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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조직개편 ‘회원사 지원서비스 강화’
5부 13팀 운영, ‘찾아가는 회원서비스, 피부로 느끼는 회원서비스’ 추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기산업의 대표

단체로서 업계발전을 견인하고 

회원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협회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1본부 2실 6부를 ‘5부 13

팀’ 체계로 변경하고, 대(對) 회

원사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찾아

가는 회원서비스, 피부로 느끼

는 회원서비스’라는 모토를 실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원 및 

대관업무의 실행력을 향상시키

고, 협회운영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의 합리화, 애로사항 파악 

및 민원해결 신속화 등을 도모

할 방침이다.

먼저, 회원 지원업무를 강화

하기 위해 회원관리팀, 교육연

구팀, 국제협력팀으로 구성된 

회원지원부는 회원사 대상 정

보제공, 의료기기 교육 및 해

외 전시·판로개척 지원, 해외 

의료기기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담당해, 금년 회비체계 개편에 

따른 회원사 필요(Needs)를 발

굴·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연구팀은 

다양한 업계 종사자 역량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

할 계획이다.

협회는 각 사업부서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집중

시켰다. 기존 기획홍보부를 ‘정

책사업부’로 개편하고, 규제제

도개선팀과 보험정책팀으로 구

성해, 규제 및 인허가·보험제도 

개선, 관련정책 제안 등 의료기

기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쓴다.

민원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

고 총괄운영을 위해 협력사업부

는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

정경쟁관리팀으로 구성됐다. 의

료기기 수입요건확인, 광고사전

심의, 학술대회 지원 등의 공정

경쟁규약 운영에 관한 업계민원

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안전

을 담당한다.

산업정책연구부는 정보분석

팀과 미래전략연구팀을 구성, 

의료기기 통계·분석·정책기획·

연구용역 기능을 수행해 의료기

기산업발전 측면에서 정부와 파

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정책

파트너 및 산업육성정책 지원기

구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는 대외홍보 강화

를 위해 대변인을 신설(홍보지원

팀)하고 업계 권익 대변 및 협회 

위상 제고에 앞장선다.

황휘 협회장은 “이번 조직개

편은 870여 회원사를 위한 지

원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급속히 성장

하는 의료기기업계와 의료기기

시장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임민혁 기자
 paper@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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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의료기기산업의 동반성

장을 협력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제

약 분야와 함께 처음으로 한-일 양국의 

의료기기산업 정책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제1회 한-일 제약·의료기기 공동심포지

엄’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

는 한국제약협회(KPMA)와 일본제약협

회(JPMA)가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산

업협회가 후원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동심포지엄에는 

양국의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 기

업들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일

본 후생노동성의 국장급 고위 당국자도 

참여하며 양국의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

한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이날 축사

를 통해 “이번 한-일 공동 심포지엄과 같

은 양국의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행사가 

앞으로 많이 개최돼 한국과 일본 상호 간

의 시장 접근성 개선과 의료기술 협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심포지엄은 한일 의료기기산업의 정

부정책과 의료기기산업 현장의 품질관

리시스템 등 상호 간의 관심주제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협회에서

는 국제교류위원회, 보험위원회, 윤리위

원회가 주제발표를 담당했다. 

먼저, 국제교류위원회 김주영 부위원

장(GE헬스케어 이사)이 ‘한국의 GMP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어 보험위원회 이

상수 부위원장(메드트로닉코리아 상무)

이 ‘한국의 의료기기 보험제도’, 윤리위원

회 백경윤 위원(한국테루모 차장)이 ‘의료

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부정

부패법’에 대해 발표, 설명했다.

한-일 공동심포지엄은 양국 간의 의

료기기산업 현황 및 구조 등에 대한 정

보 교환으로 미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

고 논의하는 자리로써 점차 그 규모와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앞으로 한-일 공동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의료기기 시장의 원활한 교류 및 만

남의 장이 더 확대돼 국내 의료기기 업체

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한국측 방문단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치료재료실장, 소

수미 약제등재부장 등을 비롯해 한국제

약협회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약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일 의료기기산업 동반성장 협력 모색”
지난달 23일 제1회 한-일 제약·의료기기 심포지엄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KMDIA 정기워크숍”에 초

대합니다. 금년에는 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함께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워크숍으로 진행하며,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을 포

함하여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료인·학계의 시각과 정부 정책

방향 및 현안 문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

기 바랍니다.

제13회 KMDIA 정기워크숍 개최 
-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워크숍 -

	 -	다			음	-

◇	일	 시	:	2016년	7월	22일(금)	10:00~18:00

◇	장	 소	: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볼룸(서울	강남구	소재)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	대					상	 :	의료기기업체,	충북	의료기기정책포럼	위원,	정부관계자	등

◇	프로그램

09:30	•	등록

10:00	•	개회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	축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10:15	 •	충북도	의료기기	육성	전략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

	 	 •	한국기업	중국진출	전략	및	지원	방안		중국	위해시	기업유치국

	 	 •	중국	의료기기	인허가	길라잡이		중국	CFDA

	 	 •	산업통산자원부	의료기기	관련	사업	소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Healthcare	Ecosystem	in	US		SK텔레콤	헬스케어

12:05	•	오찬

13:15	 •	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지원사업	안내		오송첨복센터

	 	 •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윤영로	교수

	 	 •	의료기기산업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유통구조개선	활동	및	방향		메드트로닉코리아	박재형	부장

	 	 •	건강보험	수가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30	•	휴식

15:45	•	의료기기제도	개선사례	‘GMP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인이	바라보는	의료기기	혁신		서울아산병원	김명준	교수

	 	 •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삼성융합의과학원	최윤섭	교수

18:00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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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 임상검사수탁기관 설립 MOU”
‘녹십자의료재단-나왈로카그룹’ 협력약속, KMDIA ‘MOU 가교역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 황휘)가 스리랑카의 진단

의료 협력 및 기술 수준을 높

이는 ‘임상검사수탁기관’설립

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가교역할을 담당했다.

녹십자의료재단(원장·이은

희, GClab) 및 녹십자엠에스

(대표·김영필)는 나왈로카그

룹(회장·자얀타 다르마다사)

과 6일 녹십자의료재단 본사

에서 스리랑카 콜롬보에 정확

한 진단의 근간이 될 임상검사

센터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기

술적 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약

식을 가졌다.

이번 MOU는 나왈로카그룹

이 해외 병원의 임상검사센터 

설립을 컨설팅하고 시설 및 시

스템구축이 가능한 국내 기업

을 찾으면서, 한국의료기기산

업협회가 진단시약 및 의료기

기 전문기업인 녹십자엠에스

를 연결해주면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녹십자측과 나

왈로카그룹은 세계적 수준의 

임상검사수탁기관 설립을 위

해 필요한 정보교환 및 노력들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약

속했다.

이날 MOU 체결은 녹십자

의료재단 이은희 원장, 녹십

자엠에스 김영필 대표이사, 

나왈로카그룹 Jayantha 

Dharmadasa 회장, 나왈로

카 병 원  L a l  G o t a b a y a 

Chandrasena 이사, 나왈로

카 엔지니어링 변성철 이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 ㈜KCHT 홀딩스 장세

무 회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경원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나왈로카그룹 자얀타 다르

마다사 회장은 MOU 체결을 

통해 “녹십자의료재단, 녹십

자엠에스 및 한국과의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스리랑카의 

임상검사 기준을 확립함으로

써 의료 전문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

을 밝혔다.

녹십자의료재단 이은희 원

장은 “30여년 동안 축적된 역

량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임

상검사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

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스리

랑카 의료발전을 선도하는 나

왈로카그룹이 자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휘 협회장은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서비

스를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는 

협회는 이번 MOU 체결에 가

교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진단

검사기술과 의료기기가 스리

랑카를 비롯해 해외에 소개되

고 진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왈로카그룹 관계자들은 

MOU 체결이후 녹십자의료재

단의 연구실 및 진단검사과정 

등을 살펴보고, 녹십자홀딩스 

이병건 사장으로부터 녹십자

에 대한 설명과 회사의 역사관

을 둘러봤다. 또한, 충북 오창

의 녹십자 공장을 방문, 포

장·운송시스템, 연구소, 제조

시설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

졌다.

임민혁 기자

의료기기업계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제도 및 

지정절차에 따라 이달(7월) 말

까지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

는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품

질책임자를 업체가 자율적으

로 선임해왔으나, 이달 29일부

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수입)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

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품

질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교육

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업체에서 품질책임자를 지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무를 

미이수 시에는 50~100만원

의 벌금조치가 이뤄진다.

품질책임자는 안경사·치과

기공사·방사선사·임상병리

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면허소지자이어야 

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의공기사나 품질경영기

사 자격증 소지자면 가능하다.

학위는 4년제 대학에서 의료

기기 관련 분야를 수료했거나, 

의공계 학·석사학위 소지자여

야 한다. 경력자일 경우에는 의

료기기 관련분야 이외 학사학위 

소지자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의

료기기 관련 분야 고등학교 졸

업 3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품질책임자의 직무는 종업원

의 위상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도록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하고, 작

성된 지침서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 제조소의 품질관리 

결과를 평가하고, 제품의 출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위

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가 이뤄진다.

업체들은 품질책임자를 지

정한 후에, 식약처 전자민원창

구 의료기기에서 품질책임자

를 등록해야 하며, 품질책임자

에 대한 자격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MBC 뉴스데스크는 1일자 

뉴스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

에  따른 보건의료산업의 피해

사례를 ‘트집 잡아 수출길 막

는 중국, 피해 속출’이라는 제

목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의료

기기를 수출하는 모기업은 

“시험성적서를 받는 데만 

2~3년이 걸리고, 한 번에 5천

~6천만원이 드는 수입 허가

도 5년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

면서 중국 진출 10년이 넘었

지만 연 매출은 제자리라는 점

을 꼬집었다. 

특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허가) 

시점이 늦어지면 중국 내에서 

자기들이 제조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생기고 매

출에도 영향이 올 수가 있다”

며 인허가 지연 등으로 중국 

내 공급이 늦어지면 결국 기업

의 부담과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소 한재진 중

국팀장은 중국의 이같은 행태

에 대한 대안으로 “(FTA 추가 

협상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안

을 만들어서 중국 정부에 제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빨리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

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서는 비관세장벽에 막

혀 한중 FTA 효과마저 반감되

는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건강보험 치료재

료 급여기준’을 검색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검

색서비스를 지난달 2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6월 어려운 

전문의학 용어 및 관례로 사용

하고 있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항목을 국민 눈높이에 맞

도록 정리해 ‘쉽게 풀어쓴 치료

재료급여기준’을 e-book 

(www.hira.or.kr-의료정보-

간행물-기타)형태로 공개해 

왔다. 올해는 급여기준을 316

항목으로 재정비했으며, 항목

별·카테고리별 검색이 가능

하도록 DB를 구축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추가했다.

유미영 치료재료 실장은 “이

번 검색서비스는 건강보험에

서 치료재료 인정 범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검색서비스는 심평원 홈페

이지 의료정보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통해 이

용 가능하다.

식약처, 광고사전심의 면제 614개 품목 공고

의료인만 사용 품목에 한해 자사홈페이지 심의면제 

KMDIA 이사회, 새 임원 지엠에스 윤근진 대표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위한 소통의 장 열려”

식약처, ‘제2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 성료

식약처-KMDIA, 청렴생태계 조성 다짐

4일 청렴결의대회 ‘자정결의 및 부패단절’ 선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법 제25

조’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

의 규정’ 제2조 제2항 제6호

에 따라, ‘의료인 등만이 사용

하는 것’으로서 해당 의료기

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홈

페이지를 이용해 광고할 경우 

광고사전심의가 면제되는 의

료기기 품목을 지난달 28일 

공고했다.

그간 의료기기업계에서는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

는 의료기기 품목에서 의료인 

등만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광고사전심의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번 공고를 통해 광고사전

심의 면제가 되는 품목은 추

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2개 

품목을 포함해 총 614개 품목

으로, 전체 의료기기품목 

2,219개(중분류 제외) 대비 

27.7%에 해당한다.

협회 안재근 협력사업부장

은 “의료인만이 사용하는 광

고사전심의 면제 품목은 제조

업자·수입업자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

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에서 정

하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

고매체(신문, 잡지, 방송, 인

터넷, 인터넷신문)를 통한 광

고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

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후관리 

대상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의료기

기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해

당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유의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면제 대상이더

라도 업체가 원할 경우 심의

를 받고 광고(심의 신청시 광

고매체를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광고관리팀(02-596-6050)

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 ·황휘)는 지난달 14일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으로 제조회원사인 ㈜지

엠에스 윤근진 대표이사를 보

선하고, 이선교 보험전문위원

을 재위촉했다. 또한 협회 조

직 개 편 과 

이 에  따 른 

제 규 정  개

정 안 에  대

한  안 건 을 

논 의 하 고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제2차 국제 의료기

기 소통포럼’을 지난달 22일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개

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의료환

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기 개발

과 규제의 조화’로 최신 의료

기기 기술개발 동향과 미국, 

브라질 의료기기 제도 등의 정

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KMDIA 이경국 수석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한

발 앞선 규제변화의 인지와 

대응에 있다”면서 “국제 소통

포럼은 글로벌 규제 정보를 

파악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FDA와 브라질 

ANVISA에서 연자로 참석해 

해당국의 규제요건이나 의료

기기 인·허가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세

인트쥬드메디칼, 존슨앤드존

슨메디칼, 애보트, 메드트로

닉 등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들

이 직접 주제 발표를 했으며 

정부·의료기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청렴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식약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식·의약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하는 청렴결의

대회를 4일 오송보건의료행

정타운에서 개최했다.

이날 청렴결의문 낭독을 통

해 개인의 이익은 배제하고 

국민만을 섬기고 봉사하겠다

고 다짐하는 등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투명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자세를 선서했다. 

또 청렴서약 열매달기 행사에

는 참석자들이 청렴문구가 쓰

여 있는 열매 모양 인쇄물에 

서명 후 나무에 달아 청렴실

천의지를 다졌다.

식약처는 최근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도 수립해 자체 ‘비리

방지 특별감찰팀’을 구성·운

영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 등

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통한 처장과 직원 간 1:1 핫라

인을 개설해 언제든지 비리제

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

부 소통 채널도 강화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황휘 

협회장은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민간의 

윤리의식과 윤리적 경영 또한 

같이 수행돼야 투명하고 깨끗

한 사회가 이룩될 것”이라고 

행사의 의의를 덧붙였다. 

“업계, 7월 말부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해야”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제도 시행

“무역장벽 높아가는 중국, 갈수록 수출길 어려워” 
MBC 뉴스데스크 ‘비관세장벽 해소 위한 정부협상력 강조’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검색서비스 제공
심평원, e-book 형태에서 카테고리별 의료정보 조회 가능

윤 근 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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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대담인터뷰

➓

대한안과학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대한안과학회 태동은 1947년 11월 1

일부터이다. 서울대 의대에서 윤봉헌, 

신성우, 최재유, 김희준 선생님을 비롯한 

20명이 모여 발족했다. 내년이면 70년, 

고희가 된다. 10여년이 조금 안돼 안과

학회잡지 창간호를 시작으로 다양한 학

술지를 발간, 학술연구 성과를 싣고 있

다. 어려운 시절 WHO에서 시력을 보호

하고 실명을 예방하자는 표어아래 국내

에서도 대한적십자와 같이 전국에서 무

료개안수술을 펼치기도 했다. 1970년 

국제안과학회에 정식 가입하면서 더욱 

해외 학술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국내 안

과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처음으

로 아시아·태평양 안과학술대회를 서울

서 개최하고 안과학회의 위상을 키웠다. 

2000년대에 들어 ‘눈’ 건강에 대한 어린

이 조기 눈검사 중요성, 녹내장·백내장

으로 인한 실명예방 등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또 각막 기증운동에 안과의사 

750명이 서약서를 전달하며 장기기증 

인식변화에 학회가 앞장섰다.

2년 동안 학회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포

부와 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보건을 증진

시키고 회원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

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안과의사)들

이 소신 있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보험, 

보험수가제도, 신DRG제도, 회원윤리 

등 여러 산적한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소통을 통한 중지를 모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의지로 나아

가고자 한다. 또 하나는 학술단체로서 

학술적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를 독려하

고, 젊은 안과의사들을 키우기 위해 수

련, 실습에 초점을 맞추는 학회를 만들

어 가고자 한다.

국제 학술대회 개최가 의학 및 학회 발전

에 큰 도움이 된다. 계획이 있는지?

임기 중에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

려고 계획 중에 있다. 다만 내 임기 중

에 개최는 할 수 없고 시도하고 성공

하면 개최까지 5~6년 시간 동안 좋

은 학술대회가 되도록 공을 들여 준

비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안

과학술대회(Asia Pacific Academy 

of Ophthalmology Congress, 

APAO), 세계안과전문학회(World 

O pht h a l molog y  C on g re s s , 

WOC), 국제안과학회(International 

Symposium of Ophthalmology, 

ISO) 중에 유치하려고 한다. 게다가 

아시아·태평양 백내장 및 굴절학회

(APACRS)는 2021년 서울에서 개최하

기로 확정됐다.

국제 학술대회 유치가 힘든 이유가 있나?

요즘 국가간 유치 경쟁이 심해 쉽지 

않다. 더욱이 아시아쪽 국가들이 성장

하면서 안과 의학연구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개최를 크게 기대

한다. 자기 나라에서 학술대회를 유치하

면 나라의 발전과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

이다. 세계학회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시아에서 서로 유치경쟁이 생

기고, 아시아 외 나라까지 참여하니, 세

계학술대회 유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또 위상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 무엇이 남는지?

전 세계 저명한 학자들과 세계적인 업

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누

는 대화를 통해 전문 노하우를 알 수 있

다. 그다음에 외국에서 열리는 학회는 

여건상 매번 갈 수가 없기에 국내에서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참석해서 국제 

의학의 추세와 우리의 수준을 비교하기

에 앞으로의 방향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요즘은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외

국 의료진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세계적인 연구를 같이할 

수도 있다. 또한 젊은 의사들이 좀 더 공

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갈 때 네트

워크를 활용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 

안과적 질환이 증가하는데 학회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학계차원의 계획으로서는 질병관리

본부를 통해 노인성· 퇴행성 질환들인 

노인성황반현상이든지 백내장, 녹내장

의 역학조사를 하려고 한다. 안과적 질

환의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밝혀

야 그에 따른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신

체검사에 있어서 눈 검사의 중요성, 학

교 취학 전 어린아이들에 대한 눈 검사

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하려

고 한다. 

눈 건강을 해치는 많은 조건 속에 살

고 있다. 핸드폰, 컴퓨터 등 근거리 작업

을 많이 하고, 실내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더욱 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

다. 특히 최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청소

년 시기에 인터넷 구매 등으로 무허가 

컬러콘택트렌즈를 사고, 심지어 친구끼

리 바꿔 사용하는 것은 엄청 불결하고 

실명할 요소가 있다. 실명위험성, 부작

용,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법에 대한 홍

보를 강화할 것이다.

안과분야 의료기기개발에 관심이 필요한 

부문은?

우리나라가 현재 광학 분야 및 소프

트웨어 분야의 수준이 상당히 높음에도 

의학 쪽에는 접목이 잘되지 않고 있다. 

국내 제조사가 충분히 개발역량을 가지

고 있지만 시장성의 문제로 시도하지 않

는 것 같다. 국내만으로는 장사가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비침습적인 안과용 진

단장비 개발을 도전해야 한다. 

의사들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이 

매칭되도록 네트워킹을 잘 해주면 좋은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 또 정부가 

의료기기 펀드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

다. 지속적인 R&D 여건이 마련돼야 제

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

발할 것이다. 학회에서도 의료산업의 활

성화를 위해 공론화할 부분이 있다.

협회에서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통

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노력하는 한

편, 학술·학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국내외 학술대회는 의료발전의 성과

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고, 최신 지견

을 공유하며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를 펼

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외국 의료

인과의 교류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

부, 학회, 산업계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

이다. 특히 학회를 열고 발표할 때 산업

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부분이 

유연하고 투명하게 확대됐으면 좋겠다. 

학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는 마냥 규정이 강화되는 것만으로 여

러 문제들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미래를 보고 좀 더 넓혀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발표할 수 있게, 또 좀 더 

많은 외국 의사들을 불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할 것이다. 리베이트에 관련

한 윤리, 과잉진료, 비의료행위 등 매년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 윤리위원회

를 통해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

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

끝으로, 협회와 대한안과학회가 함께 발

전하기 위한 한 말씀? 

국민보건향상이 협회의 목적이자 대

한안과학회의 목적이다. 같은 목적을 가

지고 향해 나가니 큰 뜻을 가지고 협조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좋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면서 건

강을 찾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양 

단체가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

며 같이 길을 가는 것이다.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고 싶다. 

“국민건강, 안과학회-KMDIA 공통의 목표·상호 협력해야”
국내업체 안과진단장비 도전해야, 정부 R&D 펀드 마련 지원 필요

 KMDIA, 의학회 CEO를 만나다 – 대한안과학회 차흥원 이사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KMDIA, 의학회 CEO를 만나다’를 기획, 대한의학회 기간학회장과

의 대담을 통해 보건의료 현안 공유, 학회와 산업과의 연계, 의료계와 산업계가 나아갈 방

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회보 7월호 대담인터뷰 인사는 대한안과학회 차흥원 

이사장이며, KMDIA 황휘 협회장이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대담을 진행했다. <편집자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 대한안과학회 차흥원 이사장

KMDIA,‘의료기술·의료기기’해외 수출을 지원합니다
녹십자의료재단-나왈로카그룹, 임상검사수탁기관 MOU 이모저모

KMDIA, MOU 체결 참여

녹십자의료재단 이은희 원장 MOU 날인녹십자의료재단-나왈로카그룹 MOU체결 후 관계자 기념사진촬영

녹십자를 상징하듯 푸른 잔디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촬영

녹십자 생산시설을 견학, 황휘 협회장이 설명하고 있다.

녹십자 제품의 포장 및 물류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나왈로카 다르마다사 회장과 녹십자홀딩스 이병건 대표

녹십자 본사 앞에서 기념사진 녹십자 주요 제품 및 시설규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녹십자 오창생산기지 방문 환영문구

MOU 체결 후 임상검사센터 견학

녹십자의료재단은 약 300여명의 연구원과 40여개의 검체수송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및 빠른 검사결과를 위한 광주, 대구, 제주 지역 검사실을 운영하고, 전국 병원의 진

단검사의학 및 병리학적 검사 의뢰를 효율적으로 수행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반검

사부터 분자유전검사, 특수생화학 검사 등의 특수검사에 이르기까지 4,000여 항목

의 검사를 하고 있다. 

나왈로카그룹은 1942년 목재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해 호텔, 건설, 가구, 제조, 무역, 

항공, 운송 및 기계렌탈 등 26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나왈로카병원은 나왈로

카그룹이 첨단의료기술 도입 및 우수 치료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1985년에 설립했으

며, 의료기술 및 시설 도입에 스리랑카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기업소개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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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인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국

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취임

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대 국

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

로 선출됐다.

양 의원은 취임사에서 “대한

민국은 1인당 GNP 27,000여

불, 경제규모 세계 11위권, 수

출규모 세계 6위, 원조받던 나

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화

된 유일한 나라라는 커다란 자

부심과 자긍심이 있는 나라”

라며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그리고 사회

양극화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

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상

임위 정수 조정을 통해 위원수

를 21명에서 22명으로 확대

했다. 

또한 복지위 22명 위원은 6

명이 보건의료인 출신이며, 이 

중 4명이 약사, 1명이 의사, 1

명이 간호사 출신이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 의사 출신이 많았던 점과 

비교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초기 안행위에서 다시금 복지

위에서 활동하게 됐으며, 18

대 복지위에서 활동한 약사 출

신 더민주 전혜숙 의원 역시 

상위임을 복지위로 결정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는 새

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9

명, 국민의당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종합뉴스 종합뉴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회원

사와 함께 지난달 18일 경기도 부천시 지역아

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이동건강검

진 행사를 가졌다.

협회는 부천시 지구촌·라이프 2개 지역아

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 60명에게 7

가지 무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MDIA 어린이 이동건강검진사업’은 전국의 

의료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의료 장비가 실린 

이동건강검진 차량(버스)을 이용하여 전문소

아·영상진단의료진 및 검안사·청능사와 함

께 △키/몸무게 △체지방 검사 △시력 검사 △

청력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멘스헬스케어(건강검진버스 

및 초음파 검사), 지엔리사운드코리아(청력 검

사), 한국알콘(자원봉사 및 소아과의사), 한국존

슨앤드존슨비전케어(시력 검사 및 안전교육), 

동방의료기(시력검사기), 메디아나(체지방분석

기) 등 협회 회원기업에서 검사장비 지원과 자

원봉사자 25여명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중 

하나인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최근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이 무허

가 컬러소프트콘택트렌즈를 문방구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착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를 

통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프

트콘택트렌즈’가 의료기기이며,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교육했다. 또한 

안과의사의 처방에 의해 허가된 안경점을 통해 

구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시력교정

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무료 안경지원(한국존

슨앤드존슨비전케어)이 진행됐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어린이가 건강한 사

회’를 가꾸는데 기여하고, 더 많은 협회 회원사

가 이동건강검진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충호)는 지난달 21일 심평원 치료재료실

과 열린 워크숍을 공동 진행했다. 이번 워크

숍은 심평원이 추진중인 치료재료 제도개선 

및 현안, 의료기기업계의 동향 및 의료기기 

트렌드를 공유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심평원은 급여기준 일제정비 추진현

황을 발표했으며, 협회에서는 해외 의료기기 

보험정책 및 국내 도입예상 치료재료, 가치중

심보건의료제도 등을 소개하고 궁금한 사항

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기관은 

향후에도 치료재료제도 개선 현안에 따라 심

평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상호 간 이해를 높

일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KMDIA-회원사,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KMDIA-회원사 6월 어린이 이동건강검진사업 진행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60명 대상 ‘소프트콘택트렌즈 안전교육 및 무료검진’

KMDIA 보험위-심평원, 치료재료 보험 열린워크숍 개최
지난달 21일, 급여기준 일제 정비 추진 현황 등 공유

초음파검사-지멘스헬스케어

즉석사진촬영-한국알콘

체지방검사-KMDIA, 메디아나(체지방분석기 후원)

KMDIA와 회원사는 지난달 18일 부천 지구촌·라이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안전교육-존슨앤드존스비전케어

문진/진찰-소아과의사, 한국알콘

시력검사-존슨앤드존스비전케어

소변검사-KMDIA 직원

청력검사-지엔리사운드코리아

키/몸무게-KMDIA 직원 검사전 의료기기 안전교육

체혈검사-지멘스 헬스케어

양승조 의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취임
복지위,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 각 9명, 국민의당 3명, 비교섭단체 1명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시험검체수 설정 가능

식약처, 의료기기 안정성 시험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인증받은 검사실 사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면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안정

성시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을 지난달 17일 행정예고 했다.

의료기기 안정성 시험의 측

정시기 등 일부내용을 의료기

기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적

용 가능하도록 일부 항목을 

개정했다.

먼저 의료기기의 안정성 시

험기준의 국제조화 측면에서 

현행 고시의 3개 이상 ‘로트선

정’ 적용기준을 삭제하고 측

정시기 및 시험항목 등 의료

기기 특성을 고려해 검체수를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ISO, IEC 등 국제규격에서 

‘로트선정’ 적용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해 시험토

록 했다.

또한 측정시점은 시험개시

와 마지막 시점을 포함해 최

소 2회 시점으로 설정하도록 

했으며, 단 원재료의 분해 또

는 노화로 인한 물리·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중간시점에서의 

특정 측정시기를 추가 설정해 

시험하도록 했다.

특히 기 허가된 자사제품과 

사용기한, 멸균방법, 저장방

법이 동일한 경우 또는 ‘KS P 

ISO 11607-1’에 따른 포장재

료의 세균차단 속성 시험에 적

합한 경우 ‘무균시험’ 시험항

목 설정을 면제토록 개정했다.

또한 가속노화 시험만으로 

사용기한 설정시 장기보존시

험 결과는 품질관리하도록 규

정돼 있어 가속노화 시험만으

로 사용기한(유효기한)을 설

정하는 경우 타당성을 제시해

야 하는 자료제출도 면제됐다.

식약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등 첨단

검사의 경우 임상검사실의 장

비·시설·인력·검사능력 

등 일체를 평가·인증하는 

‘임상검사실 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증받은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의

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절차

를 면제토록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상검사

실 인증제 도입으로 임상검사

실 인증을 받은 검사실에서 사

용하는 의료기기는 허가절차

가 면제(안 제20조의2)됐다. 

임상검사실 인증제 도입에 

따라 장비·시설·인력·검

사능력 등 품질관리체계 및 검

사결과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

으로 검증해 인증한 임상검사

실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등 절차를 면제하고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 등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혼동하지 

않도록 신청 서류의 기재 항

목 등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

3조, 제9조, 제29조)했다. 

즉, 의료기기 허가·인증신

청서 및 신고서 항목의 세부 

기재사항에 있는 작동원리와 

작동계통도를 하나의 세부항

목으로 합쳤다. 

또한 개별 기준규격이 있는 

제품의 경우 공통기준규격에 

개별 기준규격도 함께 적용하

도록 기술문서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을 명확히 규

정했다.

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 적용 질의·응답집’ 발간
한편 식약처는 전기나 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공통기준규격을 적용하는 방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집을 발간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

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고

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을 반영·안내하기 위해 마련

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 적용 범위 및 방법 △의

료기기 기준규격과 적용 관계 

비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

령·정보 → 홍보물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 승 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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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의료기기법시행규칙 33조 1항의 2

호는 의료기기의 입출고 및 품질관리

(시험 기준 및 방법, 표시사항 및 포장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문서와 부속품

의 보관·출하에 대한 관리기록을 작

성·비치하고 그에 따라 수입 및 품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함을, 3호는 

제2호에 따른 수입 및 품질검사에 관한 

수입단위별 기록 및 고객 불만처리 기

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보존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이

해를 돕고자 배포된 ‘의료기기 사후관

리 제도개선 해설서’는 본 규정에 대한 

참고사항으로써 규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3조 1항의 2호와 3호의 명시적 규정의 배경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사

용돼 질병의 치료 및 검진 등에 이용되

는 사용목적의 중요성으로 인해 제조

에서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출고 전 제

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품질관리 시험

을 해야 하며 이를 기록 보관하는 것과 

해당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유통 및 사

용 단계에서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

고 만약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그 추적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품질적 요구조

건이다.

준수사항에 대한 해석의 불일치

앞서 명시적 규정을 수입업계에서는 

‘수입업자 준수사항(이하 준수사항)’이

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에 대한 각종 자

료를 구비하고 있지만, 규정에 대한 모

호함으로 인해 업체 사이의 해석이 각

양각색으로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우선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

품표준서 상에 입출고 및 품질관리를 

위한 항목을 설정함에 있어 허가증의 

시험 항목에 대한 모든 기재를 해야 한

다는 입장과 이를 위한 실질적 관리 항

목을 기재해야 한다는 해석이 상충돼 

왔다. 또한 “품질이 유지됨을 확인(보

증)해야 한다”에서 확인 및 보증의 의미

를 매번 수입단위별로 성적서를 구비

하고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

었다.

이와 같이 업체 간 해석이 분분한 가

운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위원

회 의료기기관리분과는 2016년 중점 

과제로써 준수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

석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에 건의하

고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끌어 냈다.

준수사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는 법규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기 모

호하던 규정을 전면 재해석함으로써 

명확화와 동시에 규정을 합리화했다. 

기본적으로 품질관리는 제품의 제조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그 추적성

을 기반한 품질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

하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모든 수입제

품에 대해 어떠한 문서나 시스템을 통

해서라도 각 제품의 추적성을 확보하

고 관리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수입의료기기의 자가품질관리시험

규격은 표시사항, 포장 등을 포함해 제

조원의 품질관리 시험규격에 따라 제

품표준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자가품질관리시험규격 중 수입업체

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제조원의 자

료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종류(예시: 제조원성적서, 적합선언서 

등) 및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시험방법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의료

기기 수입 및 입출고시 제품표준서와 

수입관리기준서에 작성된 바에 따라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해당 기

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

되, 시험항목 중 일부를 제조원 자료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제품표준서에 기재

한 바에 따라 제품 출고 전까지 관련 자

료를 확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

해야 한다.

이는 수입업자의 실질적인 역할과 책

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식약처의 

감시를 위한 관리기준 또한 명확히 한 

것이다.

합리적 개선에 따른 책임 강화

식약처는 준수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명확화와 함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 유권해석을 내렸다.

첫 번째는 허가증 상의 시험규격을 

입출고 및 품질검사시험항목으로 설정

함을 기본으로 해왔으나, 이번 개선방

안을 통해 제조원품질시스템 하의 최

종품질검사 시험규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허가증에 명기된 

시험항목과 제조원의 품질검사항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규격으로 관리

돼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 준수사항과 

더불어 수입업자는 제조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품의 디자인 변경 또는 

제조과정의 변경 등으로 제품의 성능

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이를 허가에 반영하는 것

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일부 시험항목에 대해 제

조원의 자료로 대체하는 경우, 그 자료

의 종류나 인정범위에 있어 명확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사가 자료의 확보 방법을 

설정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인 품질관리의 효

율성을 높였다. 

수입업자는 확보된 추적성을 바탕으

로 필요시 언제든지 그에 수반하는 시

험성적서 등의 품질문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수

입업자가 준수사항에 따라 품질관리

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GMP 정기심사 시 서류검토가 아닌 현

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리의 부재 시 이에 상응하는 처

분을 강화한 것으로 업계 스스로의 관

리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책임

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준수사항의 합리적 개선에 따라 수

입업자의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업계가 

반기는 이유는 실효성과 명확성 때문

이다. 기존에는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

해 지방청의 감시를 대비하는 업체 대

부분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무엇인

지 모를 죄의식에 시달려 왔다. 이번 개

선방안을 통해 비록 책임은 강화됐으

나 해당 품질관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법규정이 아닌 유권해석에 

대해 식약처 입장에서 주장하기 보다

는 업계의 입장에서 그동안 무엇이 혼

란스러웠는지 이해하고자 지속적인 의

견조회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통

에 힘썼다.

이번 준수사항의 지침을 계기로 업계

가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합리적 개선

과 그에 따른 책임의 강화는 반드시 동

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규정의 명

확화를 통해 업체가 가지는 책임이 예

측 가능해짐으로써 체감하는 규제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간 노력해 주신 식약처와 논의에 

참여해 주신 산업계 모든 분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의료기기‘수입업자 준수사항’의 개선과 책임

개선된 ‘수입업자 준수사항’ 의료기기 관리·책임 강화
식약처, 업계 건의한 ‘모호한 규정’ 명확화 및 합리적 개선

전 종 열

협회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 간사 

지난달 10일 협회 법규위원회 의료기기분과위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와 주요 관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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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장동향

 해외 의료기기 등록 규정 -  러시아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해외)_VOL.37	

_이란	의료기기	시장	진출정보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해외시장뉴스	‘요

르단	의료기기	시장	진출방안(암만무역관)’_2016.6.3

모든 서류 ‘러시아어’ 작성해야

러시아 강제인증도 필수
이란 의료기기 시장 규모 

이란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5

년에 약 8.7억 달러를 기록(세계 35위 

수준, 추정치)했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MENA) 내 5번째로 큰 의료기기 

시장으로 나타났다. 

이란은 기본적인 병원 소모품 이외

에는 내수 생산량이 적어 전체시장의 

90% 이상을 수입 의료기기에 의존한

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는 주로 주사기나 바늘, 카테터, 치과장

비와 정형외과장비 등과 같은 기본적

인 의료용품이다. 

이란의 1인당 의료비는 288달러로 

매우 낮은 편으로 세계평균 1,794달러

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이

란 내 종합병원 수는 884개이며 이중 

84%에 해당하는 739개의 종합병원이 

국공립병원이 특징이다. 인구수는 약 

7,910만 명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

역 내에서 나이지리아, 이집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나, 65세 이상 인

구 비율은 5.1%로 세계수준과 비교하

면 낮은 편으로 젊은 국가에 속한다. 

이란 의료기기 시장 전망 

이란은 2019년까지 연평균 6.4%로 

성장해 11.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

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시장 성장이 예상되나 점

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수

입 의존도가 높은 자국 의료기기 시장

의 생산 현지화(self-sufficiency)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의료관

련 분야 투자로 인해 매년 의료지출 비

용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이란은 2014년 기준 의료기기를 

8.05억 달러 수입하고 13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매년 의료기기 무역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입은 4.0%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입 분야는 영상진단기기, 의

료용소모품 등이며 2014년 기준 영상

진단기기 수입시장이 1.72억 달러로 

전체의 21.4%, 의료용소모품 시장이 

1.33억 달러로 전체의 16.5%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의료용 소모품 시장

은 11.8% 감소했고, 그 외 모든 부분에

서 수입 규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네덜란드(22.3), 

독일(15.2%), 중국(11.2%), 한국

(8.4%), 벨기에(7.4%) 등이며, 네덜란

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전체

의 67%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수출은 매우 미미해서 그나마 주

요 수출 분야는 환자보조기, 영상진단

기기 등이며 2014년 기준 환자보조

기 수출시장이 4.6백만 달러로 전체의 

35.6%, 영상진단기기 시장이 2.8백

만 달러로 전체의 21.9% 차지하고 있

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호주(16.1%), 

한국(14.4%), 아일랜드(9.8%), 폴란드

(7.9%), 독일(7.8%) 등이다.

한국의 대 이란 의료기기 수출현황

2014년 한국의 대 이란 교역량은 

66.8백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0%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88개 기업이 162개 품목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 이란 수입 규

모는 수출 대비 매우 작은 상황으로 우

리나라는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치과

용임플란트(18%), 초음파영상진단장

치(11.9%), 레이저수술기(7.2%), 혈

액저장용기(5.8%), 혈당측정검사지

(5.7%) 순이다. 최근 3년간 인공호흡

기(189.4%), 의료용영상처리용장치 

소프트웨어(161.6%), 이미지인텐시화

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88%)의 수출

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시사점 

이란은 핵 협상 타결로 경제 회복에 

따른 의료기기 시장 성장과 수입량 증

가가 예상되나, 저유가의 영향으로 점

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란의 의료기기 규제 및 관리

는 미국 FDA 및 EU CE와 유사하다.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분류하고 있으며, 이란 의료기기 등록

신청은 보건의료교육부 산하 의료기기

국을 통해 진행하며, 현지 지사가 없는 

수입업체는 페르시아어에 능통한 현지 

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요르단 의료기기 시장 규모 

요르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기준, 의료기기 수입액은 약 2.17억 

달러에 이른다.

주요 수입품목은 사진·영상 촬영기

기(X-ray, CT, MRI 등), 시약 및 실험

장비, 심장 및 신장투석 관련 장비, 수

술도구(성형수술 포함), 병원운영장비

(카트, 집기류 등), 정형외과 관련 장비

(의족, 의치 등의 인공기관 포함), 기타 

의학 소모품 등이다.

또한 요르단 보건부에 따르면, 2014

년 기준 요르단은 병원 109개, 병상 1

만2,041개, 약국 2,298개 규모의 인프

라를 갖추고 있다. 

의료기기시장 특징을 살펴보면 

MENA 지역 최대의 의료관광국으

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만큼 의

료기기 품질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

다. 의료산업 발전 붐에 따라 의료-IT

융합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e-Healthcare 제품, 의료기기, 병원

투자 분야 등에서 시장진출 기회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료기기 수입국은 미국, 유럽 

주요국(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일본, 호주, 한국 등이다.

한국은 대 요르단 의료기기 수출에 

있어서 2013년부터 3년간 꾸준한 수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4

년에는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사

진·영상 촬영기기, 초음파 영상진단

기, 치과용 장비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

다. 특히 2014년 기준 요르단 의료기기 

수입 5대 품목 중 2개 품목(내과용·외

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탈

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으로 창상피복재·반창고·습포제 등)

에서 한국이 10위권 수입국에 포함되

는 등 한국산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

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르단은 MENA 지역 최대 의료관

광 강국이므로, 요르단에서 주로 활용

되는 제품은 주변국의 관련 품목 도입

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MENA

는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

(North Africa)의 합성어로, 사우디아

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속

해 있다. MENA 지역은 아랍어를 사용

하고 유동자금이 풍부하며 국가 위험

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료기기 등록허가

요르단에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 현

지 등록은 필수 절차이며 JFDA(요르

단 FDA)에 CE 또는 FDA 또는 FSC 

중 1가지(제품 종류에 따라 달라짐)가 

등록 필수 서류이며,  현지 에이전트를 

등록 및 판매권자로 지정해 등록대리

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직수입이 불가

능하다. 특히 최초 등록 대리인이 독점

계약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시사점 

요르단 진출을 위해서는 선진국 기준

에 맞는 제품 필요하고 관련 정책 및 행

정 관행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

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품의 질 및 취

득 인증이 선진국 기준에 맞춰야 진출

이 용이하다. 

무엇보다 유능한 에이전트 발굴이 관

건이다. 요르단 의료기기 등록 및 판매

를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 고용이 필

수적이며, 에이전트가 한국 기업의 지

사와 같이 초기 시장 진입부터 사후관

리까지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기 때문

에 진출 희망기업은 유능한 에이전트 

발굴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의료기기 시장 전망 -  이란 및 요르단

“이란, 경제회복으로 의료기기 시장 성장과 수입량 증가”

“요르단, MENA 최대 의료관광국 주위 국가 파급력 커”

<이란 주요 의료기기 수입 국가(2014, %)>

(단위:	달러)

HS Code 수입규모(2014년) 5대 수입국 수입국 중 한국 순위

901890000 63,371,674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한국 5위

901839000 26,166,781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 중국 20위

940290000 9,600,795 독일, 미국,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21위

300590000 7,966,610 중국, 독일, UAE, 스위스, 영국 10위

902212000 7,368,496 미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일본 없음

		자료원:	요르단	통계청

<5대 수입품목 및 주요 수입국 통계>

Middle East+North Africa

의료기기
등록규정

의료기기 시장정보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4

년도 기준 세계 9위 61.1억달러에서 

전년 대비 28.6% 감소하여 2015년도 

기준 세계 12위인 약 44억 달러 규모

로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규

모는 2014년 54.4억 달러에서 1.1% 

증가한 5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러

시아 경제는 자원수출 의존도가 커 경

제제재, 원유 값의 급락, 물가 폭등으

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등 에너지 가격 

및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여건 변

화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이는 

의료기기 수입액 감소로 나타났다. 최

근 러시아 정부는 외국 의료기업의 러

시아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의료산업

을 역점으로 자국 내 생산 인프라 재건

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인 자국의료산

업 육성을 통해 더욱 수입 비중을 낮추

려 하고 있다. 

2015년도 한국 대 러시아 의료기기 

교역량은 9천만 달러로 2012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 시장 

정체를 보이며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수출액 대비 수입의 규모가 매우 작은 

상황으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장

치(15.8%), 치과용임플란트(11.1%), 

개인용온열기(9.5%), 조직수복용생체

재료(7.8%), 의료용핸드피스(6%) 등이 

차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및 거타-퍼차, 의료용핸드피

스의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의료기기 규제 및 일반정보

연방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

면 러시아 영토에서 의료 분야에 적용

하도록 설계된 모든 의료기기는 러시

아 정부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 연방 보건·사회발전 감독국

(Roszdravnadzor)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의료기기에 한해 러시아 연방

의 영토에서 유통이 허용된다. 시험을 

위한 샘플이 러시아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연방 보건·사회발전 

감독국(Roszdravnadzor)의 사전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규제 기관

러시아 연방 보건·사회발전 감독

국(Roszdravnadzor)은 러시아 국내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관장

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등록절차, 등

록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임상적용에 

대한 안전과 효능에 대한 규제 등을 담

당하고 있다. 러시아어로 구성돼 있으

며, 담당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자문을 하지 않으며 특정 제품 등록 건

별 면담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외에 사람의 신체와 접촉이 있거나 

환자, 의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는 제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업

무를 담당하는 연방소비자권익복지보

호원 (Rospotrebnadzor)이 있으며, 이

곳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방기술규칙계량청(Gosstandart)

에서는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러시

아 품질규격을 정하는 기관으로 적

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발급한다.

의료기기 등록 절차

우선적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동

일·유사제품의 여부를 파악하고 의

료기기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유사·

동종 기기의 등록되어있을 경우 유

사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

다. 해당 의료기기의 테스트 요구사

항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테스트할 샘

플에 대한 수입승인서를 제출해야 한

다. 정부가 승인한 실험실에서 테스

트를 수행하여 테스트 결과 및 리포트

를 발급받으면 등록서류를 준비하여 

러시아 연방 보건·사회발전 감독국

(Roszdravnadzor)에 제출한다.

최종 서류검토 결과가 적합할 경

우 러시아 연방 보건·사회발전 감독

국(Roszdravnadzor)은 의료기기 등

록 증명서(Medical 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신청자에게 발급하

고 등록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국

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이는 러

시아 연방 보건·사회발전 감독국 홈

페이지(www.roszdravnadzor.ru)에

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러시아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제

출서류는 등록 신청서, 위임장 사본(등

록 신청은 러시아 현지 업체만 가능), 

의료기기의 표준문서에 관한 정보(안

전, 품질의 요구 조건, 의료기기의 요

구 조건의 부합 여부에 대한 관리 방법

에 대해 예상되는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 기술문서(의료기기의 구

조를 규정하고, 기술적 요구 조건을 정

의하며, 그것의 개발, 생산, 응용, 사

용, 기술적 서비스, 수리, 폐기 및 처분

을 위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 

작업지시서를 포함한 사용설명서, 전

체 형태에 대한 사진(의료기기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포함해야 하며, 18× 

24cm보다 커야 함), 기술 테스트 결과

서, 의료기기의 사용 시 인간 유기체와

의 접촉이 추정되는 독성 테스트에 대

한 결과서, 측정 수단의 승인을 목적으

로 하는 의료기기의 테스트 결과서, 제

출문서 목록 등이다.

의료기기 테스트에 필요한 제출서류

CE 등 국제규격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반드시 러시아 정부가 공

인한 현지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서 효율성, 안전성 및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CE 인증기관에

서 발급받은 CE용 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러시아 허가 

대상 품목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러시아 인증을 위한 테스트 수행

을 위한 제출서류는 해당 여부에 따

라 영문 사업자등록증, ISO13485/

ISO9001 인증서, 적합성선언서

(DoC), EC인증서(Certificate), 제조

업증명서, KGMP 적합인증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CE기술문서

(TCF), 사용자설명서, 안전성(Safety) 

시험성적서, 전자파(EMC) 시험성적

서, 성능(Performance) 시험성적서, 

임상데이터, 위험관리보고서 등이다. 

이중 인증서/선언서/증명서/위임장은 

모두 변호사공증과 아포스티유 공증 

본으로 제출 요구하며 기술문서, 사용

자설명서, 위험관리파일 등은 러시아

어로 제출 요구한다. 임상데이터는 문

헌검색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연구 자

료를 요구한다.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의료기기는 그 위험도에 따라 Class 

1(저위험군), Class 2a(중간위험군), 

Class 2b(상당위험군), Class 3(고위

험군)의 4등급으로 분류된다. 

의료기기 허가등록 신청 시 유의 사항

모든 신청서류는 러시아어로 작성되

어야 하며, 문서의 원본이 외국어로 작

성되어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

인된 러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

다. 제출된 서류는 그 등록 여부와 관

계없이 회수가 불가능하다. 

사람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거나 환자

나 의료진에게 위생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은 러시아 연방 보

건·사회발전 감독국(Roszdravnadzor)

이 승인한 절차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

서 임상시험을 추가로 진행해 연방소비자

권익복지보호원(Rospotrebnadzor)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증

명서에는 의료기기의 품명(필수부품 포

함), 등록일 및 등록번호, 신청자 정보, 제

조사 정보, 생산 장소, 등록 일건 서류번

호, 러시아 연방 보건부의 의료기기 분류

코드에 따른 의료기기 형태 및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잠재적 위험 등급, 러시아 생

산 분류코드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러시아 연방 보건·사회발전 감

독국(Roszdravnadzor) 홈페이지(www.

roszdravnadzor.ru)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채원 대리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해외)_VOL.36	

_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정보

•	의료기기통합정보BANK_러시아인허가제도	

•	8월호	터키	의료기기	등록규정	소개	예정

<러시아 의료기기 분류>

등급 위험 정도 종류

Class 1 Medical products with a low degree of risk microscopes, medical scales, audio reaction 
testers, etc. 

Class 2a Medical products with a Medium degree 
of risk 

audiometers, laboratory equipment, Spiro 
meters, etc. 

C lass 2b Medical products with a higher degree of 
risk 

cardiocheck analyzers, plethysmographs, 
defibrillators, etc. 

Class 3 Medical products with a higher degree of 
risk implants, end prostheses, lithotripters etc. 

수 도	:	모스크바

언 어	:	러시아어

면 적	:	약	1,709만㎢	한반도의	77.421배

인 구	:	약	14,242만명	세계	9위

GDP	:	약	1조1,327억	달러	세계	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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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주요 여정

지난 13일 ‘역대 최단 시일 원(院) 

구성 완료’란 기록과 함께 제20대 국

회가 출범했다. 이날 개원식 기념연

설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도 국회와

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

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

쳐 나가겠다”고 말하며 소통·협치·

존중을 강조했다. 다시금 소통의 중

요성과 함께 소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듣는 행위(聞)’를 되새겨본다. 불가에

서는 수미산에 4대 천왕이 있어 제석

천을 지키는데 그중에서도 북방을 지

키는 천왕이 제일 추앙을 받는다. 이

는 모든 불법을 가장 많이 듣기 때문

이며 따라서 이름도 다문천왕(多聞天

王)이라고 한다. 이처럼 다문은 소통

의 출발이기에 얼마나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지 〈표 1〉의 여정 속에

서 다문천왕의 그림자를 찾아나선다. 

첫 번째 다문(多聞) 과정으로 6월 1

일에는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관

계자들과 협의체를 개최해 다양한 의

견을 청취했다. 이날 모임은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의 가이드라인 개정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기술문서(원재료) 작성방법과 시험

규격 중 피로도 시험항목의 시험방법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피부감작성시

험 중 LLNA시험법의 적용대상 의료

기기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각 기관별

로 외국의 적용사례와 더불어 시험적

용 현황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치과

재료의 품목과 등급재분류에 대한 의

견을 교환하고 다음 달 7월 12일에 

경북대 치과재료 시험평가센터에서

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6월 9일에 구강소화기기분과의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해 내시경의 품목 

재분류(안)과 원재료병행기재 및 치

과용임플란트의 임상자료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내시경의 품목분류

가 사용부위별로 146개로 세분화돼 

있어 다양한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은 

분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가제품

이 없는 품목도 많아 77개나 된다. 따

라서 관련 업계에서 품목분류에 대

한 원칙을 수립해 품목분류(안)을 제

출하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

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동일 부분

품에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위해도가 낮은 비접촉 부분의 원재료

부터 병행기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공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희소의료기기의 지정과 운영

절차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제4차 회의를 6월 1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소의료기기의 지

정대상과 지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그리고 정보공개 및 개

발지원의 근거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따라서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도 희소

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희소의료기기로 허가 후 

재심사를 통해 일정기간 안전성·유

효성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지정에 대

한 적정성 여부(지정해제, 재심사 면제 

등)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국내 제

조업체의 희소의료기기 개발을 활성

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국제 의료

기기 소통포럼’을 6월 22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

럼은 ‘글로벌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기 개발과 규제의 조화’를 주

제로 최신 기술개발 동향과 미국, 브

라질 의료기기 제도 등의 정보를 공

유했다. 주요 내용은 △헬스케어 메

가트렌드 및 최신 의료기기 기술개발 

동향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에 대

한 미국 제도의 이해 △컴퓨터 모델

링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대체 방안 △미국 FDA 디

지털 헬스 프로그램 △브라질 의료기

기 인·허가제도 등이다. 특히 미국 

FDA와 브라질 ANVISA에서 연자로 

참석해 해당국의 규제요건이나 인·

허가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

다. 200여명이 참석해 기술개발 동향

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다. 

한편 브라질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

해 브라질 규제당국자들과 20일부터 

21일까지 ‘한-브라질 G2B 콜라보레

이션’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브라질 

의료기기 규제현황 및 산업현황 정보

를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와 산업기술

시험원과 삼성서울병원의 현장방문

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특히 브라

질 시장진출에 관심을 갖는 10여개 

국내 업체들이 참여해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가 됐다.

7월 주요 소통 일정

성하(盛夏)의 무더위와 함께 매미 

소리가 떠오르는 7월이다. 도심의 가

로수에 맑고 투명한 날개를 모으고 

붙어있는 매미의 모습을 옛 선조는 

익선관(翼蟬冠)의 뒷날개에 옮겨 성

정의 올바름을 일깨워왔다. 자신만의 

집을 짓지 않고 나무에 깃들어 살며

(儉) 평생을 깨끗한 수액만 먹고(淸)

사는 매미의 오덕(五德)은 7월에도 

더위를 이기며 〈표2〉의 일정을 찾아

가는 힘이 될 것이다. 가장 먼저 허가

도우미의 확대에 따라 추가 지정업체

에 대한 맞춤형 지원결과 발표와 운

영 개선방안을 논의할 허가도우미 전

문협의체(7.6)가 준비돼 있고, 치과

재료 품목 재분류 마련을 위한 최종 

의견수렴의 장으로 시험·심사기관 

협의체(7.12)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

러 원주지역 제조업체 CEO를 대상

으로 개최(7.12)하는 설명회는 최근 

허가심사분야에서 변화된 제도와 첨

부자료 요건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할 자리가 되리라 기대

한다. 또한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

기와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의 허

가심사가이드라인(7.8, 7.20), 2등급 

체외진단용의료기기의 심사지침서

(7.19), 그리고 유헬스케어의료기기 

보안가이드라인(7.20) 등을 마련하

기 위한 소통일정은 7월의 무더위에

도 계속 진행된다.

“다문(多聞)의 열기로 국제소통포럼 성료”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7.1~7.8)
○  다기관 협력을 위한 허가도우미 전문협의체(5차)(7.6)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민·관 전문협의체(5차)(7.8)
○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체(4차)(7.8)

2주(7.11~7.15)
○  원주지역 제조업체 CEO 대상 허가심사 민원설명회(7.12)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4차)(7.12)
○ ‘제2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 운영위원회(4차)(7.15.)

3주(7.18~7.22)
○   체외진단의료기기 2등급 심사 지침서 개발 전문가 협의체(2차)(7.19)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민·관 전문협의체(6차)(7.20)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가 협의체(5차)(7.20)

4주(7.25~7.29) ○  홈헬스케어(가정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우수 사례집 협의체(2차)(7.28)

〈표 2〉 7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6월	1일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3차)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	및	의견	수렴

서울역
회의실

12명

○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협의체(2차)

	-`		생물학적	안전성시험의	자료제출	면제	가능한	원재료	현황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1명

6월	3일
○ 의료기기 자사규격 작성 가이드라인 협의체(4차)
	-		원재료의	자사규격	작성요령,	작성예시	등	의견수렴	 의료기기

산업협회

6명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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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 다기관 협력을 위한 허가도우미 전문가협의체(4차)
	-		허가우미	확대에	따른	기관별	맞춤형	지원	결과	발표	및	운영	개선방안	논의

세브란스
빌딩

11명

6월	9일
○ 구강소화기기분과 회의
	-		의료용내시경	품목재분류(안)	논의	및	제조업체	현장방문	

오스템
임플란트(주)

20명

6월	10일
○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3차)
	-		제2차	국제소통포럼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14명

6월	15일

○ NGS를 이용한 제품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전문가협의체(2차)
	-		제품의	성능	및	유효성	평가항목,	시험방법	및	기준	등	검토

서울지방
식약청

10명

○ 희소의료기기 합리화 방안 마련 협의체(4차)
	-		희소의료기기	지정	및	운영절차	합리화	방안	검토

에드워즈
코리아(주)

10명

6월	20일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허가심사가이드라인마련 협의체(4차)
	-		저출력	장치	성능	시험	항목	및	동등품목판단	기준	등	논의

서울역
회의실

8명

6월	21일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가 협의체(4차)
	-		모바일	앱	형태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보안	및	성능	평가	방법	검토

어반플레이스 
회의실

15명

6월	22일
○ 제2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		‘글로벌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기	개발과	규제의	조화’	국제	소통포럼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201명

6월	23일
○ 결핵 및 비결핵 항산균 진단 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협의체(2차)
	-		국외	규제	및	제품	개발	현황조사,	성능	평가	방법	등	검토

서울역
회의실

9명

6월	27일
○ 심혈관기기분과 간담회
 -		전기수술기용	전극	재분류	및	성능시험과	원재료	작성방법	관련	논의

오송 
C&V센터

19명

<표 1> 6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전시회 주관 : 

ZDRAVOOKHRANENIYE 2016
 2016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안내

•일자 : 12월 5일(월)~9일(금), 5일간
•장소 : 모스크바, Expocentre

•2016년 한국관 규모 

    - 108㎡ / 10개사 내외

    - 의료기기, 소모품, 재활치료용품, 병원장비 등

•2015년 전시회 현황 

    - 38개국 약 963개 기업, 방문객 23,260명

•www.zdravo-expo.ru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RSNA)

• 일자 : 11월 27일(일)~12월 1일(목), 5일간
• 장소 : 시카고, McCormick Place Convention Center

• 2016년 한국관 규모

    - 2,000s/f / 약 12개사 내외

• 영상·방사선 의료기기 최신 신제품 및 트렌드 공개

• www.rsna.org

“러시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1974년부터 26회를 맞는 CIS 지역 최대 규모 전시회

• 러시아 수입 의료기기 90% 이상 의존하는 시장

• 제품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시회

모스크바 : 12월 5일~9일

시카고 : 11월 27일~12월 1일

신     청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국제협력팀

문     의 : 한지윤 팀장·류한솔 팀원

               070-7725-6999, 8730

E-mail :  june@kmdia.or.kr, 

                hsryu@kmdia.or.kr

전시회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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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지원부 - 기획관리팀     

 ■ 인사업무

○  신규직원 채용에과한 서류 및 면접전형 진행

○  전직원 대상 교육 

 -  보고서작성법 온라인 교육 종료(2016.06.01~30)

 -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 안내 및 시행(2016.07.01.~31)

   ▶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6.06.30)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71 185 160 363 708 161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7 4 0 3 7 0 0

■ [KMDIA] 제1회 의료기기산업 대상 포상자 추천(07.12)
○  주요내용 : 포상대상자 추천 안내 및 공적조서 요청 

■ [KMDIA] 제13회 정기 정기워크숍 관련 준비 회의(06.30)
○  일시 : 2016.07.22(금) / 장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볼룸

■ CHAMP 교육 관련(06.30)
○  CHAMP 교육 과정별 결과보고서 제출 / 보건산업인력개발원

 -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ISO 10993)-1차’ 결과보고서

 -  ‘IEC 60601-1(3판) 설계 및 Usability 실습 특화과정-1차’ 결과보고서

○  CHAMP 교육 월별 과정 홍보 및 교육생 선발 등 교육 준비

 -  의료기기 GCP 및 임상시험 기본과정(2차)

■ [식약처] 한-브라질 의료기기 G2B 콜라보레이션(산업계 간담회)(06.21)
○  참석자 : 이정림 심혈관기기과장 외 3명, 브라질 규제당국자

○  주요내용 

 -  산업계 기관(삼성서울병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방문

 -  브라질 규제당국자 초청 산업계 간담회

■ [KMDIA] 한-일 공동 제약 및 의료기기 심포지엄 일본 도쿄 참가(06.23)
○   참석자 : 홍순욱 상근부회장, 이상수 보험위부위원장, 김주영 국제위부위원장, 백경윤 윤리위위원

○  주요내용 

 -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정보 교류

 -  개회 인사말 및 의료기기 분야 세미나 발표

■ [KMDIA] 해외 전시사업 관련
○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모집중(2016.11.27(일)~12.01(목))

○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준비(2016.12.05.(월)~12.09(금))

■ [국제교류위원회] 국제교류사업 관련
○  해외 유관단체 및 협·단체 조사 - 대륙별, 국가별 분류해 해당 주요협회 조사 

   ▶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법규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 회의 제2차(06.01)
○  주요내용 : 내시경품목 재분류 및 구성품에 대한 원재료 복수기재 허용 등 안건 검토

■ [법규위원회] 전체위원 회의 제1차(06.02)
○  주요내용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 간담회 결과 공유(의료기기수입업자 준수사항 합리

적 개선 및 표시기재/광고/품질 및 사후관리 관련 질의사항 해설)

■ [법규위원회] 식약처-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 제2차(06.09)
○  참석자 : 식약처(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 외 4명, 법규위 구강소화기기분과장 외 12명, 협

회 김만석 차장 외 1명 등 총 20명

○  주요내용 

 -  내시경품목 재분류(안) 논의 

 -  국내 내시경 품목허가현황 및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추가의견 반영 식약처에 전달 예정

 -  구성품에 대한 원재료 복수기재 허용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현황 조사 결과 국내에서만 같은 모델명에 대한 복수 원재료 허가

변경 및 신규허가 불가, A품목군을 시작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조치, 2등급 기술문서심사

기관에도 통보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의 사용목적에 따른 임상제출유무 명확화 

 -  오스템임플란트(주) 공장 견학 : 성능시험 멸균 포함한 전반적인 제조공정

■ [법규위원회] 식약처-의료기기관리분과 워크숍 개최(06.10)
○  참석자 : 식약처 주선태 의료기기관리과장 외 9명, 법규위 황선빈 의료기기관리분과장 외 7

명 등 총 22명

○  주요내용 : 2016년도 제2차 의료기기관리분과 간담회 결과에 대한 심층 토론

■ [법규위원회] 식약처-법규위 심혈관기기분과 간담회 제2차(06.27)
○  참석자 : 식약처(평가원) 이정림 심혈관기기과장 외 4명, 법규위 이효성 심혈관기기분과간사 외 13명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원재료 평가방법 합리적 개선 방안 및 전기수술기용 전극 재분류에 따

른 시험평가방법의 적절성 등 논의

■ [체외진단제품위원회] 의료기기 수입업자 준수사항 관련 간담회(06.30)
○  참석자 : 체외진단제품위원회 한승미 법규분과장 외 30여명

○  주요내용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관리분과 간담회 결과 공유(의료기기수입업자 준수사항 합리

적 개선 및 표시기재/광고/품질 및 사후관리 관련 질의사항 해설)

■ [보험위원회] 치료재료 가치평가 프로젝트팀 회의(06.28)
○  참석자 : 가치평가개선 프로젝트 유수정 리더 및 부리더 5명

○  주요내용 : 가치평가 운영 및 규정 적용에 대한 세부항목 개선 요청 사항 후속 논의

■ [보험위원회]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교수 초청 특별강연(06.28) 
○  주요내용 : 건강보험 관련 정책 현황 및 전망

■ [보험위원회] 보험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06.28)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주요 현안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공유 등(해당 자료 전체 보험위 공지)

■ [보험위원회] 별도산정기준개선 프로젝트 집중전략 워크숍 개최(06.03)
○  주요내용 : 정부의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보상 체계 및 치료재료 별도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을 위한 업계의 전략수립 논의

■  [보험위원회] 치료재료 가치평가 프로젝트 회의 참석(심평원-협회 가치평가개선 
회의에 따른 사전회의)(06.08)

○  주요내용

 -  가치평가 사례 공유 및 운영 개선사항 발굴

 -  평가대상 필수 요건 자료의 정의·범주·사례 공개

 -  기술문서 등 평가 시 필수요건 내 비교자료 기준 완화, 가산 최소점 하향 조정

 -  검토기간 지연 등

■ [보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관련 회의(06.09)
○  참석자 : 보험위·법규위·체외진단제품위 위원 8명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  신청과정 : 홈페이지 활용성, 신의료기술평가 상담

 -  평가과정 : 평가소요기간,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 절차와 결과의 투명성

 -  원스톱서비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등

[ 협회, 찾아가는 회원서비스 추진]

Blue Sky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Blue Sky’이라는 협회보 섹션을 통해 한 달 동안 협회 및 산하 9개 위원회가 
활동한 주요 내용을 회원사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회원사 및 업계의 권익 대변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앞장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협회의 모습을 ‘Blue Sk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위원회] 빅데이터 연구회 회의 개최(06.10)
○  참석자 : 빅데이터 공동회장 외 연구회원 30여명

○  주요내용 

 -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 소개

 -  연구회 참석자별 원하는 빅데이터 연구주제 취합 및 향후 연구회 운영방안 논의(3차 회의 

: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4차 회의 : 빅데이터 활용 사례 스터디 및 중장기 계획 논의)

■ [KMDIA] 심평원-협회 가치평가 개선 회의 참석(06.16)
○  주요내용 : 가치평가 운영 개선사항 건의 및 개선방안 논의

   ▶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보험위원회]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06.10)

○  주요내용 : 통합심사 시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2등급 의료기기 포함 요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술의 사

용목적 일치 문구 삭제 요청/확인결과 기한 요청

■  [보험위원회]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06.10)

○  주요내용

 -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제출

 -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의 통합심사

 -  2등급 의료기기 포함 요청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일치 문구 삭제 요청

■  [법규위원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의견 검토결과 회신 안
내(06.13)

○  주요내용 : 식약처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제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 품질

책임자 자격요건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협회가 제출한 세부전공 나열에 대한 삭제 의견에 대하여 수용하였음

을 회신함

■ [법규위원회] 식약처 ‘의료기기 수리업무 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 제출(06.24)
○  주요내용 : 수리업신고가 면제되고 있는 자사제품의 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조(수입)업

자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 제외 요청, 제

조(수입)업자의 수리정보제공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한 문구 수정 등 

■  [법규위원회]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몰규제 정
비에 따른 의견 제출(06.27)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

을 정한 것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로 재검토 기한 연장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법규위원회]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몰규제 정비(안) 의견 제출(06.30) 
○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7조는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임대)업 신

고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재검토 기한 연장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산업정책연구부 - 정보분석팀, 미래전략연구팀

■ [KMDIA] 의료기기 실적보고 시스템 개편 회의(06.24)
○  주요내용 : 실적보고 시스템 개편 관련 개발 사항 검수

■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전문가회의(06.23)
○  참석자 : 과제 진행자, 신한관세법인 상무 및 관계자

○  주요내용 

 -  의료기기통합정보뱅크 콘텐츠 중 해외 10개국의 통관 및 관세에 관련된 정보 공유

 -  통관 및 관세 관련 조사 보고서에 대한 자료 검토 및 추가 정보 수집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사업 업무 협의(06.24)
○  주요내용 :  2차년도 사업계획 관련 업무 분장 논의

■ [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회] 제1회 실무위원 회의 개최(06.28)
○  참석자 : 협회 한지만 부장, 이채원 대리 외 위원회 실무위원 13인 

○  주요내용 : 2016년 사업계획 공유 및 추진방향 논의

■ [미래부] 신시장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사업 업무 협의(06.30)
○  주요내용

 -  2차년도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 방법 논의

 -  세부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논의

   ▶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식약처] 항균골시멘트 평가 가이드라인(안) 검토 및 추가 자료 전달(06.2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설문회신(06.20)

   ▶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기준 : 2016.06.30)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50 16 3 66 135 545 7,608 8,288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기준 : 2016.06.30)

구분 처리 2016년

제21차~제25차

승인 110

394 1,712조건부 승인 278

미승인 6

심의면제
적합 102

323 2,091
부적합 221

심의변경
적합 36

56 743
부적합 20

조건부이행보고
이행 140

195 1,385
불이행 55

※2016년 : 2016.01.01~2016.06.30 기간 중 전체 처리 건수

   ▶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의료인 등 사용 의료기기 광고심의 면제 품목 지정 공고 안내
○  일시 : 2016.06.28(화) / 장소 :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주요내용 :  심의 면제 품목 : 614개(전체 2,219개 품목 대비 27.7%)

 

■ 혈당측정검사지(개인용 체외진단검사시약II) 사용기한 표시 안내(06.28)
○  목적(배경) : 제품에 따라 개봉 전·후 유효기간이 상이하여 유효기간 초과 제품의 경우 성

능(정확도)에 문제 발생 가능(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협조 요청)

○  주요내용 :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혈당측정검사지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광고물 내 제품 유

효기간(개봉 전·후)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안내

○  후속계획

 -  해당 품목  심의 시 광고 내용에 정확한 유효기간 표시 

 -  심의 받은 광고의 경우 유효기간 표시에 대한 “심의변경” 처리

■ [간납업체개선TF] 6월 정기회의 개최(06.20)
○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 개정을 위한 입법 추진 사항 점검

 -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필요여부 검토

■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 개최(06.17) 
○  주요내용

 -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검토(채주엽 부위원장)

 -  공정경쟁규약 심화 사례(박완빈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공정거래관련 Code: 국제 코드 비교 및 전세계 트렌드(황지만 이사, 딜로이트안전회계 

법률사무소)

 -  「의료기기산업의 공정경쟁규약이 나아갈 방향」

 -  규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  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유관 단체와의 공조 방안 등

   ▶ 보도자료 배포

■ [국제협력팀] 한-일 의료기기산업 동반성장 협력 모색
○  배포일/엠바고 : 2016. 06.24(금)/배포즉시

○  보도내용

 - 제1회 한-일 제약, 의료기기 공동 심포지엄 개최

 - 한-일 양국의 의료기기산업 정책 및 정보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홍보지원팀] KMDIA-회원사공동 어린이이동건강검진활동 진행
○  배포일/엠바고 : 2016.06.20(월)/배포즉시

○  보도내용 : 협회와 회원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결과

■[홍보지원팀] KMDIA 회원사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  배포일/엠바고 : 2016.06.21(화)/배포즉시

○  보도내용 

 - 조직개편의 의미 및 부서소개(업무 및 역할)

 - 회원사 지원서비스 강화 내용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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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메디쎄이(대표·장종욱)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인공 디스크의 제

조방법 및 인공 디스크’의 특허 등록 

결정을 통보받았다.

인공 디스크는 인체의 노화에 따

른 퇴행성 척추질환, 외부의 충격 

및 올바르지 않은 자세에 따른 디스

크의 손상 및 이탈로 인한 디스크 이

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이번 특허기술은 기존의 인공

디스크 제조법에 비해 내구성을 크

게 향상시키고, 인공 디스크의 구조

를 개선해 인체의 움직임이나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도 충격을 완화시

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인공 디스크는 디스크 본

래의 기능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

록 하면서, 척추뼈에 견고하게 고정

되도록 척추뼈와 접촉하는 상판과 

하판은 견고한 금속 재질로, 충격 완

화 역할을 하는 중간체는 폴리머 재

질로 형성됐다. 하지만 상, 하판과 

중간체 사이 이종(異種) 재질 간의 

마찰로 인한 중간체의 마모가 발생

하게 돼 인공 디스크의 기능을 소실

하고 중간체의 파손과 그 찌꺼기가 

환자의 신체 내부로 유입돼 합병증

이나 통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반면, 메디쎄이의 이번 특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금속 

상, 하판에 중간체와 동일한 폴리머 

재질의 추가 상, 하판을 형성해 중

간체와의 접촉면에서 상판의 움직

임에 따른 마모 및 충격을 최소화해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장종욱 대표는 “이번 특허 기술을 

당사의 주력 제품인 척추 임플란트 

제품과 접목해 제품 개발 및 경쟁력

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내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오(대표·김진백)가 디지털 임

플란트 전문가 육성을 위해 본격적

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디지털 덴

티스트리’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담

당하게 될 디오디지털아카데미(DIO 

Digital Academy, DDA)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디오는 지난달 11일 부산에서 최

병호 교수(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

스병원)와 20여명의 아카데미 연사

들이 모여 출발을 알리는 미팅을 시

작했다. 이어 18일 부산과 25일 충

북 청주에서 각각 디오 디지털 아카

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반기 

전국에 걸쳐 30여 차례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디오 디지털 아카데미(DDA)는 디

지털 임플란트 ‘디오나비’의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내외 치과의사를 대

상으로 진행하는 실습형 핸즈온 중

심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이다. 치과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식 교육 프로

그램인 동시에 실제 임상에 바로 적

용할 수 있도록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자

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치과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임상케이스를 채

택해 DIOnavi(Surgical Guide) 이

론, 영상교육, DIOnavi를 이용한 핸

즈온 및 Live Surgery(실제 시연)를 

참관 가능하며 실제 프로그램을 수

료만 하더라도 치과 진료 전체를 마

스터할 수 있다. 또 DDA를 통해 치

과 유저 및 스텝들이 디오나비의 숙

련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치

과 시장이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발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디오는 7월에도 서울과 광

주(9일), 경남권(16일)에서 디오 디

지털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며 

DDA 프로그램 참여는 전국 어디에

서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상아프론테크(대표·이상원)가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대표·한동

규)와 자사가 직접 개발 양산하는 의

료용저압지속흡인기(그린박)의 국

내 유통 및 판매 독점 공급계약을 체

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짐머바이오메트는 

독점적으로 국내 유통 및 판매를 전

담하며 추가적인 후속 제품 개발에

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는 수술 

후 환부에 생긴 체액, 혈장 등의 분

비액을 진공상태로 유지하며 지속

적으로 배액(Drainge) 하는 목적으

로 사용되는 수집용기이다. 신속하

게 분비액을 배액 함으로써 조직 층

간의 사이를 좁혀주며 항생제 사용

을 줄여 치유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내 의료용저압지속

흡인기 시장은 약 120억원 규모로 

연간 80만 개가 사용되고 있다.

상아프론테크의 ‘그린박’은 기존 

방식의 흡인기 단점을 보완한 밀폐

형 진공 흡인기로, 균일한 배액 압력

의 유지가 가능하다. 특히, 간편한 

교체가 가능하고 밀폐된 상태에서 

폐기함으로써 병원 내 2차적인 감염

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상아프론테크 관계자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짐머바이오메트와 

유통·판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의료기기 시장 진입에 있어 확실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신제품 개

발과 안전필터주사기의 시장진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고 밝혔다.

메덱셀(대표·차동익)은 지난 5

월 말 나흘간 미국 FDA로부터 QS/

GMP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FDA

가 실시하는 메덱셀의 품질시스

템 및 우수 제조관리 기준(Quality 

System/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관한 심사로, 미FDA 

인증을 득한 제조업체가 의료기

기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21 CFR 

Part 820)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3월, 미 FDA 홈페이지에 메

덱셀은 수입경보(Import Alert) 리

스트에 올랐으나, 이는 FDA 심사

에 대한 통지문을 우편으로 전달받

으면서 심사에 응한다는 회신이 지

연돼 일어난 단순 해프닝이었다. 통

지문 회신 문제가 해결되자 곧바로 

FDA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들이 철

회됐고,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따라서, 지난 5월 23일 미 FDA 

측의 심사관이 한국으로 파견돼 나

흘간 메덱셀을 방문했고, 제조시설 

및 각종 품질/생산 문서 등을 심사

했다. 심사관은 문서 내의 오타까지 

꼼꼼하게 지적하며, QS/GMP에 대

해 광범위하게 심사했다. 심사관은 

심사 후, 보고된 메덱셀의 지적사항 

내용은 합리적이며 개선 가능한 경

미한 사항으로, FDA의 정해진 규정

에 따라 조치 계획을 작성해 보고했

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메덱셀 조용수 QM 팀장은 “해외

시장에서 제품 품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모든 과정을 체계화

시켜, 기계적 오류와 제품 불량을 줄

이면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 궁극적인 품질관리의 목표이다.

이번 FDA 심사를 통해 메덱셀은 

“미국의 선진 QS/GMP를 몸소 체험

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향후 메

덱셀의 세계로 진일보 나아가는 토

대를 마련해 회사의 미래가 밝다”라

고 FDA 심사 소감을 남겼다.

차동익 대표는 “FDA의 QS/GMP 

심사를 통해 품질시스템을 더욱 안

정화하고 현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

전시켰으며, 이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철저한 품질

관리 및 GMP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천 의지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

계적으로 훌륭한 품질의 제품을 지

속적으로 선보일 것”을 밝혔다.

메디쎄이, 3D활용 ‘척추수술 인공디스크’ 특허

제품 개발 및 경쟁력 확보, 국내외 매출 증대 기대

디오, ‘디오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 

치과계 디지털 임플란트 전문가 육성 목표

상아프론테크- 짐머바이오메트, 그린박 공급계약

‘의료용저압지속흡입기’ 유통·판매 매출성장 기대

메덱셀, FDA 심사 성공적 마무리 품질확보

차동익 대표 “품질관리시스템 한단계 성장, 최고 제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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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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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3일(토) 경기도 의정부시 / 10월 or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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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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허준)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이사

장·조범구)과 업무 공조 협약을 체

결했다.

 지난달 30일 메드트로닉코리아 

사무실에서 조범구 이사장, 허준 대

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

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메드트로닉코

리아는 한국심장재단이 주관하는 

개발도상국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심장수술 관련 의료제

품과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까

지 연수를 마치고 본국

에 돌아가 근무하는 전

문의는 7개국 30명에 달

한다. 

또한 국내 환자의 심장

판막 질환 관련 인식 향

상을 위한 한국심장재단

의 캠페인 활동에 양측

이 상호 협조하게 된다. 

조범구 이사장은 “이 

협약을 통해 개발도상국

의 심장수술 술기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심장판막 질

환을 올바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됐다”면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허준 대표는 “환자의 고통 경감과 

건강 회복, 생명 연장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기술 기업 메드트로닉은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질병의 심각

성을 알리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

고자 한다”면서 “한국심장재단을 비

롯한 여러 파트너와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스타키코리아(대표·심상돈)이 

경북지역에 스타키보청기 구미센터

와 영천센터를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한 구미와 영천센터

는 청각학과 교수진 및 청능사, 청

각, 언어치료사 등 분야별 최고의 전

문 연구진들로 구성돼 있어 청력검

사는 물론 보청기 상담 및 보청기 피

팅 등 국제화 기준을 만족하는 최첨

단 장비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청기가 없으면 불편하거나 바쁜 

고객들을 위해 좀 더 빠른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보청기 수리 전문 

센터를 구축시켰다. 더불어 언

어치료사, 청능사, 청각사의 활

발한 연계로 이뤄진 유소아 난

청 청각재활 전문기관을 설립

해 영·유아에서부터 학령기 

아동까지 언어치료실과 이비인

후과와 연계해 청각재활 서비

스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구미·영천센터 오픈식에 참

석한 스타키코리아 심상돈 대

표는 “구미와 영천지역에 그동

안 스타키 보청기 센터가 없어 주민

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두 지역

에 오픈하게 돼 지역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도

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한편 스타키 보청기 구미·영천센

터 김영민 대표는 이번에 오픈 한 구

미, 영천센터 외에도 대구, 안동, 포

항, 울산, 부산까지 총 7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지역에 

인증 통합 서비스  센터를 구축해 운

영중이다.

한신메디칼(사장·김정열)은 최

근 신제품 자외선소독기를 출시했

다. 자외선소독기는 살균력이 가장 

강력한 253.7nm 파장의 자외선 살

균 등과 120C의 건열을 이용해, 모

든 균종에 대해 우수한 살균력을 실

현함은 물론, 저비용의 경제성과 간

편하게 사용하도록 돼있다.

이 제품은 병원 규모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도록, 32리터(HU-4030), 

52리터(HU-4050), 107리터(HU-

5610)의 3종류가 있으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한 제어로 전 사이

클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사이클 진

행 중 체임버 내부온도, 예상 잔여시

간과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자동 온도조절 기능과 시간

설정 기능 그리고 4가지 소독 방법

의 선택 기능은 물론, 동작 중 문제

가 발생하면 자기진단기능 (Self-

Diagnosis)에 의해 경보음이 발생

하는 등 피소독물의 안전한 소독을 

위한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신메디칼 관계자는 “신제품 출

시로 지금까지 자외선소독기에 대

한 인식 변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제품에 대한 문의는 한신메디칼 

본사(032-500-8846) 또는 각 지

방출장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엔리사운드(GN ReSound) 그

룹이 ‘2016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에서 소비자 브랜드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1일 서울 국회헌정기념

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소비

자대상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소비

자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리사운드 보청기는 보청기 

부문에서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수

상했다.

덴마크에 글로벌 본사를 둔 리사

운드 보청기는 TV, 컴퓨터는 물론 

아이폰, 아이패드, 삼성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의 무선 청취 

및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보청기 사

용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히어링’ 기술을 개발해 스마

트 보청기 ‘링스 스퀘어’를 출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삼성전자, CJ

제일제당, 현대자동차 등이 공동 수

상했다.

리사운드 보청기 장규환 대표는 

“2년 연속 소비자대상 수상으로 리

사운드 보청기에 대한 고객의 신뢰

와 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

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

과 차별화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영을 통해 대한민국 보청기 시장

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

했다.

한편, 리사운드 보청기는 ‘더 좋은 

보청기를, 더 많은 난청인이 사용할 

수 있게’라는 정부의 보청기 지원금 

제도 확대의 취지를 알리고, 실현하

고자, 전국 이비인후과 종합병원 및 

전문 병의원을 중심으로 ‘더 좋은 보

청기 정부지원금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메드트로닉-한국심장재단 업무공조 협약

개도국 의료진 연수지원, 심장판막질환 인식개선사업 협력

스타키보청기, 구미·영천센터 오픈 

보청기 상담·피팅 등 최첨단 장비 활용한 서비스 예정

한신메디칼, 자외선소독기 신제품 3종 출시 

강력한 살균력, 안전한 피소독물, 저비용의 경제성 

리사운드보청기, 대한민국소비자대상 2년연속 수상

“혁신적인 제품, 차별화된 고객관리로 보청기 시장 선도”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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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  보건복지부

◇전보=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

정책과장 신꽃시계 △보건산업정책국 생

명윤리정책과장 황의수 △국립정신건강

센터 약제과장 방혜자 △국립재활원 약

제과장 송소연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

담당관 박기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국장급 △기획조정관 양진영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장 홍진환

◇승진= 국장급 △식품안전정책국장 윤

형주

◇전보= 과장급 △식품영양안전국 건강

기능식품정책과장 홍헌우 △식품안전정

책국 식품정책조정과장 한상배 △식품관

리총괄과장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 연구기획조정과장 김미정 △식품위

해평가과장 구용의 △첨가물포장과장 김

미경 △영양기능연구팀장 윤혜성 △화장

품심사과장 최보경 △생물의약품연구과

장 정자영 △생약연구과장 이효민 △독

성연구과장 손수정 △특수독성과장 이종

권 △서울지방청 수입관리과장 장경애 

△유해물질분석과장 김도훈 △부산지방

청 운영지원과장 최숙자 △식품안전관리

과장 정의한 △수입관리과장 송성옥 △

시험분석센터장 강태석 △경인지방청 식

품안전관리과장 송인환 △의료제품안전

과장 이윤제 △수입관리과장 홍영표 △

대구지방청 운영지원과장 이제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 실장급 △의료정보표준화사업

단장 김형호 △의료자원실장 오영식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김숙자 △의정부

지원장 박인기 △인재경영실(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육) 배수인 

◇전보= 실장급 △약제관리실장 최명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이경자 △심

사관리실장 김충의 △부산지원장 주종석

◇승진= 부장급 △경영지원실 총무부장 

김한정 △정보통신실 정보개발1부장 김태

성 △국제협력단 국제협력개발팀장 박한

준 △치료재료실 재료기준부장 조숙향 △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의약정보개발팀장 

김국희 △심사1실 심사2부장 손경애 △평

가1실 평가운영부장 국선표 △평가1실 평

가개발부장 정완순 △평가2실 평가3부장 

이영미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2

부장 김윤희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장 

이경수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장 조강수 

△대구지원 운영부장 최수경

◇승진= 부장급 △고객지원실 진료비확

인부장 신영순 △정보통신실 정보개발2

부장 최동진 △급여기준실 급여개선부장 

박혜경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장 박영

미 △DUR관리실 약품비관리부장 정향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

개발부장 이덕규 △심사운영실 심사개발

1부장 황용상 △심사1실 심사1부장 권연

선 △심사2실 심사6부장 이순옥 △심사

관리실 심사관리부장 남영현 △평가2실 

평가관리부장 박인실 △급여조사실 조사

관리부장 오병록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장 백영재 △자동차보험

심사센터 자보심사개발부장 김철웅 △광

주지원 심사평가부장 김무성 △대전지원 

운영부장 김민선 △수원지원 심사평가1

부장 황대능

심평원,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임명

심평원은 지난달 16일자로 신임 개발

상임이사에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을 임

명했다.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1959년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성균관

대(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조

합연합회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 대구

지원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의료정

보분석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개발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18년 6

월 15일까지 업무를 담당한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임명= 부장급 △경영지원부장 과장 양

은미 △정책사업부장 차장 김만석 △협력

사업부장 차장 안재근 △산업정책연구부

장 부장 한지만 △대변인 과장 임민혁

◇임명= 팀장급 △경영지원부 재정운영

팀장 대리 한다래 △회원지원부 회원관

리팀장 과장 정유희 △교육연구팀장 과

장 조수중 △국제협력팀장 대리 한지윤 

△정책사업부 보험정책팀장 과장 최영미 

△협력사업부 통관관리팀장 대리 김설희 

△광고관리팀장 과장 김은경 △공정경쟁

관리팀장 대리 윤효상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장 과장 강광복 △미래전략연

구팀장 대리 김상훈

◇전보= △경영지원부 기획관리팀 김민

성 △회원지원부 교육연구팀 이윤모 △

국제협력팀 류한솔 △협력사업부 통관관

리팀 대리 이소슬 △통관관리팀 박수현 

△통관관리팀 강지형 △통관관리팀 권혜

민 △광고관리팀 안창희 △광고관리팀 

유나래 △광고관리팀 강탁운 △산업정책

연구부 정보분석팀 대리 이채원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참엔지니어링㈜ 김인한 031-330-8500 제조

유니메드제약㈜ 김건남 02-2240-5254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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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내 의료기

기산업 관련 정책수립, 발전방안, 연구, 

경영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6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실적통계 편람’을 발행합니다.

이에 원활한 편람발행을 위해 회원사 

및 의료기기업계의 광고 협찬을 요청드립

니다.

■ 편람 및 부록 CD 주요 내용

•  2015년도 의료기기산업통계, 상위 30위 국가

별, 업체별 품목별 생산·수출입 실적 현황, 

통계 및 업체 현황,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

인 등

■ 회원사 광고비 20% 할인

2016 의료기기 통계 편람 광고 협찬 안내
- 2015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 수록 -

회원사정보 / 분류번호정보
의료기기법령자료 / 통계자료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통계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부록 CD

2015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편람

135-74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역삼동, 여삼빌딩8, 9층)
Tel : 02)596-7404 Fax : 02)596-7401
E-mail : kmdia@kmdia.or.kr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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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문의 :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 이채원 대리

        (Tel. 02-596-0848, E-mail : semin0618@kmdia.or.kr)

  HU-4030 (32리터) 

HU-5610 (107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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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케치

한국민속촌은 성큼 다가온 여름을 맞아 시

원한 자연으로 떠나는 체험행사 ‘시골 외갓집

의 여름’을 진행한다. 매년 선보였던 시골 속 

여름나기 체험에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더

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체험은 ‘수박서리

체험’, 올해 또 찾아온다. 수박을 지키려는 마

을 이장 캐릭터와 수박을 서리하려는 관람객

의 흥미진진한 추격전이 폭소를 자아낸다. 또 

마을 이장의 재선을 축하하는 특별공연 ‘민속 

노래자랑’도 수박밭에서 열린다. 

 <가로 열쇠> 

(1)노란색의 둥글고 큰 꽃이 피는, 해를 

따라 도는 키가 큰 꽃(2m) (3)임금의 높

임말 (5)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7)속이 메스껍고 역겨

워 토할 듯한 느낌 (9)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탁자에 까는 보자기 (10)담배를 몹

시 많이 피우는 사람. 그는 지독한 ~로 

잠시도 쉬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 (12)벨

벳. 비로드 (13)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끄

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수레 (15)부모가 

운명할 때 그 자리를 지키며 모심 (16)손

가락에 인주를 묻혀 찍는 도장. 손도장 

(19)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 자식 

(21)서양화에서 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

린 그림 (22)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 (24)

문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일 (25)

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는 음식. 평생 그

런 ~은 처음 먹어 보았다. □수□□

<세로 열쇠> 

(1)물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

춘 바닷가 (2)가벼운 기체를 넣어서 공중

에 띄우는 물건 (3)농악대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 (4)주체적

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의존

하는 소년이나 남자. □마□□ (6)물고기

나 나물을 짚 따위로 길게 엮은 것 (8)건

장하고 튼튼한 체격. ~이 장대하다 (9)일

정한 기간 동안 먹을 음식의 종류와 순서

를 짜 놓은 계획표 (11)사람을 부르는 신

호로 울리는 종 (12)푸성귀를 다듬을 때 

골라 놓은 겉대 (14)어른과 어린이 사이

에는 지켜야 할 차례와 질서가 있음 (15)

주인 (17)오래 삶 (18)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 스스로 칭찬함 (20)허리가 잘록한 

국악 타악기 (22)특정 분야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23)땅

이 흔들리는 현상

<7월호>

“흥미진진한 옛 추억, 수박 서리하러 오세요”

한국민속촌, 시골 외갓집의 여름 2016

•기간 : 2016년 8월 28일(일)까지

•장소 :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

•홈페이지 : http://www.koreanfolk.co.kr

7월의 책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연혁 지음/시공사

내가 미래를 앞서가는 이유
사토 가츠아키 지음/양필성 옮김/스몰빅인사이트 

일본에서 빌 게이츠와 마크 주

커버그에 비견되는 사토 가츠아키

가 자신이 스타트업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전한다. 사토 가츠아키는 이 책을 

통해 점적인 예측 방식 대신 선적

인 사고방식을 제안한다. 테크놀

로지의 역사를 인간이 가진 몸과 

지성(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그 확장이 어떻게 전

개됐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인지 논한 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파악해야 하고, 어떤 기준

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 설명한다. 20대의 사업가가 내

놓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지식, 촘촘한 논리, 대담한 통찰을 

공유하자.

경제도 성장도 복지 수준도 모

두 높아 누구나 행복한 나라. 범죄

율이 낮고 테러의 위협이 적어 마

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국민과 정치

인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과연 가

능한 일일까? 소위 강대국이라 불

리는 9개국의 역사를 살펴보며 좋

은 국가란 무엇이고, 좋은 국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연구해온 한국인 정치

학자 최연혁 교수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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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의 축제

<6월호 정답자>

김영숙 경남 진주시 대신로 

명지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낱 말 퀴
즈

공     연    명 연극 보물섬

공  연  장  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공  연  기  간 7월 26일(화)~8월 28일(일)까지

공  연  시  간 오후 3시 또는 8시

티  켓  가  격 지정석 5만원/자유석 3만원/아일랜드석 1만원

미 성 년 자 경 고

인 반 찬 인 당 수

골 병 조 약 돌 정

목 요 실 금 건 과

편 강 쪽 배

문 자 말 뚝 잠 가

방 전 신 주 홍 시

구 관 조 변 비 당

등 대 만 수 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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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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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지원부 정유희 팀장 TEL. 02)596-0847  E-mail. dunkhee@kmdia.or.kr

>> 협회 제공 서비스 
협회 활동

※ 금액별 광고사이즈 다름

100년	동안	사랑받아온	단	하나의	모험극

주인공 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어떤 늙은 선장이 찾아온다. 얼마 후 선

장은 의문의 죽음으로 숨을 거두고, 짐은 그의 남겨진 옷 가방에서 한 장의 보물 

지도를 발견한다. 짐은 의사 리브지와 지주 트렐로니와 함께 원정대를 모집하였고, 스몰렛 선장과 요

리사 실버가 함께한 26명의 원정대가 보물섬을 향한 모험을 떠난다. 먹을 것이 넘치는 풍요로운 항해

가 계속되던 중, 짐은 보물을 모두 차지하기 위한 실버 일당의 작당 모의를 우연히 엿듣게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