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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체의 글로벌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의료기

기산업협회의 회원사간 협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그간 우수한 제품

과 기술력을 가진 국내 제조업

체와 세계적인 판매·유통망을 

보유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를 매칭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

고 있다. 

지난달 18일 협회 제조·수입 

회원사인 제네웰(대표·문병현)

과 비브라운코리아(대표·김해

동)은 수술용 통증관리 의료기

기의 공동 개발과 글로벌 수출

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

결했다. 제네웰은 습윤드레싱재

인 메디폼과 유착방지제인 가딕

스를 개발·생산하는 회사이며, 

비브라운은 170여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계 글로벌 의료기기 

및 의약품 기업이다.

제네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브라운코리아에 공동 연구개

발한 제품을 공급하고 비브라

운은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지

역의 판매를 담당한다. 현재 공

동 개발중인 제품은 수술 후 환

자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

주는 수술용 의료기기이며, 국

내에는 아직 출시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제네웰이 국

산화에 도전하고 있다. 

제네웰 문병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글로벌 기업에서 인정받

은 결과로 내수시장은 물론 글

로벌 유통망까지 영역이 확장되

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며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연구

개발 및 세계시장 판매까지의 

연결이 다른 국내 제조업체에 

좋은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비브라운코리아 김해동 대표

는 “제네웰과의 전략적 제휴는 

의료전문가에게는 보다 편리한 

수술용 솔루션을 공급하고 환

자에게는 수술 후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양사의 강점이 결합한 새로

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오

픈이노베이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양사 대

표를 비롯해 황휘 협회장, 식약

평가원 정희교 의료기기심사부

장이 참석했으며 국내 의료기기

업체와 글로벌 기업 간 협력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희교 의료기기심사부장은  

“제네웰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

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술용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고 여

기에 비브라운코리아의 글로벌 

영업망과 마케팅을 결합한다면 

글로벌 혁신 신제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 

협력이 의료기기기업간 상생협

력과 의료기기 신성장동력 산

업 발굴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휘 협회장 역시 제조·수입 

회원사간 협력에 큰 의미를 부

여했다. 황 회장은 “제조사는 

전세계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빠

르게 파악, 신제품을 적시에 출

시하고 판매해 성과를 내야 하

나 판로와 유통 개발의 험난함

은 우수제품과 기술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전세계적으로 판매 네트워크

를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전

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진출

과 기업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은 현명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한국 의료기기산

업과 세계시장에서 크게 성공

해 업계에 좋은 모델이 되는 모

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글로벌 수입

업체와 국내 중소 제조업체를 

매칭해 연구개발, 시장판매 등

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의료기기 동반성장 네트

워크’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협회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함께 ‘의료

기기 동반성장 네트워크 협의

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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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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국민에게 의료비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지부가 

간납업체 문제를 시급히 개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

한 업계 공개에 대해 공개요청 

분야와 제공 정보에 대한 의견

을 받을 예정이며, 또 혈액관

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외진

단용 의료기기의 폐혈액 사용

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덕철 실장은 업계

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개별적

으로 또는 협회를 통해 지속적

으로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 

것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심평원, 별도보상 산정기준안 상반기 추진”
복지부, 의료기기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기조에 힘입어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섰다. 

협회는 지난달 14일 복지부

가 개최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참석해 △치료재

료 건강보험급여 개선, △의료

기기 유통의 간납업체 문제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12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부 권

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

롯한 실무관계관들과 협회 홍

순욱 상근부회장 등 단체·업

체별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먼저 산업계에서는 ‘의료기

기 보험가 협의체’ 구성을 요청

했다. 의약품 및 바이오 약품

은 약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

는 반면 의료기기는 보험가를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자리

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어진 건강보험급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제

도가 치료재료의 가치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해 신제품을 개

발해도 행위료에 묶여 판매가 

어려우며, 특히 영세업체는 보

험등재시 제출자료 요구수준

이 높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별도산

정·별도산정 불가에 대한 명

확한 기준 제시 및 혁신 의료기

기(치료재료)가 지속해서 개발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체

계와 가치평가의 명확한 기준

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정부-

업계와의 TFT 논의를 통해 별

도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이며 현행 행

위에 장비와 치료재료가 혼재

돼 있다 보니, 행위료에 포함

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했다. 

또한 행위료 대비 비중이 높은 

개발·혁신된 치료재료를 별

도보상할 방침이며 우선순위

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및 감염

관련 치료재료를 상반기에, 환

자안전 관련한 치료재료를 하

반기에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치

료재료에 별도보상하고 건강

보험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진

할 것임을 덧붙였다. 

권덕철 실장은 “복지부 첨단

의료기기·화장품산업팀장의 

주도하에 ‘의료기기 보험가 협

의 TFT’를 구성하고, 별도 보

상체계개선에 대해선 심평원

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개선

은 현재 식약처와 함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을 

통해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

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간납업체 문제에 대해

서는 복지부가 여러 경로로 문

제점을 전달받아서 충분히 인

지하고 있다며 약무정책과에

서 법개정을 마련중에 있고 의

약품 사례를 참고해 개선할 것

을 약속했다. 한편, 협회가 법

률 통과와 관련해 국회와의 협

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최봉근 약무정책과

장은 “간납업체 문제는 이해관

계인이 많아 개선방안 도출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간납업체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지불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업체에 전가

하는 부분은 개선하토록 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의료기관이 설

립한 간납업체의 경우 의료기

기 업계에 큰 부담이며 궁극적

제9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 행사 안내

국민과 함께해온 의료기기산업인의 ‘의료기기의 날’ 기념행사

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합니다.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을 기념

해 2008년부터 매년 5월 29일, 의료기기 종사자의 화합과 소통

을 위한 목적으로 민관이 함께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날’에는 기념식과 함께 의료기기의 산업부문별 발

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포상 시상식, 그리고 안전한 의료기기

의 공급을 모색하는 ‘의료기기 안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의료기기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일시 : 2016년 5월 27일(금)

 ·제 1부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 10:30~13:30

 ·제 2부 의료기기 안전 세미나 : 13:30~17:00

● 장소 :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24)

● 주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관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후원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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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에콰도르 지진피해 돕기 ‘의료기기’ 지원
주한에콰도르대사관서 의료물자 전달식, 추가 지원 예정

KMDIA-AIMEC, 상호 협력·교류 MOU 체결
2일 업무협약식, ‘한-이란 의료기기산업 상호 발전 기대’

식약평가원,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도우미’ 제도 확대 운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에

콰도르 지진 피해 지원 및 재

건을 돕기 위한 손길에 의료기

기를 보탰다. 지난달 29일 주

한에콰도르대사관에서 보건

복지부, 한국의료기기산업협

회(회장·황휘), 한국제약협회

(회장·이경호)는 의약품·의

료기기 전달식을 가졌다.

황휘 협회장은 전달식에 앞

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에콰도

르 국민의 슬픔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전하고, 빠른 시일내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적

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이번 전달식은 오스카 에레

라 길버트 주한에콰도르 대사

와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

장의 면담 이후 지진 피해 지

원을 위한 의료물자 요청을 양 

협회가 적극 받아들이면서 이

뤄지게 됐다.

양 협회는 이번 전달식 이후

에도 회원사들이 모집하고 있

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계속 

모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하는 물자는 한

국제약협회 회원사들이 1차로 

모집한 11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으로 지진 피해 복구에 필수적

인 항생제, 진통소염제, 피부

질환 외용연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에

콰도르와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의약품 인허가 간소

화 제도인 자동승인제도를 체

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의약품

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없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데 초

석을 마련했고, 이번 지원을 

통해 양국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지난 2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의료기

기 기 업 협 회 ( A I M E C , 

Association of Iranian 

Medical  Engineer ing 

Companies)’(회장·후세인 

레즈바니)와 양국간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교

류·협력을 증진하는 양해각

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작년 7월 

타결된 핵 협상으로 이란에 대

한 국제적인 제재가 완화되면

서, 이란내 의료수요의 확대 및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기대와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이란 진

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

한 황휘 협회장, 호세인 레즈

바니 협회장을 비롯해 식품의

약품안전처 대표단 강봉한 의

료기기안전국장 등 19명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의

료기기 정책 및 규제 요구사항 

등 정보공유 △산업발전을 위

한 제도 개선노력 △산업 증진

을 위한 기술협력 △산업계 애

로사항 수렴 및 지원방안 마련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

용이 담겨있다.

황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통령 순방 연계 이란 

경제사절단을 통해 한국과 이

란의 의료기기산업의 장래를 

함께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 

날로, 업무 협약으로 한국과 

이란 상호간의 시장 접근성 개

선과 의료기술 협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과 이란 양국간의 의료기

기시장의 원활한 교류가 있기

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 이란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진행되고 있

는 만큼 국내 의료기기 기술이 

유럽 국가의 의료기기에 견주

어 충분히 뛰어난 품질경쟁력

을 갖추고 있음을 널리 알리도

록 꾸준히 활동하고, 중동지역 

내 5번째로 큰 이란 의료기기 

시장에 국내 기업이 전략적으

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

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은 새로 개발되는 의

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신개발의료기기 허

가 도우미’ 제도를 확대·운영

한다.

신개발의료기기은 이미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품과 작

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 목적 

등이 본질적으로 같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이번 확대·개편되는 허가 

도우미 제도는 식약처를 중심

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6개 의

료기기 관련 민간기관이 협력

해 운영된다.

의료기기 관련 민간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재)원주의

료기기테크노밸리,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산

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

합 등이 참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

문기)는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

리를 협력하는 내용으로 이란 

식약청과 3일 이란 테헤란 현

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

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나라와 이란간 식품·의료제

품의 인허가 절차, 기준·규격 

등을 상호 협력해 국내 기업들

의 이란 시장으로 진출을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식

약처 대표단은 강봉한 의료기

기안전국장 등 7명이 참석하

고 이란측은 라소울 디나만드

(Rasoul Dinarvand) 식품의

약품안전청장 등 7명이 참석

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

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

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또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이 이란 시장으로 원활히 수출

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

회’도 가졌다. 

주요 논의 의제는 △이란 현

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

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다. 

현재 이란에서는 전자부품

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돼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

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이란의 의

료제품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

내 식품과 의료제품을 이란시

장으로 수출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KMDIA-APACmed 협력 회의’

APACmed, 국내 제조기업 국제 활동 기대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품 개발 지원

식약평가원,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 마련

한국의료기기산업협

회는 해외 의료기기단체

와의 협력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APACmed와 조찬 회의

를 가졌다. 

A P A C m e d ( A s i a 

P a c i f i c  M e d i c a l 

Technology Association)

는 체외진단, 의료장비, 의료

기기 공급업체와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협회로, 아시아·태

평양 지역(Asia pacific)의 의

료기술 발전을 위해 산업계와 

주요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됐으며 2014년 설립됐다.

이날 협회에서는 황휘 협회

장, 김주영 국제교류부위원

장, 나흥복 전무, APACmed 

측은 콴 트란 부회장이 참석

했 다 .  콴  트 란  부 회 장 은 

APACmed에서 법규위원회

(Regulatory Affairs)를 담당

하고 있다.

콴 트란 부회장은 APACmed

를 소개하면서 협회와 상호협

력관계로 발전하고,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

해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휘 협회장은 환영을 

뜻을 전하면서 APACmed가  

설립된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국내 기업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내년 KIMES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설명회

를 개최해 APACmed를 알릴 

것을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최근 맞춤형 

치료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첨

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를 위해 제품개발 및 허가심

사에 필요한 기준 및 가이드

라인을 선제적으로 개발·제

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연구·개발중인 3D 

프린팅 활용 품목들이 시행착

오 없이 제품화되기 위해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기준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

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

기돼 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대뼈나 

두개골 결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 목적의 체내 이식형 의

료기기는 ㈜메디쎄이 등 2개

사, 9개 제품이 임플란트 등 

수술 부위를 표시·안내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술용 가이드

는 ㈜셀루메드 등 4개사, 5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식약평가원은 지난해 12월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공통

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는 제품 개발의 투명성과 예

측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제조하는 제품

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품목

별 평가 가이드라인도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뼈·연골 재생용 지지

체 평가기술과 정형외과용 임

플란트 평가기술 등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4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피부

혈관 재생용 지지체 등 가이

드라인 3종은 내년까지 개발

할 예정이다. 또 산업체 및 민

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새로

운 기준마련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도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해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품목별로 명확한 관리

기준이 제시된 것은 없는 상

황이다.

또한 식약처는 9월까지 의

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

기기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관리방안을 마

련해 안전문제를 사전에 차

단하고 제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사안으로

는 △인공기관지, 인공혈관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전문의가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

게만 사용하도록 제조한 의료

기기에 대한 관리 △3D 프린

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등이 있다.

이 사안들은 산업계, 학계 

등의 32명 전문가들로 구성

된 ‘3D 프린팅 의료기기 전문

가 협의회’를 운영해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회 
함께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회는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2014년에 발족되었으며, 이번에 미래융복합 위원회와 

통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글로벌시장에 경쟁 가능성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국내 선진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의 전문성을 공유하여 개발, 

품질개선, 경영, 수출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Startup 벤처 필요한 

Incubation, Acceleration, 교육, 투자알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의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국내	보유기술에	대한	DB	구축

•		기존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	의료기기관련	기술	개발	

사업과	연계한	의료기기	상업화를	위한	협업

•		글로벌시장에	경쟁가능성	있는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	벤쳐	및	Start	Up	기업	발굴	및	지원	

주요활동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

•		회원사명,	직급,	성명,	전화(회사	및	휴대폰),	이메일을	

기재하신	후	이메일로	회신

•		산업육성본부	산업진흥실	한지만	실장	

			이메일	jmhan@kmdia.or.kr			전화	070-7725-8821

식약처-이란 식약청, 의료제품분야 MOU 체결
한·이란 의료기기분야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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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와 함께한‘중국 CMEF 2016’

 KMDIA-터키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전시지원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3

회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EXPOMED EURASIA)’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황휘)는 KOTRA와 공동 수행

기관으로 참여해 한국관을 구성하고, 

참가 업체가 터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

끼지 않았다.

협회는 2015년도부터 해외전시 지

원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터키 의료기기 전시회의 공

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만큼, 업체

들이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업

체관리 및 마케팅 활동을 더욱 체계적

으로 보강해 지원했다.

테러로	인한	불안감	해소	및	마케팅	활동	노력

특히 협회는 1월 및 전시회 직전 

발생한 터키 내 테러로 인한 긴장감

이 고조되자 방한에 나선 주최(Reed 

Tuyap) 측과 협회방문 미팅을 통해 현

지 상황과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적으

로 점검했다. 이스탄불 무역관과 불안

감으로 위축된 참가업체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체계로 노력한 결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전시회를 마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참가업체들의 만족도 및 참

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전시회 참가 전 한국관 참가업체 리

스트를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에 전

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 세

계 바이어에게 한국관 참가업체를 홍

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개

척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테러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의 

영향으로 전체 전시장 방문객 수 및 참

가업체 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참가업체 

부스의 상담 및 계약추진 상담건수는 

267건으로, 지난해 183건보다 오히려 

약 46% 증가했다. 또한 1,980만 달러

의 수출 상담실적과 356만 달러의 수

출계약추진 성과를 올렸다. 

종합전시회,	38개국·830여	의료기기	등	

업체	참가

터키 의료기기 전시회는 이스탄불

의 ‘TUYAP FAIR AND CONGRESS 

CENTER’에서 약 60,000㎡ 대규모로 

개최되는 중동, CIS, 동유럽을 포괄하

는 유라시아 지역 최대의 의료기기 전

시회이다.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주변 여러 

국가의 바이어가 접근성이 굉장히 용

이한 장점이 있는 경쟁력 있는 전시회

로 의료기기 전시회를 비롯해 의학실

험용기기류 전시회(LABTECHMED 

2016)가 통합 개최됐다. 터키 의료기

기의 가장 큰 구매자인 보건부 및 산하 

의료시설 담당자가 다수이며 이외 대

학병원, 민간 병의원 관련 담당자가 관

람했다.

한국관을 포함해 미국, 독일, UAE, 

중국, 벨라루스,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 총 16개의 국가관이 참가했으며 금

년에는 독일이 전시회의 ‘Country of 

Honor’로 지정돼 약 80개 업체 이상의 

규모로 참가했다.

한국,	13개사	16개	부스	참가	

한국관은 국제 의료시장에 지명도가 

높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관이 자리 

잡은 국제관 Hall 6의 메인 입구 바로 

앞, 독일관 옆에 위치하며, 바이어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덕분에 활발한 

한국관 홍보 및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

고 활발한 상담진행이 이뤄졌다. 협회

가 이끌어낸 주최 측과의 협의로 마련

된 터키 보건부 관계자, 고위인사 등의 

전시장 VIP 라운딩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었다. 

참가기업 중에는 메디텍(주), ㈜조양

메디칼, (주)메디칼파크, 메덱셀, ㈜제

일메디칼코퍼레이션, ㈜지엠에스, 창

의메디칼 등 협회 회원사 7개사가 참

가했다. 주요 전시 품목은 휴대용 X선 

촬영장치, 피부미용기기, 주름제거 시

술용 바늘, 레이저 시술기, 절개수술용 

바늘, 건강매트리스, 피트니스 침대, 

인슐린 주사기, 교정기기, 혈액, 약품

용 냉장고, 정형외과 수술장비, 초음파 

프린터용 감열필름, 휴대용 소변 분석

기기, 허리교정용 벨트 등 다양했다. 

사후점검	통한	꾸준한	노력	및	성과	기대

터키의 보건 의료 산업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과 육성 정책으로 인해 터키  

내 의료기기 산업은 꾸준히 발전될 전

망이다. 이런 안정적인 산업적 발전 방

향에 따라 내년 전시회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방문객과 관련 인사들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

일까지 개최될 2017년 터키 의료기기 

전시회도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가하는 

만큼, 참가업체가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의 특성과 업체의 

특성을 살린 부스 디자인, 이벤트 홍보 

등 세심한 면까지 더욱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협회는 이미 2017년도에도 동 Hall

의 동일한 부스 위치를 선점하기로 주

최 측과 협의했으며, 2018년도에는 

‘Country of Honor’로 한국을 추진하

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협회는 이런 분위기가 꾸준하게 이어

져 터키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업체의 수출 활성화

에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외전시 지원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터키 의료기기시장 진출, 전년보다 성과 많아”
KMDIA, 내년 터키 의료기기 전시회 개선된 지원책 제공

이 채 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기술사업부 대리

중국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CMEF(China International Medical 

Equipment Fair·CMEF Spring 

2016)’가 지난달 17일부터 나흘간 

상하이 홍차오에 위치한 NECC에

서 열렸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황휘 

협회장이 18일부터 양일간 CMEF 

2016을 참관하고 협회 회원기업 

및 개별참가 기업의 부스를 방문· 

격려하고, 전시 품목 및 트렌드 등 

중국 의료기기시장의 향후 동향을 

파악했다. 

이번 CMEF는 중국 의료기기산

업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전시

회로 올해로 75회를 맞았다. 특

히 지난해부터 원료의약품전시회

(APICHINA)와 종합의약품전시회( 

PHARMCHINA)가 통합해 ‘tHIS(The 

Health Industry Summit)’란 명칭으

로 동시에 개최돼 규모를 더했다.

이번 전시회는 33만㎡ 규모로,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홍콩, 폴

란드, 러시아 등 30개국에서 6,900

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나흘간 150

개국에서 21만명이 방문했으며 

107개의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전시회장은 총 8홀로 구성됐다. 

1~3홀에는 지멘스, GE, 캐논 등 글

로벌 기업들이 최첨단 영상진단장

비를 선보였으며, 4홀은 20여개국

이 참여한 국가관이, 5~8홀은 중국 

각 성단위의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

이 참가해 바이어들을 맞이했다.

한국관은 대성마리프, 에이스메

디칼, 성원메디칼 등 36개 업체가, 

오스테오시스, 삼성전자·삼성메

디슨 등 150개 업체가 개별 부스

로 참여했다. 이밖에도 원주의료기

기테크노밸리에서 강원-충북 클러

스터 공동관, 충북·대구테크노파

크에서 참가했으며, 협회 회원사는 

멕아이씨에스, 바디텍메드, 엠아텍 

등 11개사가 전시부스를 마련했다.

한국관에는 5만명 이상의 해외

바이어가 방문하고 상담계약액은 

1억 달러 이상의 성과를, 원주테크

노밸리 공동관은 292만 달러의 계

약을 성사시키고, 605만 달러의 상

담액을 기록했다. 

황휘 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 등 

산업이 성장하려면 전시·컨벤션

산업도 동시에 투자되고 발전돼야 

한다”면서 “중국의 의료기기시장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우

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시·컨

벤션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CMEF 2016, 중국 시장 진출 위한 각축장”

삼성전자·삼성메디슨 에이스메디칼

디알젬 

중국 의료기기 선두기업 ‘마인드레이’

에스디바이오센서

한국이앤엑스

CMEF 국가관 20개국 전시

GE헬스케어 비알팜 서평순 대표이사(오른쪽)

지엠에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이종록 팀장, 황휘 협회장, 조합 원병철 실장(왼쪽부터)

메디칼파크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메덱셀

터키 이스탄불 전시회 한국관 전경

한국관 참가업체 현장간담회

메디텍

조양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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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5

월 가정의 달, 어린이 날을 맞아 회원 기

업과 함께 30일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

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KMDIA-회원사 공

동 어린이이동건강검진’ 행사를 가졌다.

협회는 대전광역시 한빛·다모아 2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

년 62명에게 7가지 무료건강검진 프로그

램을 진행했다. ‘KMDIA 어린이 이동건강

검진사업’은 전국의 의료 소외계층 어린

이들에게 의료 장비가 실린 이동건강검진 

차량(버스)을 이용하여 전문소아·영상진

단의료진 및 검안사·청능사와 함께 △

키/몸무게 △체지방 검사 △시력 검사 △

청력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초

음파 검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멘스헬스케어(건강검

진버스 및 초음파 검사), 스타키코리아(청

력 검사), 한국알콘(자원봉사 및 소아과의

사),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케어(시력 검

사), 동방의료기(시력검사기), 메드트로닉

코리아(자원봉사) 등 협회 회원 기업에서 

검사장비 지원과 자원봉사자 20여명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또한 협회 사회

공헌활동에 뜻을 같이하는 대한영상의학

의료봉사회 및 대한성모병원 영상진단 의

사,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온프렌즈 

관계자분들이 함께하며 수고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5월 어린이 날을 맞

이해 음악팀 ‘이노비’가 작은 음악회를 열

어, 종종 들어봤지만 생소했던 재즈 음악

을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는 즉석 사진과 기념선물을 제공해 기쁨

이 더해지도록 했다.

협회는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

한 성장을 확인하고 검진결과를 살펴 2차

로 발생 가능한 질환의 예방을 목표로 하

고, 회원 기업은 건강검진을 도울 수 있는 

검사장비 지원, 자원봉사자 참여, 후원금 

기부 등을 통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가 의료기기산업 

대표단체로서 의료 소외 계층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 어린이외에도 의

료낙후 지역의 노약자로 대상을 확대해 

건강한 사회를 가꾸는데 기여하고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제9회 의료기기의 날 - 식약처에 바란다

5월은 ‘의료기기의 날’이 있다. 그리

고 올해는 식약처가 승격한지 3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식약처도 명실상부

한 입법행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지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식약

처로 승격됨으로 그에 따른 권리가 생

겼고 또한 그에 따른 의무가 동반된 것

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허가된 △의료기기의 동

물사용에 따른 중복허가 개선, △체외

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체외진단

제품)로의 관리일원화, △허가전 사전

GMP도입, △의료기기의 허가와 신의

료기술의 동시 검토,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IEC 60301 3판)의 합리적 

적용방안 마련, △의료기기 GMP 심사

지연으로 인한 유효기간 유예방안 마

련 등 안전하고 유효성이 확보된 질 좋

은 의료기기의 보다 신속한 시장도입

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법률을 제·

개정하고,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왔으며, 지속적

으로 업계와 논의와 협의를 통해 꾸준

히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많은 성과에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로

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식약처의 역

할을 더욱 넓은 영역으로 확대해 주기

를 희망한다. 특히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관리제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유통구조 합리화의 전제조건인 간납업

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최근 의료기기업계의 핫이슈는 우월

한 갑의 위치에 서서 불필요하게 공급

업체와 병원 사이에 자리하며 우리 업

계에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간

납업체가 골칫거리이다.

일부 대형 전문 간납업체들은 스스

로 미국식 GPO(구매대행업체)를 표방

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아직 그 갈 길

이 멀고, 병원재단이나 학교재단이 직

영하거나 그 친인척 및 지인에 의해 운

영하는 재단관련 간납업체는 유통단

계 추가 이외의 역할은 거의 없는 상황

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일반 간납업체는 

주로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의료기기 공급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병원장과의 친인척관계 혹은 지인으로 

있는 대리점으로 간납할인율을 조정하

기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역할이 

대부분이며 유통단계에서의 암적인 존

재로 병원비리의 온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업체와 관련된 리베이트는 

뉴스에서 다수 다뤄지고 있다.

3월 1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16 KIMES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

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고 그 자리

에 참석한 많은 업계 종사자들이 간납

업체 관련 폐해 지적과 그 부당성을 성

토하는 목소리로 현장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특히 간납업체의 근거 없는 과

도한 할인율 요구(하지만 이 할인율은 

대부분 환자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

는다), 병원에 가납돼 있는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회피, 단가계약 지연을 통한 

금융비용의 전가 등 공급업체의 피해

사례가 집중 조명됐다.

이와 같이 간납업체로 인해 불필요

한 중간 유통단계가 추가됨으로 이익

률이 줄고 제품개발과 성능개선에 투

자할 여력이 부족하게 된 공급업체들

은 살아남기 위해 비급여제품의 공급

가 부풀리기 등 결국 그 비용을 환자에

게 부담시킬 방법을 찾게 될 것이며 그

렇지 못하다면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

이다. 

의료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간납

업체들의 폐해와 업계의 고충에 대해 

확인하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제 식약처는 스스로를 묶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전하고 유

효한 제품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환

경조성과 함께 건전한 유통 및 거래환

경의 조성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밑거

름이다. 이제 식약처도 건전한 유통 및 

거래환경의 조성을 위해 간납업체 문

제 해결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그 해결 방안을 업계

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

라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상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허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복지부는 의

료기기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

런 측면에서 볼 때 식약처는 의료기기

의 유통에 관계하고 있는 간납업체의 

폐혜로 인한 의료기기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부처 소관이 아니니 한발 물러

설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식약처의 역

할에는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의료기

기가 국민에게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

다. 이는 의료기기의 허가나 심사만이 

아닌 의료기기가 환자에 사용되는 유

통에까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비로소 

이뤄낼 수 있다. 

예로, 기존의 제품허가 후 GMP를 

심사하던 제도를 사전 GMP 제도로 

변경한 것도 안전하고 유효성이 확보

된 제대로 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유

통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특히 

2014.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의

료기기 유통품질관리 기준’은 보다 더 

나아가 판매 및 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확보 방법과 유통관리 방법에 대

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약처가 야심 차게 도입한 

제도이다.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 기준’에 따르

면 신규업체는 2015.1.1부터 그 기준

이 적용되며, 종전업체는 2015.12.31

까지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료기기 

품질과 유통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

다. 동 기준에는 판매 및 임대업자에 

대하여 보관면적과 채광, 조명, 온습도

유지 등과 관련한 보관장소에 관한 기

준, 방충방서에 관한 관리 기준, 입출

고의 관리기준, 운송관리기준, 불만처

리 관리기준, 종사자교육에 관한 관리

기준, 문서기록 보존에 관한 관리기준 

등이 마련됐다. 

식약처에서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

인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 기준’을 업

계 내에 올바로 정착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식약처는 

업계와 공조해 해당 기준에 대한 설명

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기

준의 저변확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

다. 아직 시행 2년차이기에 많은 시행

착오가 있겠지만 의욕적으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식약처는 해당 기준의 준

수 여부를 철저히 가려 기준에 못 미치

거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과 계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파악한 바

에 따르면 약 80여개의 간납업체가 존

재하며 현재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

다. 상기에 언급한 간납업체들(대형 전

문 간납업체, 재단 관련 간납업체, 일

반 간납업체)도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서 존재하나 그 중 많은 수는 제품의 보

관장소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

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입출고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

문이다. 

식약처는 우선적으로 간납업체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납업체가 

서류로서만 존재하는 업체가 아닌 실

질적인 의료기기의 관리를 제대로 하

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에 관련

한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

서) 제4항(의약품 도매상의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금지 조항) 및 동조 제5항

(의약품 거래 대금의 6개월 이내 지급 

조항) 등과 같은 조항이 의료기기법에

도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

련 부처와 협력해 의료기기업계의 유

통질서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결언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환

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재 영역으로 공

공선이 작용하는 시장이다. 단순히 상

업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

는 시장이 아니다. 

의료기기공급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서비스 없이 계산서의 단순한 명의변

경만으로 의료기기공급가의 수 퍼센트

에서 많게는 20%를 넘게까지 수수료

와 할인율을 강제해 연간 수조원의 매

출과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간납업

체는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야 하며, 

만약 이윤의 일부가 병원으로 흘러들

어 리베이트로 사용됐다면 응당 그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업계 및 관련 부처와 적극

적으로 공조해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식약처 승격 3주년, 역할 범위 확대할 때”
식약처, 국민의 의료기기 안전사용에 ‘유통’ 관심 가져야

백 경 윤

간납업체개선 TFT 위원

“KMDIA-회원사, 어린이 이동건강검진활동 펼쳐”

KMDIA, 회원사와 함께 의료 소외계층에 지속 관심

대전 2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2명 대상 무료건강검진 실시

문진/진찰-소아과의사, 한국알콘

초음파검사-영상진단의사

체혈 검사-지멘스 헬스케어

KMDIA와 회원사는 지난달 30일 대전 한빛·다모아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2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시력검사-존슨앤드존스비전케어

체지방 검사-존슨앤드존슨비전케어, KMDIA

청력검사-스타키코리아

키/몸무게-메드트로닉코리아 검사전 대기-KMDIA

시력검사(색맹)-동방의료기, KM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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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약분야 거

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발

표(2013년 7월)해 의약품 공급 및 판

매 모범계약서(안)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

쟁규약」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방지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나 

판매 모범계약서 등은 제시돼 있지 않

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는 작년 6월 ‘의약품 도매상 유통비용 

구조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공고하여 

의약품 도매 거래 단계별 마진, 도매업

체 비용 구조 등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

력을 보였지만 의료기기분야에서는 공

공기관의 실태조사 노력이 부재한 상

황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6년 4월에 공고한 제4차 용역연구개

발과제 중 ‘국내외 의료기기 구매대행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를 발주해 앞

으로 식약처 입장에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의료기기법의 경우 제18조 판매업자

의 준수사항 부분이 판매질서를 다루

고 있지만 해당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에 비해 내용

이 빈약해 보인다. 법 18조를 보면 의

료기기 품질확보 방법과 그 밖에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판매업자, 임

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이, 

제40조에서는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금

지, 업소 명칭 사용 명확화, 검사필증이

나 유효기간 준수 정도만 규정돼 있다. 

의료기기의 안전한 유통 관리에 초

점이 맞춰져 있지 공정한 유통 거래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물

론 제18조 2항에서 경제적 이익 등 제

공금지(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정도 제

시돼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판매질

서 부분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제언

이상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질서관리 부분을 살펴보았다. 의

약품에는 있지만 의료기기에는 없는 

법, 규정, 연구 등을 살펴보았는데, 전

반적으로 의료기기의 제도적 장치가 

취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특수관계인 문제와 대금결제 및 납품

기회 차단 같은 문제는 제도를 개선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의료기

기 공급 및 판매 모범계약서(안),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업

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업계가 가장 힘들어 하고 있는 과

도한 수수료 문제와 실거래가상환제를 

통한 부당청구, 불법 리베이트 의혹 부

분은 관계 부처의 다양한 중재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 속에 상당 부분 개선

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의료기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지난 ‘KIMES 2016’ 기간이었던 3월 

18일 코엑스에서는 ‘의료기기산업 발

전을 위한 유통질서 개선방안: 간납업

체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가 있었다.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

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점심

시간을 넘어서까지 진행될 정도로 뜨

거운 호응도를 보였다. 그만큼 의료기

기 유통질서에 대한 개선의 요구와 의

지가 강하게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한

다. 필자는 해당 세미나에서 패널토론

자 중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판매질서에 관한 법적 비

교를 중심으로 발표했는데, 이 글을 통

해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업계에서 바라보는 간납업

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간납사는 병원과 특수관계를 바탕

으로 독점 계약권을 획득하고 공급사

들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할인

율을 요구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보험 

상한가로 병원에 계산서를 발행해 통

행세 형식의 수익을 남기는 모형을 취

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의료의 기본질

서인 실거래가 상환제의 직접적인 걸

림돌이 되고 있으며 의료유통의 가치

창조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올해 1월 한국의료기기산업협

회보의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결

국 업계에서 바라보는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병원과 특수관계 △대금결제 보증회

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제품가의 높은 할인율 요구 및 

담당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이런 

문제들은 관련 법, 규정의 제도개선과 

정부의 중재노력이 이어진다면 상당 부

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약품의 경우를 살펴보자. 의약품

의 경우 건전한 유통과 판매 질서를 위

한 관련 법, 규정 등이 이미 정비돼 있

다. 따라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법률의 

비교를 통해, 의료기기 측면에서 시도

해 볼 만한 방안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사항을 나열해보면 다

음과 같다.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질서에	관한	법·규정

먼저 특수 관계에 대한 의약품의 규

정을 살펴보자. 약사법 제47조 4항에

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특수 관계인의 범

위에는 도매상,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2촌 이내의 친

족,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와 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위반시 약사법 제95조 8항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유통관

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이 시행규칙 제44조에 명시돼 있다. 시

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

기 위해 담합을 조장,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특

정한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의료 기관만을 위한 독점

적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금지급, 연체금리, 어음대체에 대

해 살펴보면, 약사법 제47조 5, 6, 7항

에서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체하

는 경우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이자

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는 유통단계에서의 공급내역 

보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약사법 

제47조의 2에서는 의약품을 공급한 경

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다. 별표의 의약

품 공급내역 현황표에는 공급단가와 

공급금액을 적시하도록 돼 있어 유통

단계에서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이라는 복지부 고시가 

있어 기업을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살펴본 판매질서관리’ 
“간납업체 문제, 관계부처간 다양한 중재 속에서 해결돼야”

박 순 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④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인”

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영 제32조제4항 제2호에 따라 의약

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

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

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

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 부

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

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

 라.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특정한	의약품의	수입자, 특정한 의약

품 도매상, 특정한 약국 등의 개설자 및 특정한	의료기관과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제44조 1항의 6. 의약품 도매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특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의

약품의	공급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약사법 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있음

•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간의 특수 관계인 금지 조항 있음(47조 4항)

• 의약품 거래대금 6개월 이내 지급 조항 있음(47조 5항)

•거래 연체이자 지급 조항 있음(47조 6항)

• 어음대체결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조항 있음(47조 7항)

•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 보고 조항 있음(47조2의 2항)

•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있음(보건복지부)

•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의약품 공급 및 판매모범계약서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⑤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

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2.>

⑥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의약

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⑦  제5항에 따른 의약품 거래	대금을	어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약

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수급사업자”는 “의약품공급자”로, “하도급대금”은 “의약

품 거래 대금”으로, “60일”은 “6개월”로, “100분의 40”은 “100분의 20”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 본다. 신설 <2015.12.22.>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

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규등록 : 허가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양도·양수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

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의약품 공급 및 판매 모범계약서(안) 제시

제6조(대금의 지불)

②  을이 결제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갑은	지불체액이	전액	납부될	때

까지	제품의	배달을	중지하거나 구매주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은 체납된	원금과	더불어	

결제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날수만큼	연	◯의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판매업자ㆍ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

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0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0조의 2제1

호에 따른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의료기

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업소의	명칭	등으로	다음	각	목에	따른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영업소의	표시와	함께	사

용하지	아니할	것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표시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

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할 것

 가.  제39조제1호나 목에 따른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것

 나.  오염·손상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거·폐기를	명

한	것

 다.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

장 또는 진열하지 아니할 것 

제47조의 2, ②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기고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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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의 역할과 중요성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 역할과 중요성

소비자로서 혹은 의료기기업계 종사

자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의료기

기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효과를 묻

는 경우이다. 하지만 그 대답이 쉽지만

은 않다. 이유는 의료기기는 대표적인 

다품종·소량산업으로 종류가 너무 많

고 표방하는 효능이 서로 달라 쉽게 이

야기해주기 쉽지 않다. 

비록 지금은 식약처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기정보방’을 찾을 수 있고 광고 

등에 대한 표현 기준이 명확해 이전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 개요를 파악해 설

명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

기’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

의료기기는 인체의 질병을 다루는 

기구이다. 일반 공산품 등에 비해 위

해도가 높고 효능과 효과에 대한 신뢰

가 필요하다. 최초 제품의 판매를 위

한 허가에서부터 유통, 사용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기에 소비자 알권리차원뿐 아

니라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준

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

기에 대해 ‘광고사전심의제도’가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접점에 그 역할

을 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란	

광고사전심의란 의료기기법 25조 규

정에 의거해 광고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이

전에 해당 광고물 내용의 적정성 여부

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

을 의미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인에서 20인 이내로 시민단

체,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기기 

및 광고와 관련해 학식이 풍부한 자를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위촉하도록 규

정돼 있다.

사실 광고사전심의는 역사가 그리 

깊지는 않다. 의료기기법이 약사법과 

분리돼 나온 것이 2003년이나 광고사

전심의는 몇 해 뒤인 2007년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행됐다.

당시 광고사전심의가 만들어진 대표

적인 이유는 소위 떳다방이나 유사의

료기기 등의 난립으로 일부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국민적 불

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와 부작용 

등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를 막고자 정

부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모여 

심의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고사전심의	근거

광고사전심의의 법률적 근거는 의료

기기법 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1항의 광고로 거짓이나 오해 소지가 있

거나, 허가받지 않는 효능 효과 표방,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사용 방법이나 사용 기간을 표시하

거나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2항은 광고와 관련해 명칭, 제

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원

리에 대하여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전

문인의 추천이나 공인을 통한 체험에 

대해 오해가 없어야 하며, 오해 소지가 

있는 암시 등의 도안 등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법

률이다 

광고사전심의	필요성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작용해 질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과 효과를 가

지고 있다. 이는 달리 설명하면 사용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입

을 수 있고 이는 신체기능의 손상 또는 

부상, 생명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자체가 고도화된 전문 지식

에 기반을 두어 제작·사용되기 때문

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보건의

료의 특성과 같이 정보의 비대칭이 뚜

렷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일반인으로서 상식선에서 합리

적 추론을 하더라도 의료기기가 갖는 

다양성으로 인하여 쉽게 그 근거와 효

능 효과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전문

가에 대한 조력과 진단이 필요한 경우

가 대부분이다. 식약처 허가시 필요한 

분류만 해도 2천 가지가 넘고 각 분류

에서도 약간의 차이에 의해 그 효능 효

과가 달라지므로 산업 자체의 특이성

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그 유통에서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특

성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구입해 사용

할 수 있는 접근성에 있다. 개인용 의

료기기와 전문의료기기가 일부 나뉘어 

있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개인도 구매

가 가능하고 환자가 퇴원 후 사용할 수

도 있어 판매와 유통에 대한 제한이 없

다 할 것이다. 이는 비록 전문인이 사

용하는 의료기기라고 할지라도 필요에 

의해 개인이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때문에 그 파급효과를 보다 

엄격하게 고려해 정보의 제공 전에 철

저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광고심의의	중요성

전문인이 사용하는 경우 사실 별다

른 광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소비

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경우는 광고에 의

해 전달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하

고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건강이나 미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편승한 각가지 제

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 제품 중 의

료기기의 경우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신뢰도

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온열 매트의 경우 일반공산

품과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의 경우 

가격 차를 논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입

장에서 정부허가 제품에 대한 신뢰도

가 높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런 신뢰를 이용해 광고시 식약처의 

허가 사항이 아닌 다른 효능을 표방한

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실제 이를 통한 큰 피해가 계

속되는 감시에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 

또한 허가된 제품에 대한 유통시 이런 

오인 여부를 묵과한다면 역시 그 책임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광

고심의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여론이 사후감시의 강화로 보

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문제 발생 

이후의 관리라는 것은 이미 피해를 통

한 불가역적 손실 이후 광고를 제한하

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극적이고 선제

적인 규제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광고사전심의의	의의

광고사전심의가 생기고 나서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기검열의 

강화이다. 기업은 광고를 하기 전에 ‘심

의’라는 제도를 통과해야 하니, 내부적

으로 광고문구 작성 후 통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

작했다. 

과거 사전심의가 없을 경우 일단 광

고가 나간 후에야 그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있어 사실 매우 모호한 부분이 있었

던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

인다고 할지라도 기업이 갖는 편향성

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광고사전심의는 기

업 입장에서는 자기검열의 동기가 되

고 더불어 원하지 않는 광고위반에 대

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도움이 되는 측

면이 있다. 또한 사전심의를 통해 광고

에 대한 허위 부당광고가 없어지면 당

연히 그 이후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쌓

일 것이고 의료기기에 대해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줄고 사용상의 혼란을 막

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지향점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는 그 역사에 비

하여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많아 제도

가 발전을 선도하는 특성이 있다. 광고 

역시 무분별한 일부 업체로 인해 피해

가 속출하고 제도가 생긴 것을 볼 때 아

직 발전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소

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보의 비대칭과 품목의 다양

성 그리고 위해의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

치를 고수해야 한다. 

일부 표현에 범위에 대한 논란은 있

지만 이는 제도 보완으로서 극복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현 의료기기의 광고

사전심의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제

도라 여겨진다.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 필요한가’
“광고사전심의, 의료기기 특성 고려한 소비자 및 기업 보호 장치”

황 윤 정

한국알콘 부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행한 

2015년도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수

리업체 편람’을 보면 제조사가 2,786

개 업체 수입사가 2,173개이다. 여기

서 하나라도 수출을 하는 제조업체는 

813개가 된다고 한다. 단순한 수적 비

교를 하면 이제 수입사보다는 제조사

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제조사들이 식약처의 

까다로운 인허가를 획득하고 물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출일 것이고, 매출 증

가를 위해 광고는 어느 회사나 꼭 필요

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현실은 업체가 광고를 하기 위해 여

러 관련법을 지켜야 하는데 대표적인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기재에 

관한 법으로 소비자 오인 여부에 주안

점을 갖고 있고, 이밖에 방송광고에 대

한 규정도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법에 의거해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으

며,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법이 

명시하고 있다. 

광고	현황과	실태	

광고는 사실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작

게는 자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넓게는 

신문 혹은 방송 광고까지 최근에 늘어

난 홈쇼핑의 방송 행위 등이 모두 광고

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밖에 광고의 범

위가 모호한 각종 블로그나 인터넷의 

개인 체험기 등은 사실 광고의 효과를 

갖고 있으나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는 영역에 있다.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의료

기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를 총 3,296

건 실시하고, 그 중 적합 승인이 77%

인 2,532건이고 미승인 건이 23%인 

764건이라고 발표했다. 광고매체로는 

인터넷이 1위 2,585건(78%)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258건(7.8%), 신문 및 잡지 등 인

쇄매체가 234건(7%) 등의 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

즈가 669건(20.3%)으로 광고사전심

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조직수복용

생체재료가 189건(5.7%), 기도형보청

기가 151건(4.6%) 순이었다.

이중 가장 큰 광고비율을 보인 소프

트렌즈의 경우 제조사가 49개 회사이

고 수입사가 9개로 수치 면에서 제조사

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매출로 본

다면 상위 몇 개사가 시장을 주도해 매

우 치열한 광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는 의무화

돼, 모든 광고는 ‘심의필’을 득한 후 사

용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일부 불법유통

업체들의 무분별한 판촉으로 인해 소

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에서 특단

의 대책으로 만든 제도이다. 당시 불편 

의료기기 등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는 

일까지 생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팽배해져 만든 사

회적 합의였다. 

광고사전심의 대상은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한 인쇄매체, 텔레비전이나 라

디오들을 통한 방송매체 그리고 마지

막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매

체이다. 법은 광고사전심의에 대해 3

가지 유형으로 정했으며, 유사매체 등

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아예 접수조

차 받지 않고 있다. 

이 밖의 심의 면제 대상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의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법 제2조와 3조에서 정

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및 의료기사, 의

무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

적인 내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인

터넷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는 심의 면

제 대상이다. 

심의 면제의 경우 사전광고심의 신

청과 같이 면제신청을 하면 비용 없이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통고받을 수 있

게 돼 있다. 

즉 전문인을 위한 학회지 등에 대한 

광고는 사전에 그 내용을 심의 신청할 

경우 무료로 면제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광고사전심의 대상이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에 집중돼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심의를 득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 그 내용을 정해 심

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비용 없이 5일 이내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제도 운영 상으로 상당히 편

리한 시스템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인 등만이 사

용하는 의료기기를 제조 및 수입업자

가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2015년 12월 23일자로 심의규정을 개

정했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이 된다.

소비자와	광고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제조사 입

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를 할 경

우를 제외하면 사실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심의를 받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소비 품

목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가 이뤄지다 

보니 일반 의료기기 제조사의 경우, 이

전에 모두 심의를 받던 것에서 많은 규

제 개혁을 통해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결

과이다. 

더욱이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심의

대상 제외가 시행되면 전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모두 사전심의

가 면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예로 허가된 사실과 다른 정보로 

거짓광고(예: uv성분이 없는데도 uv 

차단으로 광고, 샌드위치 공법이 아니

나 샌드위치로 광고)하고 때문에 소비

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피해가 소비자에

게 간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 대상 의료기기

에 대해 광고를 할 경우, 숫적으로 많

지만 점유율 면에서 낮은 제조사의 경

우 여러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단 자본력에서 밀리고 기법에

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제조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고려할 점이 매

우 많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치열한 광고경쟁에서 소

비자에 대한 알권리와 오인 여부는 의

료기기 산업이 지켜야 하는 매우 큰 신

뢰의 시작이다. 그러나 노인 분들을 대

상으로 고령자가 겪는 흔한 질병을 선

택해 각종 단순 안마기, 찜질기 등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불법적인 거

짓 과대광고를 통해 금전적 손실과 더

불어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

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소비자 대상 의

료기기에 대한 광고의 규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

기기에 대한 안전성일 것이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의 허가와 광고

에서 주는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분별

한 광고를 전달하는 경우에 이는 곧 시

장과 소비자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사전심의가	업계에	주는	의미

최근 의료법에 의한 의료광고의 사

전광고심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

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이 

가지는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정부의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라고 본 것

이다. 헌재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후속적 조치가 이

미 내려졌다. 

하지만 의료기기의 경우 광고사전심

의는 의료법이 정한 전문 의료인이 의

료광고를 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는

다. 공산품과는 다른 품질관리 및 인허

가 체계를 갖고 있는 고도의 관리품목

인 의료기기 제품들에 대해 그 안전한 

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또한 헌재의 

판결은 사전심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에 대

해 위헌을 판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기에 의료기기산업이 갖는 특성

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사전

광고심의에 대한 지속적 운영이 필요

하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많은 외산 제품

들과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상황에서 

큰 비용을 들여 법에서 규정한 광고제

한에 대한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적은 비용

으로 할 수 있다면 이는 또 다른 경쟁력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다

른 자료에도 광고에 대한 처분이 상당

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더욱 

그렇다. 

제조업계 입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업계와 소비자가 가지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더불어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광고에 

대한 합리적 표현을 조언받을 수 있다

면 이는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 본 광고사전심의’ 
“무분별한 광고전달, 시장과 소비자 신뢰관계 무너뜨려”

설 영 수

이루다 이사

특별기고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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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DIA 회원사 현황    	

■		기준	4월	30일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67 183 160  361  704 161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3 2 0 1 3 0 0  

   ▶ 기획홍보부

■[KMDIA]	KMDIA-중국	의료기기	전시회(CMEF)	참관(04.18)
○ 장소/참석자 :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황휘 협회장, 임민혁 과장
○ 주요내용
 - 회원사 등 참가기업 격려 및 중국의료기기시장 동향 파악
 - 제75회 중국 국제의료기기 춘계전시회(China International Medicinal Equipment Fair)
 - 전시기간 : 2016.04.17(일)~04.20(수), 4일간
 - 참가기업 : 한국관(37개 부스), 개별참가(150여개 부스)
 - 회원사 : 멕아이씨에스, 인포피아, 메가메디칼, 엠아텍 등 17개 업체
 - 국가관 : 20여개국(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등)
 - 특징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전시회

■[윤리위원회]	4월	윤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개최(04.18)
○ 주요내용
 - 6월 윤리위원회 워크숍 개최안 및 회원사 질의사항에 대한 논의
 - 제품설명회/교육훈련에 대한 교통비 실비 지급시, 지출 증빙 사본 제출
 - 의료기기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 실시 가능 여부
 - 다른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법규위원회]	KGMP제도개편TF	제2차	회의(04.19)
○  참석자 : 법규위원회 부위원장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예정훈 이사 외 9명 등 TF위원, 
    협회 김만석 차장
○  주요내용 : 의료기기 KGMP 현장심사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이사회 의결에 따른 

실무단 회의 개최
 -  KGMP 심사 지연으로 인한 판매지연 우려, 현장심사 대상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배경으로 함
 -  식약처 국장급과 과장/사무관급의 소통창구를 구분하고 이사회와 KGMP 제도개편 TF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1) 정기갱신 시 유효기간 1년 이내의 제조소의 일괄신청 가능, 2) 위해
우려제조소 선정 요건 명확화, 3) 심사 처리기한의 명확화를 제안하는 것으로 함

■[식약처]	법규위원회	정형재활기기분과	제2차	간담회(04.20)
○  참석자 : 식약처(평가원) 정형재활기기과 허찬회 연구관 외 2명, 법규위 김지연 정형재활기기

분과장 외 12명, 협회 김만석 차장
○  주요내용 : 의료기기심사부 의료기기분야 고객(민원) 만족도 개선방안 공유 및 보완 내용에 

대한 이해도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진행, 그 밖에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DB내 오류사항
에 대한 수정 간소화를 제안하였고, 정형재활 의료기기에 대한 세부 허가심사 개선을 요청

■[보험위원회]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이윤태	소장	초청	업계	간담회	개최(04.20)
○  참석자 : 보험전략기획위원 및 프로젝트/TFT 리더·부리더, 협회 이선교 전문위원, 최영미 

과장
○  주요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 분야와 치료재료/의료장비에 관한 향후 연구 계획 및 

의료기기 산업계와의 의견교환
 -  개최 배경 :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의 지식함양과 함께 유관기관 및 관련자와의 건강보험 

규제 환경에 대한 이슈를 공유하고, 의료기기 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 사업 추진

 -  상한금액 결정기준 적절성/별도산정 기준 마련/가치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 등에 관한 연
구용역 수행에 업계 현실 반영될 수 있기 위한 의견 개진 필요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조사 및 통계자료 제공 요청 등 협회 역할 제언

■[식약처(평가원)]	생활밀착형	대국민	안전	사용	홍보	관련	회의(04.20)
○  참석자 : 박인숙 구강소화기기과장, 이진휴 홍보부위원장, 황윤정 법규 구강소화기기분과장 

등 6명
○  주요내용
 -  청소년 대상 콘택트렌즈 등 올바른 사용 교육
 -  어르신 대상 인공수정체의 올바른 사용 홍보
 -  협회 어린이이동건강검진활동 6월 성남시 행사 참여(콘택트렌즈)
 -  교사 대상 교육용 영상자료 제작 예정

■[식약처]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제품)	사후관리	방안	마련	협의체(04.22)
○  참석자 : 주선태 의료기기관리과 과장 외, 웰니스 등 산업 관계자 22명
○  주요내용 : 웰니스 제품 산업 동향 공유 및 웰니스 제품 사후관리를 위한 산업계 요구사항 청

취, 협회는 웰니스 제품 유통·판매 제조·수입업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신고제 검토, 부작용 
발생현황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웰니스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표방하는 사용 목적 등 
감시가 필요함을 제안

■[체외진단위원회]	법규분과	운영회의(04.22)
○  참석자 : 한승미 법규분과위원장 등 법규분과 위원
○  주요내용
 -  2016년도 체진위 법규분과 업무계획 논의
 -  체외진단 단독법안, 임상시험계획승인면제 관련 논의
 -  각국 체외진단기기 법규조사 사항, 제도개선 의견제출 결과 공유
 -  체외진단위원회 법규분과 운영에 관한 논의

■[식약처]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	간담회	제1차(04.22)
○  참석자 : 주선태 의료기기관리과장 외, 황선빈 법규위 의료기기관리분과장 외 26명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 및 의료기기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Q&A 등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따른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의 

료기기 업체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규정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
기 입출고 및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에는 수입업자가 실질적으로 입출고 검사를 시행하는 
자가품질관리 시험규격을 설정하고 수입단위별 기록/관리하도록 제안

■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화지원	핵심인재	역량강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자문회의(04.22)

○  참석자 : 송치원 심혈관기기과 연구관 외 1명, 나흥복 전무 등 유관단체 및 기관 6명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제품화지원 핵심인재 역량강화 종합계획 검토
 -  범부처 의료기기제품화 지원 핵심인재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2015년 5개 품목, 2016년 7개 품목 지원중
○  주요계획
 -  향후 디딤돌 교육 수료자(수료업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의료기기제품화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계획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16.03.15)	검토의견	제
출(04.25)

○  주요내용 : 개정령(안) 품질책임자 자격 내용 중 ‘의학ㆍ치학ㆍ약학ㆍ한의학ㆍ간호학ㆍ이
학ㆍ공학 등’ 특정 분야/학과 전공자만이 자격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
구는 삭제해 민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보험위원회]	포괄수가제	개선	관련	협회	건의서	제출(04.27)
○  목적(배경) : 건강보험심평원의 DRG 분류체계 버전 4.0을 반영하는 수가 전면개정에 앞서, 

포괄수가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건의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 득한 혁신 제품의 시술 건에 질병군 내 별도분류 및 적정 보상 건의
   -  신의료기술평가 득한 후 보험등재부터 결정 고시 전까지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비급여 

사용 및 질병군 내 별도 분류될 수 있도록 건의

■		[보험위원회]	유헬스케어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수가	개발에	관한	건의서	제출(04.25)
○  목적(배경) :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용어의 혼동으로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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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및 보험수가 개발에 영향을 받고 있어, 용어 재정립 및 보험수가 개발 등에 관해 건의
○  주요내용 
   - 원격의료와 혼동을 초래하는 ‘원격모니터링’의 용어 재정립 
  예) 온라인건강 추적관리 시스템, 디지털 건강감시 장치 등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모니터링 관련 내용 삭제
   -  개인건강 상태 최적화 및 지속적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회의(04.28)
○   목적(배경) : 의료기기관리분과 1차 간담회 결과에 따른 수입업자 품질관리 확보방법의 합리

적 적용 제안
○  주요내용 : 수입업자는 품질관리를 위해 입출고시 실질적으로 행하는 시험 항목에 대해 자

가품질관리 시험규격을 설정하고 관리 기록하며, 그 외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규격의 설정은 
허가상의 시험규격이 아닌 제조원의 품질기준에 따름. 제조원의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GMP 
시스템하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출고 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

○  후속조치 : 지침서 마련을 위한 수입업자의 품질관리문서(수입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 
예시 제공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건강보험	연계를	위한	3차	협의체(04.28)
○  목적(배경) : 의료기기 허가와 건강보험 체계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민원처리에 장기간 

소요되고 심사중복·충돌 등이 발생함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건강보험과 연계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적응증 중심 허가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식약처·평가원·복지
부·심평원·협회·센터·조합·의협·의료기기 업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연계 대상 
품목 선정 및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건강보험 정보연계 방안 협의
 -  허가-보험 연계(안)에 대한 기관별 의견 교환
 -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허가-보험 연계 대상 품목 선정 : 식약처-심평원 긴밀히 협조하여 대상 품목 선정 예정
     • 허가-보험 연계 자료 정리 : 심평원/업계 자료 분석 및 의료계 의견 등을 취합하여 정리 

예정

■		[공정경쟁규약]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회의(04.29)
○  참석자 : 복지부 약무정책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KMDIA, KPMA 및 KRPIA
○   목적(배경) : 공정위 3개 단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승인요청 전 사전 스크린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건강보험	관련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추가의견	청취
(04.29)

○  목적(배경) : 지난 2월 협회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의료기기 규제개선 건의 
항목 중 가치평가제도 개선 관련하여, 전반적인 치료재료 등재절차 및 구체적인 가치평가제
도에 대한 추가 의견을 청취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전반에 대한 개요/가치평가 제도 및 절차/업계 애로사항 설명
 -  가치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기준 제시 및 혁신제품의 전향적인 가치 부여 등 가치평가제

도 개선 요청

■		[복지부]	에콰도르	지진피해	돕기	의료물자	전달식	참석(04.29)
○  참석자 : 황휘 협회장, 이경호 제약협회장, 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  목적(배경) : 에콰도르 정부의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물자 요청 
○  주요내용
 - 지진피해자 및 에콰도르 국민에 대한 애도와 위로 전달
   - 지속적인 회원사 홍보를 통한 ‘의료기기 및 약품’ 지원 약속
 - 항생제, 진통소염제, 피부질환 외용연고 등 11억 규모 의약품 1차 전달

■		[협회]	KMDIA-회원사	어린이	이동건강검진사업	1차	행사	개최(04.30)
○  대상/참여 : 대전 2개 지역아동센터(62명 대상)/협회 직원 등 22명 자원봉사 참여
○  목적(배경) 
   - 기본적인 검강검진을 통해 성장상태 및 발병 가능한 질환 사전예방 목적
  - 협회 및 회원사 공동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대외 홍보
○  주요내용 
 -  지멘스헬스케어, 존슨앤드존슨비전케어, 스타키코리아, 동방의료기, 메드트로닉 6개사 및 

대한영상의학의료봉사회, 온프렌즈(협력단체) 참여
   - 키·몸무게, 소변, 체지방, 시력, 청력, 혈액, 초음파, 소아과의사 진찰 진행
○  후속조치(계획)  
 - 시력 교정 필요시 안경지원
 - 행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
 - 차기일정 ‘경기도 성남(06.18)’

■		[보험위원회]	기침유발기	요양비	급여확대	관련	의견	회신(04.29)
○  주요내용 
   -  의견 요청 배경 : 복지부의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2015.02.03) 수

립에 따라 공단에서 “기침유발기”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2017.01. 시행 예정)을 검토하기 
위한 의견을 요청 

   -  의견 요청 및 회신 내용 
     • 기침유발기 처방 전문의 및 처방일수 제한의 인공호흡기와 동일 기준 적용 여부 : 동일

기준 적용 회신
     •기침유발기의 환자 등록관리 필요 여부 등 : 환자 등록 관리 필요 회신
○  후속조치 : 공단의 업계 간담회(2016.05.13(금) 예정) 개최시 업계 요청사항 건의 예정

■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제조업체	정보	등록’	관련(04.29)
○  주요내용

  -  식약처 홈페이지에 방문한 외국인에게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제품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적보고 금액상위 280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 등록안내 메일 발송

  -  미회신 24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선으로 회신 협조 요청
  -  4.21(목)까지 45개 제조업체 회신 확인 및 식약처로 송부
  -  4.22(금)~29(금)까지 추가된 55개 제조업체 회신 확인 및 식약처로 송부

 

   ▶ 광고관리부

■		[KMDIA]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6.04.29)

구분 처리
2016년

합계 전년대비

제16차
심의 77

79 1,067
3,296

(▼2,229, 32.4%)재심의 2

심의면제
적합 179

68 1,243
2,631

(▼1,388, 47.2%)부적합 309

심의변경
적합 110

40 578
3,366

(▼2,788, 17.2%)부적합 56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110

56 946
2,853

(▼1,907, 33.2%)불이행 56

   ▶ 산업진흥실

■		[식약처]	2016년도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정산)설명회(04.28)
○  주요내용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관리 및 회계처리 안내
     •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비 비목별 산정/집행 기준, 정산 절차 및 기준 외 집행/불인정 

사례 소개
 -  연구비 정산 관련 연구비 카드시스템 및 연구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  연구비 집행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 등
○ 후속계획 : 신규 과제 지원시 변경된 2016년 연구개발비 지침 적용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	사업
○ 세부과제 :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과 커뮤니티 공유
○ 5월 세미나
 -  프로그램 및 최종 일정 확정
     • 대상 : 연구지원기관 4개, 연구기관 6개 및 각 과제 세부기관 18개
     • 일정 : 2016.05.19(목)~20(금)

■		[식약처]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연구	
○  시장분석 보고서 자료 조사 -  2015년 실적보고 분석자료 정리
○  2015년 해외 통계 자료 수집

■		[식약처]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고도화	사업
○ 해외 통관 및 관세 정보 자료조사
○ 국가별 시장정보, 수출입 품목현황 등 자료조사
○ 선금 신청
   - 서류 제출 : 2016.04.25(월)
   - 추가서류 접수 : 2016.04.28(목), 나라장터
   -  협조 : 운영관리부
○ 월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4월 추진 실적 및 5월 추진 계획

■		[식약처]	선제적	의료기기	평가기술	연구과제
○  신규공모 과제명 : 신개념의료기기 개발 전망 분석 연구
○  과제계획서 관련 자료조사
 -  3D 프린터, ICT, 로봇, 신재료의 4개 항목 자료 추가 조사
○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완
○  과제계획서 제출 및 관련 서류 준비
 -  온라인 접수 : 2016.04.29(금) /  서류 제출 : 2016.05.02(월)

   ▶ 기술·교육사업부

■		[KOTRA]	해외전시회	한국관	수행기관	간담회	참석(04.27)
○ 목적(배경) : 해외전시회 한국관 BI 선포식 및 활용사례 공유
○ 주요내용
   -  해외전시회 한국관 KOREA BI 선포 및 관련 사항 논의
   -  BI 제작 과정 및 의미, 활용예시 등 공유
○ 후속계획 :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BI 적용

■		[KMDIA]	APACmed	조찬	회의(04.27)
○  참석자 : Ms. Quan Tran 부회장, 황휘 협회장, 김주영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나흥복 전무
○  목적(배경) : 양국간 의료기기산업 소개 및 발전 방향 협의
○  주요내용 
   -  협회 및 협회 회원사의 APACmed 가입 요청
   -  2017년도 KIMES 전시회에 APACmed 홍보부스 설치 제안

■		[식약처]	AHWP	규제당국자	업체	방문	투어	협조(04.28)
○  주요내용 : 에이스메디칼(치료재료), 루트로닉(레이저치료기기)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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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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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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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의	주요	여정

4·13총선, 4·16세월호, 4·19

혁명 등 엘리엇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4월을 대표(?)하던 잔인함의 

여울들. 그 4월의 잔인함은 계절을 

앞서가는 초하의 열기 속에 〈표 1〉의 

열정으로 묻혀져 간다. 첫 번째 열정

은 4월 5일에 원재료의 자사규격 작

성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3차 회의로 

시작했다.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반

영한 작성방법으로 원재료의 인체접

촉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는 작성(안)

에 대해 논의했다. 즉 인체에 접촉하

지 않는 부분품은 공통 기재사항(일

반명, 화학명, CAS번호 등)을 필수로 

기재하고, 인체에 접촉되는 원재료에 

대해는 ‘원재료의 화학정보’나 ‘원재

료 제조업자로부터의 정보’ 중 하나

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의

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각 회사에서 

기존의 인허가 자료를 활용한 예시를 

반영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 그리고 

4월 8일에는 3D프린팅 의료기기 관

리제도 분과회의를 개최해 3D프린팅

분야 주요이슈 및 추진방안을 설명하

고, 응급상황에서의 맞춤형의료기기 

신속사용제도(안)와 3D프린팅 인체

모형 관리방안(안)에 대한 폭넓은 의

견을 교환했다.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의 품목

재분류방안 및 허가심사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4월 14일 개

최했다. 국외의 관리현황과 국제의료

기기명명법(GMDN) 등을 공유하고 

품목신설(예: 집속형초음파자극기시

스템)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해 품목

재분류(안)과 시험규격에 대한 검토

를 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처음 

개발하는 업체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

록 작성하고, 대체 시험방법도 제시

하는 작성방향을 설정해(고출력) 고

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전문위원별로 분담해 

이달 말까지 작성하기로 했다.

4월 18일에는 희소의료기기의 지

정 및 운영절차의 합리화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유병인구가 연간 4,000명 이

하인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를 지정하는 미국의 제도에 대해 공

유하고 특히 관리사례로 메드트로

닉의 ‘SHILLA Growth Guidance 

System’을 발표했다. 다양한 제품특

성을 고려해 의약품과 같이 성분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는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내 지정기

준과 갱신(적정성)절차의 검토방안 

논의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는 캐나다 

및 일본 등의 관리 제도를 분석하기

로 했다. 그리고 4월 20일에 열린 유

헬스케어의료기기 협의체(2차)에서

는 위험관리와 검증 절차에 대한 발

표시간을 가져 모바일의료용 앱의 요

구사항 명세서·위험관리·호환성 

검증 등 위험관리와 검증 절차에 대

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유헬스케어게이트웨이 및 진단지원

시스템의 성능요구사항 항목과 사용

자 식별기능 항목의 삭제 여부에 대

한 검토를 포함해 가이드라인의 개정

(안)을 검토하고 제품개발자 교육 프

로그램 과정을 논의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진행하기로 교육일정을 확정했다.  

첨단융복합 의료기기의 개발단계

별 허가심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

체 3차 회의를 4월 21일에 열어 그동

안의 회의 경과에 따른 의견을 정리

하고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을 포함한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단계별 허가심사의 

신청대상은 개발중인 ‘첨단융복합 의

료기기’ 제품으로 그 대상 범위를 규

정하고, 허가심사 절차 및 방법(신청 

및 접수방법, 단계별 제출자료, 검토

방법, 처리 기간 등)을 논의해 정리했

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단계별 허가

심사 운영방안(안)을 마련해 고시개

정(안)을 준비하는 향후 일정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4월 27일부터 3일 동안 아시아의

료기기규제조화회의(AHWP) 의장단 

회의와 AHWP 회원국 규제당국자초

청 산업계 간담회를 세종호텔에서 개

최해 아시아 지역 의료기기 규제선도

를 위한 AHWP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가이드라인(경미한 변

경보고 가이드라인, 우수심사지침서, 

3D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환자맞

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

인,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심사 가

이드라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

가·심사 가이드라인)을 AHWP 공

통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해 논의했다. 

그리고 AHWP 회원국 규제당국자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을 방문

하는 일정과 더불어 AHWP 회원국

의 규제현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

최해 국내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정

보마당을 제공했다.

5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첫 주의 소

통일정은 동등공고제품제도를 이용

하는 업계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향

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5.3)와 의료

용레이저의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

의 최종 검토를 위한 협의체(5.4)로 

계획하고 있다. MR환경에서의 시험

방법과 적용사례의 논의를 위한 협의

체(5.10)로 시작되는 두 번째 주의 일

정으로는 치과용임플란트의 기술문

서 작성요령과 첨부자료 요건 등의 가

이드라인 검토를 위한 3D 프린팅 의

료기기 협의체(5.11)와 캐나다와 호

주 등의 희소의료기기 관련 규정 발표 

및 지정기준과 운영절차 등을 논의할 

3차 회의(5.19)일정이 준비돼 있다. 

그리고 치과재료의 품목재분류에 대

한 의견수렴을 위한 시험·심사기관 

협의체(5.24)와 생물학적 안전성 시

험이 면제 가능한 원재료현황을 논의

하기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관련 협의

체(5.24)에 이어 영·유아 사용 의료

기기(5.26)와 결핵/비결핵 항산균 진

단제품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

문가 회의(5.26)가 5월의 마지막 라

포를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의 의료기기 제도 선도하는 AHWP 회의 개최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5.2~5.6)
○ 동등공고제품 제도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5.3)
○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3차)(5.4)

2주(5.9~5.13)
○ 3D 프린팅 의료기기 평가기반 전문가 협의체 회의(5.11)
○ 자기공명(MR) 사용환경을 고려한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2차)(5.10)

3주(5.16~5.20) ○희소의료기기 지정 및 운영절차 합리화 방안마련 협의체(3차)(5.19)

4주(5.23~5.27)

○ NGS를 이용한 제품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전문가 협의체(2차)(5.23)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3차),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협의체
    (2차)(5.24)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협의체(3차),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협의체(3차)(5.26)
○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2차)(5.26)
○ 결핵 및 비결핵 항산균 진단 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협의체
    (2차)(5.26)

〈표 2〉 5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4월 5일
○ 의료기기 허가·심사 원재료 작성 개선을 위한 협의체(3차)

 -`  원재료 자사규격 작성 개선(안) 논의 및 주요 예시 검토
의료기기
산업협회

12명

4월 6일
○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2차)

 -`  피부사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사용안내서 검토
의료기기
산업협회

15명

4월 8일
○ 3D 프린팅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  간담회 

 -`  환자맞춤형의료기기 신속사용제도 적용방안(안) 등 논의 및 의견 수렴
용산역
회의실

23명

4월 12일
○ NGS 이용한 제품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전문가협의체
 - 국외 규제 현황 및 개발 동향 조사, 성능평가 방법 검토

서울청
회의실

10명

4월 14일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허가심사가이드라인마련 협의체(2차)
 - 관련품목 재분류 및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구성안 논의

정보기술
지원센터

10명

○ 체외진단다지표검사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
 - 관련제품의 평가항목 및 기준 등 의견 수렴된 내용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1명

4월 18일
○ 희소의료기기 지정 및 운영절차 합리화 방안마련 협의체(2차)
 - 미국의 제도의 세부절차 등 발표와 운영절차 등 논의

유엘코리아 
회의실

9명

4월 20일

○ 정형재활의료기기 분과위원회 간담회(2차)
 - 업무계획 진행현황 공유 및 기타 위원회 건의·제안사항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6명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가협의체(2차)
 - 모바일의료용앱 기반 의료기기 필수요구사항 마련 및 도출방법 논의

식약처
별관

10명

4월 21일
○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단계별 허가심사 방안 마련 협의체(3차)
 - 개발단계별 첨부자료, 허가심사 신청 및 세부처리 절차(안) 마련

정보기술
지원센터

8명

4월 28일
○ 결핵 및 비결핵 항산균 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마련 협의체
 - 국외 규제 및 제품 개발 현황조사, 성능 평가 방법 등 마련

서울역
회의실

8명

4월 29일
○ 치과재료 업계 간담회(2차)
 - 치과재료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해결방안 논의

서울역스마트
워크센터

8명

4월 27일
~

4월 29일

○ AHWP의장단 회의 및 회원국규제당국자 초청 산업계 간담회 
 - ’16년 AHWP 운영계획 및 기술위원회 실무그룹 추진현황 등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 WG2/WG5 실무그룹 안건 논의

세종호텔 143명

<표 1> 4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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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헬스케어 사업화 전문 컨설팅기

업인 사이넥스(대표·김영)는 지난

달 7일 세계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

기 유통전문기업 쥴릭파마코리아㈜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의료

제품의 국내 시장진입을 위한 원스

톱 통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에 합의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헬스케어 

기업 고객에 대한 공동 서비스를 통

해 사업 개발부터 품목허가, 제품 수

입·통관, 물류·판매에 이르기까

지 사업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넥스는 자사의 핵심 서비스

인 품목허가, 건강보험등재, 제품 수

입, 국내 품질관리 업무 및 시판 후 

관리 등의 규제준수업무를 담당하

게 되며, 쥴릭파마코리아는 물류, 판

매 등의 유통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하는 헬스

케어 기업은 국내 현지 법인을 설립

하지 않아도 국내 판매를 위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제

품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한국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사이넥스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품목허가, 임상시험, 보험등

재, 시장조사 등 기존의 서비스에 

약국 및 병원으로의 공급채널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으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루트로닉(대표·황해령)은 지난

달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망막 전

문의 대상으로 두 개의 임상 회의

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

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글로

벌 마케팅 임상과 △건성-황반변

성(Dry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임상시험 개발을 

위한 자문단 회의도 같이 진행했다.

루트로닉은 국내외 망막 전문병원

을 통해 황반 치료 레이저 ‘R:GEN’

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을 넓은 범

주에서 확장할 방침이다.

이번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 글

로벌 마케팅 임상은 한국과 독일의 

병원 총 9곳이 참여한다. 참가 병원

은 △누네안과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

고려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키

엘대학병원 △하노버대학병원 △괴

팅겐대학병원 등이며, 총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치료와 

6개월간의 추척 관찰이 진행된다.

이미 일부 국내 병원은 절차가 진

행됨에 따라 마케팅 임상시험에 돌

입했다. 기타 임상시험 참여 병원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마무

리되면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임상의 총 책임 연구자는 요한 

로이더(Johann Roider) 독일 키엘

대학병원 안과 과장(前 독일 안과 학

회 이사장)으로, 이미 독일 환자 대

상 R:GEN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을 검증해 한국과 유럽 승인을 이끈 

바 있다.

한편, 회사는 지난 2013년 DME

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와 유럽 CE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CSC로 국내와 유럽의 승인을 추가

했다. 향후 Dry-AMD로도 적응증

을 넓힐 계획이다.

‘홈셀프케어’ 대표기업인 원텍(대

표·김정현)이 헬멧형 탈모치료 의

료기기 ‘헤어빔(Hair Beam)’을 출시

했다. 이 제품은 병원을 찾아가는 불

편함과 적지 않은 치료 비용으로 고

민하는 국내 천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탈모 인구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헬멧형 탈

모치료기 ‘헤어빔(HairBeam)’은 

흉터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저출

력 레이저 요법(LLLT: Low Level 

Laser Therapy)을 활용한다. 저출

력 레이저 요법은 탈모 치료에 효과

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레이저

가 두피에 조사되면 레이저의 빛 에

너지가 진피조직과 피하조직에 침투

해 모근을 포함한 모모세포, 모유두

세포 등의 각종 세포조직 기능을 활

발하게 한다.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 시키는 광

생체자극(photo-bio stimulation)

을 주어 가늘고 힘이 없어진 모발을 

성장기로 유도하고, 모낭세포가 케

라틴의 형성을 도와 모발의 성장이 

활발해지며 모발의 수명 연장에도 

기여한다.

원텍의 김정현 대표는 “헤어빔

(HairBeam)은 사람마다 수분, 멜라

닌 등의 분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두 달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

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

며, 또한 헤어빔(HairBeam)은 이동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한번 구매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원텍의 ‘헤어빔(중국명: 헤

어뱅)은 중국식약청(CFDA)의 승인

을 받아 중국시장의 공격적인 마케

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

서도 홈셀프케어의 선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대표·

전동수)은 최근 영상의학과용 초

음파 진단기기 RS80A에 ‘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을 접목한 

‘S-Detect’로 기존제품의 성능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S-Detect’란 한 번의 클릭으로 

유방 병변의 특성과 악성·양성 여

부를 제시해주는 기능으로 초음파

를 활용한 유방 병변 진단 분야에서

는 세계 최초로 딥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S-Detect’는 약 1만개에 이르는 

유방 조직 진단 사례가 수집된 빅데

이터를 바탕으로 병변의 특성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시해 사용자의 

최종 진단을 돕는다. 특히, 병변의 

경계를 지정하는 단계, 선택한 부위

의 조직적 특성을 추출하는 단계, 악

성·양성 판정 단계 등 진단 과정 전

반에 걸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함으

로써 기존보다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딥러닝은 사람의 뇌가 수많은 데

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후 정보

처리 하는 방식을 컴퓨터가 모방해 

사물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

공신경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한부

경 교수는 “임상테스트를 해보니, 

조직 검사를 통한 병변 검출 결과

와 ‘S-Detect’를 활용한 결과가 상

당히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며, “S-Detect를 통해 불필요한 조

직검사를 줄이고, 양성으로 잘못 진

단할 가능성이 큰 악성 병변을 정확

하게 진단해냈다”고 말했다.

사이넥스, 쥴릭파마코리아와 MOU 체결

사업 개발 단계부터 허가·사후 관리 등 전주기 서비스 제공

루트로닉, 황반 치료 레이저 ‘글로벌 마케팅 임상’

‘R:GEN’, 국내-독일 9개 병원 동시 임상 진행

원텍, 헬멧형 탈모치료기 ‘헤어빔’ 출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홈셀프케어’ 분야 확대

삼성, 초음파기기 ‘딥러닝’ 기술로 성능 향상

‘S-Detect’ 유방조직 진단 빅데이터 활용 정확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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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이동건강검진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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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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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DIA 어린이이동건강검진 안내 ●

 • 주	 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회원사

 • 일	 정 : 6월 18일(토) 경기도 성남시 /	7월 16일(토) 경기도 안산시

     9월  3일(토) 경기도 의정부시 / 11월 12일(토)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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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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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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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진단(대표·리처드 유) 

당뇨관리 사업부는 온라인으로 혈

당 수치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혈당관리 시스템인 ‘아큐-첵 

커넥트(Accu-Chek Connect)’를 

오픈했다.

‘ 아 큐 - 첵  커 넥 트 ’ 는  데 이 터 

원 격  엑 세 스 로  인 터 넷  연 결 을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

게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차트와 그래프로 데이터를 

시각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됐

으며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족 

및 보호자도 쉽게 혈당관리 내

용을 확인하며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큐-첵 커넥트

는 개별화된 알람 시스템을 갖

추고 있어 철저한 혈당관리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최광연 당뇨관리사업부 본부

장은 “아큐-첵 커넥트를 이용

해 꾸준한 혈당관리를 하면 음

식선택, 운동, 약물, 인슐린 등

이 어떻게 혈당에 영향을 주는

지 배울 수 있고 혈당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해 체

계적인 혈당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

지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큐 첵 스토리 카페에서

는 회원을 대상으로 아큐-첵 혈당

관리 시스템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

행 중이며 아큐-첵 커넥트 온라인 

혈당관리 시스템은 아큐-첵 커넥

트 홈페이지(http://www.accu-

chekconnect.com)를 통해 보다 자

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스터(대표·최용범)는 국내 

의료진 대상 급만성 신장 질환 치

료법을 전문으로 하는 통합 의료 

교육 프로그램 ‘BRAIN(Baxter 

Renal Academy for Integrated 

Nephrology)’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박스터는 이번 ‘BRAIN’ 출범으

로 복막투석(PD), 혈액투석(HD), 지

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모든 영

역의 신대체요법에 관한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합해, 의료진에게 제공하

게 된다. 또한 기존에 박스터가 진행

해 온 대표적인 복막투석 교육 프로

그램, ‘박스터 피디 컬리지(Baxter 

PD College)’, 혈액투석 교육 프로

그램 ‘HD LET(Leader of 

Extracorporeal Therapy) 

Course’, 지속적신대체요

법(CRRT) 교육 프로그램인 

‘CRRT Master Course’도 

‘BRAIN’에 통합된다. 

박 스 터 는  신 장 내 과  및 

중 환 자 실  의 료 진 들 에 게 

‘BRAIN’ 연중 프로그램의 

개요를 소개하고, 의료진이 

관심 있는 치료 영역의 프로그램을 

선택, 관심 분야에 대해 더욱 집중적

이고 효과적으로 의학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용범 대표는 “박스터는 지난 25

년간 국내 신장질환 치료 발전을 돕

기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 및 솔루션

을 제공하고 의료진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며,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진의 요구

에 맞는 차별화된 의학 정보 전달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만성 신장

질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BRAIN’

을 출범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올림푸스한국(대표·오카다 나

오키)은 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

는 ‘ILTS 2016 라이브 데모(Live 

Demonstration)’ 행사를 후원하고, 

자사 3D 복강경 시스템을 통한 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간절제술을 생중계 

했다.

‘ILTS 2016 라이브 데모’는 4

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제22차 

세계간이식학회(International 

Liver Transplantation Society) 

학술대회’에 앞서, 생체 간이식 수

술 분야의 최신 성과와 새로운 술기

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는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 행사이다. 서

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진

행되는 다양한 수술 시연 모습이 이

원 생중계를 통해 행사현장인 그랜

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실시간으

로 방송됐다.

이번 행사에서 올림푸스한국은 3D 

복강경 시스템을 통한 생체 간이식 공

여자 간절제술(Pure laparoscopic 

donor hepatectomy)에 관한 전문

의들의 식견을 공유하는 세션을 후

원한다. 서울대병원 서경석 외과과

장이 좌장을 맡아, 올림푸스 3D 복

강경 시스템으로 해당 수술을 집도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3D 이미징 기술과 플렉서블 스코프

가 실제 수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 소개됐다.

올림푸스 3D 복강경 시스템은 끝 

부분이 상하좌우로 100도까지 구

부러지는 플렉서블 스코프를 지원

한다. 형태가 고정된 기존의 일자형 

스코프로는 보기 힘들었던 장기 뒤

쪽까지 스코프를 구부려서 카메라

로 비춰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메드트로닉은 자사의 인슐린 펌프

를 통한 치료법을 인슐린 주사요법

과 비교한 최근 연구를 통해, 인슐린 

펌프의 임상적 혜택과 안전성이 추

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은 최근 옵투마이즈

(OpT2mise)로 명명된 임상시험의 

추가적 추적연구를 통해, 인슐린 요

법이 필요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펌프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

인됐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유력학술지(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에 실렸

다. 이 연구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펌프와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MDI)

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한 최대규

모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의 

미니메드(MiniMed) 인슐린 펌프는 

MDI와 비교해, 혈당조절 측면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안전성

이 확인됐다. 

최초 MDI 치료군에 편입됐다가 

연구를 시작한 이후 6개월 시점에 

인슐린 펌프 치료군으로 넘어간 환

자가, 다시 6개월 후 당화혈색소 감

소치가 2배(0.4%에서 0.8%)로 늘

었다. 반면 인슐린 사용량은 19% 감

소했다. 

이 연구의 선임연구자이자 캐나다 

최대 당뇨병 전문가 그룹(LMC)의 

로니 아론슨 박사는“OpT2mise 연

구는 애초의 연구 기간 동안에 확인

된 결과를 기반으로 추적 기간이 연

장”됐음을 설명했다.

또한 “인슐린 펌프는 MDI에 비해 

혈당 및 인슐린 투여량 조절 면에서 

인슐린 요법이 필요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욱 우수한 효과를 가

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슈진단, 아큐-첵 온라인 혈당관리 시스템 오픈

PC·모바일서 실시간 혈당 체크, 개별 알람시스템 구축

박스터, 의료진 대상 ‘급만성 신장질환 교육과정’ 개설 

복막투석, 혈액투석, 지속적신대체요법 등 통합제공

올림푸스, 3D 복강경 이용 ‘간절제술’ 생중계

제22차 세계간이식학회 학술대회 후원

메드트로닉, 인슐린 펌프 ‘혈당 조절·안전성’ 확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사용량 19% 감소 기대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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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강남 라00612 대 표 전 화 : 02)596-0561

창 간 : 2005년 1월 1일 팩 스 : 02)596-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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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간 : 임천복 간 별 : 월간

인 쇄 인 : 민순옥

발 행 처 :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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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보건의료정책 및 보험제도에 

대한 특별강연이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 보험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27

일 열렸다. 이날 강연자는 메드트로닉 

심혈관사업부 보건정책 담당 미치 슈

거맨(Mitchell Sugarman) 부사장이

다. 그는 미국 최대 보험사인 Kaiser 

Permanente에서 20여년의 실무 경력

과 더불어, 보건의료정책,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험제도 분야에서 30년 이상 

전문성을 쌓았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정

책 및 보험제도의 역할, 전략적인 보

험급여 계획수립, 의료기술평가제

도, 미국 보건의료 개혁(US Health 

Care Reform)과 가치기반 보건의료

(Value-Based Health Care, VBHC)

에 관한 것이었다.

수거맨 부사장은 “보험급여는 제품 

인허가가 완료된 후 의료기술이 환자에

게 적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라

며, “새로이 개발된 치료법에  대해 적

정한 범위 내에 보험자가 공급 가능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선 전략적인 

보험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는 보험

자 및 정책에 대한 이해, 개발된 치료법

의 안전성 및 유효성, 그리고 비용 효과

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보건의료 개혁의 목표는 

보험 범위는 확대하면서 의료 질은 개

선하고 비용은 줄이는 데 있다”고 소개

하면서 “성과가 높아질수록 비용이 커

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성과를 최대한 

높이면서도 비용은 최소화하려는 ‘가치

기반(value-based)’의 개념이 도입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수거맨 부사장은 보험업무

를 맡고 있는 실무자가 지녀야 할 능력

(skillset)으로 △보험자 입장의 전략적 

사고 및 계획 수립 능력, △보건의료 정

책·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외내

부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급변하

는 의료기기산업에 맞춰나갈 수 있는 

능력,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통계분

석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회 보험위, 미국 보험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메드트로닉 보건의료정책담당 ‘미치 수거맨’ 부사장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디지레이 공상섭 031-932-8401 수입

스미스앤드네퓨

는 고규범 한국대

표를 아시아 태평

양 및 이머징마켓

의 정형외과, 스포

츠의학, 이비인후

과 사업부 마케팅 

부사장에 선임한

다고 밝혔다. 이에 

고규범 신임 부사장은 글로벌 마케

팅 조직과 긴밀히 협조해 아태지역 

및 신흥시장의 글로벌 전략을 추진

할 예정이다. 

고규범 부사장은 2014년부터 현

재까지 스미스앤드네퓨 한국 대표를 

담당하고 있으며, 존슨앤드존슨메디

칼 영국 본사 및 호주, 중국 법인, 아

시아태평양 본부에서 영업 및 마케

팅 사업부서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하버

드비즈니스스쿨 경영학 석사(MBA)

를 취득했다.

보스톤사이언티픽의 CEO 마이클 

마호니가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방

한해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삼성

전자와 세브란스병원 등을 방문했다.

마이클 마호니 CEO는 이달 25일

부터 28일까지 4일간 한국에 머물

며, 26일 삼성전자와 에비슨 의생명

공학센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

원을 방문하고, 27일 서울 코엑스에

서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과 심장

혈관연구재단 주최로 열린 관상동

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TCTAP 

2016)에 참석했다.

먼저 유관기업 및 병원을 방문한 

마호니CEO는 한국의 우수한 임상

시험과 의료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머지않아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에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학술대회에선 시너지스텐트 런천 

심포지움에 참석해 심장혈관의학 전

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보스톤사

이언티픽코리아 임직원들과도 만남 

가졌다. 시너지(Synergy™)스텐트

는 보스톤사이언티픽의 생체흡수성 

폴리머 약물 방출 스텐트이다.

한편 보스톤사이언티픽 지난해 매

출은 74억 달러였으며 연구개발에

는 약 8억7,6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스미스앤드네퓨, 고규범 한국 대표
‘아태지역·이머징마켓 마케팅 총괄 부사장’ 선임

보스톤사이언티픽 글로벌 CEO 첫 방한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삼성전자·세브란스병원 등 방문

 

 

항상 회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되겠습니다.

KMDIA
Happy

전화 : 02)596-0561   팩스 : 02)596-7401   이메일 : paper@kmdia.or.kr

광고문의
의료기기산업을	위한	매체

&

고 규 범

스미스앤드네퓨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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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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문의			교육사업부  |  전화 : 070-7725-8660, 8728   |  이메일 : edu@kmdia.or.kr
교육	신청		 edu.kmdia.or.kr  |  사이버연수원 : kmdia.cylearn.co.kr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3, 여삼빌딩 8, 9층

5월 이천·여주에서는 우리 도자기를 널

리 알리기 위해 도자기 축제가 열린다. 생생

한 도자역사 현장을 재현, 교육의 장으로 꾸

며져 학생 및 가족들이 함께 하기에 더할 나

위없이 좋다.

이천·여주는 천년 도자미술의 역사를 담

고 있는 고장으로, 이곳에서는 화려하고 섬

세한 비색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청자, 단

아함과 여백의 미를 살린 백자, 자유분방하

고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분청사기

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명품도자기들을 다양

하게 접할 수 있다. 

 <가로	열쇠>	

(1)상처 보호, 붕대 고정에 쓰는 점착성 

테이프 (3)물고기는 머리 쪽이 맛이 있

다는 말 (6)손에 있는 경혈에 짧은 침을 

꽂아 치료하는 침술 (8)일곱 날 (9)주머

니 속의 송곳.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

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띄게 됨 (12)

쇠붙이 연장이나 칼날 등의 날카로운 부

분. ~이 퍼렇다 (14)아내의 어머니 (16)

땅의 속 (17)약재를 반죽하여 작고 둥글

게 빚은 약 (18)일을 하여 돈이나 재물을 

벎. 요즘 ~가 신통치 않다 (20)불경을 외

는 일 (21)뒤로 넘어져 털썩 주저앉으며 

바닥을 찧는 짓 (24)검붉은 액체 조미료 

(26)우리 몸 내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몸

속에 집어넣어 관찰하는 기구 (28)늘 정

하여 놓고 거래를 하는 손님 (29)가을이

면 단풍이 아름답다 하여 금강산을 달리 

이르는 말

<세로	열쇠>	

(1)밥을 먹을 때 곁들여 먹는 음식 (2)들

이나 산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음식을 조

금 떼어 던지는 일 (4)땅굴을 잘 뚫는 작

은 동물 (5)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

이 (7)야외에서 잠잘 때 쓰는 보온용 자

루. 슬리핑 백 (8)나뭇잎 등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붙어 있는 것 (10)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봄. □인□□ (11)원시 사회에

서, 그 부족의 우두머리 (12)신라의 서울

이었던 경주의 옛 이름 (13)제주도민을 

수호한다고 하는 석신. □□르□ (15)잎

나무나 검불 따위를 모아 놓고 피우는 불 

(19)초가지붕을 이려고 짚으로 엮은 것 

(20)소금에 절여 저장함 (22)길게 뻗어서 

다른 것을 감아 오르는 식물의 줄기 (23)

남편의 짝 (24)손발이 뒤틀리고 눈이 뒤

집히는 등 경련이 일어나는 간 계통의 병 

(25)실크 (27)산에 오름

<5월호>

“천년 도자미술에 푹 빠져보세요!” 

‘2016 이천·여주도자기축제’, 22일까지 열려

•기간 : 2016년 5월 22일(일)까지

•장소 : 이천 설봉공원 일대/여주 신륵사 관광지 일원

•홈페이지 : http://www.ceramic.or.kr/

             http://www.yeojuceramic.or.kr/

5월의 책

오래된 서울
김광성 이야기·그림/거북이북스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강주헌 옮김/김영사

만화가 김광성의 작품이 

담긴 ‘오래 전 서울’은 근대 

풍속화로 불리며 큰 역사

적 사건으로 굵게 매듭 지

은 시대의 원경이 아닌, 시

대를 촘촘히 수놓은 사람들

의 생활상을 근경으로 눈앞

에 펼쳐 보여 준다. 이 책에

는 193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의 서울 모습을 그림과 

이야기로 우리에게 긴 시간

을 전해 준다.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

아몬드가 신작 ‘재레드 다이아몬

드의 나와 세계’를 들고 왔다. 그

는 세계가 직면한 7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들여

다보고 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지리적·제도적 요인이 

국부에 끼치는 영향, 눈부신 성장

세를 보이고 있지만 환경문제와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의 모

든 것, 여러 국가의 위기로부터 배

울점 등을 알아본다. 

<4월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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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의 축제

<4월호	정답자>

신경림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낱 말 퀴
즈

전    시    명 라스코 동굴벽화 광명동굴 展

전  시  장  소 광명시 광명동굴

전  시  기  간 2016년 9월 4일(일)까지

입    장    료 일반인 10,000~12,000원, 어린이·청소년 5,000~7,500원

전  시  예  매 http://cavern.gm.go.kr/

세계문화유산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와 

근대산업유산인 광명동굴의 만남

 한불수교 130주년, 아시아 최초 광명동굴에 오다

고 인 돌 솔 방 울

중 침 기 중 기 타

구 구 단 고 주 리

난 명 사 수 구 유

방 죽 면 소 복

사 막 제 주 도 지

가 발 갈 가 계 부

로 인 기 척 니 동

수 은 주 추 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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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