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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한적 의료기술제도 개선동반진단제품에 관한 제언

11면

 KMDIA “실질적인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 돼야”
김기선 의원, 최근 공청회 열어 각계 의견 수렴 법제정 공감대 형성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

련을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 의

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의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

다. 공청회는 지난 7월 김 의원

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김기선 의원은 “현재 국내 의

료기기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외국 기업에 비해 경

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

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체계

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기기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5년마다) 수립 △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

증제(3년마다 재평가) 도입 △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이

다. 특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에 선정되면 △국가연구개발사

업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

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

제가 10년간 이뤄진다.

이날 공청회 패널들은 의료

기기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법안

이 제약산업 육성법을 차용해 

마련돼 의료기기산업의 특성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는 관련부처 및 

기관의 협업이 중요하고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홍순

욱 상근부회장은 “중국을 비롯

해 후발 주자로 인해 경쟁력 악

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법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기술개발 초기부터 인

허가와 제품출시까지 R&D 투

자와 산·학·연, 인적·물적 지

원 등 세부단계별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기 개발부터 출시 후 사

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이 필요

한 만큼 인허가,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있어 식약처의 역할

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윤

문수 전략기획실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기준이 기

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

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는 구

조”라며 “50억, 100억 등 기업

의 규모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

양화하고 지원혜택도 선정된 

기업의 니즈에 맞게 차별화된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성민 의생명공학

과 교수는 “법 제정 후에는 선

택과 집중할 사업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적절한 평가를 

통해 좋은 결과와 의미가 있는 

사업은 유지·발전시켜 나가도

록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

다”고 제언했다.

바텍 안상욱 대표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나 더 중

요한 것은 사람이고, 제조업체

에 필요한 연구인력 유치를 위

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

조했다. 이어 “의료기기는 개발 

후 이익을 내기까지 비용 회수

기간이 길기에 ‘의료기기 글로

벌 시장펀드’라는 모태펀드를 

마련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

고 펀드 결산 기간도 10년 정도

로 길게 가져가서 리스크를 정

부 손실로 하면 많은 기업에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측 패널은 의료기

기산업 육성을 위해 각 부처간

의 협업을 강조했지만 시각차

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의

료기기정책과장은 “의료기기산

업 육성지원에는 복지부, 산업

부, 미래부, 식약처 등 여러 부

처가 관련돼 있어 부처간 협력

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지원 

법안이 되려면 식약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주 전자

전기과장은 “의료기기 특성상 

해외시장의 인허가 등 다양한 

장벽이 많다”며 “여러 부처의 영

역이 나눠져 있기에 컨트롤타워

를 구성해 부처간의 협업을 이

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

산업진흥과장은 “품목 인허가 

등 안전 분야와 산업 육성·지원 

분야의 업무는 조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7월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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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

규위원회(위원장·길문종)는 

7일 ‘2016 KMDIA 법규위원

회 분과위원장·간사 워크숍’

을 용인 호텔더숨포레스트에

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법규위원회 추진 과제 

검토 및 ISO13485 2016년

도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최근 시행된 약칭 ‘청탁금지

법’에 대한 RA/QA 담당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규위, 규제 국제조화에 큰 역할

길문종 법규위원장은 인사

말에서 법규위원의 활동을 치

하했다. 길 위원장은 “법규위 

위원은 RA/QA 등 국내·외 

의료기기 법령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국내 의료기기 허가시

스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

고, 국제조화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의료기기 법

령 등을 자사가 철저히 준수하

도록 힘쓰고,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임무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법규위 추진 과제 중 

식약처에 건의한 KGMP 현장

심사의 심사지연, 경비부담, 

심사자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

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에 따른 적정한 허가관리 방안

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날 워크숍 사회와 첫 발표

를 맡은 이경자 의료기기정책

분과장(한국애보트 부장)은 의

료기기 첨부문서 제공방법 확

대 관련 종이 등의 형태로 제

공되는 첨부문서는 분실·훼

손 우려 및 사용정보 신속한 

검색·갱신 곤란으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 

법개정 추진

이경자 분과장은 “이 같은 

첨부문서 제작으로 인한 자원 

및 비용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서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인터넷을 통한 첨부문서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개

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2

월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영순 허가심사제도

개편TF 분과장(바드코리아 이

사)은 “식약처는 허가-건강보

험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품목(레이저수술기 외 7개 품

목)을 선정, 복지부 및 심평원

과 연계 데이터베이스 형식(정

보 목록 등)에 대한 논의가 이

뤄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허가-건강보험 정보연계 통합

정보망(가칭)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협회 허가심사제도개

편TF는 ‘의료기기 허가·건강

보험 연계를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준규격개편 TF 임수

섭 분과장(지멘스헬스케어 부

장)은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한국산업표준(KS)의 통합추

진 연구사업에 참여해 국제적

으로 통용되는 표준(규격)에서 

의료기기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요구되는 별도 기준

은 가이드라인화하는 것을 제

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규위 의료기기관리분과는 

수입업자 준수사항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식약처 의료기기

관리과와의 워크숍 등 주요활

동을 발표했다.

김명심 의료기기관리분과 

간사(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

칼 부장)는 “의료기기 회수 및 

폐기 관련 제출의견에 대한 후

속 조치와 표시기재 관련 2등

급 의료기기의 허가번호 체계 

변경(수허→수인)으로 인한 국

문표시사항 개정 시 허가증 내 

허가번호와 일치되지 않는 문

제에 대해 식약처와 논의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부작용 보고 대상 판단기준 마련 

필요

배성원 의료기기안전평가분

과 간사(한국존슨앤드존슨 차

장)는 “단순 안전성 정보 보고

에 대한 절차가 국내 규정상 

불명확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 

대상 명확화를 위한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식약처

에 이 안건을 주제로 간담회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의료기기과분과는 전자

의료기기 첨부 자료 요건에 대

한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소희 첨단의료기기분

과 간사(인튜이티브서지컬코

리아 차장)는 “1차, 2차 식약

처 간담회를 통해, 국제공인시

험기관(CBTL)에서 발행된 성

적서는 ‘CB Certification’ 발

급 없이 인정이 필요하며 ‘ISO 

17025’ 시험기관의 인정 확대

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식

약처·시험검사기관·산업계

를 구성원으로 하는 전문가 협

의체가 지난 9월부터 운영되

고 있다며 10월 예정된 2차 전

문가 협의체 및 시험검사기관

과의 간담회에 적극적인 지원

을 당부했다.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제출 

면제 조건 추가 협의

설영수 심혈관기기분과장

(이루다 이사)은 “식약처와 원

재료 작성방법 합리적 개선을 

위해 국가별 규격의 인정확대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재사

항을 원재료 기재항목에서 제

외, 원재료에 대한 생물학적 

자료의 면제 확대 등을 추진 

중이며, 전기수술기용 전극의 

품목 재분류 방안 및 생활밀착

형 의료기기 대국민 홍보방안

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설영수 분과장은 원재료에 

대한 국가별 규격의 인정확대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재사

항 등 개선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식약처에서 보수

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개선 진

행이 미진하다”고 토로했다.

정형재활기기분과는 식약처

가 추진중인 의료기기 생물학

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안), 인체이식 의료기기 자기

공명(MR) 환경 안전성 가이드

라인(안), 첨단의료기기 단계

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 

김지연 정형재활기기분과장

(한국스트라이커 이사)은 “의

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를 위한 조건을 

추가 협의 중에 있고, 자기공

명(MR)환경 안전성 가이드라

인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용시 

주의사항 변경이 고려돼야 한

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의료

기기 단계별 허가심사 제도는 

국내 제조업체가 개발단계부

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

고 활용을 당부했다.

구강소화기기분과는 생활밀

착형의료기기(콘택트렌즈) 안

전사용 대국민 홍보를 위한 리

플렛, 동영상을 식약처와 공동 

제 작 해  배 포 했 다 .  또 한 

KMDIA 어린이청소년이동검

진 행사에서 검진대상 어린이

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

했다. 황윤정 구강소화기기분

과장(한국알콘 부장)은 “식약

처와 산업계가 의료기기안전

사용 홍보에 관한 좋은 기회가 

됐고 향후 진행되는 생활밀착

형 의료기기 홍보활동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소현 구강소화기기분과 

간사(한국존슨앤드존슨 과장)

는 “복수원재료 병행기재 건과 

관련해 해외규정 및 사례 제출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인체 

중·단기접촉 의료기기(30일 

이내)이며 안전성·추적성이 

확보되고 제품의 성능·사용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복수기재 가능한 것으로 협의 

됐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준수 및 적절한 대처 

있어야 

법규위 추진과제의 분과별 

발표 이후 이진휴 법규자문위

원(동방의료기 이사)이 △신의

료기술 절차가 허가에 미치는 

영향 △관행적 뇌물 수수행위

에 대한 수집과 향후 대처 △

KGMP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향 △유통관리센터 관련 업

계 중지 △산업계 중장기 발전 

방향(시험검사인증) △간납업

체 문제해결 중간보고 등을 보

고했다.

이어 설영수 심혈관기기분

과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해외 수출을 위해 국제기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

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

며 ISO 13485 2016년도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했다.

워크숍 마지막 세션은 전영

철 고문(메디언스 부회장)이 

RA/QA 등 의료기기업계 종사

자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적용범위와 금지되는 행

위를 설명했다. 특히 GMP 현

장심사시 품질심사기관과 관

행적으로 해온 점심·저녁식

사도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기 어렵기 때문

에 품질관리 담당자의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규위원회, 올해 핵심과제 추진사항 점검
분과위원장·간사 워크숍 개최, 길 위원장 “GMP현장심사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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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업체 불공정거래관행 근절돼야”
복지부, ‘간납업체 실태 파악 위한 간담회’ 가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복지부가 간납업

체 실태 파악을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 참여했다.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서울 

심평원 회의실에서 복지부 국

감에서 제기됐던 간납업체의 

필요성과 수수료 문제, 의료기

기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

한 성일종 의원(새누리당)이 

제안한 조달청 구매대행에 대

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

담회는 협회를 비롯한 조달청, 

서울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

원, 이지메디컴, 케어캠프가 

참여했다.

협회 간납업체 개선 TFT(위

원장·이준호)는 간납업체는 

보건의료계에만 존재하는 독

특한 유통조직으로 병원이 부

담해야 할 구매 및 유통 비용

을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전

가시키고, 병원 납품을 위해 

강제된 수수료를 부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만큼 

의료기기법 규제조항 신설, 표

준계약서 마련 등으로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지메디컴과 케어캠

프는 의료기기의 다양성과 복

잡성으로 인해 병원의 전문

적 구매 대행 및 원내 물류를 

통한 경영지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서비스 없는 수수료 부과’ 문

제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병원의 

의료기기 구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전문성은 문

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조심

스럽게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조달청 입찰을 이용할 경우 

0.38%의 낮은 수수료가 가능

하다며 보험수가의 환율변동

제 적용 등 특수성을 반영한 제

도를 구축한다면 긍정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투명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달 중에 ‘재단 관련 간납업체’

를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개

최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

했다.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숙

원인 간납업체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

는데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

하면서, 이른 시일에 의료기기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의무적으로 ‘의료기기 표준코

드’를 기재해야 하고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가 설치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달 17일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란 ‘의료기기를 식별

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용기나 외장 등에 표

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바코드’ 등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의료기기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

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하고, 제조업자 등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

료기기통합정보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기 사

용에 따른 부작용 보고 및 회수 

등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

뤄지지 않아 의료기기의 생산

부터 안전 사용까지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

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은 의료기기 유통정

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

기기통합정보센터’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판매·임대업자는 의료

기관에 공급한 내역을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기기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

통·사용되고, 내구연한이 길

어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유통정보 및 공급내역을 파악

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면서 “의료

기기 부작용,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 및 회수·폐기 등 사후관

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의료기기

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서

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의 구

체적 내용과 절차 및 방법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

준화된 체계와 방식을 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정

보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 특성상 매우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제품단위

별 공급내역 보고를 하게 됨에 

따른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 대상 

범위와 시행 시점을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산업 인력 수급 지원책 필요”

복지부-중소기업청, 바이오헬스 창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MOU

일본의료기기연합회(JFMDA) 회장, 협회 방문

지난달 17일, 양 단체 교류협력 방안 의견 나눠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민원 교육 실시

KMDIA,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방지

KMDIA-서울시, 서울바이오허브 MOU 체결

서울의 바이오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공동협력

KMDIA,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 교육 실시
22일 협회 교육장, 온라인 접수 선착순 70명 마감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1일 보건의료분야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창업

과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

헬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

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하고, 주요 협회 및 

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홍순

욱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기분

야의 창업지원 체계를 확충하

고 의료기기기업과 병원간의 

개발 연계 및 의료인의 의료기

기 개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특히 의료기기산업 특성에 

맞는 인재양성과 인력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달 17일 일

본의료기기연합회(JFMDA) 

코 지  나 카 오

(Koji nakao) 회

장이 협회를 방

문, 글로벌 교류 

협력 확대를 위

한 의견을 나눴

다. 양 단체는 이

날 한국 및 일본

의 의료기기산업 

규모 및 시장 동향을 소개하

고, 협회 차원의 교류 협력 방

안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의료기기광고사

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지난달 21일, 28일 협

회 교육장에서 제조·수입·

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관계

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협회 광고관리팀은 의료기

기업체가 올바른 광고물을 제

작해 정확한 제품 정보를 소비

자에게 제공하고 과대과장 광

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의료기기기광

고심의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

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2007년 4월부

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

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

탁받아 의료기기광고 사전심

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 바이오 의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제1회 서울 바이

오 의료 콘퍼런스를 지난달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

최하고, 보건의료산업 11개 

기관단체와 서울 홍릉 지역에 

내년 6월 개관하는 ‘서울바이

오허브’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

부장은 “협약을 체결한 11개 

기관·단체와 서울시는 서울

의 바이오 의료 창업 인프라 

구축과 향후 창업 인프라 확

대, 글로벌 마케팅 및 투자유

치 활성화 등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협약 사

항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매

년 정기포럼을 개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2016년 하반기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의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오는 22일, 협회 9층 교육장

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11월 9일(수)

부터 11월 11일(금)까지 사

흘간 협회 교육홈페이지

( h t t p : / / e d u . k m d i a .

or.kr/)를 통해 선착순(70

명) 신청을 받으며, 교육은 

무료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

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협회는 통관 처리절

차 및 작성법을 설명한 ‘표준

통관예정보고 업무처리지

침’을 마련해 12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무화·통합정보센터 설치 추진
김승희·오제세 의원,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유통에 관한 개정안 발의

행위·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100일로 단축’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위한 맞춤형 허가 지원

식약처, 정형용임플란트·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등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인체이식형 기기의 MR 환경 안전성 가이드라인 발간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요양급여 결정 절차·기간 등

을 단축하고 임상연구시 통상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담

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

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요

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

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심층

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부분을 신의료기술평

가위원회와 관계없이 30일을 

추가해 심층적 검토가 가능토

록 했다.

이에 따라 급여·비급여 대

상 여부는 기본적으로 확인 신

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신

청인에게 통지되며, 심층 검토

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60일

을 넘기지 않게 된다.

또한 행위·치료재료에 대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

간을 현행 150일에서 100일로 

변경해 요양급여 결정에 소요

되는 기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임상연구시 발생하는 통상진

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위

해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임

플란트고정체에 대한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

별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 가

능한 제품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안전성

과 성능 평가 방법, 시험규격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신고

된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광

대뼈나 두개골 결손부위에 사

용하는 정형용임플란트 및 이

런 임플란트 등의 수술시 수술

부위를 표시·안내하기 위한 

수술용 가이드 등 10개사, 18

개 제품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무

릎관절, 인공엉덩이관절 등 정

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

트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들

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

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

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정형용임플란

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한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생물학

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

목 및 평가시험자료 △물리·

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항

목, 시험방법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 이후에

도 인공연골, 인공혈관·인공피

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해 이달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강한 전자기장

이 발생하는 자기공명(MR) 환

경에서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시 필요한 안전성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

했다.

자기공명(MR) 환경이란 

MRI 촬영실과 같이 강한 전자

기장이 발생하는 환경을 가리

킨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

기기업체들이 자기공명(MR)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체이식

형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인체이식형 의

료기기 분류 △분류별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성 확인 위한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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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며(16.4%), 건

강보험 시장에서 사보험이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입원환

자 지불 방식으로는 1983년에 도입

한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를 적용하고 크게 메

디케어(Medicare) 대상 환자들에

게 적용하는 MS-DRG(Medicare 

severity diagnosis-related group)

와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APR-

DRG(all patient refined DRG)가 

시행 중이다.1) DRG 시술코드는 환자

의 진단명, 실시된 시술, 부작용, 연령, 

퇴원 시 상태에 따라 분류된다.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은 중증도

가 심한 질병과 고비용 환자를 치료하

는 병원에 대한 지불금액은 증가시키

고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는 지불금액을 감소시

키는 효율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위해 2008년 기존 538개의 DRG를 대

신하는 745개의 DRG를 도입했다.2) 

2015년을 기준으로 총 753개의 MS-

DRGs가 적용되고 있다. 외래방문에 

대한 지불 방식은 메디케어가 2000년 

7월에 운영하기 시작한 외래환자 전향

적 지불제도(Out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OPPS) 방식이 

있고 지불단위로써 대부분의 외래 서

비스를 외래지불분류(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 APC)라는 

분류로 구분한다

케어 향상을 위한 묶음지불제도(Bundled 

Payment for Care Improvement, BPCI) 

시범사업

미국은 DRG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

으로 이를 수정 및 발전시키고 있으며, 

2013년 CMS에서 현행 포괄수가제

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케어 향상을 위

한 묶음지불제도(Bundled Payment 

for Care Improvement, BPCI) 시범

사업 계획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해당 

시범사업 추진 배경은 진료비를 질환

별(per episode)로 포괄해 지불함으로

써 의료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의료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질환별로 포괄해 지불하는 방식은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자

가 설정한 진료 시작 시점부터 종료시

점까지를 모두 하나의 사례로 엮어 수

가를 책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런 

지불방식은 서비스 및 질병 중심이 아

닌 환자 중심으로 지불이 이뤄지는 개

념이며, 일정 기간을 설정해 외래 및 

재입원까지 포함할지 등의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다. BPCI는 크게 4가지 

모델을 제공하고 의료제공자는 하나 

이상의 모델을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주체의 의료서

비스 공급자가 존재하며,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이 구분돼 있어 의사비용은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고 병원비용은 

포괄수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BPCI 하

에서는 의료공급자가 질환별 단위로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재정위험

과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의료공급

자간 진료협력이 강화되고 의료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다. 이는 또한 급성

기후 케어(Post-Acute Care, PAC)

로 연결돼 어떤 환자를 어느 기관의 급

성기후 케어로 이송할지 효율적으로 

결정된다.

DRG 하에서의 신의료기술 추가 보상

미국은 포괄수가제 하에서 추가

지불보상제도(add-on payment 

system / pass-through payment 

system)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의료

기술 도입 우대정책을 제공한다. 입

원환자 치료에 적용되는 추가지불보

상제도(add-on payment system)

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또는 기술 비용

의 50%를 추가로 보상하고, 외래환자 

치료에 적용되는 추가지불보상제도

(pass-through payment system)

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또는 기술 비용

에 대해 기존 포괄수가 급여비용에 포

함되는 비용을 제외한 차액의 100%

를 보상한다. 

입원환자 추가지불보상제도에 적용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또는 기술이 새

롭고(new), 현행기술을 능가하는 현저

한 임상적 개선(substantial clinical 

improvement)을 보여야 하며 통상적

으로 지불되는 DRG 지불금액에 비해 

고비용이어야 한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9개의 

의료기기가 입원환자 추가지불보상제

도 항목에 포함됐다. 외래환자 추가지

불보상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운 서비스 또는 기술이 유사외래지불

분류 지불과 비교시 비용에 현저한 차

이를 보여야 하며, 질병 혹은 상해를 

진단 치료하고 비정상적인 신체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 현저한 임상적 개선

이 있음이 증명돼야 한다.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돼 질

병군 진료에 소모된 서비스의 비용과 

빈도 등이 적절하게 산정되기까지는 

통상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위

의 추가지불보상제도를 통해 최대 3년

까지 신의료기술에 적용된다. 차후 새

롭게 도입된 기술이 의료현장에 충분

히 반영돼 비용이 산출되면 포괄수가

제에 반영돼 질병군 분류가 신설되거

나 기존 수가의 조정이 이뤄진다.

시사점

미국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운영하면

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신의료기술 평

가절차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

며, 기존 기술에 비해 고비용인 기술

은 열외군(outlier)으로 분류해 추가지

불의 형태로 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포괄수가제 내로 신의료기술을 도입

해 최신의 의료행태가 환자에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도 포괄수가 질병군의 의료기술 발전 

및 환자의 신의료기술 접근성을 고려

해 합리적인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상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포괄수가제도-(2) 미국

미국, 임상적 유용성 있는 고비용기술 별도 추가보상

황 효 정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차장

<추가지불보상제도(add-on payment) 해당 품목>

항목 관련 질병 시행 회계연도

Xigris Severe sepsis FY 2003 - 2004
InFuse Bone Graft Spinal fusion FY 2004 - 2005

Kinetra Implantable Neurostimulator Essential tremor and Parkinson’s disease FY 2005 - 2006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with Defibrillation Chronic, moderate to severe heart failure FY 2005

Endovascular Graft Repair of the Thoracic Aorta Thoracic aorta aneurysms FY 2006 - 2007
Restore Rechargeable Implantable Neurostimulator Chronic, intractable pain FY 2006 - 2007

X STOP Interspinous Process Decompression System Back and leg pain
(lumbar spinal stenosis) FY 2007

Cardiowest Temporary Artificial Heart System Bridge heart transplant FY 2009 - 2011
Spiration IBV Valve Prolonged respiratory air leak FY 2010 - 2011

AutoLITT Glioblastoma Multiforme FY 2011 - 2012

Voraxaze Renal Impairment Secondary to Toxic MTX 
Concentration FY 2013 - 2015

Dificid Clostridium Difficile Associated Diarrhea FY 2013 - 2014
Kcentra Replacement Therapy for Fresh Frozen Plasma FY 2014 – 2015

Zilver Drug Eluting Peripheral Stent Peripheral Artery Disease FY 2014 – 2015
Zenith Fenestrated Abdominal Aortic 
Aneurysm(AAA) Endovascular Graft Abdominal Aortic Aneurysm FY 2013 - 2015

Argus II Retinal Prosthesis System Retinitis Pigmentosa FY 2014 – 2015
Implantable Hemodynamic Monitor System Congestive Heart Failure FY 2015

※ 출처 : CMS(2015), Innovators' guide to navigating Medicare

<BPCI시범사업 모델>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적용 
질병군

모든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전체 DRG

선택 선택 선택

Episode •입원
•입원+PAC 
•퇴원 후 30일까지

•PAC 
• 퇴원 후 30일 이내

episode 개시 가능
• episode 개시 후 30

일까지

•입원

서비스종류
모든 Medicare Part

A 서비스
입원과 퇴원, 재입원에 

관련된 Part A와 B
PAC부터 재입원과 
관련된 Part A와 B

입원과 재입원에 
관련된 Part A와 B

지불형태 후향적 후향적 후향적 후향적

지불
•병원: 포괄수가제
•의사: 행위별수가제

• 의료공급자에게 행위
별수가제로 선지급

• 목표가격을 통해 후향
적으로 조정함

• 의료공급자에게 행위
별수가제로 선지급 

• 목표가격을 통해 후
향적으로 조정함

• 분배를 위해 
   병원에 1회의 
   포괄지불

※ Part A : 입원보험/ Par B: 의사서비스 보험/ PAC: 요양시설, 재가간호시설, 재활병원, 장기요양병원 
※ 출처 : 박은철(2014), 포괄지불제 현황과 방향, 86.

          

10월의 주요 여정

최근 우리 사회는 극심한 소통의 단

절과 함께 갈등(葛藤)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얼마나 심

각한지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갈등

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1.043(2011년 기준)

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5개국 가운데 5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사회갈등이 높은 나라

는 터키와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뿐

이며 이런 사회적 갈등이 야기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갈

등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

용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르고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

등 해소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분석했

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회갈등을 줄

이려는 노력의 중요성과 함께 상대를 

존중하며 인정하는 배려문화의 확산

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

기에 그런 배려를 위한 노력으로 채워

온 〈표 1〉의 세부 일정을 살펴보며 함

께 걸어온 배려의 여정을 돌이켜본다. 

2017년도에 시행예정인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기술문서심사 민간위탁

에 차질이 없도록 세 번째의 전문가

회의를 10일에 개최해 21개의 지침

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가졌

다. 먼저 용역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지침서(안)의 심사내용에 품목별 특

성반영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작성예

시를 보충하고 동등비교에 따른 제출

자료의 범위도 추가하도록 했다. 그

리고 심사 및 인증 대상여부의 확인

을 위한 기 심사이력과 본질적 동등

비교표를 제출하도록 보완했다. 더불

어 첨부자료의 제출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추가하기로 논

의하는 한편 심사원 양성교육(11.16

∼18)에 대비해 품목별 심사지침서

를 다음 달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12일에는 레이저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용레이저 안전지침(안)을 마련하

기 위한 제6차 회의를 마련했다. 그

동안 협의체를 통해 완성한 ‘의료용

레이저 바르게 알기’ 리플렛의 최종

본을 공유하고, 이는 대한피부과학회

에서 추가로 인쇄 및 배포해 많은 호

응을 받았다. 또한 의료용레이저조사

기의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의 내용을 공유하고, 

전임상시험을 위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진행사항과 내용을 과제책임자

가 발표하고 효율적인 연구과제의 수

행이 되도록 협의체 위원 모두의 적

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제6차 협의체 회의를 19일에 개최했

으며, 이날 모임에서는 대내외의 기

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

술동향과 관련한 자문과 더불어 가이

드라인에 대해 논의를 했다. 또한 ’17

년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로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등 3개 품목

에 대한 산업표준(KS) 제정계획을 공

유하고, ‘통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의 보안 위험평가 검증연구’ 등의 연

구과제를 제안하기로 했다. 그리고 

보안 가이드라인(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달에 관련업체와 관련협회

를 포함해 내·외부의 의견을 서면으

로 조회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제품의 안전관리 기본방안 논의를 위

한 일곱 번째 모임을 20일에 함께 했

다. 총 18명의 전문가가 모여 업체에

서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사례 중심

의 관리방안과 고려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제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기본적 원칙과 허가심사의 기술

적 특성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

했다. 다음 달의 8차 모임을 11월 10

일에 개최해 허가심사 시 이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의하고 가이드라

인 초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에는 ‘제4차 의료기기 소통포

럼’ 프로그램 구성(안)의 확정을 위

해 제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발표주제에 대

한 논의를 하여 첫 번째 연자로 문인

혁 교수(동의대)가 ‘로봇기반 의료기

기의 국제규격 동향’을 발표하고, ‘해

외 인증 전문가가 바라본 국내 의료

기기 허가·심사 제도’에 대한 발표를 

산업계와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국

내·외 허가 사례에 대해 설영수 이사

(㈜이루다)가 발표하기로 했다. 패널

토의는 김정성 교수(건양대학교 신소

재공학과)가 담당해 해외인증전문가, 

시험검사기관 및 산업체 등 총 8명으

로 패널을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국

가별 제도 비교와 국내·외 허가사례

에 대한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세부 소

주제에 대한 추가논의를 하여 다음 포

럼(11.30)이 유익한 소통의 기회가 되

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

상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종합 설

명회’를 지난달 28일에 코엑스 콘퍼

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종합설명

회는 첨단의료기기의 단계별 허가·

심사제도 등 올해 시행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제도의 소개와 더불

어 그동안 의료기기심사부에서 발간

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단계별 허가·심사, 허

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허가

절차, 환자맞춤형의료기기 신속사용

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개선된 

제도와 더불어 그동안 마련해온 허

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최신 규격의 

제개정 내용에 대해 소개했으며 530

명에 이르는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들

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11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가을은 더욱 깊어져 입동과 소설을 

담고 있는 11월이다. 음력 10월에 해

당하는 11월은 추수동장(秋收冬藏)

의 여유로움으로 1년 중 첫째가는 상

(上)달이라고 해 수확의 기쁨을 기렸

다는데, 〈표 2〉의 첫 번째 일정으로 

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그동안 준비

해온 3D프린터로 제조된 맞춤형 의

료기기의 관리방안에 대해 다양한 홍

보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1월 9일에는 3D 프린팅관련 

관계부처(식약처, 산업부, 미래부) 합

동 민원설명회(서울 더케이호텔)를 

관련 기업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

최할 예정이다. 3D 프린팅 품목별 허

가심사 가이드라인의 발간과 함께 서

울청 대강당에서 민원설명회(11.22)

도 계획하고 있다. 30일에는 제4차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을 ‘의료

기기 기술혁신과 규제의 조화’라는 

아젠다로 서울 가든호텔에서 예정하

고 있어 참여예정인 150여명의 관계

자에게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2등급 체외진

단의료기기의 민간심사기관과의 협

의체를 구성해 위탁방안제도의 공유

와 더불어 협의체의 운영방안을 논의

해 효율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

력할 계획이다.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2주(11.7~11.11)
○ 3D 프린팅관련 관계부처 합동 민원설명회(11.9)
○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전문가 협의체(8차)(11.10)

4주(11.21~11.25) ○ 3D 프린팅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설명회(11.22)

5주(11.28~11.30)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협의체 및 업계 합동간담회(11.28)
○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3차)(11.29)
○ 제4차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11.30)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협의체(11.30)

〈표 2〉 11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10월 10일
○ 체외진단용의료기기 2등급 심사 지침서 개발 전문가 협의체(3차)
 - 품목별 심사·인증지침서(안) 21종의 의견수렴

서울역
회의실

6명

10월 12일
○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4차)
 - 레이저조사기의 안전성 기준 마련 및 분류 세분화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2명

10월 19일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6차)
 - 통신을 사용하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보안 및 성능 평가 방법 검토

심사부
별관

10명

10월 20일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의료기기전문가 협의체(7차)
 - 관련제품의 기술특성 발표 및 관리방안 논의

용산역
회의실

18명

10월 21일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6차)
 - 제4차 소통포럼(MDCF) 개최 준비(프로그램  및 초청연자 등 확정) 

연세빌딩
소회의실

11명

10월 25일
○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
 - 전자의료기기 허가시 첨부자료의 개선 방안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26명

10월 28일
○ 의료기기 허가·심사 종합민원설명회
 - ’16년 하반기 허가심사 분야 정책 및 방향 등에 대한 종합민원설명회

코엑스 530명

<표 1> 10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한 해의 갈무리를 위한 힘찬 여정들”

1) 박은철(2014), 포괄지불제 현황과 방향, 의료정책연구소, 79-80.

2)  CMS(2015), Innovators’ guide to navigating Medicare, https://www.cms.gov/Medicare/Coverage/CouncilonTechInnov/

index.html, Accessed at Oct.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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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책 동향

남미국가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인 칠레는 

2004년 4월 발효 이후로 전 산업 분야

에서 우리나라의 지역무역협정 확대의 

디딤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3년

에는 정부 개혁 우선순위로 의료 개혁

을 선포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박근

혜 대통령의 칠레 순방에서 양 보건부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보건의

료 분야의 협력기반 발전,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의약품, 환자서비스, 의

약품규제, 가정 내 의료서비스(원격의

료), 보건의료 정보 및 경험 교류, 모바

일 헬스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협

력을 제안했다. 

칠레 정부는 공공·민간 의료부문 

투자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로 복지정

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오는 2018년까지 응급 진료소 

132개를 새로 짓기로 했으며, 현재까

지 20개의 병원을 건설했고, 다른 20

개의 병원은 준-투자, 설계, 입찰 진행 

중이며 2018년 3월까지 완료될 예정

이다. 

의료분야 예산이 6조 6,000억 달러

로 2015년에 비해 5.1% 증가했으며, 

이는 공공보건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

를 유치하고 있다.

의료기기 수요 동향

칠레는 넓은 국토 면

적에 비해 의료기기 시

장은 작지만, 1인당 의료

비 지출은 라틴 아메리카

에서 가장 높은 순위

를 차지한다. 칠레 

연간 의료비 지출

은 OECD 국가 

평균 수치(8.9%)

에  더 욱  가 까 워 진 

2015년 기준 GDP의 

8.1% 수준인 194억 달

러로 인당 1,080달러를 기

록했다. 

인구의 기대수명 

및 노인 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으로 매년 의료분야 소비지

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

며, 웰빙, 건강에 대한 관심 확

대로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칠레의 의료인 수는 OECD 평

균의 절반 수준으로 전체 의료진 중 

60% 이상이 수도 산티아고에 집중돼 

의료진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다만 남

북으로 긴 지리적 특성이 있어 원거리 

통신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원격 의료

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과 잠재력이 매

우 크다.

의료기기 시장 전망

칠레 내 현지 생산은 단순 의료용

소모품에 한정돼 주로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나 의료기

기 전문수입상을 통해 구입한다. 지

난해 칠레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7.6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0년

까지 연간평균성장률(CAGR) 9.0%

로 시장 규모 12억 달러 수준으로 성

장 예상된다. 또한 기타 의료기기

(Other medical devices), 환자 보

조기기(Patient Aids), 정형외과용 

및 보철물 의료기기(Orthopaedic & 

Prosthetic)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수입 제품

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전

형적인 수입의존형 국가이며, 미국 

34.6%, 유럽 21.5% 등 선진국에 크

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

다. 최근에는 가격 

면에서 강세를 띄운 

중국이 11.4%를 차지하며 

활약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도 기준 112개의 품

목으로 863만 달러를 수출하며, 12위

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 디지

털엑스선촬영장치, 초음파영상진단장

치, 치과용임플란트, 개인용온열기, 치

주조직재생유도재 등이다. 

의료기기 규제 관련기관

칠레의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칠레 보건부(MINSAL : 

Ministerio de salud)와 국립 의약품 

기구(ANAMED : Agencia Nacional 

de Medicamentos) 산하의 공중보

건 관리기관인 칠레 공공보건청(ISP :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 -  칠레

개방 경제의 선두주자 ‘칠레’
원격 의료시스템의 진출 공략

의료기기
등록규정

의료기기
등록규정

Instituto de Salud Publica)에서 의

료기기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 간소화

된 등록 및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총 7개의 하위 부서 중 의료기기 

담당부(Subdepto de Dispositivos 

Medico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규제 대상 의료기기의 인증 수행

기관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적합성 

검증 

△  규제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의료기기 수출에 필요한 평가 및 인

증서 발급 

 △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Techno Vigilance Program 유지 

의료기기 분류 체계

의료기기 사용과 통제에 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는 제품 사용

과 관련된 위험 수준에 따라 ClassⅠ∼

Ⅳ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Ⅳ는 

위험도가 가장 높고 Ⅰ은 가장 낮은 순

으로 분류된다. 

의무등록 대상 품목으로는 수술용 

장갑 및 콘돔, 일회용 주사기가 해당

하며, 의무등록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

우 수입과 유통이 가능하나 제품에 문

제 발생시에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수입업체들

은 의무등록 비대상 품목이라도 CE, 

ISO 등 여타 품질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보건청(ISP)에서는 

의무등록 비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안

전성 체크를 유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기 등록 방법

칠레 공공보건청(ISP)에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록에 대한 절차는 모두 인터

넷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다.

공공입찰 참여 방법

칠레 공공병원은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공공입찰을 통해 구매

한다. 칠레 보건부에 필요로 하는 의료

기기를 신청하면 이를 검토하고, 승인

받은 건은 공공 입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의료기기와 의료장비, 소모품 등 보

건 부분에 대한 모든 공공입찰은 칠레 

보건조달국(Cenabast)에서 담당하나 

입찰절차는 조달청(Chilecompras) 홈

페이지(www.chilecompra.cl)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조달청 공공입

찰에는 칠레회사와 외국회사가 자유롭

게 등록과 참여 가능하다.

조달청 입찰은 두 가지로 분류

되는데, 비교적 가벼운 품목을 입

찰하는 Mercado Publico(www.

mercadopublico.cl)와 상대적으

로 중요한 품목이나 큰 금액의 입찰

을 진행하는 ChileProveedor(www.

chileproveedores.cl)로 나뉜다. 

Chile Proveedor에 등록하기 위해서

는 먼저 Mercado Publico에 가입돼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추가정보를 입력한 

후 소정의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면(회

사 규모에 따라 57~136달러) 참여 가

능하다.

 정리·협회 산업정책연구부 

※ 출처 

1. BMI, Chile Medical Devices Report Q4 2016

2. 식약처, 2015년도 실적보고 통계자료

3. KOTRA, global window

4. IBRD, http://www.worldbank.org 

5. 칠레 공중보건청(ISP) http://www.ispch.cl

6.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수 도 : 산티아고

언 어 : 에스파냐어

면 적 : 약 75만㎢ (한반도의 3.424배)

인 구 : 약 1,750만명 (세계 63위)

GDP : 약 2,349억 300만 달러 (세계 44위)

<의료기기 분류 체계>

등급 주요 품목

Class Ⅰ 붕대, 의료용 침대, 청진기 등

Class Ⅱ 수술용 장갑, 틀니, 콘택트렌즈 등

Class Ⅲ 콘돔, 의약품주입펌프. 투석기 등

Class Ⅳ 인공심장판막,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등록 방법>

(단위: US$) 

대상품목 의무 허가 취득 대상 의무 비대상

분류 식약청 등록 사용처분허가 -

신고자 제조업체, 수입업체 제조업체, 수입업체 제조업체, 수입업체 

필요서류
신고양식, 수출목적증명서, 

품질증명서(ISO) 등
신고양식, 수입신고증, 

B/L 매도증서(Bill of Sale) 등

신고양식, 사용설명서, 
수출목적증명서, 

품질증명서(ISO) 등

비용 26 60 352

신청방법 온라인(www.ispch.cl) 온라인(www.ispch.cl) 온라인(www.ispch.cl)

<칠레 GDP와 총 인구 변화, 1960-2015>

GDP (current US$)                           Populatio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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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의료기기 시장 성장 전망, 2015-2020>

  (단위:CAGR %)

ANAMED

Registro Y 
Autorizaciones 

Sanitarias 
(위생 등록·허가)

Inspecciones 
(검사) 

Laboratorio 
Nacional de 

Control 
(국립 제어 연구소) 

Biofarmacia y 
Bioequivalencia 

(생물 약제 및 
생물학적) 

Estupefacientes y 
Psicotropicos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Dispositivos 
Medicos 
(의료기기) 

Farmacovigilancia 
(약물검사) 

<ANAMED 조직 구성>

구분 과정명 차수 일정
교육일수
(시간)

교육
인원

CHAMP 
교육 
과정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ISO 13485) 기본과정

3차 2016. 12. 7(수) ~ 8(목) 2일(16H) 30명

의료기기 임상시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실습과정

2차 2016. 11. 8(화) ~ 10(목) 3일(21H) 30명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

3차 2016. 12. 1(목) ~ 2(금) 1일(8H) 30명

의료기기 R&D 기획 
역량 강화 과정

2차 2016. 11. 2(수) ~ 4(금) 3일(21H) 30명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ISO 10993) 과정

2차 2016. 11. 24.(목) ~ 25(금) 2일(16H)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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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016. 11. 16(수) ~ 17(목) 2일(16H) 30명

인재 양성 
과정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4차 2016. 11. 29(화) 1일(4H) 50명

KMDIA 교육 안내
‘CHAMP 및 인재양성’

■ 2016년도 협회 하반기  교육일정 

■ 교육대상자

 - 의료기기 관련 업체 종사자

■ 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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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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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 및 교육생 특전

 - CHAMP 교육 : 무료(컨소시엄 협약 가입 시, 대표는 수강 불가)
 - GSP 교육 : 50,000원
 - 교재, 문구류 제공, 다과 제공, 수료증 부여

 - 교육 취소는 교육일 3일 전까지만 가능

교육 문의   교육연구팀  |  전화 : 070-7725-8660, 8728   |  이메일 : edu@kmdia.or.kr

교육 신청   edu.kmdia.or.kr  |  사이버연수원 : kmdia.cylearn.co.kr 

‘한-중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 개설

산업부,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

중국 수출기업을 위한 ‘한·중 자유

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 

종 합 정 보  포 털 사 이 트 ’ ( w w w .

knowtbt.kr)가 지난달부터 서비스

를 시작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

대식)은 까다로운 중국의 무역기술장

벽(TBT)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중 자유무

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 종

합정보 포털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포털사이트는 중국표준의 상세

한 내용을 분석해 산업별 품목별로 

제공하고, 중국의 신규규제와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사례 정보도 실시간

으로 전달해 무역기술장벽(TBT) 애

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 수출 ‘무역기술장벽

(TBT) 애로신청’ 온라인 메뉴가 구축

돼 있어 신청을 통해 애로해소를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운영은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

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하며 또

한, 표준·인증에 관한 애로사항도 직

접 해결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보포털사이트

를 통한 무역기술장벽(TBT) 정보제

공은 물론,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애로대응의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월부터 무

역기술장벽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전문가를 통한 현장애로를 발굴·지

원하는 현장애로지원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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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SBS 8시 뉴스에 “첨단 암 치

료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맞춤치료

를 강조하는 방송이 나왔다. 널리 쓰

이는 항암제의 치료효과(반응률)가 

20~30% 정도로 항암제를 투여받는 

100명의 환자 가운데 단 20~30명만

이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특히 간암 

항암제의 경우는 100명 중 겨우 환자 

2~3명만이 치료에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달리 표현하면 70~80명의  환자

들은 효과가 불확실한 약제를 처방받

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항암제

를 개발 혹은 처방할 때, 특정 치료제

의 반응성을 예측해 해당 약물치료에 

적합한 환자를 선별하는 동반진단이 

주목받는 이유다.

동반진단 필요성

동반진단은 특정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의 선별은 물론 약물의 반응성

까지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체

외진단검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때

문에 동반진단은 맞춤의료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맞춤의료는 환

자의 유전적, 조직적 특성에 따라 치료

방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진단이 추구하는 맞춤의료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동반진단은 개인들을 특정 질환에 

걸릴 가능성과 특정 치료에 반응할 가

능성에 따라 몇 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

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효과

를 얻을 수 있는 집단에만 예방 및 치

료를 집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집

단이 겪을 부작용과 비용을 줄일 수 있

다.” 하태정 외(2013)

즉 동반진단이란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 예상되는 반응에 따라 각각의 환

자에 대해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 결

정해 처방을 내려 치료약물이 듣지 않

는 환자에게 불필요하게 약물을 처방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동반진단의 국내외 움직임

바로 이런 이유로 동반진단은 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미

국은 2014년 8월 동반진단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는 항암제 개발에 동반진단을 필수 요

소로 지정해 표적치료제에 대한 동반

진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

했고, 이후 개발되는 표적치료제들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체외동반진단기기

를 동시에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반진단은 환

자와 보험재정, 제약사의 신약개발비

용 절감 효과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

하는 추세다.

글 로 벌  인 포 메 이 션 ( G l o b a l 

Information)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동반진단 시장은 105억 달러에 이르

고, 2026년까지 매출은 안정적으로 성

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물론 국

내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 차원

에서 동반진단이 추진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항암제동반진단사업을 선정하고 2013

년부터 3년간 약 85억원의 예산을 지원

해 동반진단 연구개발을 지원해왔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체외동반

진단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현재까지 미국 FDA는 19개

의 동반진단을 허가했고, 국내의 경우 

해당 약제가 허가를 받은 경우 대부분 

허가를 받았다. 또 이번 국내 가이드라

인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로슈진단(Ventana) ALK 동반

진단 검사법이고, 최근에 다코의 PD-

L1 pharmDx 동반 진단검사법이 신의

료 기술관련 해서 가장 먼저 취득했다. 

우선 식약처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동반진단과 체외동반진단기

기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환자

의 치료에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약물의 반응성 및 안전성을 예측하

는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동반진단

(Companion diagnostics, CDx)이

라 하며 그에 따른 검사 시스템을 체외

동반진단기기(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Devices, IVD CDx)’로 

정의했다. 또 체외동반진단기기(IVD-

CDx)는 특정 의약품에 대해 반응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치료를 조

절(치료일정, 투여량, 치료중단)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외동반진단기기 개발자 및 허가심사

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이 되

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

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동반진단 포럼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난달 한

국에프디시법제학회는 ‘Value 기반 의

료 1.0 : 동반진단을 중심으로’라는 주

제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 약대 신영

기 교수와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가 

각각 ‘동반진단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

의 필요성’과 ‘지불자 입장에서의 의료 

: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신영기 교수는 동반진단에 대한 정책

에 대해 △의약품 라벨의 동반진단 표

기, △신속심사 제도 도입, △동반진단

이 의약품의 가치에 기여하는 만큼 가치

기반의 가격정책 도입 등을 주문했다.

이어 지불자의 입장에서 동반진단의 

의미를 평가한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

수는 동반진단이 기업에는 신약의 가치

를 높이고 보험등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환자와 임상의사에게는 치

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

히 동반진단을 선호할 것으로 보았다.

두 발표자 모두 동반진단에 대해 환

자(혹은 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

시키면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산업계, 보험자, 의료

계, 환자 등 모든 관계자들은 앞으로 

동반진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 의

료계나 정부 모두 동반진단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 시행하

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시각이 강했

다. 우선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급

여트랙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 앞으로 도입되는 동반진단에 대

한 적정급여수준 등도 기존 수가와 비

교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조심스러

운 입장을 밝혔다.

 

신속한 동반진단 수가 신설

그러나 동반진단 제품의 도입을 추

진하는 기업의 입장은 정말 시급하다. 

당장 지난 8월 ‘PD-L1 pharmDx 동

반진단 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법)’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8월부터 비급

여 대상이 돼 현재 심평원에서 급여·

비급여 평가를 받고 있다. 심평원의 평

가 기간은 150일이지만 통상적으로 1

년 안에 수가평가는 마무리된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 

시금석이 될 첫 번째 동반진단 수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 수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

유는, 이를 통해 앞으로 정부의 국내 

바이오, 체외진단기기 산업을 바라보

는 시각과 관련 국내외 기업들의 지금 

시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동반진단제품, 합리적인 가치평가와 적정 수가 논의해야”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Value 기반 의료 1.0 : 동반진단을 중심”을 다녀와서

지난 2016년 10월 21일에 개최된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 확대 제도 

설명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

건의료연구원(NECA)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치료법의 조기 도입을 

목적으로 현행 제한적 의료기술의 대

상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그 

세부 평가방법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을 통과하지 못한 연구

단계 기술 중 치료 대안이 없거나 희귀

질환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술을 제한

적으로 근거 창출을 위한 연구에 사용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한적 의료기

술제도’는 2014년 4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단 4건의 의료기술에만 

적용될 정도로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

해 온 제도였다. 

이번 복지부와 NECA가 예고한 제

도 개선 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

를 거쳐 연구단계 기술로 지정된 의료

기술 중 안전성이 확보 됐고, 임상현장

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으로 포함시켜, 3년간 

임상 근거 창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

록 현행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이전에는 극소수의 의료기

관에서만 해당 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의료법 

제3조의 2항’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모

든 의료기관에서 제한적 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될 예

정에 있다. 

신청 가능한 의료기술은 제도 개선 2

년 이내에(2014년 11월 1일 이후) 또

는 제도 시행 이후 연구단계 기술로 지

정받은 기술로 한정했다. 그리고 제한

적 의료기술의 상시적인 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의료기술 목록을 NECA 홈

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에 있다. 신청된 

의료기술 중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지

정은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에 있다. 또한 제한적 의료

기술 중 근거 창출을 위한 지원금을 지

원받을 수 있는 기술은 NECA에서 별

도로 해당 의료기술을 선정하여 발표

할 예정에 있다.(그림1)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선정 절차 

및 안전성 보고 등의 의무가 뒤따르긴 

하지만, 신의료기술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술에 대해 시장진입이 가능하도

록 한 점은 산업계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제도 개선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로 선정될 경우, 3년간의 한시적 기간 

동안 근거를 창출할 수 있으며, 최종보

고서는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시 참고자

료로 활용되는 이점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후, 제한적 의료기술 기간인 3년 이내

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재신청할 경우, 

추가적인 신의료기술평가 기간(280

일)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적 이점

이 존재한다. 만약 해당 의료기술이 제

한적 의료기술 실시 후 신의료기술평

가를 통과한다면 요양급여행위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비급여 

형태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는 환자가 해당 비용을 모두 지

불해야 하기 때문에(환자 전액 본인부

담) 환자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3년간의 근거 

창출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발생

하는 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

다는 점으로 인해 제한적 의료기술을 

통한 근거 창출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우려 점이 존재한다. 제도 개선 이전에 

연구단계 기술 중 제한적 의료기술 신

청이 가능한 기술은 총 14건이었다. 이

중 실제로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돼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인 의료기술은 총 

4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전

향적인 제도 개선이 아쉬운 점이다.   

또한 3년간의 기간 동안 제한적 의료

기술 실시를 통해 창출되는 근거가 향

후 신의료기술평가시에 참고자료로 활

용될 예정이지만, 근거 수준이 높지 않

은 최종보고서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과

연 얼마나 긍정적인 근거로 활용될지 

미지수이다. 즉,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

를 통해 창출되는 근거의 수준과 연구

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의

료기술평가 통과를 위해 한번이 아닌 

반복적인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가 예

상되기도 한다. 

이번 복지부, NECA의 발표에 따르

면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대상 의료기

술은 기존 14건에서 63건으로 늘어났

다. 예정된 규제 완화를 통해 제한적이

지만 일부 연구단계기술들의 시장진입

이 가능해지므로 이는 분명히 산업계

에 입장에서 긍정적인 신호이다. 그동

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원스톱

제도, 통합심사제도 및 제한적 의료기

술 등의 수차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

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산업계의 우

려가 있음을 인지해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계를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지속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오 윤 환

체외진단제품위원회 보험분과 

간사

 동반진단제품에 관한 제언

제한적 의료기술 확대에 대한 산업계 시선
연구단계기술 시장 진입 가능, 정부 지속적인 업계 관심 가져야

박 형 득

보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프로젝트팀 

리더 

※ 출처 : 보의연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 확대 제도 설명회’ 자료

<그림1.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연구단계기술 분류>

연구단계 기술 분류

근거 창출 지원비
지원

IRB 심의 필요한 기술

IRB 심의 필요 없는 기술

안전성 미확보 의료 기술
임상적 유용성 없는 의료기술
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단계
의료기술

현재 많은 국내 중소, 바이오 벤처기

업들과 수입사들이 동반진단 분야에서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도 연일 ‘바이오헬스산업 세계 7대 

강국 만든다’를 외치고 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현장의 목소리 

담은 보건산업 육성방안 만든다’라는 

주제로 지난 8월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약품 및 의

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약

가 개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

장진입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여 현

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육성 방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가 

당장 필요한 것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액션이다. 첫 번째 ‘동반진

단 수가’ 평가 완료 시점이 대략 8개월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지금부터 수

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11면으로 계속

10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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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원메디칼이 셀바스헬스케어로 변화한 

이유는?

구 자원메디칼은 병원용 혈압계, 체성

분 분석기를 개발하는 의료기기 전문기

업이다.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는 도전

과 혁신을 통해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

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머신러닝 IT 소프트웨어 기업 디오텍의 

자회사 힘스인터내셔널과 합병하면서 

기존 하드웨어 역량에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역량을 합쳐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제 2도약의 토대를 갖고자 9월에는 코

스닥 시장에 셀바스헬스케어라는 이름

으로 상장했다.

셀바스헬스케어가 추구하는 성장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데 많

은 비용이 소비되는 상황이다. 우리 회

사는 최초의 양팔형 혈압계를 개발

했고 병원용 전자동 혈압계와 체성분

분석기로 성장한 회사이나 경쟁업체

에 비해 제품 인지도가 낮은 게 사실이

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큐

닉(ACCUNIQ)’이라는 새 브랜드를 만

들었고 제품의 명칭도 체온계 ‘아큐닉 

BP450’, 체성분분석기 ‘아큐닉 BC730’ 

등으로 통일성 있고 바이어들이 쉽게 인

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큐닉은 ‘Accurate’와 ‘Unique’의 

합성어다. 정확한 하드웨어 기술을 고

유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에 담아내겠

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내년 1월 미국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기점으로 

아큐닉 시리즈가 본격 출시하고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셀바스헬스케어, 회사 이름의 의미는?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명 공모를 

했다. 그중에서 셀바스(Selvas)가 선정

됐는데, 셀바스는 아메리카 아마존 강 

유역에 형성된 열대 우림 지역으로 ‘숲’

을 의미한다. 아마존 분지 총면적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지구의 허파’ 셀

바스 지역은 전 세계에 공급되는 산소

의 25%를 담당한다. 지구의 산소 생성

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건강한 

생명력’과 ‘미지의 영역에의 도전’이라는 

상징성이 성장과 도전이라는 셀바스헬

스케어의 경영 철학을 나타낸다 여겨 사

명을 바꾸게 됐다.

주력 제품인 체성분분석기 시장의 전망은?

체성분분석기는 측정된 체중과 임피

던스를 이용해 제한된 나이 범위에서 

체성분을 추정하고 계산하는 장비이

다. 체지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 영

상법(MRI), 수중밀도법 등 다양한 방

법이 있지만,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계

(DualenergyX-rayabsorptiometry, 

DEXA)는 지방, 근육, 뼈 이렇게 세 구

성 요소를 기본으로 정확한 체지방 분

석값을 제공하면서 방사선 피폭 면에

서도 안전하다. 최근 자사 제품에 대해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임상전문기관 

IHT에서 DEXA와의 정확도 검증을 위

한 임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경쟁사 장

비에 비해 높은 상관도를 보여 체지방 

측정의 정확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간 자원메디칼이 기술 중심의 회사

였던 바 제품 홍보에 미흡했다. 회사 차

원에서 마케팅을 강화해 아큐닉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집중하고 

조만간 해외시장에 새롭게 선보일 새로

운 제품도 완성 단계에 있다.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은?

기존 미국과 중국 법인을 중심으로 유

력 유통판매업자를 물색 중이다. 중국

은 정확도가 떨어져도 자국 제품을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장벽을 넘을 전

략을 고민 중이다. 또 현재 10개국에 체

성분분석기를 수출하고 있다. 소득 수

준이 올라가고 비만 인구가 증가할수록 

체성분분석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좋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 향상에 노력할 예

정이다. 정확성이 곧 품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알고리즘에 달려 있다. 셀

바스헬스케어는 10년 이상 축적된 병

원·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알

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또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한다면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향후 운영 계획 및 포부는?

현재 대전에 사옥을 신축하고 있는데, 

생산시설 확충 효과뿐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메시지 및 연구소 간 협업을 기

대하고 있다.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집중한 기존과는 

달리 미래의 보조 공학기기 및 의료 진

단 기기의 핵심적인 차별화 기술은 소

프트웨어라고 전략 방향성을 설정하고, 

셀바스 AI 기술 및 다양한 계열사의 우

수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제품에 접

목시켜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단순 측정하고 분

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건강관리, 질병 예측까지 기능하는 제

품을 개발하고 고객에게 소개하고자 한

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셀바

스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뛰

어난 인재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셀바스헬스케어, ‘아큐닉(ACCUNIQ)’ 브랜드로 새 도약”
자원메디칼에서 사명 변경, 올해 코스닥 상장 성장 기반 마련

셀바스헬스케어(구 자원메디칼)은 병원용 혈압계와 체성분 분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의

료기기 전문기업으로 1993년 설립 이래 국내 병원용 혈압계와 체성분분석기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회사이다. 세계 최초로 양팔형 혈압계를 출시한 자원메디칼은 올

해 9월 사명을 ‘셀바스헬스케어’로 변경하고 의료기기 신규 브랜드 ‘아큐닉(ACCUNIQ)’

을 론칭하면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본지는 협회 회원사인 셀바스헬스케어 유병탁 

대표를 만나 회사의 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셀바스헬스케어- 유병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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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6.10.31)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91 194 162 370 726 163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27 13 2 10 25 2 0

■ CHAMP 교육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3차’ 교육(10.12, 19)
■ CHAMP 교육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4차’ 교육(10.26)

■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ISO 13485) 개정사항 관련 교육업무 회의(10.24)
○ 참석자 : TUV 라인란드 코리아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ISO 13485) 개정사항 관련 교육 논의

 - 2017년 KIMES에서 의료기기 업체 대상 세미나 형태로 진행

■  [KMDIA]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MEDICA 2016) 참관단 모집(10.05)
○  주요내용 :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11.14(월)~17(목)) 참관단 모집 및 일정 안내

■  [KMDIA] 한국로슈진단 대표단 협회 방문(10.07)
○  참석자 : 로슈진단 Mr. Lance Little, Mr. Richard Yiu, Mr. Arvin Sharma 등

■  [KMDIA] 식약처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개선을 위한 미국·캐나다 의료기관 단
기방문 일정 협의(10.1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일본 진출 성과사업 수요조사 및 협회 실적제출(10.13)
○  주요내용 

 - 일본 수출 상위 30개사 

 - 일본 지역 내 현지 파트너십 체결 사항, 법인 또는 지사 설립, 

  현지 업체 또는 기관과의 기술·업무 협약 등 성과 사업 수요조사

 - 협회 JIRA 업무협약 체결 및 JFMDA 회의 개최 등 일본 성과사업 제출

■ [KMDIA] 일본 의료기기연합회(JFMDA) 협회 방문(10.17)
○  일시/장소 : 2016.10.17(월) 10:30/협회장실 

○  참석자 : JFMDA Mr. Koji nakao, 한국테루모 백경윤 차장, 신병순 국제교류위원장 등

○  주요내용 : 한·일 양국간 의료기기산업 규모 및 동향 공유. 양단체 소개

 

■ [대한상공회의소] UN 조달시장 기업진출 전략 세미나 참석(10.19)
○  주요내용 

 - UN 조달시장 현황 및 입찰프로세스 소개

 - UN 조달시장 입찰 참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UN 산하기구의 조달제도 및 특징

 - 공적개발원소(ODA) 개요 및 현황

■ [복지부] 바이오헬스 창업·해외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및 현장간담회 참석(10.20)

■ [보건산업진흥원] 중국 진출 의료기관 및 유관협회 간담회 참석(10.20)
○  주요내용 

 - 중국 시장 진출 애로사항 수렴

 - 의료기관·의료기기·제약의 패키지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사업 소개 및 관련 의견 수렴

■  [서울특별시] 서울 바이오 의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 참석(10.21)

■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FTA 활용기업 간담회 추진 관련 수요조사(10.26)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업계 FTA 활용 기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 수렴 및 간담회 참여 

가능 기업 수요조사

   ▶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업체 ‘바텍’ 현장시찰 및 간담회(10.06)
○  주요내용

 - (협회) 의료기기산업 동향 및 업계 애로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 발표

     •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의료기기 첨부문서(제품설명서) 제공방법 다양화 조속 추진

     •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별도산정

     • 치료재료산업 육성 위한 정부 R&D 지원 정책 필요

■  [법규위원회] 2016년도 분과위원장·간사 워크숍 개최(10.07)
○  주요내용

 - 2016년도 법규위원회 추진계획 진행경과 및 후속계획 검토

 - ISO13485 개정본 설명

 - RA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설명

 - 2017년 법규위원회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 논의 등

■  [국립재활원] 장애인 보조기구(의지·보조기) 의료기기 분류방안 자문회의(10.21)
○  주요내용 : 장애인 사용 의지·보조기(Re-work, 보행보조기 등)에 대한 의료기기 및 장애인

보조기구 분류방안 논의, 협회는 장애인보조기구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전원인가 의지보조

기에 대한 의료기기 인허가체계에서의 관리가 필요 의견 제시

■  [국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10.21)
○  주요내용 : 협회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지원 필요성 및 추진방

향, 법률안의 주관부처 지정과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한 보완의견 제시

■  [식약처]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 2차 회의(10.25)
○ 주요내용

 -  전자의료기기 허가시 첨부자료(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규정의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 논의

 - ‘ISO 17025 시험성적서 인정건’과 ‘OECD 회원국 자료의 제조원 레터 인정건’ 논의

■  의료기기분야 3D 프린팅 사업화 모델 및 산업계 요구사항 의견수렴 회의(10.25)
○ 주요내용 

 -  3D 프린팅 제품의 환자 맞춤형 특성상 사용자인 의료인에 의해 해당 제품의 주문제작 요청되

는 부분에 대한 정보망 구축

 -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제조 및 연구기술센터 구축

 -  3D 프린팅 소재의 개발부터 최종 의료기기 제품화 출시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중심 의료기기업체 우선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주력산업 사업화 수요발굴 회의
(10.28)

○  주요내용 : 의료기기분야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산업 부품제작 등 활용사례 설명 및 사업화 

모델, 산업계 요구사항 등 의견개진

■  [식약처] 전자의료기기 첨부자료 요건 검토 전문협의체 2차 회의(10.25)
○  주요내용 : 전자의료기기 허가시 첨부자료(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규정의 합

리적 규제개선 방안 논의

■  [KMDIA]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협회 방문(10.13)
○  주요내용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관 ‘2016 보건의료혁신 세미나’ 행사 건강보험 분야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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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및 협조 요청 등

■  [보험위원회] 인제대 배성윤 교수 초청 특별강연 개최(10.14)
○  주요내용 : 학자가 바라본 건강보험 제도의 예측된 변화

■  [보험위원회] 보험전략기획위원회 개최(10.14)
○  주요내용 

 - 치료재료 관련 주요 이슈 진행 상황 공유

 - 2016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논의

■  [건보공단] 자가도뇨카테터 요양비 지원 확대 관련 간담회 참석(10.19)
○  배경(목적) :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선천성 신경

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비를 동일한 필요성을 가진 후천성 신경

인성(척수장애인) 확대

○  주요내용 

 - 요양비 지원확대 안내 및 공급업체 등록기준 등에 관한 업체 및 협회 의견 수렴

 - 급여항목·지원금액·지원방식 : 현행 지원과 동일

     • 급여항목 : 자가도뇨카테터

     • 지원금액 : 1일 기준 9천원, 최대 6개 지원 또는 실구입가 비교 후 적은금액의 90% 지원

     •  지원방식 : 공단 등록 환자의 품목 구입비용 현금 지급

 - 대상자 : 후천성 척수손상 16.126명

■  [복지부/NECA]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 확대 제도 설명회 참석(10.21)
○  주요내용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대상 범위 확대 운영의 세부내용 및 관련 질의응답

 -  대상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연구단계 기술 중 안전성이 확보되고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  신청기관 : 병원급(2차 의료기관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이상 실시 의

료기관

 - 신청대상 : 2014.11.01 이후 연구단계기술로 통보된 기술로 신청대상 후보 목록 공고 예정

■ [보험위원회] 포괄수가제개선 프로젝트 회의 개최(10.27)
○  주요내용 : 포괄수가제 하에서 신의료기술, 혁신 치료재료 등의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

선 방안 논의 

   ▶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중기청옴부즈만지원단] 융·복합 헬스케어분야 규제발굴 간담회 참석요청 및 
건의규제 의견조회(10.10) 

○  주요내용 : 융·복합 헬스케어분야 기업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소통을 위한 

장을 개최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불합리한 법령·조례 등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조회 

실시

■  [식약처] 「항균골시멘트 안전성 및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 제출
○  주요내용 

 - 항균골시멘트의 성능평가 관련 규격 오기 정정 및 표현 명확화

 - 성능평가 항목 중 유출 시험의 대상 명확화

■  [식약처] 의료기기 첨부문서 제공방법 확대 관련 해외 도입현황 자료 제출
○  주요내용 : 의료기기관리과는 협회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는 의료기기 첨부문서 

제공방법 확대와 관련해 해외 도입현황에 대한 조사를 요청, 국가별(미국, 일본, 유럽, 캐나

다 등) 전자표시기재 현황 비교 분석 자료 회신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 일시/대상 : 2016.10.31(월)/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국제표준에 따른 고유식별 코드로 할 것

 - 표준코드의 관리주체 일원화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역할 구체적 명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체 운영 가능토

록 함

 -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범위 명확히 함

   ▶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관련
(기준 : 2016.10.01~31)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111 8 2 59 180 576 7,919 8,675

■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처리지침 제작(11.25 완료)
○  주요내용 

 - 표준통관예정보고, 요건면제, 수입요건강화사항(BSE) 등

 - 배포처별 제작(내부용, 외부 배포용, 식약처 제출용)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6.10.31)

구분 처리 2016년

제38차~제41차

승인 53

376 3,083조건부승인 319

미승인 4

심의면제
적합 71

123 319
부적합 52

심의변경
적합 43

89 1,254
부적합 46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145

249 2,400
불이행 105

※ 2016년 : 2016.01.01 ~ 201 6.10.31 기간 중 전체 처리 건수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1~2차 교육 실시(10.21, 28)
○  주요내용 : 심의 제도, 신청 절차, 주요 심의 사례 안내 및 질의 응답

■  [KMDIA] 2016 광고제작 실무종사자 광고심의 교육 강의(10.25)
○  대상 : 광고 회사, 광고주 등 광고제작 실무 종사자

○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 및 심의 기준, 문제성 광고 표현 등

■  제10차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개최(10.14)
○  주요내용 :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자사제품설명회 및 교육훈

련 심의, 사전·사후 신고사항 등 477건 심의 보고 

■  [간납업체개선TFT] 10월 실무회의(10.17) 
○  주요내용 : 특수관계인 및 대금결제 조항 포함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논의

■  [윤리위원회] 10월 실무회의(10.17)
○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검토 등

   ▶ 산업정책연구부 -미래전략연구팀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 지원기관 업무 회의(10.05)
○  주요내용

 - 변경된 EzBaro시스템 관련 안내 및 관련 사항 논의

 - 2차년도 연구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점검

 

■  [식약처] 국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연구(계속)
○  산업통계 평가 지표 자료 조사

○  국내 의료기기 산업 기술 수준 자료 조사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 과제 「2016 바이오 미래 포럼」 전시 
관련 실무자 회의(10.13)

○  주요내용

 - 미래 바이오 포럼 행사 운영 계획

 - 포럼 프로그램(16.11.07~08 개최 예정)안 및 강사 섭외 논의

 - 효과적인 성과확산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시 부스 콘셉트 회의

■  [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회] 업무 회의(10.13)
○  주요내용

 - 의료기기대상의 개요 전달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기술DB와 관련된 사업화 방안 논의 

■  [미래부]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연구 Kick-off 미팅(10.17) 
○  주요내용 : 연구지원기관 지원 일정 및 프로그램 설명회 

■  [미래부] 아이센스 연구 Kick-off 미팅(10.20)
○  주요내용 : 연구지원기관 지원 일정 및 프로그램 설명회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회 지원사업 협약 관련 회의(10.21)
○  주요내용

  - 지식재산 거래 지원 부분 협약서 검토

  - 2016 KUMC R&BD FAIR 업무협조 관련 사항 논의

  - 지식재산 거래 지원 방안 논의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회 지원사업」 지식재산 거래 지원 부분 협약 체결(10.24)

■  [미래부] 힐세리온 연구 Kick-off 미팅(10.28) 
○  주요내용 : 연구지원기관 지원 일정 및 프로그램 설명회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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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대

표이사·주창언)가 ‘국제병원의료산

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6)

에서 미들레인지급 사양으로 하이엔

드급 성능을 구현한 △CT △MR △

X-ray △초음파진단기를 선보였다.

도시바메디칼은 이번 전시회에서 

하이엔드급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된 

장비뿐만 아니라 용도, 공간, 전력 

등 다방면에서 효율성을 높인 장비

들을 대거 소개했다.

먼저, 컴팩트한 디자인을 자랑하

는 1.5T MR, ‘Vantage Elan(밴티

지 엘란)’이다. 3T급 성능을 자랑하

는 엘란은 MR에 있어 핵심기술이

라고 할 수 있는 마그넷 코일이 강

화돼 뛰어난 자장 균일도를 확보해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바의 특허 정음 기술인 

Pianissimo™를 적용해 소음과 진

동도 최소화했다.

 또한 도시바는 Angio, R/F, DR,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 다목적 장

비인 Ultimax-i RITE Edition(울

티맥스 아이 라이트 에디션)을 공개

했다. 이 제품은 X-ray 촬영부터 

위장조영, 혈관조영검사까지 한 장

비로 가능하다.

특히, 하이엔드 초음파인 Aplio 

Platinum Series(어플리오 플래

티넘 시리즈)와 미드엔드 초음파인 

Xario Platinum Series(엑사리오 

플래티넘 시리즈)를 각각 대표하는 

장비를 전시해 한 자리에서 두 시리

즈의 장점과 특징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엑사리오는 최근 플래티넘 시리즈

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도시바 초음

파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SMI기술

(저속 혈류 내 미세혈관을 고해상도

로 볼 수 있는 도플러 기술)이 가능

해졌다.

루트로닉(대표·황해령)이 개발

한 세계 최초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

저 ‘알젠(R:GEN)’이 지난달 6일 미

국 FDA 허가를 받았다. 루트로닉은 

국내 기업이 안과 치료 장비로 미국

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허가는 황반부

종(Macular Edema)에 대한 것으

로 황반에 발생하는 모든 부종에 대

한 광범위한 허가”라며 “한국과 유

럽에서 진행 중인 당뇨병성 황반부

종(이하 DME, Diabetic Macular 

Edema)와 중심성장액맥락망막

병증(이하 CSC,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임상에 대한 

미국에서의 확대 임상을 진행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루트로닉은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에 대한 1차 진입을 통해 향후 미국 

내 임상 확대 및 급여 시장 진입 등

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알젠은 루트로닉이 개발한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로 기존의 레이

저 치료로 접근할 수 없던, 황반 부

위를 치료 가능하게 했다. 황반은 시

력을 담당하는 시세포의 50% 이상

이 밀집해 있다. 

즉, 3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망

막층 중 5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

는 망막색소상피층(RPE, Retinal 

Pigment Epithelium)만을 선택적

으로 치료할 수 있어 망막조직의 파

괴 없이 적절한 양의 레이저를 조사

할 수 있는 치료술이다. 

필립스코리아(대표·도미니크 오)

가 지난달 열린 ‘2016 세계방사선사

학술대회총회(ISRRT)’에 참가해 첨

단 방사선 저감 기술과 의료진 워크

플로우 개선 솔루션을 선보였다.

필립스는 이번 ISRRT에서도 도스

와이즈 (DoseWise) 철학을 반영한 

헬스테크놀로지 기업으로서의 입지

를 한층 강화했다.

필립스 부스에서는 방사선 저

감 기술 IMR(Iterative Model 

Reconstruction)이 소개됐다. IMR

은 지식기반(Knowledge-based) 

반복재구성 기술로 방사선 피폭량을 

기존에 비해 60~80% 감소시키면

서, 노이즈가 없는 고품질 영상을 제

공한다. 이 기술은 슈퍼컴퓨터를 도

입해 반복재구성 과정의 연산 속도

가 크게 향상됐으며, 복부, 신경두경

부 및 심장혈관 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위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클래러티 영상처리(Clarity 

IQ) 기술을 적용한 인터벤션 엑스레

이 ‘알루라클래러티(Allura Calrity)’

도 소개된다. 

인터벤션 시술은 시술 과정에서 계

속 방사선을 사용하므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 노출량이 증가할 위험성

이 있다. 

클래러티 영상처리(Clarity IQ) 기

술은 영상 획득 및 처리 과정에서 방

사선량을 최대 60~80%가량 줄이면

서도 기존과 동등하거나 더욱 높은 

품질의 영상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국내에 도입된 필

립스 ‘아이콘 스펙트럴 CT(IQon 

Spectral CT)’도 공개했다. 이 장비

는 기존 CT와 동일한 촬영 방식으로 

단 한 번만 스캔해도 일반 CT 영상은 

물론 인체 내부 조직의 구성 물질 정

보를 담은 스펙트럴 데이터를 동시

에 얻을 수 있다.

씨젠(대표·천종윤)이 캐나다 최

대 검사센터에 소화기 감염증 검사 

제품을 공급하며 북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씨젠(대표·천종윤)은 캐나다 현

지법인인 ‘씨젠 캐나다’를 통해 지난

달 24일 캐나다의 대형검사센터인 

라이프랩스와 소화기 감염증 검사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

간은 5년이며, 계약금액은 한화로 

약 60억원(700만 캐나다달러) 규모

이다. 라이프랩스는 5개의 검사센

터와 360개의 영업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검사센터

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지난

해 출시한 소화기 감염증 검사제품

인 ‘올플렉스 GI-패러사이트 패널

(Allplex™ GI-parasite panel)’이

다. 올플랙스 GI 제품은 설사증, 식

중독 등 소화기 감염증을 유발하는 

25개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병원체에 대한 동시다중(멀티플렉

스) 검사가 가능한 제품이며, GI-패

러사이트 패널은 이 중 람블편모충

(Giardia Lamblia)을 포함한 6개 

주요 기생충 병원균을 한 번에 동시 

검출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소화기 감염증 검사방법인 

배양법, 현미경 검사, 면역검사 등은 

검사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고, 숙련

된 의료진이 필요하며 한가지 검사

로 다양한 병원균 모두를 검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씨젠의 올플렉스 GI를 사

용하면 검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

축된다. 동시에 25개 병원균에 대한 

대용량 검사도 할 수 있다. 특히 신

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체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고 적

절한 처방이 가능해져 소화기 감염

증의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 측은 “그동안 전통적인 배양

법을 사용해 왔던 전 세계 소화기 감

염증 검사시장이 최근 분자진단 검사

법으로 대체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 인 트 쥬 드 메 디 칼 이  최 근 

BurstDR™ 자극 치료가 미국 FDA

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제

품은 통증 전문 의사가 고안한 형

태의 척수신경자극(Spinal cord 

stimulation, SCS)으로 이번 FDA 

승인에 따라 만성통증 치료에 더 나

은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됐다.

‘BurstDR™’ 자극 치료는 기존의 

전기 자극 원리와 다르게 간헐적인 

‘Burst’ 자극을 전달함으로써 자연

적인 생체 신경 전달 방식을 모방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이

며 다양한 임상시험에서 그 효

과를 증명받았다.

특히 실제 생체 신호 전달과 

유사한 주파수의 전기 자극을 

척수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해 

통증 환자에게 기존의 지속성 

자극(tonic stimulation)에 

비해 더욱 편안한 통증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의료자

문 부사장인 알렌 W. 버톤 박

사는 “BurstDR™ 자극 치료

기의 FDA 승인으로 우리는 만성 통

증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치료를 통

해 의사들에게 힘을 더할 수 있게 됐

으며 통증 환자의 치료 과정이 지속

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BurstDR™ 자극치료 

기능이 장착된 ‘Prodigy MRI SCS’ 

제품이 금년 4월부터 공급되고 있으

며, 향후 iPad와 iPod touch 등 iOS

를 통해 외부에서 조절이 가능한 제

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알로텍(대표·고정택)은 중소기

업청이 주관하는 올해 기술혁신개

발사업 혁신형 기업(고성장기업과

제)에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

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7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

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

원해주는 국책 사업이다. 알로텍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2년간 총 5

억원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을 

받는다.

알로텍은 선행 사업인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됐고, 추

가로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

써, 해외 각국으로 수출 중인 

기존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의 

기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음

과 동시에 신규 개발 중인 신

개념 혁신의료기기의 상용화

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마련됐다.

현재 알로텍은 기존의 정형

외과용 일회용 핸드피스 기능

에 세정기능이 포함된 신개념의 일

회용 절삭/세정기능 구비 핸드피스

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의료

바이오시스템그룹과 공동으로 개발

을 진행하고 있다.

고정택 대표는 “지난 유럽 시장 진

출과 금년 8월말 미국 의료기기 유

통업체 유니버설메디카프로덕츠사

와 연간 약 300만달러 규모의 독점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과 더불어 차

세대 혁신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원활하게 조성됐다”

며 “세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확대와 

차세대 혁신 의료기기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GE헬스케어코리아(대표이사 사

장·시아 무사비)는 지난달 22일까

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메

디컬 코리아&국제병원의료산업박

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맞춤형 솔루

션과 제폼을 선보였다.

GE헬스케어코리아는 이번 전시

회에서 병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골

밀도 측정기 ‘DXA 아리아(DXA 

ARIA)’를 국내 의료진에게 처음으

로 공개했다.

골다공증은 폐경기 이후 여성 및 

만성 음주·흡연에 노출된 남성에 

게도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평

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년건강 관

리를 위한 뼈건강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골다공증은 초기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더욱 필요

하다.

‘DXA 아리아’는 Narrow Fan 

Beam기술을 통해 스캔 타임을 1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방사능 피폭도 

절감시켜 환자들이 부담없이 검진

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생산성 향

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의원에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지니면서도 한번의 스캔으로 척추, 

대퇴골 등 여러 부위 촬영이 가능하

고, 뼈의 석회화를 데이터화해 골다

공증, 뼈 노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DXA 아리아에’는 GE의 오

랜 골밀도 측정 기술이 탑재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골밀도는 연령, 성

별, 인종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은 반

면, GE의 누적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정밀도 정확도 오차 1% 

내외의 신뢰할 수 있는 골밀도 측정

이 가능해져 의료진에게 환자의 맞

춤형 관리를 위한 최선의 치료 솔루

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대표·

허민행)는 지난달 8일, 국내 출범 

20주년을 맞아 임직원 및 파트너사 

등 약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

념행사를 개최했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는 지난 

20년간 자사가 국내 의료기기산업

분야에서 이뤄온 성과를 돌아보고 

글로벌 리딩 의료기기 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또한 다양한 파트

너십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솔루션 

제공에 앞장서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다

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사 직원 및 파트너

사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비전을 공

유하는 팀 빌딩 프로

그램과 20주년을 축

하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힘찬 도약을 다

짐하는 카드섹션 및 

퍼즐 맞추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퍼즐 이벤트는 환자 중심의 시

각에서 자사의 제품이 환자와 사회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공유하

는 의미로 ‘Everyone Makes an 

Impact’라는 메시지를 완성해 직원

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허민행 대표는 “앞으로도 보스톤

사이언티픽코리아는 환자 건강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의료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넘버원 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시바메디칼, K-Hospital 참가 장비 대거 소개
CT·MR·초음파진단기 등 하이엔드급 성능 과시

루트로닉 알젠, 미 FDA 황반부종 허가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미국내 임상 확대 추진

필립스, ISRRT에서 방사선 저감 기술 선봬
반복재구성 기술로 방사선 피폭량 기존보다 60% 이상 감소

씨젠, 캐나다에 소화기 감염증 검사 제품 공급
소화기 감염증 검사시장 ‘분자진단 검사법’ 대세

세인트쥬드메디칼, BurstDR™ 자극치료 FDA 승인
국내 4월부터 공급, 외부에서 조절 가능한 제품 출시 예정

알로텍,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 선정
신개념 일회용 절삭·세정기능 구비 핸드피스 개발진행

GE, 골밀도 측정기 ‘DXA 아리아’ 첫 공개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참가, 병원 맞춤형 솔루션 전시

보스톤사이언티픽, 국내지사 20주년 행사 개최
비전 선포 및 파트너사와 소통과 화합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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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보= 과장급 △기획조정실 창조행정

담당관 김충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

당관 박재만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

과장 유주현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

보장과장 양동교 △사회보장위원회사무

국 사회보장조정과장 류양지 △국립정신

건강센터 기획홍보과장 김유석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코비스인터내셔널 정영빈 070-4276-7681 수입

올쏘클리니컬다이아그노스틱스 마이클에이슐레징거 02-2094-3573 수입

㈜동우씨제이 최완규 031-354-0955

㈜피에이치파마 허호영 02-3706-4312 수입

센트럴메디컬서비스㈜ 김부근 02-3394-5161 수입

얼라인테크놀로지코리아(유) 테이 줄리에 02-6001-7800 수입

펜탁스메디칼싱가포르(유) 김배성 02-6925-0670 수입

원 텍 ( 주 ) ( 회 장 · 김

종 원 ) 은  피 코 세 컨 드

(Picosecond )  기반

의  레 이 저  의 료 기 기 

‘PICOCARE 450’이 식

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

조품목허가를 받아 본격

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국내 제조

업체가 450ps로 식약처

의 허가를 받은 것은 원

텍이 처음으로, 향후 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 글로

벌 선두 기업들과 성능으

로 당당히 경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코(P ico )는 나노

(Nano)보다도 작은 1조

분의 1을 의미하는 단위

로, 레이저에서 피코세

컨드는 펄스 폭(Pulse 

Width)이 1조분의 1초 레벨이 될 정도

로 짧은 간격으로 레이저가 출력됨을 

의미한다. 

짧은 시간의 높은 조사력으로 색소를 

매우 잘게 부술 수 있으며, 치료 횟수가 

적고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통

증이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데 도움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 코 케 어  4 5 0 은 

1,064㎚와 532㎚, 585

㎚, 595㎚, 660㎚ 등 멀

티 파장을 구현하므로 

다양한 문신을 적은 횟

수로 제거할 수 있으며 

레이저 토닝, 홍조 치료 

및 피부 재생에도 효과

가 있다. 특히 검은색뿐

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

의 문신 제거가 가능하

며, 색소 입자를 선택적

으로 제거해 피부 조직

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피코세컨드 레

이저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의료용 레이저 업

체들도 피코레이저 개발

에 집중하고 있다.

원텍 김종원 회장은 “450 피코세컨

드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전 세계에 몇 

개 업체밖에 없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

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원텍의 이번 

피코케어 450 허가는 국내 의료용 레

이저 업체의 기술력이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쾌거”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신임 원

장에 이영성 충

북대 의대 교수

가 임명됐다. 보

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달 18일자로 이

영성 교수를 3년 임기의 NECA 원

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영성 원장은 서울대 의대

를 1987년 졸업하고, 1996년 서울

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

득한 후, 충북대 의대 의료정보학/관

리학 교수, 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의

학연구정보센터 소장으로 재직했다.

이영성 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

회 전문위원과 대한의학회 이사, 의

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 등을 역임

하며 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조직관

리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신임원장은 국가과학기술

위원 활동 시 NECA 설립에 기여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연구원 ‘정보

화3.0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기

관 핵심사업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텍, ‘PICOCARE 450’ 식약처 허가 취득

세계 선두 업체들과 국내외 시장에서 성능 경쟁 자신

복지부, NECA 신임원장 이영성 교수 임명

충북대 의대 교수 출신, NECA 설립에 기여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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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간 : 2005년 1월 1일 팩 스 : 02)596-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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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간 : 임천복 간 별 : 월간

인 쇄 인 : 민순옥

발 행 처 :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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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열쇠> 

(1)논밭에 서서 새나 짐승을 쫓고 있어요 (4)

채소나 과일 따위의 식물성 음식물을 위주로 

먹음 (7)골짜기 (9)임금이 입던 정복. 누런빛

이나 붉은빛의 비단으로 지었으며, 가슴과 등

과 어깨에 용의 무늬를 수놓았다 (10)밀가루

를 반죽하여 장국에 뚝뚝 떼어 넣어 익힌 음

식 (12)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

서 (14)고래가 사는 곳 (15)불룩하게 나온 배. 

복부비만이나 내장비만의 상징어인 ~는 건

강의 적신호이다 (16)개를 부르는 말 (17)잠자

리에 듦 (18)쓸개 (20)노랫말 (22)말의 새끼 

(24)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26)마음

이 너그럽지 못하고 옹졸한 남자 (27)파거나, 

둑으로 둘러막은 못 (29)거울을 버티어 세우

고 화장품을 넣는 가구 (30)밤에 묘지나 습지

의 찬 곳 위로 어른거리는 푸른 불빛

<11월호>

<10월호 정답>

<10월호 정답자>

조형진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김광수 서울시 성동구 응봉로

배 우 자 꼴 불 견

침 낭 장 아 찌 본 능

구 장 가 지 선

사 이 비 압 박 붕 대

승 록 장

만 수 무 강 석 간 수

지 육 무 청 지

진 지 누 룽 지 동 침

옥 수 수 개 골 산

※  매월 25일까지 낱말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정답자를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전화번호도 기재해 주세요).   

※ 보내실 곳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역삼동, 여삼빌딩 8층)

낱 말 퀴
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로 열쇠> 

(2)잠이 들게 하는 약 (3)돼지

의 가죽 안쪽에 붙은 두꺼운 

지방 부위 (5)음식을 먹은 뒤

에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증상 (6)황토물을 들인 

돛을 단 배 (8)절에서 술을 이

르는 말 (10)입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는 털 (11)바다

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

을 하는 처녀 (13)임금의 얼굴 

(15)양손의 손가락을 모아 상

대편의 항문을 찌르는 짓. 위

험하죠 (16)소의 목에 매다는 

방울 (17)밥을 짓는 일을 하는 

곳 (18)피우다 남은 작은 담

배 도막 (19)곡식 따위를 찧거

나 빻는 기구. 물레~ (21)갑자

기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눈. 

어제 내린 ~로 곳곳의 도로

가 불통되었다 (22)멀리 있는 

물체를 크고 정확하게 보도록 

만든 장치 (23)종이로 만든 

신주 (25)전등을 켜고 난방을 

하는 데 드는 비용 (28)대나무

로 만든 칼

인쇄매체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방송매체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매체
●인터넷(홈페이지 포함)

●인터넷신문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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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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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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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 하고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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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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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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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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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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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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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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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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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광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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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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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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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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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심의필 지름 3.5cm 이상)

적합한 광고물이란 심의결과가 승인이거나 조건부승인인 경우이며, 조건부승인은 조건부 

승인이행보고를 통해 최종 이행 결정을 받은 광고물을 말함

광고매체 특성에 따라 라디오방송은 제외

하며, 텔레비전방송은 심의번호를 표시

(3초 이상 노출)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주의문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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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일정안내」 참조

-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구비서류 제출 및 심의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

 ·의료기기광고 심의심청서(홈페이지 로그인 후 작성)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제품설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그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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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신청서 상태 : 문서제출(신청일자) ⇨ 접수대기(입금확인) ⇨

  접수완료(접수일자)

-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사항 및 거짓·과대·오해·비방·사용후기 

 ·절대적 표현, 의료인 추천·사용·공인 등 심의 기준 검토

심의신청서 상태 : 접수완료

- 온라인 심의 또는 대면 심의

심의신청서 상태：심의중

- 승인 : 광고 가능 (광고심의필 표시)

- 조건부승인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작성 후 제출, 이행여부 확인 후 

이행인 경우만 광고 가능 (광고심의필 표시)

 ·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건부승인 이행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심의위원회의 사정사항 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처리되어 광고 불가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 미승인 : 광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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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 E-mail 송부 및 홈페이지 게재

- 로그인 후 홈페이지 「광고사전심의결과」를 통해 확인

심의신청서 상태：결과통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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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지, 품목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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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0000-000-00-0000

문의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기획경영실 광고관리부

Tel : 02-596-1412, 070-7725-8727(0669)     Fax : 02-596-6301     E-mail : adv@kmdia.or.kr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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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사전심의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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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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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 제1항[별표8]

의료기기법 제51조(벌칙) 및 제5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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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액” 제15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규정(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식약처 승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등 광고와 관련된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정하는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6가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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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선택)

심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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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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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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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심의변경

국민에게 안심주고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의료기기 대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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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이 영 성

NECA 신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