

료된 것이다. 첨단의료기술

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

토 측면에서 보면 더욱 빠르

게 심사평가가 이뤄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지난 50년보다 향후 5년의 

기술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

측되는 시대라고 한다. 앞으

로도 수많은 첨단의료기기의 

개발과 다양한 첨단의료기술

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것이

다. 이런 변화에 맞서 식약처

를 중심으로 한 보건당국이 

국민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

해 이뤄낸 성과로 참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정부의 적극적이

고 긍정적인 태도가 의료혁

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을 어

떻게 극복해 나갈지 앞으로

도 기대해 본다.

의료기기 세평

황  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사진으로 보는 KIMES 2017 전시회

➊	 	KIMES	2017	전시회가	지난달	16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	전관에서	열렸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황휘	협회장과	외빈들이	전시회	개막	커팅식을	하고	있다.	

➋	 	KIMES	2017	전시회	개막식	행사에서	KMDIA	황휘	협회장과	심평원	김승택	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➌	 	KMDIA	황휘	협회장과	KIMES	2017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	
주한미국대사관	데이비드	고삭(David	Gossack)	상무공사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➍	 	KIMES	2017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복지부	정진엽	장관,	식약처	손문기	처장,	KMDIA	
황휘	협회장이	출품업체	부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➎	 	DK메디칼솔루션	이준혁	대표와	KMDIA	황휘	협회장,	나흥복	전무가	전시	부스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재화	이사장(대성마리프	대표)과	KMDIA	황휘	협회장.	

➐	 	KIMES	전시회	3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전국	대학의	의공학과	후진양성을	위한	 ‘KIMES	
장학금	전달식’이	올해에도	진행됐다.	KMDIA	황휘	협회장과	한국이앤엑스	김충한	회장,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재화	이사장이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➑	 	KIMES	2017에	참가한	회원사	루트로닉(대표·황해령)	부스에서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기기의	
국내	출시를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➒	KIMES	2017에	참가한	회원사	대화기기	부스를	방문해	윤재승	이사를	격려하고	있다.

➓	 	KMDIA에서	마련한	세미나에서	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이	‘2017년	치료재료	건강보험	
관리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KIMES	2017	세미나에서	KMDIA	김해동	산업발전위원장(비브라운코리아	대표)이	‘미래	의료기술	
의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이영성)은	KIMES	전시회	기간에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안내	부스를	
마련하고	기업인	및	의료인에게	제도	설명	등	민원	상담을	했다.	

	 	KIMES	2017를	참관한	서울식약청	김혁주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김관성	서울식약청장,	이재근	
사무관이	황휘	협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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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미한 변경사항 대상 확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혈당측정 값 영향 주는 ‘간섭물질’ 평가대상 3종 추가 

식약처,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발간

자동헤모글로빈측정기 제품개발시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허가·심

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

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

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15일 행정 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 신고 대상 신설(9

종)·개정(10종) △희소의료

기기 지정기준 확대 △기술문

서 등 제출 자료 범위 명확화 

등이다.

이미 허가·인증받은 사항

에 대한 구성품 외관 디자인 

변경에 따른 모델명 추가, 전

자 의료기기 출력연결 단자의 

위치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추가해, 신고한 즉

시 변경돼 의료기기업체 부담

을 완화했다.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진

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희소

의료기기에 대한 지정기준을 

기존 완제품에서 개발단계에 

있는 의료기기로 확대해, 희

귀질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19

개 품목에 대해 허가·인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제출 면

제되는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 범위를 

표로 명확히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fds.go.kr)→법

령·자료→법령정보→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개인용 혈당측정시

스템을 사용할 때 혈액에 포

함돼 혈당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인 ‘잠재적 간

섭물질’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기준규격’

을 지난달 8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잠재적인 간

섭물질 평가대상 확대 △안전 

사용을 위한 위험요인 평가 

및 명확화이다. 

혈당 측정 결과에 대한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간섭 시

험 대상 물질을 기존 21종에

서 글루타티온, 아이코덱스트

린 등 3종을 추가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혈당측정 검사지를 

기기에 잘못 끼우거나 사용기

한이 지난 검사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

인을 평가하고, 사용설명서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빈혈을 진단하

는 데 사용하는 자동헤모글로

빈측정기에 대한 성능 시험방

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 

현장이나 개인이 일상생활에

서 혈액의 헤모글로빈 농도

를 측정할 수 있는 현장검사

(POCT) 형태의 자동헤모글

로빈측정기를 개발할 때 제

품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련됐다.

현장검사(POCT, Point-

Of-Care-Testing)가 가능한 

자동헤모글로빈측정기는 혈

액 중 헤모글로빈의 양을 분광

광도법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의료현장이나 개인이 휴대가 

가능한 포터블(Potable) 형태

로 개발된 제품을 가리킨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과 성능 

평가에 대한 △시험 적용 규

격 △시험 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이외에도 환자의 혈액을 채

취한 후 혈우병, 자반병, 혈소

판 무력증 등 출혈 질환을 진

단하는 혈액응고시간분석기

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

는 가이드라인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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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

회는 KIMES 2017 개최 기간에 복지

부와 심평원의 건강보험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보험급여

과사무관·구성자)는 올해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주제로, 건

강보험정책에 반영된 다양한 사회변화

요소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경과 내용, 그리고 그간 치료재료 업계

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가치평가 기준 개선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업계에 전

달했다.

건강보험 정책여건 및 진행사항 

최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97.1%

가 적용대상이며, 총수입은 55.6조원

으로 그중 3.2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행 부과체계·국고지원 유지

를 전제했을 경우 향후 5년 안에 당기

수지 적자를 시작으로, 10년 이내 누적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특히, 초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 국민의료비 및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자 급증 등 잇따른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4대 중증

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의

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 생애주

기 필수 의료보장, 의료기관내 감염·

안전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보장성강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6년부터 60%대가 유지

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OECD 평균인 

약 78%까지 보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그 격차가 매우 커, 이를 줄이기 위해

서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정책 추진방향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선택

진료비 축소, 특수병상 입원료 인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

급여에 대한 개선 방향이다. 둘째는 

2020년까지 상대가치제도 개편을 통

해 저평가된 수술·처치 등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검체·영상의 점수는 

낮춰,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펼쳐 나

갈 것을 밝혔다. 그간 인력 및 치료재

료 등 자원소모량이 많은 수술·처치 

등의 상대가치가 저평가된 반면에 검

체·영상 등은 자원소모량에 비해 고

평가돼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됐던 만

큼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2014~18년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꾸준히 실행해 나

가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 치료재료제도 개선

현재 치료재료는 건강보험법상 명문

화된 정의가 없다. 점차 치료재료가 보

건산업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복

지부에서도 ‘치료재료 정의’에 대한 필

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검토 중이다. 

또한, 상한금액 결정시 각 품목별 적정

비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

견에 대해서, 복지부는 기존 상한금액 

산정배수 1.78배의 일괄 적용하던 방

식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해 

유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품목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수년간 업계에서 검토 요구를 해왔던 

만큼 하루빨리 협의체가 구성돼 합리

적인 산정배수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가치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부연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복지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시

행 1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려진 바로는 가치평가제도 

운영에서 2015년에는 37품목 중 23개 

품목이 심의대상으로 선정됐으며, 6개 

품목만 가치인정을 받았다. 2016년에

는 37품목 중 11개 품목만 심의대상으

로 선정, 2개 품목밖에 인정받지 못했

다. 치료재료는 다른 의료기기들에 비

해 짧은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다. 업계

는 의료기기 사용자뿐만 아니라 환자

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을 전향

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가치평가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치료재료 관리방향

두 번째 세미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치료재료급여등재실장·유미영)에

서 진행했다. ‘2017년도 치료재료 관리

방향’을 주제로 치료재료에 대한 개괄

적인 설명과 세부적인 치료재료 제도 

운영 및 관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3,360

억 달러로(2016년 기준) 북미/남미 지

역 1,634억 달러 > 서유럽 지역 793

억 달러 > 아시아/태평양 지역 702억 

달러 순이며 그 중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58억 달러, 세계 9위로 

1.7%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

기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

장률 5.2%를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가

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와 치료재료 

2016년 주요 건강보험제도의 변화

는 3개년 간 환자감염·안전향상을 위

한 행위료 포함 일회용 치료재료의 단

계적인 별도보상 계획을 시행하고 있

다. 하지만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수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보상이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행

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불합리적인 보

상으로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의혹, 

집단감염질환 발생 등 환자안전을 위

협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가 품목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추가적인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으로는 행위·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기한이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요

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기존 검토기간인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되어 시행되므로 빠른 시일 내 시

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러나 요양급여 행위등재의 경우는 여

전히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작년 치료재료 관리방향 및 현황

심평원은 치료재료 별도보상 원칙 

및 평가 방법 개발에 대한 계획도 업계

와 공유했다. 이외에 △치료재료 관리 

효율·효과성 제고 △의료산업계 협의

을 통한 소통 강화 △사후관리 안정화 

및 유통 투명화를 작년에 이어 지속적

으로 수행할 것을 천명했다.

치료재료의 보험등재 현황은 급여 

21,973품목(88.7%), 비급여 2,807품

목(11.3%)에 달한다. 또한 선별급여 

등재현황은 의료행위 30항목, 치료재

료 21항목이 등재돼 있다(17년 2월 누

적 기준). 아울러, 심평원은 2009년부

터 매년 의료기관 실거래가 조사를 통

한 가격 조정을 하고 있다. 

금년도 치료재료 관리방향

올해 심평원은 △급여등재 관리 효

율화 △급여 사후관리 내실화 △유통 

정보관리 투명화 △정책지원관리 고도

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등

재 법정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기존 기

술여부 확인신청에 대해 신속평가프로

세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보험등재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지연돼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에 애로사항

이 있었던 만큼 신속평가 대상 유형화, 

신속처리절차 마련, 유관기관 협의 등

이 세부과정을 거쳐 시행되기를 기대

하고 있다.

또한, 선별급여제도가 개정되면서 

선별급여 재평가 방법론, 보상가격제 

도입 검토 등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

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원가조사를 

보류하고 유통가 조사로 대체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치료재료 목

록재정비를 통해 등재목록의 혼란을 

없애고 나아가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를 통한 유통정보 관리·활용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환자·

의료인 안전제고 및 치료재료 적정보

상을 위해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

보상 및 목록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

며, 이에 따른 다양한 자료수집 및 의

견수렴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협회에서는 올해 치료재료의 별도보

상 로드맵에 따라 1단계 12품목을 시

작으로 3년 동안 총 52품목의 별도보

상이 조속히 이뤄져 환자감염예방 및 

안전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

서 가격산정, 급여기준 등의 업계 중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KIMES 2017 –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세미나를 듣고

초고령화 시대 건강보험 유지·발전 위한 정책 고심
업계와 치료재료 별도보상 원칙 및 평가방법 개발 계획 공유

서 영 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간사

 KIMES 2017 – 의료기기분야 부정청탁금지법 설명회

사례 1. 처리순서 관련 부정청탁 : 의료기

기회사 임원 A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서 지인인 식약처 과장 B에게 허

가담당자 C에게 신청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처리 순서 변경을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의 유형 중 ○○ 공공기관

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

정상적 거래(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임원 A에게는 

1천만원 이하, 식약처 과장 B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

가담당자 C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C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례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

례 목적의 의미 : 의료기기회사 임원 A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B와 업무상 알게 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년을 

맞이해 A가 B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능 금액

공무원 B의 직무와 관련해 회사 관련 

현안이 없는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있

으며, 3만원 내 식사 제공 가능하나, 회

사 관련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

정되기 어려운바 일체의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 

사례 3. 무상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이

후 유지보수서비스 제공 : ○○ 의료기기

사는 A병원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무상하

자보증기간 종료된 이후에도 정기유지보

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상

으로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

우, 의료기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무상유지보수서비스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게 제공하

는 것이 금지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에 해당하며, 판매계약에 근거한 금품 

등의 제공도 아니고, 청탁금지법상 “정

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의료기기법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사례 4. 자문단 회의(Advisory Board 

Meeting)의 경우 : A사는 자사의 의료기

기에 대한 임상시험 진행에 앞서 의학자문

을 구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인 ○○ 대학

교 교수인 보건의료인 5명이 참석하는 자

문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참석비, 식음료 등 제공가부 및 기준금액

회의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권익위 청탁

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

직유관단체 대상) 157면], 자문단회의

(ABM)는 통상 회의형태이므로 청탁금

지법의 ‘외부강의 등’, 공정경쟁규약 상

의 ‘자문’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하면, 

참석비는 더 엄격한 청탁금지법 기준

에 따라 직위별로 1시간당 20만원~40

만원 지급 가능하며, 공정경쟁규약 상 

‘자문’에도 해당하므로 연 300만원 초

과할 수 없다. 

식음료 등 여비의 경우 청탁금지법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

우, 해당 병원의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

서 실비수준으로 제공 가능하다. 다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공정경쟁규

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자문비와 강

연료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자문비와 

강연비를 제외한 식음료 등의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의료기기

업계 특성상 술기교육 등이 포함된 교

육, 훈련에 참가하는 강연자의 경우 참

가자와 동일한 교육은 훈련에 참가하

므로 참가자로 볼 수 있어, 강연료 이

외의 식음료, 교통비 등을 지급 가능하

다는 입장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례 5. 해외지사에서 지급하는 강의료의 

금액기준 : 사립대학교 병원 교수인 의사 

A가 ○○ 의료기기사의 해외 지사에서 시

행하는 교육에 강연자로 참여하는 경우, 

강연료의 금액기준

해외 지사와 같은 해외법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일단 해석가능하나, 해외 지사의 강의

료 지급이 사실상 국내 지사의 계산,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국내 지사(법

인)가 그 수범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적용대상자들의 경우 지급주체와는 상

관없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따라

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기준에 

따름이 타당하다. 

사례 6. 동일인 관련 사례 : 전문평가위원

회에 ○○ 의료기기사의 치료재료가 심

의 대상으로 상정됐고, 이에 심의위원으

로 참여하는 공직자 등이 아닌 A에게 ○

○ 의료기기사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을 각각 제공했고, D는 30만원 상당의 식

사를 접대한 경우

금품 등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를 기

준으로 한다. 따라서, 임직원 B, C, D

가 A에게 제공한 금품 등의 출처 및 실

제 제공자인 ○○ 의료기기사가 A에게 

13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

으로 본다. 

사례 7. 임상시험 용역계약에 따른 연구

비 지급가부 : ○○ 의료기기사가 임상시

험을 위해 병원과 체결한 연구계약서에 

따라 병원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청탁금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

위 조항에 부합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은 청탁금지법상 “다른 법령에 따

른 금품의 제공”으로서 허용된다. 따라

서, 임상시험에 따른 연구비가 임상시

험 용역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

고, 이에 근거해 지급하는 적절한 연구

비 그 자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하지 않는다. 

사례 8. 배우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 직무 

관련성 : 개원의의 배우자가 ○○ 의료기기

사와 관련 없는 전문과 보건의료인인 공직

자 등인 경우, 제품설명회 식음료 제공기준

“업계, 명확히 법 이해하고 윤리경영 힘써야”
직무 관련성 등 사안별 법률 및 규약 살핀 후 더 엄격한 기준 적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

는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

지법)’ 시행 6개월째를 맞아, 지난달 17

일 KIMES 2017 기간에 관련 설명회

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의료기기업계와 관련한 부정청탁금지

법 설명하고 그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분야 심화사례 14

개’ ,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최근 동향, 

이번 설명회 개최 전 업계에서 사전질

의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법령의 세부

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

계의 요구를 충족하고, 우리 업계의 사

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건

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의료기기법, 부정청탁

금지법 등 규정과 법률을 의료기기업계

에서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분야 부정청탁금지법 심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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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근거리 

또는 지방의 택시비 지급은 원칙적으

로 불가하며, 항공료 지급은 가능하다. 

Q. 부득이하게 숙박이 제공될 필요가 있

는 경우(한국의료기기협회의 사전승인을 

획득한다면) 별도로 1박 20만원의 숙박비 

제공이 가능한지? 교통비와 숙박비가 가

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실제 탑승 영수증으

로 가능한지?

제품설명회에서의 실비의 교통비 제

공은 의료기기법 및 청탁금지법상 허

용. 규약의 경우 현재 한국의료기기산

업협회는 숙박비의 경우 바우처, 교통

비의 경우 보딩패스, 기차표 등 탑승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운임의 경우 가

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Q. 통상적인 운임수준으로 현금지급 가능

한지? 

제품설명회에서의 실비의 숙박비, 교

통비 제공은 의료기기법 및 청탁금지

법상 허용. 규약의 경우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는 교통비의 경우, 보딩패스, 

기차표 등으로 실제 증빙되는 내역의 

경우 지급 가능하고, 실제 금액이 아닌 

통상적인 운임수준을 현금으로 지급하

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

며, 숙박비의 경우도 바우처 등으로 실

제 증빙되는 금액만 지급 가능하다. 

◇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직무 관련

성’ 해석 기준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의 의

미에 대해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 판단기준

으로는 1)금품 등을 받는 공직자 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

권의 범위, 2)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

라 하더라도 공직자 등이 업무처리방

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3)금품 

등 제공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지 여부, 4)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

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

준으로 판단한다(넓게 해석하는 경향).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

례는 아직 없으나, 위 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기사 영업직원과(제

품사용을 실제하고 있지 않은) 보건의

료인의 관계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과 그렇지 않은 보건의료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품설명회, 교육훈련 및 

이에 부수하는 강연자문 계획시 유의점 

청탁금지법의 의료기기법상 허용되

는 금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는바, 제품

설명회와 교육훈련의 경우, 대상 보건

의료인과 대상 아닌 보건의료인 모두

에게 의료기기법 및 규약에서 허용하

고 있는 실비의 식대, 교통비, 숙박비, 

기념품 등 동일하게 제공 가능하다. 다

만, 강연, 자문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이

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없고 

규약에만 있는바, 청탁금지법이 규약

보다 더 엄격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인 보건의료인(경찰

병원 소속 의사 등)에게 강연비를 제공

하는 경우, 그 직위에 따라 시간당 20

만원~50만원의 강의료 지급이 가능하

며,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금액

의 1.5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인 보건의료

인(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등)의 경

우에도 그 직위에 따라 시간당 20만원

~40만원의 강의료 지급이 가능하며, 

역시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금액

의 1.5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함. 적용

대상이 아닌 보건의료인에게는 규약상

의 강연비(시간당 50만원) 지급이 가능

하다. 따라서, 각 소속 기관에 따라 또

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따라 강연

비를 달리 지급한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

례금 수수제한 관련 문의사항(동법 시행

령 별표 2 관련)

Q. 국·공립대학병원 선생님들의 경우 지

급 가능한 사례금의 한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과 나목 공직

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국·공립대학병원의 의미가 명확하

지 않아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

우나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및 공립병원(한국원자력병원 등)은 ‘별

표 2의 제1호 나 또는 다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국립병원(경

찰병원, 국립목포병원 등), 군병원(국

군수도병원 등)의 경우가 ‘별표 2의 제

1호 가목’에 해당한다. 

Q. 별표 2의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윤

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의 의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국민권익

위원회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시행에 따라(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공립

대학 교수의 강연료 한도액은 시간당 

정교수의 경우 30만원으로, 조교수의 

경우 20만원으로 분류된다. 한편,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공립

대학 교수의 강연료 한도액은 시간당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

원 20만원으로 분류된다. 

Q. 별표 2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외국기

관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

준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외국

기관”의 의미

별표 2 제1호 라목은 “국제기구 외국

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

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이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의 해석상 

정부나 국제기구, 대학, 연구기관, 학

술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이며, 한국법인이 있는 외국계 

회사의 본사, 지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Q. 청탁금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강연”의 

범주와 규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강연”의 

범주가 상이한데, 이 경우 적용해야 할 사

례금 규정과 여비 규정 

청탁금지법상 강의로 해석되나 공정

경쟁규약상 자문으로 해석되는 경우

(예시:회의 형태의 자문), 의료기기법

에는 자문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바, 

청탁금지법상 강의에 적용되는 사례금

과 여비규정 기준과 공정경쟁규약상 

기준 중에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직

무 관련성을 기존의 뇌물죄 판례와 같

이 다소 넓게 해석하는 입장이므로, 배

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인 보

건의료인인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이 A

사의 제품과 전혀 관련 없는 진료과라

고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본 사례의 경우 의료기기

법에 따른 제품설명회는 청탁금지법상 

예외로서 허용 가능하다. 

사례 9. 임상시험의 형태에 따른 청탁금지

법 적용 : 의료기기 회사가 시행하는 임상

시험이 연구자주도 임상시험(Investigator 

Initiated Trials)인지 회사주도 임상시험

(Sponsor Initiated Trials)인지에 따라 연

구자모임에서의 식대, 교통비 지급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

위 조항에 부합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은 청탁금지법상 “다른 법령에 따

른 금품의 제공”으로서 허용된다. 그런

데, 현행 의료기기법은 연구자주도임

상시험인지 회사주도임상시험인지 여

부에 따라 허용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

하고,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조항에 부합하는 임상시험에 대

한 적절한 연구비 지원을 허용하고 있

다. 따라서, 연구자 모임 주최 및 이에 

따른 실비 지원의 근거가 임상시험 용

역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고, 이

에 근거한 연구자 모임에서의 실비의 

적절한 식대, 교통비 등의 지원은 적절

한 연구비로서 지원 가능하다. 

사례 10. 형사처벌 대상인 배우자의 금품 

수수 : ○○ 국립대학교병원장 A의 초등학

교 동창인 의료기기사 임원 B가 근무하는 

C사는 현재 ○○ 병원이 추진 중인 의료

기기구매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B가 사

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

사에 참여해 4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병원장 A의 배우자 C가 B로부터 후

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병원장 A

가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신고한 경우 병

원장 A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병

원장 A의 배우자 C가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병원장 A가 알

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장 

A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의료기기사 

임원 B의 경우, 병원장 A가 이를 알았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례 11. 지자체로부터 보건센터의 운영

을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 : A 재단이 안

산시로부터 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A 재단의 대표자인 

보건의료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및 강의료 지급 기준

A 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

고 있다. 이 경우, A 재단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

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 법인을 대표해 

위임·위탁받은 행위를 하게 되는 동 

법인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한다(2016.12.16.자 「관계부처 합동 청

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해석).

다만,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

의 등’에 따른 제한이 준용되지는 아니

하므로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상 강의

료 지급액의 제한은 없다. 

사례 12.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 : 의료기

기사에 근무하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

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

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

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이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A, B, C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사례 13.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 ○○ 

국립대학교 교수 A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

를 받아 1년 동안 의료기기회사에 사외이

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경우

국립대학교 교수 A도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며, 교수 

A가 받은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4천만

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

품 등으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

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않

는다. 다만, 이런 보수의 지급이 부당

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

는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사례 1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 지

방자치단체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

저씨 B가 참석해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내고, 초등학교 동창회장 C가 참석해 동

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공무원 A의 7촌 아저씨 B가 제공한 

금품 등은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

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

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며(법 제8조제3

항제4호), 동창회장 C가 제공한 금품 

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

해(법 제8조제3항제5호) 수수가 금지

되는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모두 제재 대상에서 제외

된다. 

◇ 자사제품 설명회 관련 질의사항 

Q. 개최장소 대관료가 별도로 책정된 경

우, 대관료를 포함해 식대를 산정해야 하

는지?

대관료는 행사의 주최 측에서 호텔 

등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없

으므로, 원칙적으로 식대에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식대를 낮추기 위해 고의

로 식대 중 일부를 대관료에 반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영된 값

만큼 식대에 포함할 수 있다. 

Q. 식사시 대관료가 무료인 경우, 식사시 

무료인 대관료를 식대에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대관료는 행사의 주최 측에서 호텔 

등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공직

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식대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Q. 식사제공을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 

10만원으로 제공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

는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상 허용되는 제품설명회에서의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

품 등”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므로, 이를 

준용해 의료기기법 및 공정경쟁규약에

서 허용하는 자사 제품설명회에서의 10

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은 가능하다. 

Q. 식사 제공과 별도로 제공되는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의 적법 여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상 제공이 허용되는 금품 등은 청탁금

지법상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해 의료기기법에서 허용

하고 있는 복수기관 제품설명회에서의 

5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은 가능하다. 

Q. 모든 참가자에게 개최 목적지까지의 

왕복 운임을, 근거리의 경우(서울 및 수도

권) 택시비를 기준으로 지방의 경우 항공

료+목적지까지의 택시비를 기준으로 지

급 가능한지?

제품설명회에서의 실비의 교통비 제

공은 의료기기법 및 청탁금지법상 허

용되며, 규약의 경우 현재 한국의료기

기산업협회는 원칙적으로 개최 목적지

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만 왕복 

운임 지급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대

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택

시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청탁금지법 심화사례 Q&A 

※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정경쟁규약의	의료기

기분야	심화사례·Q&A에	대한	답변은	법무

법인	태평양	안효준,	송진욱,	윤성운	변호사	

제공.

※ 자료제공 :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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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료기기 시장 동향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큰 의료

기기 시장으로 유럽 국가와 견줄만한 

GDP(국내총생산) 수치와 생활수준, 

의료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중동지

역 내에서 의료비 지출비용이 가장 높

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보건 의료비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자랑하며 

터키와의 외교 관계 회복 등 국제 교류 

및 경제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 1위의 연구자(인구 

만명당 기준)와 의료기기 특허 수를 보

유하고 있고, 연구자의 1/3이 생명공

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

로 기술 개발과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

하며 의료, 제약,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IT와 생명공학을 결합

한 헬스 IT 의료기기에서 두각을 나타

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루살렘의 

Hadassah 병원, Haifa의 Rambam 

병원, Tel Aviv의 Ichilov 병원, Tel 

Hashomer의 Chaim Sheba 의료센

터 등 높은 수준의 의료기관을 보유하

고 있다.

의료기기 시장 전망

이스라엘의 의료기기분야는 주요 산

업 중 하나로 스타트업이 강세인 시장

이다. 혁신적인 의료기술 및 의료시스

템 개발에 큰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의

료 분야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해외 투

자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투자를 유치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특정 기업의 특정 

분야 독점 방지, 기업 운영비 및 소비

재 비용 절감 관리에 직접 개입하는 등 

독점 관리법 마련을 통해 기업 간의 경

쟁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

의 자금난을 방지하고자 정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법안을 발의해 제

품 생산 및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신기술을 가진 신생기업은 최대 2년

까지 소요자금의 8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 인큐베이터 프

로그램을 경제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의료기기 시장은 2015년

부터 2020년까지 CAGR(연평균성장

률)이 US 달러 기준으로 8.1%를 기록

하며, 2020년에는 17억 달러에 달하

는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스라엘 의료기기의 수출·입 실적

은 미국 및 유럽과의 개선된 관계에 영

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대 이스라엘)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이스라엘의 주요 무역대상국은 미국

으로 의료기기 수출·입 시장에서도 

가장 적극적이다. 의료기기 수출시장

에서 미국이 19.2%를 차지하고 있으

며, 독일(13.0%), 스위스(12.1%), 벨

기에(9.8%), 중국(9.6%) 순으로 나타

난다. 한국(0.7%)은 호주(1.0%)에 이

어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 또한 미국이 전체 이스라엘 의

료기기 수입시장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13.4%), 독일(6.4%), 벨

기에(5.6%), 네덜란드(5.5%) 순이다. 

한국(1.4%)은 호주(1.4%)에 이어 11

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주요 

의료기기 품목은 2015년도 기준 초음

파영상진단장치(175만 달러), 디지털

엑스선촬영장치(120만 달러), 사지압

박순환장치(91만 달러), 고위험성감염

체유전자검사시약(79만 달러), 개인용

면역화학검사지(75만 달러)가 상위 그

룹을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수

입하는 주요 의료기기 품목은 2015년

도 기준 레이저수술기(575만 달러), 단

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402

만), 광선조사기(2,80만 달러), 전기수

술기(145만 달러), 초음파영상진단장

치(71만 달러) 순으로 나타난다. 

의료기기 등록

이스라엘 자국 내 생산되는 의료기기

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의료기기 모

두 이스라엘 보건부(Israel Ministry 

of Health)에 등록이 돼야 판매가 가

능하며, 등록에 앞서 이스라엘 보건부 

산하의 의료기기관리부(AMAR) 허가

를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AMAR

에서는 이스라엘 공중 보건 법률에 따

라 의료기기 허가 및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AMAR 허가를 위해서 제품 소개 및 

기술 정보, 제조업체 정보, 현지 대리

인 정보와 이미 시판되는 의료기기와 

동등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허가 신청은 제조업자나 수출업자가 

아닌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승인한 현

지 대리인만 가능하며, 신청서 또한 현

지어로 작성해야 한다. 

이스라엘 의료기기 인증 획득에 걸

리는 기간은 4주~6개월 정도 소요되

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임플란

트의 경우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시

에는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전자 의료기기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연구소(SII, The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에서 이스라엘

의 220V, 50Hz 전기 표준을 준수하는

지 시험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

돼야 한다.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이

름 및 주소, △의료기기 사용목적 △

기술적 세부사항 △안전성을 입증하

는 인증서 △사용설명서(현지어로 작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이스라엘

성)  △장치가 준수하는 표준의 세부규

정 △정기 점검 및 검사를 포함한 기술 

및 유지 보수 서비스에 대한 설명 △제

조/수입업자 및 외국 제조업자의 적합

성 선언.

등록 신청서에는 가능한 경우 의료

기기 국제조화 위원회(GHTF, 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인 호

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에서 발급

한 증명서가 포함돼야 사전승인을 요

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미국의 FDA 인

증 및 EU, CE 마크를 인정하고 있으

며, 해당 인증을 소지한 제품의 경우 

대부분 추가 보완 사항 없이 승인처리

를 해주고 있다. 

GHTF 회원국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FDA 510(k) 또는 시판 전 승인

서 △유럽 인증기관이 발급한 CE 마

크 인증서 △외국정부에 대한 인증서

(CFG) 또는 자유판매증명서(CFS) △

ISO 13485 인증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이스라엘 표준연구소(SII) 인증 

△해당하는 경우 시험용 샘플 제출.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이스라엘에서는 다양한 질병 및 건

강 상태의 진단,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범위에 관련된 장비 전

체를 의료기기로 정의한다. 의료기기

에는 주사기, 바늘, 혈압 측정기, 혈당 

측정기, 임신 검사 및 X선, CT, MRI, 

임플란트, 조영제 등이 포함된다.

이스라엘의 의료기기 등급은 기본적

으로 미국 FDA의 분류를 따라서 위험

도에 따라 Class I(저위험), Class II, 

Class III(고위험)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스라엘 진출시 유의사항

이스라엘 시장 진출을 위해서 확인

된 현지 에이전트를 최우선적으로 선

정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해외인증

의 인정 여부에 따라 허가등록 소요 기

간이 상이하므로 진출 계획 수립시 반

영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수교 55주년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

효되면 시장개방을 통한 국가 간의 다

양한 경제 협력과 교역확대가 증가함

에 따라 더욱 매력적인 투자시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의료기기의 뛰어난 기술력과 가

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확

보하고 여기에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이 구비된다면 이스라엘 시장 진출에 

더욱 유리하다.

정리·협회 산업정책연구부 

※	출처	

1.	BMI,	Israel	Medical	Devices	Report	Q2	2017

2.	식약처,	2015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3.	KOTRA,	해외시장뉴스	

4.	KOTRA,	국가정보	

5.	IMOH,	http://www.health.gov.il/

6.	KTL,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이스라엘 의료기기 등급 분류>

등급 품목

Class I
(위험도 낮음)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며 인체 훼손 방지에 있어 상당히 중요
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질병과 부상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가지지 않
은 기기 
예) 면봉, 기저귀, 일회용밴드, 기계식 휠체어, 일반 의료용 마스크(외과
수술용 제외), 기계식 보행보조기 등

Class II
(위험도 중간)

생명 유지나 연장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기기
예) 렌즈, 혈당기, 혈압계, 체온계, 생리대, 콘돔, 저주파치료기 등

Class III
(위험도 높음)

생명을 유지·연장하는 기기 혹은 인체 훼손 방지에 상당히 중요한 기기이거
나 질병 혹은 부상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기기
예) 실리카겔 가슴삽입물, 관상동맥 혈관 스텐트, 인공 심장 박동기 등

<2015년 한국(대 이스라엘) 수출 품목 현황>

(단위	:	달러,	%)	

순위 한글품명 수출금액 비중

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1,755,393 18.47

2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1,207,899 12.71

3 사지압박순환장치 913,526 9.61

4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 785,659 8.27

5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 753,870 7.93

한국(대 이스라엘) 수출 합계 9,503,931 100

전체 수출 2,710,714,890 -

출처 : 식약처, 2015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2015년 한국(대 이스라엘) 수입 품목 현황>

(단위	:	달러,	%)	

순위 한글품명 수입금액 비중

1 레이저수술기 5,759,991 27.06

2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4,022,826 18.90

3 광선조사기 2,809,610 13.20

4 전기수술기 1,459,735 6.86

5 초음파영상진단장치 710,477 3.34

한국(대 이스라엘) 수입 합계 21,285,373 100

전체 수입 2,944,056,386 -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술과 결합한 

차별화 마케팅 전략 필요

<이스라엘 의료기기 시장 동향, 2010-2020>

의료기기
등록규정

의료기기
등록규정

출처 : BMI, Israel Medical Devices Report Q2 2017

수 도	:	예루살렘

언 어	:	아랍어,	히브리어

면 적	:	약	2만	2천㎢	(한반도의	0.1배)

인 구	:	약	804만명	(세계	98위)

GDP	:	약	3,117억	3,900만달러	(세계	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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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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mdia.or.kr  |  www.kmdianews.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3 여삼빌딩 8층,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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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주요 여정

옛말에 두 개의 잇닿은 연못이 서로 

모자람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

누어 서로 물을 대주며 마르지 않는 

이택상주(麗澤相注)를 통해 상호 소

통의 지혜를 일깨우고 있다. 그러한 

지혜를 가득 채워가는 〈표 1〉의 소통

일정은 지난달에도 6회의 간담회와 5

회의 전문협의체를 통해 소통의 여정

을 풍성하게 한다. 

올해 들어 처음 갖는 구강소화기기 

간담회는 3월 15일에 개최돼 한 해의 

운영방안과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본 

간담회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의견교

환이 있었는데, 특히 협회 법규위원

회의 소분과로서 특화·전문화된 안

건에 대한 제한점을 공감하고 적극

적인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

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업체별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주요정책을 전달하

는 소통창구뿐만 아니라 심사자와 업

체담당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

력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그밖

에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애

로사항 등은 심사기관과 심사부가 공

유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했

다. 원재료 작성의 애로사항은 현재 

정형재활기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변경대상의 추가의견은 

의료기기정책과와 함께 개정 수요에 

따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3월 21일에는 치과재료의 시험·

심사기관과 두 번째 모임을 개최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치과재료의 종합

안내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그룹)별로 현재까지 작성한 

‘치과재료 품목의 허가·인증·신고 

종합 안내서(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종합안내서의 구성 틀을 포함한 전체

적인 구성방향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다. 특히 치과재료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업계와 심사자의 입장에

서도 활용도가 높은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안내서의 내용을 작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 시험·심사기관별 

작성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

한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시험검

사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소통의 

기회가 됐다.

다음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

기의 첨부자료의 요건을 개선하기 위

한 협의체(5차)를 3월 21일에 개최

했다. 그동안 논의해온 의견을 바탕

으로 ISO 17025 시험성적서의 수용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했는데, 

ILAC 또는 APLAC의 상호인정협정 

조건에서 국제규격(IEC 60601-1)을 

준수해 예외시험항목 없이 전 항목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의 성적

서는 인정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했

다. 향후 구체적인 수용방안으로 협

의체를 통해 인정가능한 ISO 17025 

시험성적서의 세부적인 확인방법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의 개정을 진행하

기로 하였다. 그밖에 OECD 회원국

자료의 제조원 레터의 인정과 IEC시

험성적서 제출시 CB Certificate 제

외에 대해서는 신뢰성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

렵다는 전체적인 의견이었다. 또한 

국내 시험검사기관에서 해외시험성

적서를 검토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관

련 법률의 개정문제와 더불어 관련기

관과 산업계간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

요하다고 공감했다.

네트워크기반 의료기기의 킥오프

회의를 3월 23일에 개최해 사이버보

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체의 주요역할과 업무계획을 소개했

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규격과 평

가현황에 대해 한근희 교수(고려대)

께서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의 기본방

향에 대한 토론을 했다. 네트워크의 

구성과 사용자 및 사용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보안수준이 상이하므로 네

트워크기반 의료기기의 정의와 가이

드라인의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

정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공감했다. 

더불어 제조업계의 현실과 제품의 위

해도 등을 고려한 최소 요구사항의 

도출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현실

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진력

을 다하기로 했다.

4월에 이어지는 여정

4월의 잔인함(?)을 차라리 바쁜 일

정으로 추체험하는 건 어떨까? 5월 

24일에 개최예정인 의료기기소통포

럼(MDCF)을 준비하는 운영위원회

(4.5)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원

재료 변경과 관련한 사례분석을 통

해 변경허가의 종류를 논의할 전문협

의체(4.6)는 〈표 2〉의 바쁜 일정을 가

장 먼저 채우고 있다. 로봇기술이 적

용된 재활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

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다음 일정(4.7)

은 재활로봇의 특성에 따른 필수성능

을 도출하기 위해 적용부위와 구동형

태에 따른 특성별 분류(안)의 검토를 

예정하고, 네트워크 기반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협의체(4.12)도 각각 두 

번째 모임을 맞이해 한층 더 소통여정

의 깊이가 기대된다.

그리고 개인용임신진단키트에 대

한 소변측정방법과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사용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일정(4.12)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혈관용카테터와 스텐트의 

소분과위원회(4.13)에서는 각 제품을 

허가(변경)할 때 필요한 자료의 사례

조사와 함께 제외국의 규제동향도 분

석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며 성형용 필러

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기위한 협의체(4.13)를 운

영한다. 

그 뒤를 이어 가상증강현실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심사방안을 준비

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더

불어 이들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고

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협의체

(4.19)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중유전자증폭법을 이용한 체외진

단제품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

련을 위한 첫 번째 모임(4.26)도 예정

하고 있다. 4월의 마지막 일정을 채우

는 글로벌자동승인(OCA) 민관협의

체(4.27)에서는 그간의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 대상국을 결

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마

련해 국내 허가제품에 대한 자동승인

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4.3~4.7)
○‘제3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을 위한 운영위원회(3차)(4.5)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원재료 협의체(4.6)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협의체(2차)(4.7)

2주(4.10~4.14)

○네트워크 기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전문협의체(2차)(4.12)
○개인용임신진단키트 안전사용 홍보를 위한 전문가 회의(4.12)
○심혈관기기분과 혈관용카테터 및 혈관용스텐트 소분과위원회(4.13)
○성형용 필러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방안 마련 협의체(4.13)

3주(4.17~4.21)
○치과재료 업계 간담회(2차)(4.18)
○AR·VR기술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4.19)
○원재료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3차)(4.19)

4주(4.24~4.28)
○전기수술기용전극의 품목재분류 및 성능평가 방안 마련 전문협의체(3차)(4.26)
○ 다중유전자증폭법 이용 체외진단제품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협의체(4.26)
○ 글로벌 자동승인(One-Cycle Approval) 추진 민관협의체(2차)(4.27)

〈표 2〉 4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3월	8일
○ ‘제3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을 위한 운영위원회(2차) 
	-	포럼	주제,	프로그램(안),	국내외	연자	선정	등	논의

용산역
ITX회의실

16명

3월	15일
○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
	-	업계	건의사항	논의와	품목재분류	등	‘17년	업무추진계획	공유

쿡메디칼
코리아

22명

3월	21일

○ 전기사용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5차)
	-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요건개선을	위한	검토	및	의견	수렴	

용산역
ITX회의실

25명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2차)
	-	치과재료	허가·인증·신고	종합	안내서	마련을	위한	내용	논의

평가원  
102호

12명

3월	22일

○인공지능기반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협의체(제11차)
	-	관련	허가심사가이드라인(안)의	방향	및	임상유효성평가내용	등	검토

서울역
회의실

19명

○ 기술문서심사기관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	창상피복재	기술문서심사시	품목분류	및	평가방안	공유

서울역
스마트센터

8명

3월	23일
○ 네트워크 기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전문협의체
	-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운영계획	공유와	국내외	관련	규격	검토

용산역
ITX회의실

15명

3월	27일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간담회에 따른 후속 회의
	-	간담회에서	제시한	허가·심사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	검토	결과	논의

서경빌딩
회의실

67명

3월	28일
○ 전기수술기용전극의 품목재분류 및 성능평가방안 마련 전문협의체(2차)
	-	과제	추진배경	및	일정공유,	품목	재분류	추진방안	논의

연세세브
란스빌딩

16명

3월	29일
○ 정형재활기기분과 간담회
	-	’17년	정형분과	추진	업무계획	공유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코렌텍
서울사무소

12명

3월	31일
○ 원재료 자사규격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협의체(2차)
	-	의료기기	원재료	자사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안)	확정

연세세브
란스빌딩

10명

<표 1> 3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지혜와 함께한 3월의 소통일정

대만은 국민건강보험청(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NHIA)을 단일보험자로 전국민건강보

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6.6%로 우리나라와 가

장 유사한 건강보험 환경을 가지고 있

다. 대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

을 바탕으로 높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을 보장해오면서 급증하는 의료비용을 

적절히 통제 및 관리해 구조적 재정불

안을 해소하고자 △총액계약제를 기반

으로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성과지불보상제 등을 도

입 및 실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운영현황 

대 만 형  포 괄 수 가 제 ( T a i w a n -

Diagnosis Related Groups, Tw-

DRGs)는 1995년 54개 질병군을 대

상으로 도입된 이후, 2010년 155개 

질환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

다.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 

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하려고 했으

나 현재 24개의 주요진단군(Major 

Diagnostic Categories, MDC), 

1,713개의 세부질환(Refined DRG, 

RDRG)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2단

계에 있으며, 질환 확대를 위한 자료조

사가 완료되지 않아 3단계 이후로 진행

되고 있지 않다<표 1>. 

총액예산제하에서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그 분류에 따라 행위별

수가와 포괄수가로 나눠지며, 포괄수

가는 병원의 실제 청구액이 매년 반영

돼 조정된다. 포괄수가 지불액은 상대

가중치(Relative Weight, RW)와 표

준지불금액(Standardized Payment 

Rate, SPR), 조정률로 구성된다. 상대

가중치는 특정 DRG 건당 평균점수를 

전체 DRG 건당 평균점수로 나눈 수치

이며, 표준지불금액은 전국 DRG 총점

을 전국 가중치 총합으로 나눈 값으로 

DRG 가중치 1점당 금액에 해당한다.2) 

조정률의 반영 요소로는 의료기관 유

형별 가산, 아동가산, CMI(Case Mix 

Index) 가산, 산간지역 가산이 있다. 

중증도에 따른 고비용의 부적절한 보

상으로 진료 차별 등의 문제점을 방지

하기 위해 암, 정신병, 혈우병, AIDS, 

30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희귀 장애

환자, 체외막 산화, 신장이식 합병증, 

합병증으로 인한 환자의 추가적인 입

원 등은 DRG에서 제외된다.

포괄수가제 하에서 신규 치료재료의 보상

포괄수가제 하에서 새로운 카테

고리의 치료재료(new functional 

category medical device)가 출현

한 경우 해당 재료가 기존 의료행태

(clinical practice)를 바꾸면서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시에는 행위별수가제로 

보상된 후 추후 포괄수가로 보상될 수 

있는지 재검토된다. 신규 치료재료가 

기존 의료행태를 바꾸지 않는 경우에

는 추가보상지불(add-on payment)

에 따라 추가지불보상 리스트에 등재

된 치료재료 보험가의 50%가 보상되

거나 입원 기간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

스 비용의 70%가 보상된다.3) 이때 보

험자는 두 가지 조건 중 낮은 비용으로 

보상한다[그림 1]. 

또한 대만은 일부 고비용 치료재료

에 대해 유사제품의 보험상한가를 초

과하는 비용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차액청구제도(Balance Billing, BB)'

를 운영해 고비용이나 임상적 유용성

이 높은 치료재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

권을 보장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이 보

험자 부담금보다 현저히 높거나 병원 

간 가격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가격상한

(patient-paid cap)이 설정되는데, 이

는 국민건강보험청에서 병원이 정기적

으로 공시하는 차액청구가격을 참조하

고 가격 분포범위(percentile)의 최상

위 범위를 설정해 정한다. 

이와 더불어 2013년 12월부터는 

신의료기술 도입 및 환자 선택권을 보

장하기 위해 포괄수가 내에서 비급여 

재료(self-paid code)의 청구가 가능

해졌다. 포괄수가 질병군에서 비급여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별도

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청의 재검토를 통해 포괄수가에 반영

할 필요성이 결정되면 해당 재료의 비

용이 반영된 포괄수가가 생성된다. 이

때 병원은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만 신규 포괄수가 코드로 청구할 수 

있다. 

시사점

대만은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하고 

더욱 보수적인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

도를 통해 신의료기술 또는 치료재료

에 대한 의료기관의 접근성 및 환자 선

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비용통제 

성격이 강한 포괄수가제를 확대해 가

는 과정에서 재정적 한계로 인해 보험

자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일정 부분 추가보상 및 

가입자 본인부담으로 의료기관 및 환

자 선택권을 보장해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신 의료행태를 반영

해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

이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포

괄수가제를 주요 진료비 지불제도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

한 GDP 증가율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서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

험 재정의 운영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확대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 몇 가지 부분에서 보완이 요

구된다. 

대표적으로 원가수집의 신뢰성 논란

을 잠재울 수 있는 원가수집시스템 구

축이 시급하다. 또 신의료기술 도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의

료서비스의 적정한 보상을 통한 효율

적 의료자원 배분은 가입자에게 적정

진료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포괄수

가 비용산정 및 질병군 분리체계, 의료

의 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제도의 진

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 

사례를 참고해 포괄수가제를 통해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의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실현함과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

이다. 

 포괄수가제도-(7)대만

대만, 한국과 유사한 건강보험 환경과 제도 운영
신의료기술·치료재료의 의료기관 접근성 및 환자 접근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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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4671

① 실제 비용이 기준가보다는 높으나 상한가 보다는 낮은 경우, 상한가에서 실제 비용을 제한 비용의 70%.

② 실제 비용이 상한가 보다 높은 경우, 실제 비용에서 상한가를 제한 비용의 70%.

<그림 1. 의료서비스 비용의 추가보상 기준>

<표 1. Tw-DRGs의 단계적 확대계획1)>

구분 
DRG 적용 주진단항목 

(MDC) 

진료비 비중 
(적용 DRG/ 전체 DRG) 총 입원진료비 중  

DRG 비중(%) 
% 누적 % 

2010년 155개 질병군 28.6 28.6 17.36

2011년 5·8·12·13·14 18 46.6 10.97

2012년 2·3·6·7·9·10 14.3 40.9 10.26

2013년 Pre·4·11·17·23·24 21.4 82.3 12.97

2014년 1·15·16·18·21·22 17 100 9.16

계 총 1,017개 100 60.72

70%

70%
하한가 기준가 상한가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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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7.03.31)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7년 908 199 160 381 740 166 2

2016년 898 197 159 375 731 165 2

증감 10 2 1 6 9 1 0

■  [한-이스라엘재단] MED in ISRAEL Conference 참관(03.02)
○  주요내용

  -  이스라엘 의료기기 시장 동향 조사 

  -  이스라엘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  사회공헌활동-이동건강검진사업 참여 안내(03.06)
○  일정/장소(예정)

  -  1차 17.04.29(토) 강원도 춘천시(어린이 대상)

  -  2차 17.05.27(토) 경기도 오산시(노인 대상)

  -  3차 17.10.28(토) 미정

■  [무역위원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7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 활성화 사업 추진 
간담회(03.08)

○  일시/장소 : 2017.03.08(수) 14:30 / 특허청 서울사무소 5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신고센터별 담당자 인사 및 소개

  -  ’17년 사업추진계획 보고

  -  ’16년 사업 주요성과 논의 및 개선사항 발굴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7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공고 안내(03.09)
○  주요내용 : 기업의 공통 지재권 분쟁 대응 현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한 지재권 분쟁 공동

대응 지원사업 공고

■  [식약처-제약협회] 한-일 공동심포지엄 운영에 관한 Kick-off 미팅(03.10)
■  [협회] 2017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 업무 협의회 회의(03.14)
■  제33회 국제의료기기 병원ㆍ설비 전시회(KIMES 2017) 개최 지원(03.15)

■  제10회 의료기기의날 기념행사 준비(계속)
○  주요내용

  -  제10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행사 사업자 공모 신청(03.10)

  -  제10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행사 포상자 추천

  -  훈장표창 제안서 마련 및 훈장추천자 선정

■  [협회] 2017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03.30)
○  주요내용

  -  12개 기업 등 참가 한국관 구성

  -  현지 사전간담회 개최(이스탄불 무역관)

■  [식약평가원] OCA 추진 우선 협상 대상국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03.27)
○  주요내용 : ‘국내 의료기기 허가 제품의 글로벌 자동승인(One-Cycle Approval)’의 우선협상

에 필요한 대상국 수요조사

   ▶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 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03.02)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전주기 관리 제안

  -  허가제도/변경이력관리/사후관리 전면 개편(안) 논의

■  [식약처] 체외진단법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03.03)
○  주요내용

  -  체외진단제품 정의를 신설

  -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제도 도입

  -  체외진단제품의 기술개발·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법규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 회의(03.08)
○  주요내용 

  -  기술문서 심사기관 및 식약처 간 내부회의 결과에 따른 허가시 애로사항

  -  불명확한 보완공문에 따른 허가시 애로사항

  -  원재료 규격 기재방법에 대한 심사자 간 차이에 따른 애로사항

■  [식약처] 2017년 제1차 구강소화기기과 간담회(03.15)
○  주요내용

  -  분과 건의 및 애로사항 논의

     • 기술문서 심사기관 및 식약처간 내부회의 결과에 따른 허가시 애로사항

     • 불명확한 보완공문에 따른 허가시 애로사항

     • 원재료 규격 기재방법에 대한 심사자 간 차이에 따른 애로사항

  -  구강소화기기분과 17년 활동계획 논의

     • ‘정보취약계층 대상 생활밀착용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홍보

     • 노인 대상 홍보의 경우 건강보험 정보 및 사례를 홍보시 활용하면 사용자에게 유익한 정

보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에서 관련 정보 파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검토서 제출(03.13)
○  주요내용 :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

기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대한 검토의견

■  [식약처] 전기사용 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 제5차 회의(03.21)
○  주요내용 

  -  첨부자료 제출규정의 완화 가능여부 검토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  요청사항 : ISO17025 시험성적서 인정, OECD 회원국 자료의 제조원 레터 인정, CB 

Certificate 제출 제외, 국내시험기관에서 해외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정

■  [식약처] 17년도 제1차 의료기기 GMP 서류심사 개선 민관협의체 회의(03.22)
○  주요내용 : 서류심사가 해외제조원에 대한 일괄신청 요건 개선 등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며, 

현장심사와의 자료검토 범위 등의 격차를 줄이고자, 품질관리기준 요구사항 제출 서류의 보

완 검토

■  [법규위원회] 전자의료기기제도개선TF 회의(03.23)
○  주요내용 : 의료용장비 취급업체의 특화된 이슈 논의를 위한 별도 분과 신설 논의

■  [법규위원회] 기준규격 TF 분과위원회 1차 회의(03.23)
○  주요내용 :  식약처 기준규격 T/F팀 회의 및 법규위원회 진행사항 공유

■  [KTC] 규제개혁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가 추천(03.20)

■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간담회 제2차(03.27)
○  주요내용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개선 사항 검토결과 및 향후 발전 방안 등

■  [법규위원회] 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2차 열린 토론(03.29)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사전·사후 전주기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발굴

■  [법규위원회] 2017년 제1차 정형재활기기과 간담회(03.29)
○  주요내용 : 2017년도 추진계획 논의 및 기타 정형재활기기분야기 허가심사 관련 제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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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03.29)
○  주요내용 :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과 무관한 경미한 변경사항 대상을 확대, 소프트웨어 

등 허가·인증 신청시 기재항목 간소화, 개발단계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 지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종류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예고(~4/4) 중에 있음

■  [건강보험공단] 제1차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참석(03.03)
○  주요내용 

  -  장애인보장구 급여 재평가 신청제품 적정가격 심의

  -  전동보장구 시험검사 부적합 제품 처리 심의

■  [IVD위원회] 보험분과 회의(03.09)
○  주요내용 

  -  2017년 보험분과 소개 및 추진계획 논의

  -  2차 상대가치 개편안 진행경과 공유

     • 2017년 3월까지 검체검사 질 관리 방안을 검토, 6월 2018년도 환산지수 계약 체결, 7월 

2차 상대가치점수 1단계 도입을 목표 중이며, 3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예정

  -  새로운 진단기술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방안 마련 추진(동반진단 제품)

■  [심평원] 치료재료 재정비 관련 업체 설명회 참석(03.10)
○  주요내용 : 품목군 분류 원칙을 마련하고 재분류 등을 통하여 등재에 대한 업체의 예측 가능

성 및 객관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리적이며 명확한 품목군 재분류 예정에 따른 18개 품목군, 

3,158품목에 대한 재정비 대상, 내용, 추진 절차 및 일정 등을 공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
출(03.06)

○  주요내용 : 선별급여의 정의, 적합성 평가 등 관련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시 협회를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의견 제출

■  [NECA] 20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례회의(03.24)
○  주요내용 

  -  환자중심·근거기반 보건의료의 미래전략

     •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시행되는 의료기술평가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사회적 가치

를 고려한 신뢰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방안 논의 

     • 환자중심의료 구현을 위한 해외 빅데이터 활용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을 통해 국내 공공 

보건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논의

■  KMDIA-NECA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CEO 간담회 수요조사(03.20)
■  [보험위원회] 치료재료 별도산정 개선 관련 연구용역 회의(03.31)

■  KMDIA-NECA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CEO 간담회 개최 준비
○  개최일시 : 2017.04.25(화) 또는 2017.04.26(수) 예정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평가 전주기 과정에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NECA와 CEO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  참석회신 현황 : 7개 회원사

   ▶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업무
(기준 : 2017.03.31)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107 13 1 53 174 517 8,955 9,646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7.03.31)

구분 처리 2017년

제1차~제4차

승인 119

443 1,132조건부 승인 318

미승인 6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219

276 767
불이행 57

※ 2017년 : 2017.01.01 ~ 2017.03.31 기간 중 전체 처리 건수

■  [식약처] 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관련 회의 (03.07)
■  제9~12차 광고사전심의위원회(온라인 심의) 개최(03.02, 08, 15, 22)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03.22)
○  주요내용 

  - ’16년도 의료기기 민간위탁기관 정기 지도·점검 조치 요구사항 반영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 사항 반영

  -  광고 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 요건 명문화

  

■  [공정거래위원회] 보건의료산업단체 공정경쟁규약 개정 관련 회의(03.06)
○  주요내용

  -  각 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배경에 대한 보고 진행

  -  협회는 2개 단체와 달리 국내학술대회 및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주관자 의무 강화 등 제

시, 공정위는 해당(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가급적 3개 단체의 개정(안) 통일을 요청

  -  공정위의 승인 일정은 지식산업감시과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서면심의, 의결되

며, 4월~6월 중으로 승인예정

 

■  [윤리위원회] 3월 실무회의(03.20)
○  주요내용

  -  오는 3월 24일 입법예고 되어 대략 40일간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에 대한 논의 

  -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3개 단체 협의 및 개정안 보고

  -  의료인·병원 대상 공정경쟁규약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프로젝트팀 구성

  -  2017년 윤리위원회 워크숍 논의, 6월 또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맞춰 행사 진행 예정

■  [복지부] 지출보고서 3개 단체 회의(03.23)
○  주요내용

  -  3개 단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지출보

고서 설명회 후 Q&A 정리 및 답변 작성

  -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 중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에서 1만원 이하 식음료 작성내역 삭제

  -  지출보고서 보건의료인 서명에 있어 전자서명 인정 등

   ▶  산업정책연구부 - 미래전략연구팀, 정보분석팀

■  스마트 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관련 
자문회의(03.03)

○  주요내용

  -  스마트 앱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 현황 파악 방법 논의

  -  스마트기기를 통한 해외 광고 규제 관련 문건 검색 방법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스마트폰 앱, SNS 등) 기준 관련 의견 수렴

 

■  ‘의료기기 시장 동향 분석 T/F’ 운영 관련 회의(03.07)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관련 고급 정보 제공을 위한 ‘의료기기 시장 동향 분석 T/F’ 구성

  -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동향, 경제상황, 미래전망 등 다양한 정보 분석을 의료기기 관련 대

표 단체가 공동 추진해 의료기기 정책 수립에 활용

  -  ‘의료기기 시장 동향 분석 T/F’ 운영 관련 브레인스토밍 진행

■  [복지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의 중국 수출 모니터링 실무협의회(03.09)
○  주요내용

  -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국내 의료기기수출업체 피해현황 파악

  -  정기적인 피해현황 파악으로 중국 수출 모니터링 실시

  -  매주 피해현황 보고 및 격주마다 실무협의회 진행 예정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 연구지원과제 진도점검 회의(03.15)
○  주요내용 : 2단계 8차 연구지원과제 진도점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양성교육 제1차 기술수요 분
석 회의(03.29)

○  주요내용

  -  정보 검색 및 활용, 기술 수요 분석 방법론 등 실무 역량 함양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재직자 간의 교류를 통한 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투자유치 활동지원 방안 자문회의(03.30)
○  주요내용

  -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한 IR 컨설팅 프로그램 진행

  -  기업 선발을 위한 기업추천 풀 다양화

   ▶  대변인

■  KMDIA-미국 BioTribalVision 협력 미팅(03.14)
○  주요내용 :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논의

■  [홍보위-산업발전위원회] 의료기기산업대상 홍보계획안 마련 회의(03.31)
○  주요내용 : 행사 개최 전까지 스케줄별 홍보 계획안 마련

■  의학신문 특별기고-홍순욱 상근부회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03.03)
■  어린이이동건강검진 청주지역아동센터 시력교정대상 10명 안경 지원 완료(03.17)

■  글로벌 로슈 기획-협회장 대담인터뷰(03.20)
○  주요내용 : 각국 키오피니언 리더에게 듣는 의료생태계 및 미래 발전 전망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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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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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메디칼솔루션(대표·이준혁)

은 최근 심장전문병원인 메디플렉

스 세종병원 심혈관센터에 일본 시

마즈(Shimadzu)사의 양방향 디

지털 심혈관조영촬영장치 ‘Angio 

Trinias’를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한 ‘Angio Trinias’는 

혈관질환의 진단과 심혈관, 뇌혈관 

및 모든 부위의 혈관 중재시술을 위

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해 효과

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도와

준다. 

특히 12인치 평판 디텍터를 사용

해 적은 선량으로도 선명한 고품질

의 영상을 구현한다.

이 제품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6개의 축과 트리플-피봇

(Triple-pivot)을 이용해 좁은 공간

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포지션으

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관상동맥중재시술(PCI)시 

좁아진 혈관을 넓히기 위해 삽입하

는 스텐트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보

다 정확한 위치 선정을 가능케 해 2

개의 스탠트 삽입이나 풍선확장술

시 도움을 준다.

DK메디칼솔루션 관계자는 “국내 

정상급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에

서 일본 시마즈

사의 혈관조영장

치를 선택한 것

은 시마즈 장비

의 안전성과 성

능을 높이 본 것”

이라며 “앞으로 

국내 시장 공략

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고 강조했다.

루트로닉(대표·황해령)은 지난달 

16일 ‘KIMES 2017’에서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 ‘알젠(R:GEN)’의 국

내 출시를 알렸다.

알젠은 루트로닉이 개발한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로, 황반 중심

부까지 직접 레이저를 조사해 질

병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 당뇨

병성 황반부종(DME, Diabetic 

Macular Edema) 및 중심성장액맥

락망막병증(CSC,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에 대한 한국, 

유럽 허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관련 질환

에 대한 허가를 추가했다. 지난해 말 

‘제한적 의료기술’의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국에서부터 출시한다. 

황해령 대표는 “현재 망막 전문 센

터가 있는 국내 주요 병원들과 IRB 

및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2분

기부터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중

심으로 알젠 치료술이 보급될 것”이

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한적 의

료기술 확대 시행을 통해 정부의 전

폭적인 지원을 확인했다”며 “루트로

닉은 더 많은 환자들이 관련 치료술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강조했다.

한편, 루트로닉은 이달 15일부터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한안과학회 제117회 학술

대회에 참가한다. 회사는 행사 내내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안과 전문의

들에게 직접 장비 시연을 통해 알젠

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로슈진단(대표·리차드 유)이 

새롭게 론칭한 분자진단검사시스템 

‘cobas 6800 system’을 국내 대학

병원에는 처음으로 연세대 의과대

학 세브란스병원에 공급했다. 

세브란스병원과 한국로슈진단과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1일 ‘국내 

1호 cobas 6800 분자검사시스템 

도입 기념식’을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세브란스병원 진단검

사의학과 최종락 과장과 김현숙 교

수를 비롯한 의료진과 한국로슈진

단 리차드 유 대표이사, 지근섭 분자

진단사업부 사업 본부장 등이 참석

했다.

이번에 도입된 ‘cobas 6800 분자

진단검사시스템’은 민감한 분자진단 

검사실 환경에 최적화됐으며 핵산 

추출, 증폭, 분석 등 검사의 전과정

을 자동화해 검사 오류를 예방하고, 

검사자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bas 6800시스템은 HBV, 

HCV, HIV, CMV 정량 검사 등

이 가능하다. 특히 로슈진단의 검

사 자동화 시스템인 CCM(Cobas 

Connection Module)을 통해 최신 

임상화학 및 면역 검사 장비, 자동 

검사 전처리 장비 등과도 연결 가능

한 첫 분자진단 시스템이다. 

김현숙 교수는 “로슈진단의 cobas 

6800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검사실 

사용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임

으로써 환자에게 보다 신속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로슈진단 리차드 유 대표는 

“cobas 6800 분자검사시스템을 설

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환

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브란

스병원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바텍(대표·노창준)은 3일 중국의 

주요 의료기기 제조·유통 기업과 

향후 5년간 370억 규모의 치과용 

3D 디지털 CT 촬영 장비 공급 계약

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공급 계약은 중국 의료

기기 유통기업에 바텍의 덴탈용 3D 

진단 장비를 부분조립생산(semi-

knockdown)과 기술 컨설팅 방식

으로 공급한다. 회사는 1천여 대가 

넘는 덴탈 이미징 제품을 장기적이

고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대형 계약

으로 의미가 있다.

중국은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의

료기기 시장으로, 임플란트와 같이 

입체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급

증하며 덴탈 이미징 분야에서도 3D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바텍은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대

응하기 위해 현지 법인 및 생산공장 

운영, 현재 2D 파노라마 시장을 선

도하는 등 단기간에 성장하고 있다.

바텍은 중국시장에서 자체 브랜드 

유통망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이

번 계약과 같은 기술이전 등의 형태

로 현지 제조업과 제휴해 유통구조

를 다변화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형 계약 수주를 계기

로, 전 세계 덴탈 이미징 시장의 1위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

한다는 계획이다. ‘촬영속도’, ‘영상구

현방식’ 등에서 획기적인 기술우위를 

점하는 혁신제품을 출시하는 한편, 

AI(인공지능) 기반의 덴탈 이미징 

SW 솔루션 개발 등 경쟁업체가 단기

간에 따라오는 것이 불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바텍의 안상욱 대표는 “바텍은 전

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80%에 육

박하는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디지

털 장비 변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덴탈 이미징 시장에서 1위를 목

표로 매출과 파트너십을 확대해가

고 있다”며,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을 기반으로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은 물론, 중국, 인도와 같은 이

머징 마켓의 시장 확산을 통해 글로

벌 선두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

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DK, 최첨단 심혈관조영촬영장치 공급
메드플렉스 세종병원, 시마즈사 ‘Angio Trinias’ 설치

루트로닉, 황반치료 레이저 ‘알젠’ 국내 출시
망막전문센터 통해 황반 레이저 치료술 보급 적극 나서

로슈진단, 분자진단시스템 세브란스병원 공급
‘cobas 6800’ 오류없는 검사 자동화 구현·검사자 안전 보장

바텍, 덴탈용 엑스레이 5년간 370억 수출 
중국에 치과용 CT 장비 대량 공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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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보= 실장급 △사회복지정책실장 이

영호

◇전보= 과장급 △건강정책국 구강생활

건강과장 배경택 △질병관리본부 검역지

원과장 박기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

검역소장 홍성진 △국립정신건강센터 총

무과장 김기석 △국립공주병원 임상검사

과장 김동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부이사관 △마약정책과 강석연

◇승진= 서기관 △의약품정책과 김일수 

△의료기기정책과 오영진 △식품의약품

안전처 오운환

◇승진= 기술서기관 △첨가물기준과 최

용훈 △기획재정담당관실 오정원 △위해

정보과 박종필

◇전보= 국장급 △광주지방식약청장 보

건연구관 한순영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장 김영균 △식품소비안전국장 이현규 

△부산지방식약청장 박정배

◇전보= 과장급 △첨가물기준과장 오재

호 △서울지방식약청 수입식품분석과장 

이순호 △부산지방식약청 수입식품분석

과장 이창희 △대구지방식약청 유해물질

분석과장 이원규 △대구지방식약청 운영

지원과장 이기호 △광주지방식약청 유해

물질분석과장 이동호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이종필 

 

필립스코리아(대표·도미니크 오)

는 수면무호흡증을 보다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양압호흡기 

‘드림스테이션 (DreamStation)’을 

국내에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필립스 드림스테이

션(DreamStation)은 수면무호흡

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치료

하는데 효과적인 양압호흡기다. 드

림스테이션은(DreamStation)은 

사용자의 30일간 수면 패턴을 수집 

및 분석해 매 수면마다 호흡 정보나 

수면 상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로써 환자는 수면 건강이 얼마나 

증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압호흡기를 처음 

사용하는 환자는 장비에서 가하

는 공기 압력이 강해 불편함을 느

끼는 경우가 있다. 드림스테이션

(DreamStation)은 초기 사용자

가 치료에 편안히 적응할 수 있도

록 공기 압력을 점진적으로 증가시

키는 이지스타트(EZ-Start) 기능

을 탑재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램프

(SmartRamp) 기능은 환자가 잠들

기 전에는 낮은 압력을 유지하다 수

면 상태에서는 적정 치료 압력까지 

천천히 높여 숙면에 들 수 있도록 돕

는다. 

이밖에도 작고 가벼운 디자인

에 적은 소음, 직관적인 디스플레

이 구성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

상했다. 또한, 자체 성능 검사 기능

이 적용돼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

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안

전하다. 30일마다 유지 및 보수 관

련 알림도 제공한다. 드림스테이션

(DreamStation)은 사용자의 착

용감을 개선한 마스크 드림웨어 

(DreamWear)와 연결해 사용 가능

하다. 

한국엘러간(대표·김은영)은 소비

자에게 높은 정보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사의 필러 브랜드 

쥬비덤(R)(Juvederm(R))의 홈페이

지(www.Juvederm.co.kr)를 새롭

게 단장했다.

리뉴얼된 홈페이지는 작년 새롭

게 탄생한 쥬비덤(R)의 모델 ‘쥬인공

(TM)’을 컨셉으로 당당한 한국인 여

성상을 제시하며, 쥬비덤(R)이 한국 

여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와 가치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아냈다.

홈페이지 내에는 2015년 기

준 글로벌 필러 시장 점유율 44%

를 기록한 쥬비덤(R)브

랜드의 가치와 특허받은 

VYCROSSTM기술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각각의 제품들이 가

지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술 후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

엘러간에서 개발한 ‘위드 쥬비덤(R)’ 

앱에 대한 소개와 동양화가 조장은 

작가와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작된 쥬비덤(R) 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됐다.

‘위드 쥬비덤(R)’은 시술 사진 갤

러리 및 시술 후 주의사항 자동알림 

등의 기능으로 보다 효과적인 시술 

후 관리뿐만 아니라, 생리 일정 알

림, 운동 기록 등 다양한 개인정보 

관리 기능으로 필러 시술을 받지 않

은 소비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

작된 애플리케이션이다. ‘위드 쥬비

덤(R)’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바드코리아(대표·하마리)는 유방

생검기기 엔코(EnCor)와 함께 사용

되는 업그레이드된 체내표시기 ‘세

노마크 울트라(Senomark Ultra)’

를 지난달 22일 출시했다.

유방생검기기 엔코는 맘모톰의 개

발자 스티브 파커 박사(Dr. Steve 

Parker)와 바드사가 개발한 유방생

검기기로, 진단뿐만 아니라 유방 의

심 종양 제거 시술에도 가능하다. 엔

코의 바늘은 한국 여성들에게 많은 

치밀유방 조직 내에 삽입이 용이하

도록 디자인돼 표적 정확도를 더욱 

높였으며 또한 엔코 시술시 발생하

는 기기의 소음을 최소화해 의료진

과 환자 모두에 시술 편의를 확대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바드의 세

노마크 울트라는 유방생검기기 엔

코를 통해 제거한 병변에 표시를 남

기는 체내표시기로, 병변 제거 이후

에도 유방 내 병변의 위치를 정확하

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줌

으로써 시술 후 안전성을 높여준다.

일반적으로 진공 흡인 방식을 통

한 유방 생검시, 병변의 많은 부분이 

제거돼 조직 검사 이후에 병변이 있

었던 위치를 다시 찾아내기가 어렵

다. 하지만 체내표시기 세노마크 울

트라는 시술 부위에 리본과 고리 모

양으로 표시를 남겨 시술 후에도 위

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병변 추적

을 통한 환자의 안전한 질환 관리가 

가능하다. 

콜로플라스트코리아(대표·배금

미)는 친수성 자가도뇨 카테터인 스

피디캐스(Speedicath)를 국내에 공

급하고 있다. 척수 손상 환자는 대부

분 삶을 휠체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불편함은 물론, 배뇨 문제

로 어려움을 겪는다. 간헐적 자가 도

뇨는 이들 환자를 위한 유용한 치료 

방법으로 꼽히는데, 이는 척수 손상 

등으로 신경인성 방광을 가진 환자

가 스스로 요도를 통해 카테터(요도

관)를 방광 안으로 삽입, 소변을 배

출하는 것이다. 

스피디캐스(Speedicath)는 기존 

카테터 중에서 유일하게 개봉 후 즉

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요로감

염 발생 비율이 50%나 더 낮다. 또

한 크기와 길이가 다양해, 본인의 상

황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친수성 윤활제가 균일하게 발라져 

있어 삽입시 마찰력이 감소하므로 

요도에 부드럽게 삽입된다. 

콜로플라스트코리아는 별도의 비

용 없이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카테

터 구입과 보험금 환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부터 론칭한 ‘콜로플라스트Ⓡ 케어

(ColoplastⓇ Care)’는 기존 보험의 

‘선지급 후 환급 시스템’이라는 다소 

복잡한 절차에서 척수장애인들이 

구매와 동시에 환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초기 구매 비용을 줄이도

록 도와준다. 

콜로플라스트 관계자는 “복잡한 

환급 절차를 밟느라 시간과 노력을 

쏟는 환자의 고충을 줄이고자 기획

한 서비스다. 이를 통해 척수장애인

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친수성 자가도뇨 카테터 및 

보험환급 대행서비스에 관련된 자

세한 사항은 콜로플라스트Ⓡ 케어

(1588-7866) 또는 카카오톡 옐로

우 ID@coloplast 콜로플라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립스, 수면무호흡증 치료기 ‘DreamStation’ 출시
수면시 사용자의 호흡정보 및 수면 상태 데이터 제공

한국엘러간, 필러 ‘쥬비덤(R)’ 홈페이지 새단장
쥬비덤 제품라인, 위드 쥬비덤 앱 등 다양한 콘텐츠 구성

바드, 유방생검 체내표시기 ‘세노마크 울트라’ 출시
유방 병변 제거 후 시술 부위 확인 가능 안전성 높여

콜로플라스트, 친수성 자가도뇨 카테터 공급
간헐적 자가도뇨, 척수장애인에게 가장 유용한 배뇨관리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9대 김승

택 원장이 지난달 7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간 심평

원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김승택 신임 원장은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자원배분, 재정의 건

전화, 전문역량의 제고 등을 통해 임

직원이 자율적이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취임사

에서 밝혔다. 또한,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생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심평원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리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택 신임 원장은 1978년 서울

대 의학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의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8

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임

용돼 충북대학교병원장, 제9대 충북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는 

2017년 제1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수술로봇 ‘다빈치(da Vinci)’

의 기업인 인튜이티브서지컬사가 

서울 상암동 디엠씨(DMC)에 830

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하는 수술혁

신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

정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

정되면 투자금액의 범위내에서 임대

료의 50%(국비·지방비 매칭)을 5

년간 지원을 받는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고부

가가치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활성

화를 위해 ’11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2015년 이탈리아 IDS-K R&D센

터(대전소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이다.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는 미

국 인튜이티브서지컬(Intuitive 

Surgical)사의 국내투자기업으로서 

2012년 한국에 설립(외국인직접투

자(FDI) 200만 달러)했다.

인튜이티브서지컬사는 세계 5번

째,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번째

로 한국에 수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국내외 의료진 대상 로봇수술 교육, 

로봇 수술기법 개발 등을 추진할 예

정이다. 정부는 이번 수술혁신센터

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시장형

성 단계에 있는 국내 의료 로봇 관련 

업체 및 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정

보통신기술(ICT) 융합 의료기기 산

업은 물론 관련 산업의 성장에 이바

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신임원장 취임

“심평원, 보건의료 발전 견인에 노력”

인튜이티브서지컬, 다빈치 ‘수술혁신센터’ 설립

산업부, 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임대료 지원

2017. 5. 9(화) 실시

일     시 주요일정

3월 30일(목)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마감

4월 11일(화) ~ 4월 15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4월 15일(토) ~ 4월 16일(일)
후보자등록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4월 17일(월) ~ 5월  9일(화) 선거기간

4월 17일(월) ~ 5월  8일(월) 선거운동기간

4월 25일(화) ~ 4월 30일(일)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5월  4일(목) ~ 5월  5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5월 9일(화)
투표 (오전 6시~오후 8시)

개표 (투표 종료 즉시)

주요 선거사무 일정

제19대 대통령 선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문기)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자의 전문성을 강

화해 의료기기 인증 또는 허가를 신속

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핵심인재 300 양

성 프로젝트’를 10월까지 총 74회 실시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허

가·심사 신청 및 작성요령 △품목별 

안전성·성능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시험방법 등이며, 교육대상별로 기초 

및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

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 국

내 의료기기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의

료기기 GMP,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

용도 교육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교육에 참여를 원하

는 자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02-860-4350) 또는 동국대학교 의

료융합기술실용화연구원(031-961-

5607, 5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의료기기 역량강화 교육(디딤돌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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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케치

추운 겨울을 견디고 진달래가 고려산 천지

를 진분홍빛으로 수놓기를 기다린다.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는 4백 고지가 넘는 

산에서 꽃을 피운다. 결코 낮지 않은 산이기

에 이를 보기 위해 애를 쓴 사람들의 감동은 

더욱 큰 울림이 되어 다가온다. 천 년의 역사

가 깃든 고려산에서 아름다운 진달래도 보고 

강 건너 북녘 하늘도 감상하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가득 담아보는 꽃구경을 

추천한다.

<가로 열쇠> 

(1)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함. 자세

히 살펴보지 않고 대충 봄. 주 (4)

방광 밑에서 요도를 감다 발생빈도가 훨

씬 높다 (7)술을 마신 후 속을 풀고자 먹

는 국 (9)스승과 제자 사이 (10)부스럼이

나 상처에서 흐르는 물 (11)손도장 (12)

노랫말 (13)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감. 남

싸고 있는 밤알 크기의 기관. 남자에게만 

있다. ~ 비대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보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

버림 (16)물 위로 납작한 돌을 던졌을 때 

그 튀기는 자리마다 생기는 물결 모양. ~

를 뜨다 (18)털구멍 (20)살갗 (21)책을 읽

음 (22)국이나 찌개에서 국물 이외의 것 

(23)상처 보호, 붕대 고정에 쓰는 테이프 

(24)뒤가 제비 꼬리같이 생긴 남자 예복 

(25)습관성 물질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정신 및 신체상의 증세. 단

<세로 열쇠> 

(2)말을 기르는 곳 (3)산과 바다에서 나

는 온갖 진귀한 물건으로 차린, 맛이 좋

은 음식 (4)온 나라 (5)가시가 달린 사막 

식물. 손바닥(장) 모양으로 생겨서 붙은 

이름이죠 (6)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호 (8)훔친 물건 (11)설

사를 멎게 하는 약 (12)노래 부르기가 직

업 (14)어머니의 자매의 남편 (15)눈동자 

(17)소변을 만들고 운반하고 배설하는 기

관과 남성의 생식계통에 대한 질환을 대

상으로 하는 분과 (19)동양과 서양, 옛날

과 지금.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대와 모

든 장소 (20)결혼 등의 기쁜 일을 사람들

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베푸는 잔치 (21)

혼자서 노래를 부름 (22)잘 잊어버리는 

증상. 휴대폰 통화 중에 호주머니를 더듬

더니 전화기 없어졌다 전화 끊어 이따 전

화할 게 했다죠 (23)같은 일을 되풀이함

<4월호>

“진달래 봄향기와 

 고려산의 숨결을 만끽 하세요” 

‘고려산 진달래 축제 2017’ 이달 12일부터 시작

•기간 : 2017년 4월 12일(수)~23(일)

•장소 : 인천 강화군 고인돌광장 및 고려산 일원

•홈페이지 : www.ganghwa.go.kr

4월의 책

위대한 멈춤
박승오, 홍승완 지음/열린책들

과감히 덜어내는 힘
마이클 바스카 지음/최윤영 옮김/예문아카이브

자신의 인생에 의문을 품고 삶

의 방향을 고민하는 보통 사람들

을 위한 책이다. 예술, 학문,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18명

의 평범했던 인물들의 전환기를 

탐구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저

자 본인들의 전환기 체험을 솔직

하게 풀어낸다.

책은 인생을 도약한 인물들의 

전환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

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방법

으로 9가지 도구(독서, 글쓰기, 여

행, 취미, 공간, 상징, 종교, 스승, 

공동체)를 제시한다.

큐레이션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힘이자, ‘선별과 

배치를 통해 시장이 원하는 것만 

가려내는’ 기술이다. 큐레이션은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사

용되는 의미를 넘어서서, 패션과 

인터넷을 비롯해 금융ㆍ유통ㆍ여

행ㆍ음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트렌드다.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양질의 콘텐츠만을 선

별ㆍ조합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

고 가치를 재창출하는 큐레이션이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전략’이

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과잉 사회

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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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의 축제

<3월호 정답자>

김광섭 서울시 양천구 목3동

박성빈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낱 말 퀴
즈

공    연    명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

공  연  장  소 LG 아트센터

공  연  기  간 2017년 4월 27일(목)~30일(일)

공  연  시  간 평일 8시 / 토 7시 / 일 3시

티  켓  가  격 VIP_10만원 / R_8만원 / S_6만원 / A_4만원

달리의 그림이 설아서 움직이는 듯 아름다운 서커스!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색감과 다채로운 모습의 출연자들이

아크로바틱과 연극, 춤, 음악, 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결합해 눈부신 퍼포먼스를 펼친다.

애 완 동 물 떡 고 물

창 질 투 심 음

오 곡 백 과 병 우 표

리 수 비 듬

발 굽 원 앙 금 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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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간 교육 일정

구분 과정명[교육일수(시간)] 차수 신청기간 교육일정 교육인원

CHAMP 
교육
과정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 
[2일(16H)]

2차 2017.4.10(월)~4.28(금) 2017.5.11(목)~5.12(금)

30명

3차 2017.7.24(월)~8.11(금) 2017.8.24(목)~8.25(금)

4차 2017.9.11(월)~10.10(화) 2017.10.19(목)~10.20(금)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ISO 13485)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3.20(월)~4.7(금) 2017.4.20(목)~4.21(금)

2차 2017.5.29(월)~6.16(수) 2017.6.27(화)~6.28(수)

3차 2017.10.16(월)~11.3(금) 2017.11.15(수)~11.16(목)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3.6(월)~3.24(금) 2017.4.5(수)~4.6(목)

2차 2017.5.15(월)~6.2(금) 2017.6.14(수)~6.15(목)

3차 2017.9.11(월)~9.29(금) 2017.10.12(목)~10.13(금)

의료기기 임상시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실습과정 [3일(21H)]

1차 2017.6.5(월)~6.23(금) 2017.7.4(화)~7.6(목)

2차 2017.10.10(화)~10.27(금) 2017.11.1(수)~11.3(금)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 
[2일(16H)]

1차 2017.4.24(월)~5.12(금) 2017.5.25(목)~5.26(금)

2차 2017.7.31(월)~8.18(금) 2017.8.30(수)~8.31(목)

3차 2017.11.13(월)~12.1(금) 2017.12.12(화)~12.13(수)

의료기기 R&D 기획 역량 
강화 과정 [3일(21H)]

1차 2017.3.27(월)~4.14(금) 2017.4.26(수)~4.28(금)

2차 2017.10.10(화)~10.27(금) 2017.11.7(화)~11.9(목)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ISO 10993) 과정
[2일(16H)]

1차 2017.5.8(월)~5.26(금) 2017.6.8(목)~6.9(금)

2차 2017.8.21(월)~9.8(금) 2017.9.13(수)~9.14(목)

3차 2017.11.6(월)~11.24(금) 2017.12.7(목)~12.8(금)

IEC 60601-1(3판) 규격의 이해와 
설계 기본과정 [2일(16H)]

2차 2017.9.21(목)~9.22(금) 2017.9.21(목)~9.22(금)

IEC 60601-1(3판) 설계 및 Usability 
실습 특화과정 [2일(16H)]

1차 2017.4.17(월)~5.8(월) 2017.5.17(수)~5.18(목)

2차 2017.9.25(월)~10.20(금) 2017.10.26(목)~10.27(금)

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대상 
사후관리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3.13(월)~3.31(금) 2017.4.12(수)~4.13(목)

2차 2017.5.22(월)~6.9(금) 2017.6.22(목)~6.23(금)

3차 2017.10.23(월)~11.10(금) 2017.11.23(목)~11.24(금)

의료기기 수출입 무역실무 
기본과정 [2일(16H)]

2차 2017.5.29(월)~6.16(금) 2017.6.29(목)~6.30(금)

3차 2017.8.7(월)~8.25(금) 2017.9.6(수)~9.7(목)

의료기기 사업경영 시스템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5.1(월)~5.19(금) 2017.6.1(목)~6.2(금)

2차 2017.10.30(월)~11.17(금) 2017.11.29(수)~11.30(목)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6.12(월)~6.30(금) 2017.7.11(화)~7.12(수)

2차 2017.9.25(월)~10.13(금) 2017.10.24(화)~10.25(수)

의료기기 건강보험 기본과정 
[2일(16H)]

1차 2017.4.24(월)~5.12(금) 2017.5.23(화)~5.24(수)

2차 2017.6.19(월)~7.7(금) 2017.7.18(화)~7.19(수)

3차 2017.8.21(월)~9.8(금) 2017.9.19(화)~9.20(수)

4차 2017.9.18(월)~10.10(화) 2017.10.17(화)~10.18(수)

5차 2017.11.6(월)~11.24(금) 2017.12.5(화)~12.6(수)

인재
양성
과정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1일(4H)]

2차 2017.5.1(월)~5.19(금) 2017.5.30(화)

50명3차 2017.8.28(월)~9.15(금) 2017.9.26(화)

4차 2017.10.30(월)~11.17(금) 2017.11.28(화)

2017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과정 안내

■ 교육일정

■ 교육대상자

 - 의료기기 관련 업체 종사자

■ 교육 신청 방법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홈페이지 (http://edu.kmdia.or.kr) 

    접속 후 인터넷 신청

■ 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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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 발급

■ 교육비 및 교육생 특전

 - CHAMP 교육 : 무료(컨소시엄 협약 가입시)

 - GSP 교육 : 50,000원

 - 교재, 문구류 제공, 중식 및 다과 제공, 수료증 부여

 - 교육 취소는 교육일 3일 전까지만 가능

■ 교육장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8층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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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내용

2017년 ‘CHAMP 교육’은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 등 총 14개 과정, 39회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별로 1인당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고품질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업

체 종사자에게 무료 수강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없

애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의료기기를 임

대 및 판매하는 업체의 종사자들의 자체이수교육을 돕기 위한 “의

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교육”도 실시합

니다. 총 4회 교육이 이루어지며, 본 과정을 통해 의료기기 유통품

질 관리기준의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 및 체계에 대하여 알 수 있으

며, 사용되는 용어와 시설 설비, 그리고 품질 및 위생, 문서 등의 관

리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 및 의료기기산업계를 다각적이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돕고 핵

심인재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협회는 집합교육 이외의 시간적ㆍ지역적인 이유로 참여하기 어려워 

교육 기회를 얻기 힘든 의료기기산업계 종사자를 위하여 협회 ‘사이

버연수원(http://kmdia.cylearn.co.kr)’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공정

경쟁규약 길라잡이, △건강보험 정책이해 실무교육, △IEC 60601-

1(3판) Risk Management,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

관리과정(GSP)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 play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

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협회는 향후에도 장기적이고 차별화 된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프로

그램을 개발은 물론, 업계의 애로사항 및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의 다양화·전문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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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산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

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이하 CHAMP) 교육,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교육, △협회 

사이버연수원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