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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업체이 인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심각하고, 과도한 수수

료, 통행세 등의 요구로 의료기

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달 18일 ‘의료기

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

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

는 복지부 약무정책과, 공정거래

위원회 등 정부 관계관과 보건의

료산업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

해 유통시장의 간납업체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협회 이준호 간납업체개선 

TFT위원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 사이

에 간납업체들이 생기면서 유

통단계는 한 단계 늘어나고, 업

계 손실은 매년 커져가는 어려

움에 처해 있다. 적정한 이윤을 

통해 회사 성장과 신제품개발

에 투자돼야 할 몫이 수수료, 

통행세 등 명목으로 유통상의 

갑인 간납업체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돼야 한다”고 좌담

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초대된 각계 패널들의 간납업체 

문제에 대한 의견발표, 그리고 

패널토론 및 청중들의 질의응답

으로 진행됐다.

협회 전영철 간납업체개선

TFT부위원장은 ‘보건의료산업

의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간납업

체의 실상을 설명하고 정부가 

의료기기 유통상의 간납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조

사·법제화 등 규제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많은 간납업

체가 유통단계에서 제품 공급

의 기회로 살인적인 할인율을 

강제하거나, 수익의 상당 부분

을 리베이트로 전횡되는 등 사

회적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간납업체는 미국

식 구매대행업체(GPO)를 유통

선진화인거처럼 내세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

장은 “미국식 GPO 역시, 중소

업체의 납품 기회가 제한되고, 

병원의 구매 원가절감에 효용

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미 

의회는 GPO의 전횡을 문제삼

아 조사 및 제재를 했다”며 “미

국은 햇살법(Sunshine act)을 

통해 수수료를 제한하고 주기적

인 보고 의무를 수행토록해 의

료기기 비용의 투명화를 확보하

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정부

도 간납업체의 관리가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 좌장으로 참석

한 인제대 글로벌경영학부 배성

윤 교수는 “전·현 정부에서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원과 투자

가 활발한 의료기기산업이 발

전하려면 제품에 대한 합리적

인 보상과 제품이 시장에서 소

비자에게 원활히 전해지는 산

업생태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건전한 유통구조는 산업생태

계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발표에서 보건산

업진흥원 박순만 의료기기산업

지원단장은 의료기기법에 의료

기기 유통질서 관련제도가 정

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만 단장은 “의약품의 경

우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간

의 특수 관계인 금지 등 약사법 

47조에서 비교적 판매질서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

의 경우에는 시장질서를 관리

하는 조항이 부족해 판매제도

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의료기기 유통시장

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정진 노상섭 고문은 

“공정거래법상에도 통행세 금

지 조항이 재작년에 신설됐는

데, 핵심은 복지부, 식약처, 공

정위 등이 정확한 실태파악을 

선행하고 진단한 후 처방이 이

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이준호 간납업체개선

TFT 위원장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의료기기업계의 어려움을 

알리고, 그간의 의료기기시장

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왜곡된 

유통문제에 정부를 비롯한 보

건의료산업계 전체가 관심가지

고 소통하는 귀중한 자리가 됐

다”며 “협회는 의료기기 유통질

서 확립을 위해 간납업체 문제

가 해결될 때까지 다각적인 노

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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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멸균밸리데이션 수행

정직한 서비스 ㈜더스탠다드에서
EO멸균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더스탠다드는 최신식 EO멸균기와 GC를 도입하여 
ISO규격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O 17025 인증을 획득한 국제공인시험기관입니다.

업무분야

밸리데이션 –  크린룸 | 세척 | 포장 | 스팀멸균 | EO멸균 | 

무균충진 | 사용자멸균 | 사용자세척 | 용접 | 

본딩 | 열처리

유효기간 설정시험

무균시험 | 바이오버든 시험

공정위탁 - EO멸균, 크린룸공정

BI, CI 판매 (NAMSA한국대리점)

크린룸 시공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디지털밸리 2차 1216호  T. (02)838-5533  

(주)더스탠다드 

GC분석시험

http://www.thestandard.co.kr

EO멸균공정 위탁 

식약처, ‘허가·건강보험 연계 허가·심사체계’ 개편추진
7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전면시행 예정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

입을 위한 허가·심사제도 개

선안을 가지고 식약처가 세미

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3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 및 

보험 연계 전문가 세미나’를 

협회 교육장에서 열고, 업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체계를 고

려한 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개편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안 발표에 따

르면, 먼저 지난해 규제개혁장

관회의 후속조치로써 추진하

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

술 여부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을 통해 기존 470일 

걸리던 평가기간을 120일까

지 줄인다.

이번 통합심사는 식약처 의

료기기 허가, 보건의료연구원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 

심평원의 보험등재·보험급

여 심사가 상호연계되지 않고, 

중복 충돌되거나, 비효율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없

애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이에 식약처는 각 기관의 중

복적이고 개별적인 의료기기 

복합시판승인 제도를 식약처 

주도의 상호연계한 통합적인 

심사체계로 전환하고, 식약처

가 의료기기를 허가한 즉시 의

료기관에서 급여·비급여 하

에서 사용 가능토록 한다는 계

획이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시 임

상시험 자료제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NECA와 협업을 추

진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단

계부터 식약처·NECA와 ‘연

계심사’를 추진하고, 또 임상

시험계획 승인시 NECA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자

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

약처가 추진하

는 ‘차세대 의료

기기 100프로

젝트사업’에 선

정된 업체가 신

의료기술평가

를 준비하고 신

속하게 평가받

을  수  있 도 록 

NECA의 도움

을 받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

는 의료기기 허가시 사용목적

을 건강보험체계에 부합하도

록 의료행위에 기반한 ‘적응증 

중심 허가 체계’ 개편을 연내 

추진한다. 이어 허가·심사, 건

강보험 등재 및 급여심사에 활

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허

가·건강보험 빅데이터 정보

연계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처 한순영 의료기기 기

준·심사 체계 개편 추진단T/

F 단장은 “궁극적으로 허가·

건강보험 연계 국가통합정보

망을 구축으로, 식약처 허가번

호와 건강보험 관리코드(치료

재료, 의료장비), 식약처 신규 

허가사항과 실제 의료기관 사

용정보(건강보험 급여행위)를 

통합해 연계 관리하며, 이를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에

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체계적 임상문헌조

사(SR) 서비스’, ‘본질적 동등성 

확인(SE)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R&D 지원 개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적응증

에 대한 체계적 임상문헌 조

사’ 결과를 업계에 제공해 개

발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예정이다. 또 기업이 제

품허가시 궁금해하는 적응증

별 임상자료 필요여부 및 사용

목적 표시가능 적응증의 확인

에 도움이 되도록 ‘본질적 동

등성 확인(SE)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

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은 오는 7월 ‘의료기

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

면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KMDIA, 홍순욱 신임 상근부회장 선임
홍 부회장 “회원사 목소리 청취에 최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최근 임시이사

회를 통해 신임 상근부회장

에 홍순욱 전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을 선임했다. 

신임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 동안 

협회 사무처를 총괄하면서, 

회원사 및 의료기기업계 발

전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

하고,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신임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중앙대 약대를 나와 1983년 

보건복지부 마약과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98년 식

품의약품안전청으로 옮겨,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장,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 

감사담당관, 대전지방식약청

장 등 요직을 지낸 후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으로 2014

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협회는 홍순욱 상근부회장

이 다양한 행정 및 정책 수행

경험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협회 황휘 회장 및 임직원들

과 함께 협회의 기능을 활성

화하고 극대화해 회원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의

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회

원사 및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사에 대한 협

회의 각종 서비스의 질적 수

준을 향상하는 한편, 정부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대외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라

고 소감을 밝혔다.

홍 순 욱 

KMDIA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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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복지부, 이란 보건의료시장 진출 지원
내달 15일 ‘이란 의료기기전시회’ 한국관 운영 

KMDIA-중기청 옴부즈만, 규제개선 앞장선다
체외진단시약 임상연구 검체확보 등 10개 부문 규제개선 요청

식약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절차 마련
지난달 15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요건확인기관 변경 ‘통합공고’ 개정안 마련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협회로 일원화

보건의료 개혁이 한창인 이

란이 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장관·정진엽)는 이란 보건의

료시장의 진출 기회를 잡고자 

지난달 16일 ‘이란 보건산업 

진출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이란 보건의

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

내 의료기기회사, 제약사, 병

원의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

결해 나가는 한편, 컨설팅, 사

업 타당성 조사(F/S), 금융, 현

지 이란 정부와의 협력 등 다

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휘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

기기 기업의 해외 수출 증대와 

기회를 잡고자 전시지원 사업

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이란 테헤란 의료기

기 전시회의 한국관 수행기관

으로서, 이란 보건의료시장 진

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란의 정부 부처간 협

의를 통해 위해도 낮은 1, 2등

급 의료기기부터 허가인증을 

상호 인정해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협회는 내달 15일 나

흘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2016년 이란 의료

기기 박람회(Iran Health 

2016)’의 수행기관으로, 총 10

개 업체가 한국관을 구성해 참

가한다. 전시회 한국관 참가업

체는 임차료·장치비의 최대 

50% 내에서, 운송비는 해상 

편도(1 CBM 기준)로 100% 

전액 국고 지원을 받는다. 또

한 바이어 명단 제공 및 참가

업체 홍보 등 현지에서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와 수입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이란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해외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데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중

소기업청이 의료기기 분야의 

숨겨진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회(회장·황휘)는 지난달 

9일 중기청 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 김문겸)이 주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의료기기

분야 규제발굴 간담회’에서 △

의료기기 관련 인허가, △치료

재료 관련 건강보험, △체외진

단제품 임상시험, △의료기기

시장 유통관리 등 4개 부문의 

10개 규제를 제출하고 개선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날 간

담회에서

는  협 회 

법규·보

험·체외

진단위원

회에서 규

제안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설

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규제로는 KGMP의 원활

한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국산

업기술시험원 등 4개 기관으

로 한정된 품질관리심사기관

의 확대 지정, 의료기기 제품

설명서의 제공방법(기존 종

이)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단

계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전자문서 제공 허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시 건축물 용도제

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

청했다.

특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선 임상

연구에 필요한 혈액 등 검체확

보가 중요함에도, 혈액관리법 

등의 제한으로 기업의 제품연

구에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안창희 협회 체외진단위원

회 간사는 “검체확보 방안으로 

혈액원이 보관중인 많은 혈액 

중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예

정이 혈액에 한에서 제조소에

서 임상연구용 검체로 활용활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중기청 옴부즈만은 

“중기청 옴부즈만은 건의한 규

제개선안의 채택 및 진행과정 

등의 정보를 필히 공유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 옴부즈만은 건

의된 규제들을 관련 부처와 협

의하고 4월 중순에 최종결과

를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제도, 추적관

리대상 의료기기 기록 자료 제

출 의무화 등에 관한 기준을 신

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

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4가지로 

먼저, 소비자가 직접 유통 중

인 의료기기를 거짓·과대광

고 모니터링, 지도·점검에 참

여 등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에 대한 위촉 

대상, 직무 범위, 교육 방법 등 

운영 절차를 마련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제

조·수입·판매·사용내역 

기록을 제출하는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요건의 ‘전공인정 범위’를 자연

과학·공학·의학계열로 확

대했고, 경력인정 기간을 합리

적으로 조정·단축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

제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나 체온계 등 자가진단용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자는 의료기

기 특성과 판매 유형 등을 고

려해 유통 품질관리기준을 준

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는 수입의료기기 관리 효

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체외진

단용 의료기기의 요건확인 기

관을 정비하는 ‘통합공고(산업

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통합공고 일부 개정 고

시안은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의료기기로 전환·관리되고 

있으나 요건확인기관은 분리

돼 있어, 요건확인 기관 정비

를 통해 민원인의 편익 증대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수입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요건확인 기관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변

경된다. 

또한 그 밖에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의료

기기 원료의 수입요건 및 제출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해 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신임 식약처장에 손문기 전 차장 임명
취임사 “식의약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강조

8개 품목, 허가·기술문서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평가원, 식도용스텐트 등 자료작성 도움 제공

식약처, 의료제품 산업표준 전문위원회 구성

산업표준(KS) 제·개정 및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손문기 신임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지난달 28일 취임

식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

은 지난달 27일 식약처장에 

전 손문기 차장을 승진 임명

했다. 김승희 전 식약처장이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1번 후보로 등록

한 데 따른 후속 인사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취임사

에서 “식약처가 식의약안전 

정책기관이자 컨트롤타워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틀

을 더 확고히 다져, 국민의 사

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식약처 발족 3주년을 

맞아 “식약처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지 돌아보고, 더욱 더 효율적

으로 운영해야 하며 해보지 

않았던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혁신을 병행해야 한

다”며 “일하는 방식과 생각과 

속도의 변화가 실제 정책으

로 실현되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근간이 되는 법

과 조직도 변화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손 식약처장은 

“국민과 부단히 소통하고 산

업계와 끊임없이 협력하며 

국내 전문가와 국제기구, 해

외 규제 당국과의 소통과 협

력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

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식도용스텐트 

등 8개 품목에 대한 ‘허가(인

증)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번 가이드라인은 대상 품목

의 허가(인증)·기술문서 작

성에 필요한 기재 항목, 작성 

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

다. 대상 품목은 식도용스텐

트, 구강악안면고정용판, 금

속제근관포스트, 비금속제근

관포스트, 의료용다기능측정

기록장치, 절삭가공용치과도

재, 체온조절장치, 인공신장

기용정수장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제품 분야 산업표준(KS) 개

발·운영 등의 전문성과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시험검사기관 등 분야

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

표준(KS) 전문위원회’를 위촉

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회

는 의료용전기기기, 치과용의

료기, 외과용이식재 등 16개 

분야로 세분하여,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산업표준 마

련을 위한 조사·검토 △국제

표준 관련 문서 조사·검토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

산업 표준개발 및 활성화 중

기계획 수립에 참여 등이며, 

전문적인 경험이 산업표준 개

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산업표준 개발에 전

문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

업표준 업무를 차질 없이 운

영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

화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문 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KMDIA 보험위원회, 서울대 김윤 교수 초청 특별강연 개최

고령화사회 진입 의료수용 증가, 가치기반 의료체계 필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

규위원회(위원장·김충호)는 

지난달 23일 협회 교육장에

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

료관리학교실) 초청 특별강

연을 개최했다. 이날 김윤 교

수는 ‘가치기반 의료체계

(Value-based Health 

System)’란 주제로 보험위

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연

했다. 

김 교수는 가치기반 의료체

계 를  설 명 하 면 서  ‘ 가 치

(value)’는 환자, 의사, 병의

원, 정부가 합의 가능한 사회

적 목표라고 정의하고, 적은 

비용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늘어가고 있는 의료수

요에 대한 동일한 건강보험수

가를 적용해서는 의료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의료

의 질과 효율에 대한 비용보

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

명했다. 고령화되는 인구에 

대해서 일차의료기관 중심으

로 노인과 만성질환을 체계

적·포괄적 관리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급여 확대, 일

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 정보 한 눈에

식약처, ‘의료기기통합정보 뱅크(BANK)’ 운영

금년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및 박람회 일정은 

‘ 의 료 기 기 통 합 정 보  뱅 크

(BANK)’에서 찾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전시회·박람회의 

개최 시기, 개최 장소, 참가 

방법 등을 쉽게 확인하고 국

내 의료기기업체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

혔다.

한편, 의료기기통합정보  

뱅크는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황, △임상·허

가 관련 정보, △수출국 허

가·심사 절차 등을 한 곳에

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

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fds.go.kr) → 분야

별정보방 → 의료기기 → 관

련사이트 또는 의료기기정보

기 술 지 원 센 터  홈 페 이 지 

(www.mditac.or.kr)로 방

문하면 된다.

<5월-의료기기 해외전시회 일정>

기   간 전시회명 개최지

5.04~5.05 MD&M Texas 2016 미국(포트월스 텍사스)

5.05~5.07 2016 EgyMedica-The 16th International 
Medical Exhibition and Conference 이집트(카이로)

5.05~5.07 Meditex Bangladesh 2016 방글라데쉬(디카)

5.12 Nursing in Practice - Durham 영국(런던)

5.16~5.18 2016 Saudi Health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5.18~5.20 Medical World Americas 2016 미국(휴스턴)

5.11~5.13 The 23rd 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 카자흐스탄(알마티)

5.11~5.13 Kazakhstan Healthcare Summit 2016 카자흐스탄(알마티)

5.11~5.14 Pharm-medi 2016 베트남(하노이)

5.15~5.18 Iran Health 2016 이란(테헤란)

5.16~5.18 Saudi Health 2016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5.17~5.19 Bulmedica - Buldental 2016 불가리아(소피아)

5.17~5.19 Medima Siberia 2016
International Medical Exhibition 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

5.17~5.20 Hospitalar 2016 브라질(상파울루)

5.18~5.21 EXPO SANITA 2016 - 20th International 
Health Care Exhibition 이탈리아(볼로냐)

5.25~5.27 Medima 2016 러시아(크라스노다르)

5.28~5.30 Euroanaesthesia 2016 영국(런던)

5.30~6.01 Hospital Build & Infrastructure Middle East 
2016 아랍에미리트(두바이)

※ 상기 전시회는 주최사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반드시 해당 주최사로 확인 요망



7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6년 4월 136호

 2016년 4월 136호6Ⅰ전면광고Ⅰ

종합뉴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2016년도 회원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동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장비를 장착한 버스를 통해 

의료사각지역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7가지 무료 검진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협회와 회원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검진결과를 통해 2차로 발생 가능한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협회 865여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협회 회원사

어린이이동건강검진
회원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참여 안내

● KMDIA 어린이이동건강검진 안내 ●

 • 주 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회원사

 • 일 정 : 2016년 4월 30일(토) 오전 9시 ~ 14시(5시간 소요)

 • 검진항목  : 키·몸무게 / 체지방 / 시력 / 혈액 / 소변 / 청력 / 초음파 검사 등

 • 대 상 : 2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0여명(대전광역시)

 • 장 소 : 한빛·다모아지역아동센터

 • 참여방법_1 :  건강검진 필요장비 지원(체성분분석기, 요성분분석기, 청력측정기기, 시력측정기기 등)

 • 참여방법_2 : 자원봉사자 / 후원물품·후원금 기부 / 영상진단의·소아과의 섭외지원 등

 • 참여혜택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 기부영수증 제공 / 협회 매체를 통한 후원내용 공개 

 • 신청기간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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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 력 : (사)온프렌즈(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어린이이동건강검진버스란?

특수 제작된 대형 버스에서 아이들은 신장, 체지방, 시력, 혈액, 소변, 청력, 초음파 등 총 7가지의 검사과정과 영상진단의사, 

소아과의사, 전문채혈사 선생님이 함께하며 아이들의 발육 및 건강 상태를 검사합니다.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 유통질서 확립을”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손

꼽히는 의료기기산업에 `‘악

화가 양화를 구축’ 하는 이상

한 거래가 오랫동안 이뤄지

고 있다.

의료기기업계는 최근 병원

에 소요되는 치료재료 등을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다

시 비싸게 되파는 `‘일부 간납

업체’의 거래행태가 보건의산

업 발전에 저해요소라고 밝

힌 바 있다.

대형병원과 구매전담 계약

을 맺은 간납업체는 2000년

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생산자(의료기기 업체)와 소

비자(의료기관) 중간에서 유

통·물류업을 표방하며 수수

료 등을 챙겨 수익을 내는 형

태로 운영됐다. 간납업체 출

현은 1990년대 의약품 유통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이

를 해결되는 과정에서 풍선

효과처럼 의료기기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

행되면서 현재 특수 관계인

을 통한 간납운영은 원천 봉

쇄됐다.

최근 들어 일부 간납업체가 

지탄받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기 때

문이다. 초창기 간납업체들

은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기

관 사이에서 올바르고, 효율

적인 유통책을 자청하며 규

모를 키웠다. 그러나 해를 거

듭하면서 유통과정에서 입김

이 커지기 시작한 간납업체

는 점차 수수료를 높이고, 편

법운영을 하는 곳이 하나둘 

생겨났다. 간납업체는 우월

적 지위를 가지고 특정병원

에 특정품목의 납품을 제한

하고, 납품가격을 지정해 의

료기기 업체에 강요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

을 실시한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

러운 제도다. 이같은 건강보

험제도 이면에는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에 소

요되는 제품의 금액을 법적

으로 얼마 이상 받지 못하도

록 제한하는 ‘치료재료상한

가’가 한몫하고 있다. 

그런데 간납업체는 치료재

료상한가의 허점을 악용해 

제조사 및 의료기기 유통업

자의 이윤을 `‘통행세’처럼 가

져가고 있다. 명목도 수수료, 

할인율, 창고사용료 등 다양

하다. 의료재단이 설립했거

나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간

납업체가 의료기기 업체를 

상대로 유통, 제품 보관 등을 

빌미로 과다한 수수료를 챙

기는 것 자체가 일종의 리베

이트라는 목소리가 높다.

제약산업의 의약품 유통

은 1997년 약사법 47조4항

에 의해 간납업체를 통한 거

래가 금지됐고 시장질서가 

확립됐다. 간납업체는 그 여

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

적으로 시장규모가 작고 중

소기업이 많은 의료기기로 

눈을 돌렸으며, 법적 통제가 

느슨한 틈을 타 그 수가 80

여개사로 급증했고 매출액

도 수조원대다.

간납업체는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추가로 늘리고, 건강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 

또 한쪽에선 리베이트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전한 유통 및 거래 환경

의 조성은 경제발전의 중요

한 초석이다. 창조적 파괴를 

역설한 경제학자 조지 슘페

터(1883~1950)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초석”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기업의 정당한 이윤추구는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하

는 진정한 가치중 하나다. 그

러나 이는 공정하고 건전한 

룰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기기는 끊임없는 개발

과 혁신의 노력이 투입돼야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선보일 

수 있다. 

세계 의료기기시장을 주도

하고 있는 미국은 간납업체

를 햇살법(Sunshine Act)으

로 관리하고 있다. 법의 테두

리 안에서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효율화와 거래 투명성

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은 우

리의 간납업체 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관행이

나 제도를 바로 잡겠다고 국

민에게 약속했다. 

값싸고 질 좋은 의료기기

가 환자에게 공급되고 그 기

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의료

기기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가 조속히 확립되기를 희망

한다.

의료기기 세평

황  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KMDIA 황휘 협회장, 3월 업계 대표해 바쁜 행보

정부 및 유관기관, 언론사 기념식·행사 참석 ‘축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

휘 회장은 3월 한 달 동안 정

부 및 유관기관, 언론사 행사 

참석, 보건의료산업체 방문 

등 바쁜 행보를 보냈으며, 2

일부터는 멕시코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정상 방문에 동행했

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한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

멕 비즈니스 포럼(멕시코시

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 1:1 상담회(LA, 멕시코

시티) 등에 참가한다.

황휘 협회장은 3월 운영위

원회(3.16)를 주재하고 신임 

상근부회장 선임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복지부의 이

란 보건산업 진출전략 간담

회(3.16)에 참석해 이란 의료

기기시장 진출을 위한 위해

도 낮은 1·2등급의 인허가 

상호 인증제를 제안했다. 또

한 KIMES 2016 개막식

(3.17~3.20)에 참석 후 주요 

전시업체 부스를 방문해 격

려했으며, 의협신문 창간 49

주년 기념식(3.21) 및 보건복

지부 ‘보건복지 70년사 발간’ 

기념식(3.23)에 참석해 축하

했다. 또한 이원양행(송도)

(3.24)을 방문하고 임상병리 

커머셜랩을 견학하고, 3월말

에는 협회 회원사와 함께 바

이오코리아 개막식(3.30) 및 

2016 이데일리 의료인 자선

골프대회(3.31)에 참가했다.

식약처, 체외진단용 업체 GMP 교육 실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적합성 인증’ 11월부터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교육’을 

이달부터 8월까지 총 8회 실시

한다.

이번 교육은 체외진단용 의

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 

인증이 올해 11월부터 전면 의

무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업체

들이 GMP 적합성 인증을 차

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2014

년 11월부터 의약품에서 의료

기기로 전환돼·관리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체외진

단용 의료기기 관련 규정 △체

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관한 

전반적인 사항 △위험요소기

반의 품질관리 운영방법 △품

질문서 작성 및 시설 관리 실

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인

증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

고 품질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우수하

고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조·판

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

육홈페이지(edu.mditac.

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협회보
기사제보·광고신청

02-596-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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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KIMES 2016 전시회

➊  KIMES 2016 전시회가 지난달 17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 전관에서 열렸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황휘 협회장과 외빈들이 전시회 개막 커팅식을 하고 있다. 

➋  금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DK메디칼솔루션의 이창규 회장과 KMDIA 황휘 협회장이 전시 
부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➌  KIMES 2016 전시회 개막식에 앞서 외빈들이 기념촬영. 왼쪽부터 한국여자의사회 김화숙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유경하 원장, KMDIA 황휘 협회장. 

➍  KIMES 2016 전시회의 인성메디칼(대표 송인금) 전시부스에서 송인금 회장(왼쪽부터), 
한신메디칼 김정열 대표이사, KMDIA 황휘 협회장,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김희규 회장,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권종연 센터장, 대구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이상일 
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➎  대화기기 윤대영 회장과 KMDIA 황휘 협회장. 

➏  한림의료기 오연호 대표와 KMDIA 황휘 협회장. 

➐  KMDIA 황휘 협회장(오른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전 차장),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이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이 전시한 최신 레이저치료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원장이 지난 17일 KIMES 2016 전시회장을 방문해, 주요 업계 
부스를 참관하고 출품 제품의 트렌드, 성능, 기능 등을 살펴보고 있다. 

➒  KIMES 2016을 참관한 손명세 심평원장이 메디아나 길문종 회장에게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➓  KIMES 전시회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의공학과 후진양성을 위한 ‘KIMES 장학금 전달식’이 
올해에도 진행됐다. KMDIA 황휘 협회장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KMDIA 황휘 협회장(가운데)과 협회 나흥복 전무가 KIMES 2016 전시회에 참관한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KIMES 2016 전시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코리아 특별존’을 설치해 운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민원상담공간을 마련해 내방한 
기업인과 다양한 민원 상담을 가졌다. 

  심평원 치료재료실은 17일부터 양일간 KIMES 2016 전시회에서 치료재료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치료재료 사전상담제도’ 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했다.

➊

➍

➐

➋

➌

➏

➒





➎

➑

➓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세미나를 듣고

보험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

았던 때의 일이다. 신청 제품의 민원 

상담 관련하여 담당자와 크게 싸운 일

이 한 번 있었다. 내 딴에는 신청인이

니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

는데 검토자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몇 주전 기관에 상담을 갔다가 상담

자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예전에 싸운 일이 생각났고 어느

덧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며 그

동안의 변화가 고마워졌다. 그런데 어

떨 때는 그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도 든

다.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건 방문상

담을 받아주지 않았건 최고가를 주지 

않았건 간에 절대 원리 원칙에서 벗어

나려고 하지 않았었다. 신청인 입장에

서는 융통성 없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불합리하다고도 하소연을 많이 했다. 

어쨌든 원리는 건강보험의 혜택이 환

자에게 돌아가야한다였고, 원칙은 ‘국

민건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나와 있는 규정이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담당자들에게서는 언뜻언뜻 투

철한 신념과 소신이 느껴졌었다.  

그러던 것이 원가조사와 재평가를 

거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

책이 결정되면서 점점 기준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고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고 하면서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기가 어려

워졌다. 특히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임상 전문의뿐만 아

니라 환자단체의 의견도 중요하게 되

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

다는 것이 요즘의 중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3월 18일 KIMES 

2016에서 개최된 복지부의 건강보험정

책 세미나는 항상 앞부분은 작년에 건

강보험 정책의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

었나에 대한 정리였고, 그다음이 올해

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소개였

다. 내용별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올해는 

치료재료 가격 산정 등 제도 개선 부분

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감염예방 치료재

료 수가 개선(치료재료 별도산정 가이

드라인 마련), 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 

모니터링 및 보완, 독립적 검토절차 개

선, 치료재료 사후관리 제도 개선이 있

다. 올해로 예정됐던 제2차 상대가치점

수 개편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이에 맞

춰 별도산정 재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나오지 않을까 한다. 

심평원의 치료재료 관리방안을 보

면 △사후관리제도 연구, △유통정보

망 구축 기반조성, △감염예방 치료재

료 별도 보상,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보관리 기반 구축, △비급여 

치료재료 관리기반 마련, △식약처와 

허가 연계가 제시됐다.

그러나 발표대로라면 복지부나 심평

원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하는 

치료재료 관련 올해 계획은 보이지 않

는다. 감염예방 치료재료 수가 개선, 

즉 별도산정기준 마련은 이미 지난 십

여 년간 두세 차례 시도됐다가 흐지부

지됐다.

가장 최근에는 ’14년에 세부적으로 

모든 품목의 분류까지 조사했다가 또 

연기됐다. 치료재료목록 일제정비는 

치료재료코드 표준화 프로젝트 진행시 

조사했던 것을 한 번 더 업체에 요구하

느라 업체 담당자들은 힘들게 모든 형

명에 대해 같은 일을 또 해야 했다. 그

리고 이 업무는 삭제품목의 고시만 남

겨놓고 있는 사실 종료된 일이다. 야심 

차게 내놓은 것 같은 유통정보망 구축 

기반조성은 아이디어만 있을 뿐 무엇

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액션 플

랜은 없다. 

이런 계획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은 두 가지였다. 일단 올해는 가격조정

은 없겠구나 한숨 놓았다는 것과 과연 

복지부와 심평원의 소신은 무엇인가

이다. 원칙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일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

는 복지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열변을 토하다가 정작 

‘의견조회’ 기간에는 그런 의견을 제출

도 안할 때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답답

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복지

부의 세미나를 참석해보면, 발표자들

이 정말 친절해 날 선 질문에는 무슨 죄

인마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자신

을 낮출 정도다. 그리고 그 친절한 발

표자들은 2년 후에는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다른 담당자가 온다. 그러

면 업계의 회사내 보험담당자들은 작

년에 했던 일을 또 조사하고 정리해 제

출해야 한다. 이번에는 좀 희망이 있겠

나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서 말이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던 분위기가 소

통에 중점을 둔 분위기로 변화된 것은 

매우 환영하고 싶다. 하지만 친절하고 

부드러운 방식을 강조하다 보니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에 대

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줄

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가장 중

요한 것은 원칙과 신념이 바로 서지 않

은 채 문제 해결 위주의 정책으로 가다 

보니, 항상 갑자기 발생한 문제로 인해 

정책이 바뀌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모

든 자원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

기곤 한다. 

이번에 발생한 일회용 주사기 문제

도 그러하다.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

관의 책임이 크겠으나, 업계에서는 이

미 주사기와 같이 행위료 포함 치료재

료들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수년간 주장해 왔다. 그러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와 같이 정책의 갑작

스러운 변화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분명 환

자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결코 뒤로 늦춰서는 안되

는 것이었다. 애초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소

신과 신념이 바로 섰고 이것이 정확하

게 대내외적으로 소통됐다면, 적어도 

환자와 의료기관, 업계 간의 그 신념이 

공유는 됐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은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을 통해 어

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같은 생각을 공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료재

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담당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어떤 신념을 가지

고 일하고 있는지가 가장 알고 싶다. 

’16년 건강보험정책 방향 발표 자료

가 진정 소통을 목적으로 자료를 만들

었다면 기관 중심의 ‘추진성과’가 아니

라, 듣는 사람 중심의 ‘15년 변화’가 돼

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것은 발표 시작에서 먼저 복지

부나 심평원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공유할 줄 알아야 한

다. 안건별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를 

알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신념과 

소신이 있으니 이것을 위해 이렇게 노

력하겠다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

리가 돼야 한다. 

복지부나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정책

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업계와 함께 제

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변화

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해야할 일도 많

기 때문에 의료기기, 특히 치료재료 분

야가 앞으로도 더욱 흥미진진하기를 

기대한다.

“정부기관, 정책수행시 ‘소통’과 ‘실현의지’ 중요”
업계, ‘치료재료 정책’ 변화 기다리는 만큼 기대하는 바람도 커

천 새 임

한국애보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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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에서의 유통구조 선진화를 기대하며
“정부, 통행세 요구하는 간납업체 실태 확인에 시급히 나서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지난달 18일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 간납

업체개선TFT 전영철 부위원장은 ‘보건의

료산업의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

안’이라는 표제로 2000년부터 의료기기 

유통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간납업

체에 대해 문제제기와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납업체의 배경

간납업체는 사실 그 역사가 그리 깊

지 않다. 또한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자

유로운 상태이다. 관련 실태 현황도 없

으며 단지 형태는 의료기기 ‘판매업이’

나 ‘도소매’ 혹은 ‘수입업’을 득하고 일

반 유통에 대한 허가를 준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간납업체는 2000년대 초 

일부 대형병원에서 시작됐다. 제약의 

간납업체들이 1996년 약사법에 의한 

간접납품에 대한 금지조치가 내려진 

이후 의료기기와 소모품으로 영역을 

변경해 사업을 개시했다. 초기에는 병

원에서 하던 발행하던 계산서를 중간 

매개사업자를 두고 계산서 발행 명의

만을 바꾸게 했다. 이 과정에서 매개자

는 수수료나 혹은 할인을 요구했으며, 

이 수수료가 수입원이 됐다. 이후 각 

병원은 경쟁적으로 간납업체를 유치하

게 된다.

당시 구매형태의 변화는 실거래가

상한제로 인해 병원이 구입단가로 환

자에게 청구하는 점을 이용해 간납업

체를 통한 이윤을 추구했다. 이후 불

과 십여년 만에 간납업체는 현재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조사에 의하면 약 

80여개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협회

는 간납업체를 ‘대형 간납업체’, ‘재단

관련 간납업체’, ‘일반 간납업체’ 세 가

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고, 보다 정확한 

간납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간납업체의 학술적인 의미는 ‘복수병

원의 대량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

력에 기초해 규모의 경제에 근거해 공

급자들로부터 할인을 받고 이 과정에

서 발생한 수익을 원천으로 사업을 영

위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특히 미국의 

영리병원 체계에서 시작된 개념이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기 분

야 구매대행회사(GPO)가 대형병원들

을 상대로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징수해 이윤을 얻고 있다. 중소병원에

서도 이를 모방해 중간매개체로서 수

수료나 할인 및 할증으로 수입의 원천

으로 삼고 그 이익을 다시 병원개설자

에게 돌려주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료기기 공급업

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통행세

의 부과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저

해요소이다.

간납업체가 주장하는 사회적 이점

일부 간납업체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

하고 경영상 목적에 의해 배송비용 및 

재고관리시스템 제반시설에 대한 공유

로, 비용의 절감, 유통의 전문화, 병원

별 가격의 공유를 통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 대

해 재고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 병원

에 이득을 줄 수 있고, 비용의 절감이 

종국에는 비영리 기관으로 지정돼 있

는 병원에게 재투자의 여력을 주고 이

를 통한 사회적 효용도 높다고 주장한

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사례로는 일

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이 사례는 미

국 내부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다. 

2014년 로톤 번(lawton burn) 교수

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GPO의 이윤이 

다시 병원으로 귀속되는 것이 비용 절

감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

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GPO가 특정 

대형 공급업체의 구매 가격이 낮지 않

다는 사실과 중소 제조업 제품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제기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PO가 구매가

격의 절감보다는 수수료의 인상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 간납업체

의 수익은 전적으로 거래업체의 일방

적인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업체는 병

원이 아닌 그 사업체에 일정 부분의 

할인이나 수수료의 형태로 비용을 지

불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 유통에서 일반적으

로 벌어지고 있는 ‘가납’이 있다. 가납

은 병원의 편의와 재고 부담을 경감하

기 위해 제품을 병원에 옮겨다 놓고 사

용분만을 정산해 계산서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긍정적 평가는 사

용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한 

가지다. 가납은 간납업체의 이윤추구

의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첫째는 가납 제품의 재고관리가 안

되므로 인한 손망실의 책임이 전적으

로 납품업자에게 있어 일방적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둘째 가납으로 인한 일

체의 배송비 등은 업체의 몫이다. 재고

를 관리해야 할 간납업체가 자신의 책

임을 방기한 사이 업체의 손실은 늘어

나고 이를 통한 비용의 증가에 모두 눈

을 감고 있다. 셋째 수수료의 증가는 

당연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고, 가격의 증가는 환자의 부담으로 이

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GPO는 1910년 뉴욕의 병원

구매부서에서 시작됐다. 현재 미국 전

체 의료기관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의 

96%와 지역 병원의 98%가 최소 1개 

이상의 구매대행회사를 활용하고 있

다. 미국 병원은 철저한 영리기관이며 

이윤추구가 목적인 산업적 성격이 강

하다. 소위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

한 병원에서조차 리베이트 논란이 생

기고 이 논란에 대한 면책을 주는 대신 

매우 강력한 의무를 부과한다. 일명 햇

살법(Sunshine act)에 의해 모든 비용

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준수할 것을 의

무화하고 있다. 병원과 GPO는 그 거

래상의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수수료 또한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간납업체는 병원이 가져야 할 

이윤을 간납업체 관계인에게 배당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일부 법의 제재

를 받지 않는 간납업체는 소위 이윤추

구뿐만 아니라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병원이 직접 의료기기회

사와 거래할 때는 의료법에 적용을 받

아 실제 거래한 금액 100원을 모두 신

고하고 이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받는다. 그러나 병원이 간납업체를 통

하면 구매대금을 할인받고, 병원이 이

득 10원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때 발생한 이득은 건강보험 재정이

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간납업체를 의료·의료기기법 

테두리 안에 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유통선진화를 위한 제언

제안하건대, 간납업체에 대한 수수

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순환에 투

자돼야 한다. 간납업체의 규모와 수수

료에 대한 공신력 있는 조사가 선행돼

야 한다. 간납업체가 사회적 선순환의 

모델이 되기 위해 방향을 모색해야 한

다. 단지 계산서를 발행하고 물류비룰 

징수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해야 한다. 

유통단계의 증가는 종국에 보건의료 

산업을 병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

부 간납업체의 경우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더 이

상 늦기 전에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의

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주제발표

전 영 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간납업체개선 TFT 부위원장

 심평원 2016년 치료재료 관리방향을 듣고

지난달 18일 KIMES 2016에서는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치료재료실장·유

미영) 금년도 ‘치료재료 관리 방향’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치료재료에 대

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설명과 함께 

치료재료의 관리 개요, 그간의 추진성

과, 2016년 치료재료 관리계획을 소개

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치료재료 관리개요

치료재료 관리 개요에서는 2014년 

세계 시장규모 3,769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 5.12%에 달하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에서 13위이다. 2014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5조 189억원

에 해당하며 연평균성장률은 6.5%에 

달한다. 의료기기는 치료재료, 의료장

비 수가 책정 시 포함된 별도산정 불가, 

그리고 가정용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법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개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

처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해 허가·신고

를 필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다라 복

지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소모성 재

료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료재료는 건강보험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치료재료의 종

류로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중 인공관절, 스텐트 등 소모성 의료기

기,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거즈, 

붕대 등 일부 품목,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뼈, 연골 

등 인체조직, 그리고 일부 공산품 중 

일부 품목들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서 관리하는 치료재료의 범위는 매우 

넓다. 의료행위에 수가와 함께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와 같이 별도 산정이 불

가한 치료재료에서부터 치료재료급여

비급여 상한금액 목록표에 고시돼 별

도 산정된 치료재료까지를 모두 포함

한다. 

치료재료 관련 추진성과

그간의 추진성과에서는 치료재료의 

보험등재 현황, 급여기준 관리현황, 사

후관리 현황, 2015년 주요 추진업무

에 대해 소개했다. 보험등재 현황은 급

여 23,089품목(88%), 비급여 3,271

품목(12%)에 달한다. 치료재료 급여

기준 관리 현황은 322개 고시 항목 중 

비급여 10개, 별도산정 불가 94개, 급

여 218개로 구성돼 있다(급여기준 고

시 항목 2015년 12월 기준). 식약처

에서는 사용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허

가 및 신고해 관리하고 있으며, 심평

원에서는 허가증 내의 사용 목적 내에

서 급여 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급여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급여 인정 범

위는 적용대상이나 적응증, 산정 횟수

를 제한하는 형태로 설정하고 있다. 치

료재료 청구현황은 2015년 12월 기준

으로 약 2조원대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에 4%에 해당한다. 재료대는 상대적으

로 진료행위에 비해서 적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2015년

까지 약 3개년의 재료비의 구성비 추이

를 보면 4.43%(2013), 4.31%(2014), 

3.65%(2015)로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추진

업무로는 치료재료 원가조사, 실거래

가 조사,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 관리기

준 절차 개선, 관리 효율 강화, 4대 중

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 등이 진

행됐다. 원가조사로 인한 치료재료 사

후 관리 현황은 2009년 1차 적용(1개 

품목 : F군 212억원 재정 절감, 20%), 

2011년 2차 적용(5개 품목 : B, E, J, 

L, M 약 824억원 재정절감액, 6.1%), 

2014년 3차 적용(7개 품목 234억원 재

정 절감, 평균 조정률 : 5.56%) 됐으며 

2016년 6월부터 고시된 가격으로 적용

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5년 주요 추진업무로는 치료재

료 관리기준·절차 등 개선, 치료재료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 치료재료 관리 

효율·효과성 제고, 유관기관 상생·

협력 활동이 있다. 이런 추진업무 중에

서도 급여기준 활용을 위한 책자 발간

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동안 급여

기준의 제한적 문구로 인해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 및 혼란을 상세하고 구체

적 기술 및 명시화했다.

금년도 치료재료 관리계획

2016년 치료재료 관리계획에 대해

서는 선제적 정책지원, 유통정보 확보, 

급여기준 개선, 보험등재 효율화, 환

자안전 관리 강화, 건강보험과 치료재

료 산업의 상생·발전 도모이다. 화두

는 건강보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와 합리적 치료재료 급여기준 설정·

관리, 환자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이다. 

필수 치료재료가 별도산정 불가로 행

위 수가에 포함된 경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되는 경우

가 많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현

장 점검,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일회용 및 안전관리 치료재료 별도 보

상을 통한 일회용 치료재료의 합리적

인 관리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더불

어 치료재료 급여기준 일제정비로 37

항목이 검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지원

으로 2016년에는 감염관리 및 뇌·심

질환 등 관련 치료재료 중심으로 검토

한다고 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은 2013년 시작됐으며 사망률이 

높고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암, 심

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는 

제도이다.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

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험 확대하고 급여와 비급여 2개로 관

리되던 영역이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

급여 3개 영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게 됐

다.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4

대 중증질환 관련 ‘2014년 보장성 강

화 예정 항목’ 목록을 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추진 상황

에 따라 시행시기 및 항목 등이 변경되

는 경우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세부 일

정이 공개된 상태에서 정책이 진행됐

으며, 분기별로 세부 항목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현재는 심평원 홈페이지 ‘4

대 중증질환 온라인 국민 소통시스템’

을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홈페이

지상의 정보만으로는 보장성 강화 예

정 세부 품목 및 시행일정을 파악하기 

제한적이고 이러한 예측 불가능에 따

른 업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보도자

료 게재 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치료재료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따른 관리 등재 시스템의 고

도화, 고시 목록 일제 정비, 식약처 매

핑 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관리 기반 구

축 및 비급여 치료재료 관리 기반 마련

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관리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의료 자원 낭비를 예방, 

정보 활용도 제고 등의 취지는 공감한

다. 다만 의약품에서 사용하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 관리하는 것에는 우려

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치료재료는 

제품의 생산 주기나 교체 주기가 빠를 

뿐 아니라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업

체 정보도 파악하기 어려운 영세한 업

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품의 특성에서부터 업체의 특성 그리

고 제도까지 다른 의약품과 치료재료

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제도 적

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함께 고민

해주길 소망한다.

“심평원,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관리방안 검토”
치료재료, 체계적 관리 공감하나 의약품 관리제도 단순 도입 신중해야

임 아 름

메드트로닉코리아 대리

의료기기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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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패널 토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보

건의료산업계 종사자 및 정부 관계자를 대

상으로 ‘2016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

립을 위한 좌담회’를 지난달 1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개 좌담회의 토론주제는 의료기

기 시장의 간납업체문제 해결을 통한 유통

질서 확립방안 모색’이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의료기기 시장의 불

공정거래행위 근절’, ‘왜곡된 의료기기 유통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의 이

해관계자 및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문

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

을 나눴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인제대 배성윤 교수

(글로벌경영학부 의료경영전공)가 좌장을 

맡았으며, 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단장(의

료기기산업지원단), 법무법인 정진 노상섭  

고문, 이지메디컴 이주한 부장(컨설팅사업

부), 청지의료물류경영연구소 지영호 대표, 

메디칼타임즈 정희석 차장(의료팀), KMDIA 

간납업체개선TFT 김용관·박재형 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패널토론을 정리·

소개한다.

패널 토론

좌장 배성윤 교수(인제대)

오늘 논의하는 의료기기 유통문제에서 

구매대행업체(GPO) 또는 간납업체라고 

불리는 회사의 비즈니스가 2000년 초반

부터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폐해가 있으

니, 철폐해야 된다, 혹은 필요하다, 운영

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양쪽의 주장만 내세운

다면 언제나 해법을 찾기 어렵다. 보다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보

와 합의가 요구된다.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건전한 유통체계를 통해 보건

의료의 생태계 안에서 상생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단순히 업계가 ‘생존하

기 어렵다, 마진이 안 좋다’식의 논의는 

필요 없다. 즉, 공정거래 측면, 가치 측면

의 관점이 요구된다.

박순만 단장(보건산업진흥원)

발표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건전

하게 견인하기 위한 약사법 47조 등의 

규정을 소개했다. 이제 의료기기법에도 

유통관리에 대한 법 규정이 부족하고 마

련이 필요할 때다. 다만 의약품과 의료

기기는 제품이나 생산·유통의 여러 단

계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약사

법 조항에 준하는 규정들을 의료기기법

에 도입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은 조

사가 필요하겠지만,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 차

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공정거

래위원회에서 의료기기 부문의 거래공

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등 제

시가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약

사법에는 ‘도매상’, 의료기기법에는 ‘판매

업자’로 돼 있는 ‘업’ 차이가 있는 만큼 도

매상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약사법 규정

이 의료기기법의 판매업자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특히 간납업체가 구매

대행업체를 가리키지만 현재 국내 기준

이 없는 만큼 ‘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

고, 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간납업체

는 특수 관계인이 ‘직접 운영 간납업체’

이다.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

약처럼 병원이 직접 또는 관련돼 있는 특

수 제약사들은 제재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주한 부장(이지메디컴)

선진화된 GPO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에 답변하기 앞서, 철폐돼야 할 간납업

체하고 선진화된 GPO를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선진화된 GPO는 병원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병원과 이지메디컴과 

같은 운영사, 의료기기 공급사가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컨설팅 능

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야 한다. 컨설팅 능력의 바탕은 ICT 기

술에 있다. 이를 ‘전자상거래시스템’이라

고 표현한다. 병원의 사용부서에서 사용

니즈가 발생했을 때부터 그 부서의 예산

안, 발주, 납품, 정산이 전 과정이 투명

하게 오픈되고, 특히 물류의 흐름에 대

해 직·간접적인으로 사용자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가 선진화된 

GPO의 두 번째 기준이 된다. 세 번째는 

GPO가 사회적 상생에 기여를 하고 국민

들에게 공감을 받는 회사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생에 대해 설명을 덧붙인다면 환자

가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 받고 환자부

담금을 감소시켜주는 쪽으로 고민하고 

원공급사들이 유통구조들을 개선하려 

마케팅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건보

공단에게는 보험재정 안정화에 이바지

함으로써 의료기기시장 전체가 건전화

하는데, GPO가 대표해서 병원과 대화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회사가 선진화된 

GPO라고 할 수 있다.

박주형 위원(간납업체개선TFT)

미국은 다양한 GPO가 있지만, 결

국 우월적 지위에서의 구매력(buyin-

gpower)를 극대화하기 위한 모습을 보

여준다. 현재 미국의 GPO를 보면 서비

스에 대한 수수료를 3% 이하로 받고 있

다.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으로는 

계약서에는 구매 수량이 결정돼 명기된

다. 의료기기 공급사 입장에서 보면 구매

가 결정된 것이다. 1년에 매출이 어느 정

도인지 결정돼 있기 때문에 ‘할인’ 등 다

양한 조건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반면 한국식 GPO는 미국식 

GPO로 인식하기에는 격차가 있다. 또한 

선진화된 GPO 기준에서 두 번째로는 ‘전

자상거래시스템’를 언급했지만 실제 혜

택은 병원이며 공급사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 많은 공급사가 자체적인 유사웹사

이트를 가지고 있고 거래가 가능하다.

김용관 위원(간납업체개선TFT)

현재 공급사들이 병원에 계산서를 발

행할 수 없다. 병원에서 사용 내역이 나

오면 그 때 역발행 계산서를 발행한다. 

이 말은 제품을 가납으로 병원에 수억 원

씩 쌓아놓게 되고, 병원이 사용한 후 역

발행 계산서가 올라오면, 회사는 실제 사

용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 재고의 책임은 

항상 공급사가 지게 된다. 실제로 병원이 

구매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납으로 인

해 시스템상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는다. 한국식 GPO는 재고에 대한 서

비스가 전혀 없다. 재고 책임은 전혀 없

고 계속 공급가격에서 할인만 강요한다. 

또한 모든 병원은 아니지만 간납업체에

서 구매한 가격으로 보험을 청구했는지 

조사해 보면 상한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결국은 공급사는 할인료, 

수수료로 피해 보고 보험수가는 지속적

으로 삭감된다. 나아가 국민 누군가의 적

정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재원이 세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주한 부장(이지메디컴)

병원의 물류관리에 대한 고민 해결과 

재료수요를 공급사와 연결하는 GPO가 

공급사의 물품 재고에 책임을 안 진다고 

할 수 없다. 제도적 한계로 책임을 회피

하는 게 아니다. 역으로 공급사들이 병원

에 직접 문제 발생시 가슴앓이를 할 것이

다. 이지메디컴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고 있다. 물론 문제 소지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것은 필요하다. 최근 매

스컴에서 모 업체가 A병원에 리베이트

한 기사가 났다. 이는 의료기기업체가 병

원과 직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라고 여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PO의 노

력이 있다. 병원 관계자의 윤리성과 도덕

성을 지키고 공급사의 가슴앓이를 해소

시키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병원의 상생이 사회의 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 여기며, 선진화된 GPO가 의료기

기유통에서 맞바꿀 수 없는 대세가 되리

라 전망한다.

정희석 차장(메디칼타임즈)

말씀을 듣다 보니 의문점이 든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서비스할 것인가, 그

리고 표준수수료율을 정하고 표준거래계

약서를 작성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앞서 발언에서 의료기기 업계는 간납

업체 전면 철폐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병원들이 구매대행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 간납업체도 많

고 단순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안으로는 첫 번째, 공급사에 

적용하는 표준수수료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공급사마다 제품 종류가 많고 조

건도 다양하다. 특히 중소업체가 GPO에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표준계약

서를 작성하면 과도한 요구를 사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실

제 미국 GPO처럼 실제 제품구매하고 그

에 따른 서비스가 뒤따른다면 업계 불만

이 줄어들 것이다.

노상섭 고문(법무법인 정진)

표준수수료율의 적용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접촉될 수 있다. 거래의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과, 의료기기업체 또는 협회

가 주관해 진행은 담합 리스크가 크기 때

문에 상당히 유념해야 한다.

현재 간납업체가 미국 GPO 형태로 운

영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 다만 공정거래

법에 ‘통행세’ 금지조항이 재작년에 신설

됐다. 결국 다른 사업자가 직접 상품용역

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

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

계인이나 다른 회사 매개로 거래하는 행

위를 한다면 이 부분만 정확한 실태 파악

을 해서 가려낼 수 있으면 의료기기 유통

의 선진화가 이뤄질 것 같다.

3~4년 경쟁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효

율성 관점에서 MRO가 문제가 없지만 

동네문방구가 죽게 되면서 사회적 이슈

가 됐다. MRO는 GPO와 시장특성만 다

르고 매우 유사하다. 의료기기시장 유통

질서 확립은 복잡하고 해법이 쉬지 않아

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실패

할 경우도 있고, 의료기기업체는 시장원

리에 따라 자연스레 퇴출당해야 하지만, 

당사자는 억울한 점이 생길 수 있다. 정

부가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실태 파악이 

먼저다.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정확한 실태 조사 후에야 진단에 

합당한 처방이 나올 것이다.

청중 의견

황OO 이사(수입업체)

말을 들어보면 간납업체가 병원입장

에서는 여러 서비스로 혜택이 있는 것 같

다. 그러나 업체는 과연 수수료를 지불

하는 것에 따른 어떤 일을 해주고 있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병원과의 거래에서 

GPO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납품, 발주

처리, 전산입력 등 모든 과정을 공급사가 

직접처리 한다. 그런데 병원 발주가 나서 

병원에서 사용한 만큼만 발행하는 시스

템이 GPO에서 해준다고 GPO가 대금결

제를 공급사에 해주는 역할은 없다. 특히 

수술실에 납품하는 제품은 더욱 재고 관

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GPO가 대량구매해 

병원들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현재 물류창고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병원으로 직접 납품을 희망

하고 있다. 강제적인 물류창고에 제품입

고는 문제가 있다. 솔직히 GPO가 없었

으면 좋겠다. 

김OO 대표(제조업체)

심평원은 동일제품, 동일목적의 치료

재료는 동일상한가로 수가를 매기고 있

다. GPO가 수수료를 똑같이 할 수 없다

면 나름대로 상한률을 정해 줬으면 한다. 

최소 3%에서 최대 30%까지 천차만별

이다. 공급사는 정보 취득이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제조업체들이 매우 힘

든 상태다. GPO는 저가 중국산과 계약

을 했던 근거로 제조업체를 압박한다. 재

고문제도 GPO가 임의로 가져다 놓으라

고 하고서는 계산서는 역으로 끊어서 쓴 

것만 정산한다. 회사내 수십억 재고가 문

제가 아니라, 병원에 나가 있는 가재고가 

더 큰 문제이다. 결재도 금년 1월 납품했

는데 내년 1월 수금이 마무리되는 현실

이 바로잡혀야 한다. 

“한국식 GPO, 병원엔 혜택 주고, 기업엔 수수료 걷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에 ‘통행세’ 금지조항 신설

KMDIA 박재형 간납업체개선TFT 위원이 간납업체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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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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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쇄
매

체
    
        방

송
매
체

인터넷매체

 

3월의 주요 여정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국으로 화제

가 된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

결은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와 관련해 ‘당신 앞에도 알파고가 나

타난다면?’의 한 설문조사는 우리에

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로봇이 인간

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과반수

가 답한 반면, 대신할 수 없다고 응

답한 비율은 36.0%에 불과했다. 특

히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이

유로 ‘많은 부분 사람의 창의력과 감

정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

에(27.4%)’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에서 커뮤니케이션

이 중요한데 로봇은 이 능력이 부족

할 것 같아서(26.3%)’ 등이 제시됐다

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의료기기 허

가심사의 개선방향을 찾아가는 〈표 

1〉의 소통일정은 언제나 우리가 모두 

지속해야 하는 여정일 수밖에 없는 

듯하다.

봄의 길목을 알리는 3월 3일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방

안을 논의하는 CEO 간담회를 개최했

다. 그동안의 관리이력과 규제개선의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인체유래 물질

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혈액관리법과 

인체자원분양지침 등의 개정이 필요

하다는 정책제언에 대해 업계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의에 적극 나서

기로 했다. 또한 NGS에 한정된 장비

와 시약이 품목류 인증대상으로 지정

됐으며 그 외의 기기는 향후 검토예정

임을 설명했다. 2월 22일부터 시행된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업체의 희망에 따라 기존

의 절차와 통합운영 절차를 선택하도

록 하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신청했더

라도 중도에 해제하고 분리해 진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한편 정형재활기기분과에서는 원

재료의 자사규격을 작성하는 개선방

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3.9)를 통

해 자사규격의 작성에 대한 외국현황 

등을 공유하고, 3월 10일에는 MRI 

등 고출력 자기장이 발생하는 환경에

서의 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

가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6월중 개

최예정인 ‘제2차 국제의료기기소통포

럼(MDCF)’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겸

한 운영위원회(3.31)를 개최해 포럼

의 주제와 초청인사 등 세부계획에 대

해 논의했다.

첨단의료기기분과에서는 레이저

특성을 고려한 안전지침의 마련을 위

한 협의체(3.9), 희소의료기기 지정 

및 운영절차의 합리화 방안을 위한 협

의체(3.15),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

문가협의체(3.23), 빅데이터/클라우

드 컴퓨팅적용의료기기 전문가협의

체(3.23), 그리고 첨단의료기기분과 

간담회(3.25)를 개최해 활발한 소통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3월 23일에는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기본방안을 논

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추진배경과 일정의 

공유와 더불어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의 비교검토, 그리고 사

용 목적과 사용자 및 사용환경별로 분

류하고 도출되는 결과의 전문성에 따

른 관리범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다

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또한 연구

개발 사례에 대한 세미나와 IBM 왓슨

에 대한 현황 등을 다음 회의에서 발

표하기로 했다. 3월 25일에는 업계의 

건의사항과 민원만족도에 대한 상호

이해의 자리로 첨단의료기기분과 간

담회를 개최해,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성적서의 자료요건과 인정 범위

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합

리적 개선을 위한 협의 모임을 통해 

폭넓은 사례를 수집해 신속히 진행하

기로 했으며, 아울러 심사과정이 전

문성과 구체성을 겸비한 검토과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3월 15일에는 구강소화기기

분과를 개최해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계획

을 논의하고 민원만족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다. 아울러 치과용임플

란트고정체의 임상자료 제출자료 명

확화와 구성품의 복수원재료 기재허

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검

토했다. 다음으로 치과재료 시험·심

사기관과의 두 번째 모임을 3월 22일

에 개최해 치과재료 품목 재분류와 관

련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4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자사규격의 원재료작성 개선(안)에 

대한 논의와 주요 예시의 검토를 위한 

제3차 협의체(4.1)를 필두로 정형재

활기기분과에서는 〈표 2〉와 같이 활

발한 소통을 예정하고 있다. 인공관

절의 안전사용 홍보방안과 건의사항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4.7)와 생물학적시험의 면제가능 원

재료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논의

해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4.13)를 준

비하고 있다. 또한 첨단융복합 의료

기기의 개발단계별 허가·심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4.27)를 통해 개

발단계별 첨부자료와 허가·심사 신

청 및 세부 처리절차(안)를 마련할 계

획이다. 또한 자기공명(MR) 사용환

경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

한 두 번째 협의체(4.28)는 국내외의 

MR환경 적용사례와 시험법을 논의

하는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봄의 기운과 함께 활발한 소통일정 열려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4.1) ○ 의료기기 허가·심사 원재료 작성 개선을 위한 협의체(3차)(4.1)

2주(4.4~4.8)

○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2차)(4.6)
○ 정형재활의료기기 간담회(2차)(4.7)
○ 차세대 유전체분석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전문가 협의체(4.7)
○ 3D 프린팅 의료기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및 간담회(4.8)

3주(4.11~4.15)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2차)(4.13)
○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2차)(4.13)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2차)(4.14)
○ 체외진단다지표검사 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전문가 협의체(1차)(4.15)

4주(4.18~4.22)
○ 희소의료기기 지정 및 운영절차 합리화 방안 협의체(2차)(4.18)
○ 홈헬스케어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2차)(4.19)
○ 결핵 및 비결핵 항산균 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1차)(4.22)

5주(4.25~4.29)
○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단계별 허가·심사 방안 마련 협의체(3차)(4.27)
○ 자기공명(MR) 사용환경을 고려한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협의체(3차)(4.28)

〈표 2〉 4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3월 3일
○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CEO 간담회

 -`  산업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협력방안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29명

3월 9일

○ 의료기기 허가·심사 원재료 작성 개정을 위한 협의체(2차)

 -`  원재료 자사규격 작성 외국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8명

○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1차)

 -`  레이저 특성을 고려한 안전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17명

○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 

 -`  건의사항 논의 및 구강소화기기분야 의료기기 홍보자료 검토
오송의과학
지식센터

21명

3월 10일
○ 자기공명(MR)사용환경을 고려한 의료기기 가이드라인협의체(1차)

 -`  MRI 등 고출력 자기장 발생 환경에서의 안전사용을 위한 논의
산업기술 
시험원

9명

3월 11일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1차)

 -`  품목 재분류 및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
정보기술
지원센터

12명

3월 15일
○ 희소의료기기 지정 및 운영절차 합리화 방안 마련 협의체(1차)

 -`  국내 지정 및 운영절차와 선진국 관련 규정 발표 및 논의
식약처 
별관

10명

3월 22일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2차)

 -`  치과재료 품목 재분류와 관련한 협의체 의견수렴 및 논의
서울역 17명

3월 23일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1차)

 -`모바일의료용앱기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방안 검토
서울청

11명

○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적용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1차)

 -`  관련 의료기기의 정의 등 안전관리 방안 논의 
9명

○ 홈헬스케어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1차)

 -`  홈헬스케어(가정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방안 마련
정보기술
지원센터

10명

3월 25일
○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단계별 허가·심사 방안 마련 협의체(2차)

 -`  개발단계의 정의와 첨부자료 등 세부 처리 절차 의견수렴
의료기기
산업협회

12명

3월 28일
○ 첨단의료기기분과 간담회

 -`  민원만족도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24명

3월 31일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2차)

 -`  제2차 국제포럼(MDCF) 착수보고회 및 세부계획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25명

○ 심혈관기기분과 간담회 

 -`  ’16년도 운영계획 및 품목별 소분과 간담회 추진계획 논의
25명

<표 1> 3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특별기고 Ⅱ특별기고 Ⅱ KMDIA 17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6년 4월 136호
KMDIA16  2016년 4월 136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 기획홍보부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업체 CEO 간담회(03.03)
○ 주요내용 :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관리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소개
    - 업계의 애로사항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수렴

■  제1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03.08)
○ 주요내용 : 결정(조정)신청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심의(안) 등

■  2016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의료기기 제조업 현장방문(03.08)
○ 주요내용 : 현장방문 및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규제발굴 간담회(03.09)
○ 주요내용 : - 의료기기 KGMP(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등) 제도 개선
    -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 개선
    - 체외잔단용의료기기 임상연구를 위한 폐혈액 사용 개선

■  바이오헬스산업육성 민관협의체 의료기기반 2차 회의(03.11)
○ 주요내용 : - R&D, 임상, 규제, 시장진출 등 제안 과제 발표
    - 제안된 과제를 실현가능한 과제로 구체화 추진 
    - 협회 간납 관련 애로사항 개선 건의

■  질병군 포괄수가-인공수정체 관련 업계 간담회(03.14)
○ 주요내용 : 안과 질병군 포괄수가 관련 치료재료 현안 및 유통 관련 논의

■  식약처 2017년 의료기기 분야 신규 R&D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 연구사업 
자문회의(제2차)(03.15)

■  민관국제협력팀 WG1(사전허가) 간담회(제1차)(03.22)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3D 프린트 가이드라인 및 우수심사지침서 영문번역본에 

대한 의견수렴

■  식약처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행사 사업신청 평가 발표(03.23)

■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목 분류를 위한 자문회의(03.29)
○ 주요내용 :  신규 개발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해당 여부 검토 요청에 

따른 품목 분류 방안 및 품질관리 방향 논의

■  식약평가원 2016년도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준비 제2차 운영위원회(03.31)
○ 주요내용 : - 의료기기 소통포럼 관련 아젠다 확정 논의
    - 일정 1안) 2016.6.22(수), 2안) 2016.6.15(수)

   ▶ 통관관리부 

■3월 표준통관예정보고 승인·발급 현황(03.01~03.31)

구분 총 건수 구분 총 건수

표준통관예정보고 7,566 시험용의료기기 등 확인서 524

■ 요건면제 수입확인(3.01~3.31)
○ 주요내용 : 접수 16건 / 사후관리 4건

■  표준통관예정보고 일일 처리현황 및 16년 통계 전달(일일보고)

■  시험용 의료기기 업무처리 관련 간담회(03.02)
○ 주요내용 : 관련 민원인 애로사항 전달 및 개선요청 

■  KMDIA 의료기기수입자를 위한 세미나(03.18)

■  제4세대 국종망 사업 관련 업무협약(03.22)

○ 주요내용 : 관세청 국종망사업추진단, ㈜레디코리아, 협회

■  요건확인기관 일원화 추진 관련 안내(03.28) 
○ 대     상 : 118개사(2014년 실적보고 기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업체) 
○ 주요내용 : 현재 통합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중(~4.15)이며 4월말 오픈 예정

   ▶ 광고관리부

■ 3월 광고사전심의 업체 민원 상담 현황
○  상담업체(업구분, 품목) : (주)커뮤니케이션웍스(대행사,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원진물

산(주)(제조, 사지압박순환장치), (주)삼신이앤비(판매, 기도형보청기), ㈜비에스앤코(제조, 치
아미백용광선조사기), ㈜필립스코리아(수입, 펄스광선조사기), 한국메나리니(주)(수입,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  ㈜한국존슨앤드존슨 대상 광고사전심의 업체 방문교육(03.10)
○ 대 상 자 : 광고 및 홍보담당자 30명
○ 주요내용 : 광고사전심의 절차 및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등

■  3월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

구분 3월 ’16년 1~3월 전년대비

본심의 287
288 715

3,296
(▼2,581, 22%)재심의 1

심의면제
적합 179

488 903
2,631

(▼1,728, 34%)부적합 309

심의변경
적합 110

166 457
3,366

(▼2,909, 14%)부적합 56

   ▶ 산업진흥실

■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등 실적보고 업무 관련(3월 계속)
○ 주요내용 :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2015년도 실적보고 결과’ 보고
    - ’15년도 생산, 수입 실적 미보고 업체 및 관할청 자료 발송

■ 2016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신청(03.18)

■  의료기기 맞춤형 정보 분석 추진단 1차 운영계획(안) 제출(03.18)
○ 주요내용 : 1차 운영계획(안) 제출

■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고도화사업 관련 세미나(03.23)
○ 주요내용 : - 의료기기 통합 정보 BANK 심층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 건강보험체계를 고려한 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개편 추진방안
    -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통한 품목별 사용목적 명확화에 관한 연구 업계 제언 사항

■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고도화사업 관련 업무 회의(03.24)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통합 정보 BANK 로드맵 작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회의

■   신시장 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사업 기술교류 세미나결과보고서 제출(03.25)

■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고도화사업 1차 자문가 회의(03.28)
○ 주요내용 : - 로드맵 개발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세부 연구내용별 콘텐츠 검토 및 로드맵 개발

■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고도화사업 업무 회의(03.30)
○ 주요내용 : 연구 주요 콘텐츠 및 최종 사업계획서 검토

   ▶ 기술·교육사업부 

■다기관 협력을 통한 허가도우미 전문협의체 회의(03.02)
○ 주요내용 :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한 제품화 분야별 및 기관별 지원범위 설명

[ 회원사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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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31일
■ 태국 상무부 무역협력단 방문(03.09)
○ 주요내용 : 한-태 의료기기산업 교류 및 협력 방안 협의 

■ 중국 수출 의료기기 업체 대상 애로사항 간담회(03.10)
○ 주요내용 : 국내 중국 진출 의료기기 업체의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간담회 

■  UN조달플라자 설명회 참가(03.15)
○ 주요내용 :  유엔의 조달정책, 유엔통합입찰공고시스템 및 벤더등록절차, 세계보건기구의 

조달제도, 유엔조달시장 진출방안 등

■  제32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협회 부스 운영(03.16~03.20)

■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운영(03.24~03.27)
○ 주요내용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코트라 주관

■  CHAMP 및 인재양성 교육
○ 2016년도 협회 교육일정(CHAMP 및 인재양성 교육) 안내
    - 회원사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
○ CHAMP 교육 4월 교육 접수
    - ‘IEC 60601-1(3판) 규격의 이해와 설계 기본과정 - 1차’(4.6~4.7)
    -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 - 1차’(4.20~4.21)
    -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 - 1차’(4.26~4.27)

   ▶ 법규위원회

■  법규위원회 분과위원장 전체 회의(제2차)(03.03)
○ 주요내용 : 법규위원회 중점 추진 6대과제 외부기관 활용 건의여부 및 최종안 수정 보완 등

■  법규위원회 KGMP제도개편TF 회의(제1차)(03.08)
○ 주요내용 : 의료기기 KGMP(사전GMP, 현장심사 등) 제도 개선 사항 논의

■  식약평가원-법규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제1차)(03.09)
○ 주요내용 :  구강소화기기 분야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안전정보 홍보자료 및 내시경 품목명 

분류 조정 등 논의

■  법규위원회 기준규격개편TF 회의(제1차)(03.23)
○ 주요내용 :  의료기기산업표준 관련 해외 관리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사항, 기준규격 개정 고시 

등 논의

■  식약평가원-법규위원회 첨단의료기기분과 간담회(제1차)(03.28)
○ 주요내용 : - 의료기기분야 ‘고객(민원)만족도 개선방안’에 대한 분과 의견수렴
    -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시험성적서 인정범위에 대한 국제조화
    -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논의 등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법규위원회 분과위원장 간담회(03.29)
○ 주요내용 : - 의료기기분야 ‘고객(민원)만족도 개선방안’에 대한 분과 의견수렴
    -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논의 등

■  식약평가원-법규위원회 심혈관기기분과 간담회(제1차)(03.31)

   ▶ 보험위원회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문(03.03)
○ 주요내용 : 별도산정기준개선 등 건강보험관련 제도 개선 논의

■  Gergetown-KMDIA project 회의(03.11)
○ 주요내용 : 국가별 진행사항 점검 및 향후 추진 계획 논의

■  KIMES 2016 유헬스케어의료기기 사용활성화 및 보험수가개발 세미나(03.17)
■ KIMES 2016 건강보험 정책 세미나(03.18)

■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초청 특별 강연(03.22)
○ 주요내용 : 체외진단검사와 신의료기술평가

■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교수 초청 특별 강연(03.23)
○ 주요내용 : 가치기반 의료체계

■ 전체 보험위원회(03.23)
○ 주요내용 : - 치료재료 관련 주요 현안 진행사항 공유 및 대응전략 논의
      -  7개군 치료재료 원가조사/ Georgetown-KMDIA Project/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 개선/신의료기술평가 개선/치료재료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치료재료 분
류체계·코드 표준화 개선/유헬스케어TF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실 방문(03.24)
○ 주요내용 : - 치료재료 업계와의 토론회 논의
    - 심평원(치료재료실) - 협회(보험전략기획위원회) 워크숍 논의

■  포괄수가제/상대가치 프로젝트 회의(03.25)
○ 주요내용 : 2017년 상대가치·수가 개정 관련 DRG 운영 관리 및 수가보상 업계 건의항목 발굴

■  심평원 ‘치료재료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관련 면담 조사(03.28)

■  DRG(포괄수가제) 관련 업계 간담회(03.28)
○ 주요내용 : 포괄수가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논의

   ▶ 윤리위원회

■ 공정경쟁규약 개정 관련 복지부-3개 단체 회의(03.04)
○ 주요내용 : 복지부와 KMDIA, KPMA, KRPIA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협의

■  간납업체 개선 TFT 대면회의(03.07, 21)
○ 주요내용 : - 3월 좌담회 제반 사항 
     - ‘2016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 결과 보고

■  제3차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03.11)
○ 주요내용 : - 기부, 학술대회운영지원, 학술대회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및교육·훈련 심의
      - 사전·사후 신고사항 보고

■  2016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03.18)  
■  2016 KMDIA 공정경쟁규약 세미나(03.18)

■  윤리위원회 실무위원 회의 3차(03.21)
○ 주요내용 : 2016 KIMES 공정경쟁규약 세미나 관련 및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보고

   ▶ 홍보위원회

■ 홍보위원회 및 위원회 미팅(03.22)
○ 주요내용 : 홍보/법규/보험 등 식약처 주요 이슈 관련 협회 협력사업 홍보방향 논의

■  식약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 등-홍보위원회 회의(03.25)
○ 주요내용 : - 의료기기 안전사용 및 바른 사용 대국민 홍보사업 관련
    - 소프트렌즈(청소년)/보청기 및 인공수정체(노인) 홍보
    - 협회 어린이이동건강검진활동(7.16)–식약처 참여

■  홍보위원회
○ 협회장 언론활동 : - 매경신문(3.22/3.31일자) 독자칼럼 및 오피니언 기고
       - 의학신문 KIMES 특별판(3.17~3.20) 기고

   ▶ 체외진단위원회

■ 체외진단제품위원회 법규분과 운영회의(03.17) 운영위원
○ 주요내용 : - 법규분과장 및 간사 선임
    - 식약처 체외진단기기과 협업 업무 진행사항 공유
    - 법규분과 및 운영회의 운영 방안

   ▶ 국제교류위원회

■멕시코 경제사절단 등 관련 업무 진행

■ 국제교류위원회 지원사항
○ AHWP 리더스 미팅 실무 지원 검토
○ 한-일 공동 심포지엄 추진(6.23)

   ▶ 협회장 활동

■ 협회 운영위원회(03.16)
○ 주요내용 : - 상근부회장 응시자 서류전형 및 선임절차 등 협의
    - 사무처 조직개편(안) 논의

■ 의협신문 창간 49주년 기념식 등(03.21)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70년사 발간’ 기념식(03.23)
■  이원양행(송도) 임상병리 커머셜 랩 방문(03.24)
■  바이오코리아 개막식(03.30)
■  2016 이데일리 의료인 자선골프대회(03.31)

   ▶ KMDIA 회원사 현황     

■  기준 3월 31일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65  183 160  359  702 161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1 2 0 -1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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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KMDIA 협회비 체계 변경 안내

1. 유관기관 및 업계소식과 각종 최신 정보 제공

    (협회 통계정보 활용 포함)

     - 홈페이지, 협회보, 뉴스라인, 뉴스레터,  실적편람, 이메일, 팩스 등

2. 무료 교육 또는 컨설팅, 최신정보 등 제공(CHAMP, 사이버교육 등)

3. 해외 전시회‘한국관’참여 우선권 제공 

4.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대관업무 지원

5. 구인/구직 (의료기기뉴스라인 제공)

6. 국내·외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알선 등 서비스 지원

7. 위원회 활동 참여 및‘정부 등 외부기관’전문가 추천

8. 의료기기산업편람(통계 및 업체 정보 등) 제공

9. 다양한 우대할인 제공

    *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수료 20% 할인

    * 공정경쟁규약 기부 관련 규약심의수수료 50% 할인

    * 의료기기협회보, 의료기기뉴스라인, 뉴스레터, 홈페이지, 편람 광고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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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각종 애로사항 발생시 협회 지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999년 7월 설립 당시부터 2015년 말까지 16년간 회원사 규모와 관계없이 연회비 36만원(월 3만원)을 일률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연회비 등 수입 1억 8천만원으로 회원사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회비체계를 변경하여「회원사 중심의 보다 수준있는 지원」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협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성과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올해는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회비 체계는‘회비체계개편 

TFT’를 통하여 8개월에 걸쳐 유관 단체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임을 알아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등 변경사항 : 2016.1.1 시행

[변경 연회비 및 가입비]

구분

연회비 가입비

 전년도 실적보고 금액 종전 현행 종전 현행

정회원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1,000억원 이상

36만원

960만원

30만원 100만원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480만원

2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24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20만원

100억원 미만 60만원

준회원
(판매업, 임대업, 수리업, 컨설팅 등)

- 12만원 18만원 10만원 20만원

[연회비별 신규 제공 서비스]  

연회비 우대혜택 환산금액

96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 지면광고 6회(600만원)

1,225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2회(20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10회(200만원)

의료기기편람 : 지면광고 1회(150만원)

워크숍 초대 : 참가비 5명(75만원)

48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지면광고 3회(300만원)

560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10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5회(100만원)

의료기기편람 : 지면광고 1회(60만원)

24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지면광고 2회(160만원)

270만원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5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3회(60만원)

120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90만원)

13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2회(40만원)

[특별회비 신설] 2016.1.1 시행      
                                         

구분 임원회비 비고

협회장 2,000만원

 연회비와  
 별도임

부회장 300만원

이사

150만원

감사

회원사 지원사업 강화와 연회비 현실화를 위한 회비체계 개편 

회원사 제공 혜택 강화, 적극적인 협회 활용 필요 

www.kmdia.or.kr  |  www.kmdianews.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8~9층(역삼동, 여삼빌딩)  TEL 02)596-7404

>> 협회 제공 서비스 
협회 활동

※ 금액별 광고사이즈 다름

 

DK메디칼솔루션㈜(회장·이

창규)이 KIMES 2016에서 최

첨 단  사 양 의  프 리 미 엄  디 지 털 

X-ray ‘ELIN-T7’, 모바일 X-ray 

‘ELMO-T7’ 신제품 2종을 선보였

다. ‘의료기기에 디자인을 입히다’라

는 컨셉트를 접목한 이번 신제품은 

더욱 감성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

술력을 집약했다.

디지털 X-ray 신제품 ‘ELIN 

-T7’의 특징은 세계적 환경보호단

체에서 인증받은 친환경적 천연 가

죽 소재로 컬러풀한 그립이 제작됐

다는 점이다. 이는 업계 최초로 시도

하는 테크놀러지와 디자인의 신개

념 결합으로 X-ray의 메탈적 감각

에 환자를 생각하는 감성적이며 따

뜻한 디자인을 더 했다. 

또한 최첨단 사양의 기술을 구현한 

디지털 X-ray ‘ELIN-T7’는 미리 

입력되어 있는 테이블모드, 스탠드

모드, 파킹모드 등으로 촬영위치를 

세분화해 한 번의 터치로 원하는 위

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오토포지션 

기능이 탑재됐다.

X-ray 튜브 이동에 따라 디텍터가 

동시 이동하며 사용자의 조작 오류 

방지 및 동선을 줄이는 효과를 주어 

더욱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이 기

능에는 작은 힘으로도 X-ray튜브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

용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X-ray ‘ELMO-T7’ 역시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19인치 터치 

모니터를 장착했으며,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FPD를 사용해 빠른 

프로세싱 및 고화질 영상을 보여준

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이동시 넓은 

시야를 확보함은 물론 좁은 공간에

서의 이동도 가능해 환자 촬영에 더

욱 편리함을 더했다. 

㈜알로텍(대표·고정택)이 지난

달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

고 KOTRA가 주관하는 2016 글로

벌 바이어 메디컬 플라자(의료분야 

수출 상담회 및 설명회)에서 덴마크 

의료기기 전문제조·유통 회사인 

H.Dam Kaergaard사와 5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H.Dam Kaergaard사는 덴마크 

파룸시에 위치한 일회용 의료기기 

전문 제조회사이다. 이 회사는 지난 

50년 이상 세계를 대상으로 의료기

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덴마크 정부

로부터 다양한 계약을 수주하는 등 

공신력이 큰 업체로 알려졌다.

알로텍의 고정택 대표는 “지난 3

년간의 노력 끝에 이탈리아 진출에 

이어 또다시 유럽시장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 유럽연합

에서 알로텍 제품 수요가 빠르게 확

대될 수 있도록 판로확대에 힘쓸 예

정”이라고 밝혔다.

알로텍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

의 미국정형외과학회(AAOS)에 4

년 연속 참가하고, 해외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과 제품 구매 의사를 확인

했으며 현재 심도 있는 계약 논의가 

세계 30여개 회사별로 진행되고 있

다. 또한 FDA 인증을 받은 세계 최

초 일회용 의료피스를 개발해 생산, 

판매하고 있다.

녹십자엠에스(대표·김영필)가 식

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위험성감

염체 유전자 검사시약에 대한 의료

기기 허가를 지난달 18일 획득했다.

녹십자엠에스는 지카바이러스

를 진단할 수 있는 ‘제네디아Ⓡ 지카

바이러스 검출 키트(GENEDIAⓇ 

Zika virus detection kit)’의 허가 

획득으로, 브라질 등 해외 지카바이

러스 비상 국가로 수출할 수 있게 됐

다고 밝혔다.

녹십자엠에스는 이번 허가 획득에 

힘입어 제네디아Ⓡ 지카바이러스 검

출 키트를 세계보건기구(WHO) 승

인권고를 위한 다국적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상 시험은 브라

질을 포함한 지카바이러스 주의 발

령 국가 중 여러 곳을 선정해 임상 

시험 시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이 완료되는 즉시, 해외 

전역에 발 빠르게 지카바이러스 분

자진단 키트를 보급할 뿐만 아니라, 

지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비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계획

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사가 보유

한 분자진단 키트 개발 노하우를 더

욱 발전시켜, 감염성 병원체 진단뿐

만 아니라, 유전질환 진단 분야에도 

품목을 강화해 분자진단 사업을 확

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카바이러스는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가 나온 이후 12

월부터 현재까지 중남미와 태국, 아프

리카로 전파돼 총 160만명 이상의 감

염자가 확인됐다. 

이중 브라질에서만 150

만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

한 가운데, 이번 녹십자엠

에스에서 개발한 지카바이

러스 분자진단키트의 해외 

수출실적이 가시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메덱셀(대표·차동익)는 최근 중국 

의료용 소모품 전문 제조사 BERPU

사와 R&D 협력 및 업무 협력에 대

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생산력이 결합된 

형태의 좋은 예로, 상호 국가간의 

교차 판매를 통해 의료기기산업 수

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메덱셀은 현재 인슐린 펜니들을 

주요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

미 GMP, CE, CFDA, FDA 등의 인

증을 보유해 유럽, 미국 전역에 펜니

들을 수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

터 중국시장으로 수출 범위를 확장

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덱셀 관계자는 “자사의 오랜 기

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현지에서 메덱셀에서 개발중인 제

품을 생산하는 MOU를 체결하게 됐

다”며 “향후 대중국 수출 성장에 크

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덱셀은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의 ‘2015 글로벌 조달 선두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P300 

기업으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지난 

12월에는 한국무역협회 주관 ‘500

만불 수출 탑’을 수상했다.

DK메디칼솔루션, ‘프리미엄 X-ray 2종’ 출시

감성디자인과 첨단신기술 접목, ‘ELIN-T7’, ‘ELMO-T7’

알로텍, 일회용 의료핸드피스 수출 MOU 체결

 덴마크·이탈리아 등 유럽시장 진출 박차

녹십자엠에스, ‘지카바이러스’ 검출키트 식약처 허가획득

브라질 등 해외 지카바이러스 비상국가 수출 기대

메덱셀-중국 BERPU사, 현지 생산협력 MOU 체결

당뇨소모품 제조기술 제휴 협약 통해 대중국 수출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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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헬스케어(대표·박현구)

이 최근 기존의 듀얼 소스 포트폴리

오를 더욱 향상시킨 소마톰 드라이

브를 국내에 소개했다. 올해 유럽영

상의학회(ECR)에서 첫선을 보인 소

마톰 드라이브는 모든 영상의학 분

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초저선량의 X-선과 조영제

만으로 검사가 이뤄지고, 호흡을 멈

추지 않고도 영상 촬영이 가능해 환

자들에게 매우 편리하다. 

소마톰 드라이브는 새로운 스트라

톤 엠엑스 시그마 엑스레이 튜브와 

스텔라 인피니티 디텍터가 

엑스레이 빔을 정밀하게 

편향시켜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빔 접속이 가능하

다. 저전압에서도 높은 에

너지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영제 

투여량을 낮췄다. 

아 울 러  사 용 자 가 

70kV~140kV 범위에서 

10kV 단위로 X-선 관전

압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각 환자에게 적합한 전압과 정

확한 선량을 선택할 수 있어서 방사

선 노출도 줄일 수 있다. 이런 특성

은 소아 환자뿐만 아니라 자주 경과 

검사해야 하는 종양 환자에게 유익

할 것으로 보인다. 

지멘스 헬스케어는 소마톰 드라이

브 출시와 더불어 기존의 소마톰 플

래시, 소마톰 포스 장비과 함께 듀얼 

에너지 CT 장비 3가지 포트폴리오

를 갖추게 됐다. 소마톰 드라이브는 

이미 CE 인증을 취득했으며, 2016

년 3분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로슈진단(주)(대표·리처드

유)이 식약처 품목신고를 완료하고 

조직병리 H&E 검사 염색 장비인 

‘HE 600’을 국내에 정식으로 공급

한다.

H&E염색은 헤마톡실린으로 핵

을 염색하고 에오진으로 세포질을 

염색하는 이중염색법이다. H&E 검

사는 염색된 조직의 형태 및 세포 모

양, 크기 등을 확인해 환자를 진단하

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병리 검사로 

모든 환자 조직에 1차 선별 검사로 

진행되며 암 진단의 약 80%를 차지

하는 중요한 검사다.

새롭게 출시된 HE 600은 기존의 

염색 장비인 SYMPHONY의 업그

레이드 된 모델로 400가지 다양한 

염색 프로토콜을 통해 최적화된 맞

춤 염색을 제공한다. 따라서 판독의

사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편의

성을 높였다.

또한 H&E 염색은 개별 슬라이드 

염색 방식과 미리 패키지 된 신선한 

시약을 사용함으로써 일관되고 재

현성 높은 염색성을 보여줘 검사의 

질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건조부터 봉입, 염색까지의 전체 과

정이 장비에서 자동으로 한 번에 이

루어지기 때문에 염색 과정에서 슬

라이드 이동 시간을 감소시키고 검

사자의 동선을 간소화해 검사실 워

크플로 역시 개선시켰다.

한국로슈진단 조직진단사업부 조

성호 본부장은 “HE 600의 국내 출

시를 계기로 환자와 검사자 모두에

게 안전한 검사 결과와 검사 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림푸스한국(대표·오카다 나오

키)은 말초 폐병변의 진단에 사용되

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검사용 처

치구인 ‘가이드 시스 키트’를 출시

했다.

기관지 내시경은 각종 호흡기 질

환 진단을 위해 구강 또는 비강을 통

해 내시경을 기도로 삽입해 기관과 

기관지를 관찰하는 의료 기기다. 올

림푸스의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검

사는 여기에 초음파 검사 장비를 더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깊은 곳까

지 관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제품 가이드 시스 키트는 기관

지 내시경 및 초음파 프로브와 함께 

사용해, 폐 말초 부위의 병변의 세포

나 조직을 채취하는 역할을 한다. 초

음파 프로브와 처치구가 드나드는 

작업 채널인 △가이드 시스와 △생

검용 겸자 및 △세포채집용 브러시

로 구성된다. 

가이드 시스 키트는 최대 외경이 

2.0~2.6mm에 지나지 않아 기관지 

말초 부위까지 접근 가능해 폐 주변

부의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

징이다. 

또한 기관지에 초음파 프로브를 

삽입해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가이드 시스의 위치를 고정

시키면, 가이드 시스 안으로 겸자나 

브러시를 넣어 같은 지점에 반복적

으로 접근 가능하므로 시술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더불어 흉강에 구멍을 뚫어 

폐에 접근하는 경피적 폐생검 방식

과 달리 최소침습적 검사이기 때문

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고 전신마

취가 필요치 않은 것이 장점이다. 또

한 초음파 프로브를 사용해 관찰하

려는 정확한 지점에 접근 가능하므

로 기존의 경기관지 폐생검 방식보

다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필립스코리아(대표·도미니크 

오)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착용감

을 대폭 개선한 양압호흡기용 마스

크 ‘드림웨어’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

이다.

이번에 출시된 필립스 드림웨어는 

코 부위에 착용하는 나잘 필로우타

입의 마스크로, 공기를 공급하는 튜

브가 코 부위에 연결된 기존 제품과 

달리 머리 위쪽에 연결돼 있다. 따라

서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누운 

상태에서 자세를 바꿀 때도 한층 자

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또한, 프레

임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디자인

돼, 환자 얼굴에 접촉되는 면을 줄

이고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

다. 마스크를 쓴 환자가 누워서 TV

를 보거나 안경을 쓰고 책을 보는 등

의 활동을 해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 편안한 자세로 숙면하도록 해 환

자의 효과적인 수면 치료를 돕는다. 

코가 닿는 부분에 쿠션이 있어 불편

함을 최소화하고, 사용 후에도 얼굴

에 자국이 남는 것을 방지한다. 

필립스 드림웨어는 이 같은 환자 

중심의 디자인을 인정받아 2016 iF 

디자인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문의 

최고 영예인 금상을 수상했다.  

필립스 헬스케어 관계자는 “드림

웨어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독특

한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개

선함으로써 그동안 마스크 착용의 

불편 때문에 양압호흡기 사용을 꺼

리던 환자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립스는 지난달 18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글로벌 수면 정보 

사이트 ‘가장 졸린 웹사이트를 열고, 

만성 수면장애 환자 등을 위해 숙면

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시청

각 자료를 공유했다.

지멘스 헬스케어, 소마톰 드라이브 CT 공급

호흡 멈춤 없이 촬영 가능, 국내 하반기 소개 예정

로슈진단, 조직병리 개별 염색장비 HE600 출시

400가지 최적화된 맞춤염색 제공, 판독의사 편의성 높여

올림푸스한국,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검사 처치구’ 출시

기관지 접근 어렵던 폐 주변부 병변 확인 및 진단 가능

필립스, 양압기용 마스크 ‘드림웨어’ 출시

디자인 개선한 마스크 착용시 불편함 최소화

루트로닉(대표·황해령)은 지

난 달  1 7 일 부 터  나 흘 간  열 린 

KIMES 2016에서 신제품 ‘엔커브

(enCurve)’ 공개하고 기념 이벤트

를 진행했다. 루트로닉은 전시부스 

현장에서 ‘꽝’ 없는 엔커브 캡슐 뽑

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당첨자들에

게 다양한 경품을 전달했다.

‘엔커브’는 지난해 12월 식약처에

서 고주파를 활용한 비접촉식 초단

파 자극기로 허가를 획득했다. 고

주파 에너지를 허리 부분에 조사해 

BMI 지수 25kg/㎡ 이상 35kg/㎡ 

이하 비만환자의 허리둘레를 감소

시키는 원리다. 피부나 근육 등의 주

변 조직은 보호하고, 지방세포만을 

선택해 파괴한다. 고주파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상승한 지방세포가 사

멸하면서 허리둘레가 감소한다. 

시술 중 환자의 신체적 반응을 실

시간으로 측정해 최적의 에너지를 

자동 적용하므로 환자별 맞춤형 시

술이 가능하다. 기존의 지방 흡입, 

지방 분해 주사, 냉동 지방 분해 시

술과 달리 피부 접촉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한편,  루트로닉은 최근 출시

된 피코초 레이저 ‘피코플러스

4(PICO+4)’도 전시했다. 지난해 

말 식약처 허가를 받은 ‘피코플러스

4’는 532nm, 1064nm, 595nm, 

660nm의 멀티파장을 구현한다. 피

코초 레이저가 최근 첨단 장비로 국

내외 학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

황에서 현장 방문객들 역시 피코플

러스4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외에도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

저 ‘R:GEN’, 경막외 카테터 등 경막

외강 신경성형술에 사용되는 제품 

등이 전시돼 국내외 참가자들의 많

은 관심을 끌었다. 

원텍(대표·김종원, 김정현)은 

지난달 17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린 

KMES 2016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

혔다. 

원텍은 이번 KIMES에서 역대 최

고 매출인 약 250만 달러의 현장실

적을 달성했다. 또한 신규시장 창출

을 위한 다수 바이어 미팅을 진행함

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신제품 피코케어를 

비롯해 집속초음파의 원리를 이용

한 울트라리포, 중적외선 파장대를 

이용한 Holinwon30의 프리미엄 

라인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나노

레이저보다 천 배가 짧은 시간으로 

순식간에 높은 에너지를 조사해 피

부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색

소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피

코케어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의료

진 및 바이어들의 관심으로 눈에 띄

는 현장 실적을 냈다. 

또 한  홀 뮴 레 이 저 를  이 용 한 

Holinwon30은 조직의 절개나 파

괴질 제거를 통해 척추 추간 원판 탈

출증이나 쇄석, 지혈 등에 사용되는 

등의 기능으로 많은 유저들의 관심

을 집중시켰다. 

한편, 원텍은 KIMES에서 ‘2016 

Best of KIMES Top 10’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Best Of Top 10은 

글로벌 미디어 에이빙뉴스에서 기

업의 트랜드성, 성장률, 유망제품 등

을 참고해 선정한다. 이번 탑10은 

KIMES 전시회 1152개 참가사 중 

10개의 기업만 받을 수 있는 상이다.

씨젠(대표·천종윤)은 최근 포

르투갈 국립암연구센터가 실시한 

2016년도 HPV DNA 검사 제품 입

찰을 통과해, 자궁경부암 분자진단 

제품인 ‘Anyplex™Ⅱ HPV HR’ 제

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923년에 설립된 포르투갈 

국립암연구센터는 국가 암관리 사

업 등을 주도하고 있는 병원으로, 우

리나라 국립암센터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한다.

씨젠의 ‘Anyplex™Ⅱ HPV HR’

은 포르투갈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최적의 제

품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쟁 제품들

은 고위험군 HPV의 유무만 알아낼 

수 있는 반면, 씨젠의 제품은 한번 

검사로 HPV 16형, 18형을 비롯해 

14종의 고위험군 HPV 세부 유전자

형까지 모두 밝힐 수 있어 높은 점수

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씨젠 천종윤 대표는 “이번 입찰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했으나, 

당사의 동시 다중검사 제품의 우수성

을 인정받아 최고점으로 입찰에 성공

했다”며 “포르투갈 국립암연구센터 

제품 도입 결정이 모범사례가 돼, 향

후 유럽 전역으로 사용이 확대될 것

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은 지난달 

17일 KIMES 2016에 참가해 영상

의학과·산부인과·내과·신경외

과·동물병원 등 다양한 진료 목적

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

한 최신 의료기기들을 선보였다.

삼전전자 영상의학과 전시존에

서는 고해상도 영상 엔진과 편리

한 사용성을 자랑하는 고정형 프

리미엄 디지털 엑스레이 ‘GC85A’

와 병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

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엑스레이 

‘GM60A’ 등 다양한 엑스레이를 전

시했다. 또 복부·유방·근골격 부

위의 실시간 진단에 사용되는 초음

파 기기인 ‘RS80A’와 ‘HS70A’를 공

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맞춰 동물용 체

외진단기 ‘PT10V’를 공개했다. 동물

용 체외진단기 ‘PT10V’는 최대 13개 

항목을 동시에 검사하고 결과는 10

분 이내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검사

하는 항목들을 선정해 6가지의 전용 

카트리지를 제공하고 검사 결과는 

수의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앱

을 통해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

삼성메디슨은 올해 국내외 시장

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초음파 진

단기기 신제품 ‘HS60’도 미리 공개

했다. 

신제품 초음파 진단기기 ‘HS60’

은 더 넓고 깊은 침투력으로 체내 조

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단결정 기

술이 접목된 트랜스듀서와 고대조

도 영상을 제공하는 S-하모닉 기능 

등 이미지의 균일도와 해상도가 기

존보다 개선된 영상 품질을 갖춰 내

과와 산부인과에 걸쳐 다양한 진단 

목적에 사용 가능하다.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 전동

수 사장은 “이번 ‘KIMES 2016’에서

는 각 진료과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의료기기 솔루션을 소개하며 삼성 의

료기기의 장점을 적극 알리려고 했

다”며, “삼성은 높은 영상 품질과 사

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의료기

기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

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루트로닉, 고주파 활용 비만치료기 ‘엔커브’ 출시

KIMES에서 ‘피코초 레이저기기,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 전시

원텍, ‘KIMES 2016’에서 역대 최고 매출 기록

약 250만 달러 현장실적 및 해외 바이어 미팅 활발

씨젠, ‘포르투갈’에 자궁경부암 진단제품 수출

포르투갈 국립암연구센터 입찰 HPV DNA 검사 제품 공급

삼성전자, 진료과 맞춤형 진단기기 대공개

동물용 체외진단기 ‘PT10V’ 등 KIMES 출품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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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

코리아(사장 

·허준)가 지

난달 ‘제50회 

납세자의 날’

을 맞아 모범 

납 세 자 상 을 

수상했다.

모 범  납 세

자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해 타의 모범이 되

는 납세자에게 세무당국으로부터 주

어지는 상이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성실 납세 등 

공로를 인정받아 삼성 세무서장 표

창을 받았다. 

허준 사장은 “성실한 납세로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회적 책

임을 중시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메

드트로닉의 사명과도 일치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경

영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한국존슨앤드존

슨메디칼은 PA 인

허가 담당 최일우 

과장이 최근 실시

한 국제의약품인

허가 자격증 시험

에 합격했다고 밝

혔다.

RAC 시험은 미국 약무전문가협

회가 20년 넘게 운영해 온 국제 공인

시험으로 헬스케어 업계 대정부 업

무 전문가 대상의 인증제도이다. 의

약품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제품

의 인허가, 임상, 품질관리, 사후관

리 등 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

도와 역량, 윤리성 등을 확인하는 시

험이다. 

최일우 과장은 의료기기산업의 경

험을 토대로, 부족한 의약품, 체외진

단기기 등의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사의 지원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

처가 주관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시행

한 2015년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

사업부에서 제공하는 CHAMP 교육 

과정 중 2015 RAC 시험 준비과정도 

수료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모범납세자상 수상
삼성세무서장 표창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 기여’

J&J메디칼 최일우 과장, ‘미 RAC 자격’ 획득
‘RAC’ 헬스케어업계 대정부 업무수행 평가인증제도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에코헬스케어 주식회사 김종성 02-2058-0594 제조수입

아사히인텍주식회사 한국영업소 카지하라유스케 02-2183-1670 수입

부처 및 기관별 공고·교육 모집
<세로 열쇠> 

(1)선사 시대의 돌무덤 (3)소나무 열매의 송

이 (6)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기

계 (8)이이는사. 이삼은육, 이사팔… (9)죄인

의 두 다리를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

의 주릿대를 끼워 비트는 형벌 (10)총이나 활

을 매우 잘 쏘는 사람 (12)가축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13)파거나, 둑으로 둘러막

은 못. 여름이면 동네 앞 ~에서 미역을 감았

다 (15)하얗게 차려입은 옷 (17)선인장이 자

라는 곳. ~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물이 숨

어 있기 때문이다 (18)백록담, 삼성혈, 용두

암, 만장굴, 천지연 폭포가 있는 섬 (20)가짜 

머리 (22)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

부 (23)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

나 기색 (25)온도계에서 온도를 나타내는 대

롱 부분 (26)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국

<4월호>

인 사

□ 보건복지부

◇전보=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장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

관리과장 박옥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

업진흥과장 최종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식품영양안전국 식생활안전

과장 나안희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

산물정책과장 오정완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백신검정과장 반상자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장 정혜주 △기

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이지혜 △의

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 김명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명= 개방형직위 △급여기준실장 지

영건

<3월호 정답>

<3월호 정답자>

안나영 서울시 중구 만리동 강세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건 굴 왕 따 거 울

배 불 뚝 이 지 하 수

여 순 환 기 경 칩

새 우 잠 청 차 례

치 망 울 트 림 우

풍 경 엄 표 주 박

반 찬 도 지 사 사

노 가 리 전 화 위 복

백 숙 질 주 살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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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과학부

•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 뇌염증 제어 및 진단 융합기술

 - 교세포 기반 뇌 기능 조절기술 개발

 - 스트레스 관련 뇌기능모니터링 기술 등

 - 접수기간 : 4월 19일(화)까지

□  산업통상자원부

•  K-Brain Power(두뇌역량 우수전문기

업) 선정

 -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 의약·소재·기기 분야

 - 업력 3년 이상, 매출액 10억 이상

 - 전담인력 10인 이상

 - 접수기간 : 4월 26일(화)까지

□  중소기업청

•  중국인증 집중 지원사업 시행계획

 -  CCC(중국 강제인증), CFDA(중국위생

허가)

 - 시험 인증비, 기술컨설팅 등

 -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전년도)

 - 접수기간 : 4월 22일(금)까지(1차)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실패기술

지원

 - 인증획득 중도 포기/실패 기업

 - 생산업체 현장 방문 기술지도

 - KTL 보유장비 최대활용

 - 한 기업당 1개 품목, 1개 인증제한

 - 사업기간 :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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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간 교육 일정

구분 과정명 차수 일정
교육일수
(시간)

교육
인원

CHAMP 
교육
과정

의료기기 입문 마스터 과정

1차 2016. 3. 24(수) ~ 25(목)

2일
(16H)

30명
2차 2016. 5. 18(수) ~ 19(목)

3차 2016. 8. 25(목) ~ 26(금)

4차 2016. 10. 26(수) ~ 27(목)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ISO 13485) 기본과정

1차 2016. 5. 10(화) ~ 11(수)
2일

(16H)
30명2차 2016. 9. 7(수) ~ 8(목)

3차 2016. 12. 7(수) ~ 8(목)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

1차 2016. 4. 20(수) ~ 21(목)
2일

(16H)
30명2차 2016. 7. 5(화) ~ 6(수)

3차 2016. 10. 12(수) ~ 13(목)

의료기기 임상시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실습과정

1차 2016. 5. 25(수) ~ 27(금) 3일
(21H)

30명
2차 2016. 11. 8(화) ~ 10(목)

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수립과정

1차 2016. 4. 26(화) ~ 27(수)
2일

(16H)
30명2차 2016. 9. 1(목) ~ 2(금)

3차 2016. 12. 1(목) ~ 2(금)

의료기기 R&D 기획 
역량 강화 과정

1차 2016. 6. 8(수) ~ 10(금) 3일
(21H)

30명
2차 2016. 11. 2(수) ~ 4(금)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ISO 10993) 과정

1차 2016. 6. 15(수) ~ 16(목) 2일
(16H)

30명
2차 2016. 11. 24.(목) ~ 25(금)

IEC 60601-1(3판) 규격의 
이해와 설계 기본과정

1차 2016. 4. 6(수) ~ 7(목) 2일
(16H)

30명
2차 2016. 10. 19(수) ~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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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016. 6. 22(수) ~ 23(목) 2일
(16H)

30명
2차 2016. 11. 16(수) ~ 17(목)

인재
양성
과정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1차 2016. 3. 29(화)

1일
(4H)

50명
2차 2016. 5. 31(화)

3차 2016. 9. 27(화)

4차 2016. 11. 29(화)

매년 의료기기 종사자 ‘CHAMP 및 인재양성’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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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층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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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산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이하 CHAMP)은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

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산업이나 직종과 관련된 기관(업체)과 협약을 체결

해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소속 임직원은 교육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다.

금년 CHAMP 교육은 9개 과정, 23회 실시를 목표로 마련됐다. 과정별로 1인당 최

소 25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상당의 고품질 교육과정을 개발해 국고지원을 통한 의

료기기 업체 종사자에게 무료 수강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의료기기를 임대 및 판매하는 

없체의 종사자들의 자체이수교육을 돕기 위한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

통관리과정(GSP) 교육”도 실시한다. 총 4회 교육이 이루어지며, 본 과정을 통해 의

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 및 체계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사용되는 용어와 시설 설비, 그리고 품질 및 위생, 문서 등의 관리 방법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 및 의료기기 산업계를 다각적이며 실질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으며, 의

료기기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돕고 핵심인재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거리가 먼 지방소재 기업 및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재직자를 위해 교육

참여 기회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협회는 ‘사이버연수원(http://kmdia.cylearn.co.kr)’

에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의료기기산업 공정경쟁규약 길

라잡이, △건강보험 정책이해 실무교육, △IEC 60601-1(3판) 

Risk Management,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

관리과정(GSP)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협회는 장기적인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 및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사이버연수원’ 지방소재 종사자 교육 기회 제고

조수중

교육사업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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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열쇠> 

(1)베개를 높이 베면 오래 살

지 못한다는 말 (2)뾰족하게 

내밀거나 도드라진 부분 (3)옷

을 지을 때 두 폭을 맞대고 꿰

맨 줄 (4)풀이나 나무를 얽어

서 집 따위를 둘러막은 것 (5)

뭇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려움.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

구 지껄임. 중□□□ (7)좀 오래

되거나 낡은 물건 (9)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 (11)잠이 들게 

하는 약 (14)매우 얻어맞거나 

심하게 욕을 들은 상태.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그 녀석 아주 ~이 되

었구나 (16)땅에 엎드려 움직

이지 아니함.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몸을 사림 

(19)소의 무릎의 종지뼈와 거

기에 붙은 고깃덩이를 넣어서 

푹 끓인 국 (20)도로를 따라서 

줄지어 심어 놓은 나무 (21)말, 

사자의 목덜미에 난 긴 털 (23)

도장밥 (24)등골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