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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영국의 EU탈퇴 결정
′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표로 1973년
EEU(유럽경제공동체, EU전신)에 가입한 이후 43년간 몸 담았던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음.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하여 2년 간 다른 EU 회원국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탈퇴 여부를 결정할 계획１)
2015년 영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10억 달러를 기록
-′20년까지 연평균 0.6%로
성장하여 약 113.1억 달러 규
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1) 경제 및 시장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자금 조달 감소와 무역시장 장벽이 증가하여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17% 약
하락하였고, 2017년 경제 성장률은 1.4%로 예상됨２)(2018년부터는 경제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
(2) 영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 추진

2015년 한국의 對 영국 교역

·영
 국 내 현지 진출한 벡톤디킨스, 올림푸스, 존슨앤드존슨 등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은 현지

량은 111.7백만 달러로, 최근

운영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영국보다 운영비용이 낮은 아일랜드나 지리적 이점이

5년간 연평균 0.2% 증가

있는 유럽본토로 거점을 옮길 가능성이 있음. 지멘스의 경우에도 현지 제조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지만 단기적으론 영국 내 투자를 보류하는 중이고 사업운영의 확실성을 위해 영국정부에
무역요건이나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유럽연합 탈퇴결정으로 경제
및 시장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이 증대되고 있음. 향후 추이를

·영
 국 정부는 브렉소더스(Brexodus)를 막기위해 2020년까지 현행 20%의 법인세를 17%로 낮출
것이라 발표하였음(17%까지 낮아진다면, 12.5%의 아일랜드에 이어 유럽 최저수준)３)

영국 보건의료산업 관련 정책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1) NHS England(국민의료보험, National Health Service)４) 소폭의 예산 증액
１) 삼정KPMG 경제연구원,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２) 코트라 런던무역관, 영국, 국민투표 이후 첫 추계보고서 발표(2016.12)
３) 코트라 런던무역관, 2017 영국 진출전략(2016.11)
４) NH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공공 의료 서비스로 대부분의 자국 의료보험서비스를 제공함.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며, 전체 NHS 서비스의 85%를 잉글랜드 지역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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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회계연도 NHS England 예산은 GBP116.4bn로 책정됨. 이는 전년도 GBP106.5bn에서 증액된
수치로, 실질적인 지출을 3.7% 확대할 계획이였지만 브렉시트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가로 실제 지출 가능 규모는
애초 계획보다 축소될 전망
· ′20-′21 회계연도까지 향후 5년동안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계획되어 있으나, NHS 잉글랜드에 GBP119.5bn,
NHS 전체에 GBP133.1bn규모로 소폭의 증액 예상
(2) 방사선 치료장비 현대화
· NHS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선형 가속기의 약 20%가 최소 10년 이상 된 장비로, NHS 잉글랜드는 향후 2년동안
GBP130mn 규모를 투자하여 잉글랜드 전역의 방사선 치료기기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계획
*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Varian Medical Systems에 20대의 방사선치료기(True Beam radiotherapy
machines)를 구매하였음

· ′13년 8월에는 맨체스터와 런던에 GBP250mn 규모의 양성자 치료센터 설립을 발표하였음. 현재 양성자 치료가
필요한 영국인들은 주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18년부터는 해당 센터에서 최대 1,500명의
환자에게 양성자 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3) NHS, 심장 이식용 전자기기에 대한 조달 자금 축소
· NHS의 경우, 국가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기 가격을 Procedure Code에 고지하여 해당 가격에 한한 금액을
상환함. 일부 예외 적용을 받고있는 고비용 의료기기의 경우(Excluded high cost devices list로 관리),
국가에서 고지한 가격이 아니라 의료기관(NHS Trust)과 전문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 가격을 상환
· 이식형 심장제세동기, 이식형 심장 재 동기화 요법 및 제세동기, 절제 카테터 등의 심장 이식용 전자기기는 기존
Excluded high cost devices list에 포함되있었으나,′16-′17 회계연도 발표된 리스트에서 삭제되었음.
의료비절감을 통한 비용효율성 증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심장 이식용 전자기기에 대한 NHS 조달
자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영국 NHS 공공조달시장 진출５)
영국 NHS는 매년 공공조달을 통해 GBP18bn규모의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음(BMI Espicom)
NHS에서 이미 입지를 구축한 제품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공공부문 조달 계약 확인 가능
<표1> 영국 공공부문 조달 계약 관련 사이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https://www.contractsfinder.service.gov.uk/Search
http://www.publiccontractsscotland.gov.uk/search/search_mainpage.aspx
http://www.sell2wales.gov.uk/
https://e-sourcingni.bravosolution.co.uk/web/login.shtml

출처 : 코트라, 영국 의료 및 교육분야 공공조달 시장 분석 보고서

*입찰 관련 공개 정보는 입찰 웹사이트와 공급업체 포털사이트, 기관/부서의 웹사이트, EU 입찰공고 웹사이트(Tenders
Electronic Daily)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공개 정보는 네트워크 등을 통한 관계 구축, 조달팀 사업 개발, 경쟁업체 정보,
2차/3차 계약업체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영국 시장의 기회와 위협요인
1) 기회(Opportunities) 요인
· 세계 5위 경제국, 세계 6위의 의료기기 시장(추정치)
- 단기적인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2018년부턴 회복세를 보일것으로 전망
· 환자 중심의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용도가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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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코트라, 영국 의료 및 교육분야 공공조달 시장 분석 보고서(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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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의 수입의존도
2) 위협(Threats) 요인
· 브렉시트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 NHS를 통한 장비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구매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급업체에게 요구되는 할인율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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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전망
(1) 영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

	영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0년 약 97.2억 달러에서 연평균 2.5%로 성장하여 2015년 약 110억
달러를 기록
· 의료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있고 의료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
-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 등의 국민건강지표는 세계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기술장벽이 높은 첨단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에 대한 시장수요가 큼
· 총 의료비 지출은 ′15년기준 240.4bn달러로, GDP의 8.4%에 해당하는 규모
- 1인당 의료비지출은 2,714달러로 이 중 민영의료지출은 17%에 불과(향후 ′20년까지 연평균 2.9%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국민건강보험(NHS)에서 제공
- NHS공공조달

자금 조달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의 효율성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15년 기준 전체 병원수는 약 1,596개로 이 중 민영병원은 182개에 불과
- 병상수는 최근 5년동안 연평균 2.3%로 증가하였고, 인구 천만명당 2.8개의 병상 구비
· 주요 의료기기 구비율은 서유럽 평균보다 낮은 수준
- OECD에 따르면, ′13년 영국 공영병원 내 구비된 MRI 기기는 439대로 인구 백만명 당 6.9대, CT 스캐너는
570대로 인구 백만명 당 9대(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으로 프랑스, 덴마크 등의 주변 국 대비 낮은 수준)
- 특히 방사선치료장비의 경우, 업그레이드나 교체가 필요한 오래된 기기의 비중이 큼
· ′15년 기준 총 인구수는 64.7백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7.8% 차지
- 세계 20위 수준의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1> 영국 보건분야 통계(각 년도)
지표명
GDP(십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의료비(십억 달러)
1인당 의료비(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415.5

2,604.5

2,639.2

2,655.3

2,938.0

2,802.8

CAGR(%)
3.0

38,917.5

41,720.1

42,036.4

42,057.3

46,276.2

43,900.5

2.4

218.2

230.2

232.5

235.5

253.2

240.4

2.0

3,478.9

3,643.7

3,656.7

3,682.7

3,935.9

3,713.9

1.3

GDP 대비 의료비(%)

9.1

8.9

8.8

8.7

8.5

8.4

-1.5

공공의료비(%)

83.5

83.2

82.9

83.3

83.1

83.0

-0.1

민간의료비(%)

16.5

16.8

17.1

16.7

16.9

17.0

0.7

62.70

63.20

63.60

64.00

64.30

64.70

0.6

총 인구수(백만명)

자료: BMI espicom, United Kingdom Medical Devices Report Q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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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의료기기 시장 전망

2020년까지 연평균 0.6%로 성장하여 약 113.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서부유럽 지역에서 3번째로 큰 시장
·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시장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높은 고령인구 비중에 따른 만성질환 발병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접근성,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시장확대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 ′14년부터 2년 연속 시장규모가 축소되었지만 ′17년부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안과용기기, 내시경장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료기기로 ′20년까지
연평균 0.5%로 마이너스 성장하여 약 28.2억 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수입이 전체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의 EU국가에서 전체의 60%를 수입
· 의료용소모품은 ′20년까지 연평균 0.9%로 성장하여 약 2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수입이 전체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독일, 벨기에 등의 EU국가에서 전체의 3/4를 수입
- 세부적으론 주사기, 바늘, 카테터가 14.3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년까지 연평균 0.3%로
마이너스 성장하여 13.7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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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00.0

<그림 1> 영국 의료기기 시장현황 (각 년도, 백만 달러)
자료: BMI espicom, United Kingdom Medical Devices Report Q1 2017

Ⅲ

무역환경

가. 수·출입 현황
(1) 연도별 수·출입 현황

	영국은 2015년 의료기기를 약 86.2억 달러 수입, 약 61.8억 달러 수출
·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입시장은 4.1%, 수출시장은 1.1%로 성장
· 현지 제조 품목은 대부분 수출하고, 자국시장의 수요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수입 의료기기가 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입의존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
· MRI나 의료용 X-ray 장비등의 영상진단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
· Eurostat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내 ′15년 의료기기 생산은 USD5.8bn 규모로 최대 생산품목은 영상진단기기로
약 USD1.8bn 규모
- ′13년 기준 영국 현지 제조기업은 약 3,310개로 일부 글로벌 기업을 제외한 자국 대부분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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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드트로닉, 보스톤사이언티픽, 지이헬스케어, 필립스 등의 여러 다국적기업이 영국 내 현지 진출 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 운영 비용부담이 낮은 아일랜드나, 유럽본토로 거점을 옮길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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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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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국 의료기기 수․출입현황 (각 년도, 백만 달러)
자료: BMI espicom, United Kingdom Medical Devices Report Q1 2017

(2) 수출 현황

	영국 의료기기 수출은 달러기준 2011년 약 59.0억 달러에서 연평균 1.1%로 성장하여 2015년 약 61.8억
달러 기록
· ′15년 수출시장은 전년대비 5.1% 하락을 보였으나 최근 화폐 가치 하락에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호전 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수출 분야는 의료용소모품(약 16.6억 달러, 전체의 26.9%), 영상진단기기(약 15.5억 달러, 전체의 25.1%),
안과용기기, 의료용가구, 내시경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료기기(약 14.0억 달러, 전체의 22.6%) 등이 차지
· 최근 5년동안(′11-′15) 의료용소모품에서 연평균 6.1%의 수출확대를 보였고, 세부적으론 붕대 및 드레싱,
주사기, 바늘 및 카테터 등이 큰 비중을 차지
·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22.1%), 독일(16.0%), 벨기에(12.0%), 네덜란드(9.3%), 프랑스(7.8%) 등이며
EU수출은 전체의 53.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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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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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기기

벨기에 12.0%
네덜란드 9.3%

의료용소모품

<그림 3> 영국 의료기기 수출 현황(각 년도, 천 달러)

<그림 4> 영국 주요 의료기기 수출 국가(2015, %)

자료: BMI espicom, United Kingdom Medical Devices Report Q1 2017

(3) 수입현황

	영국 의료기기 수입은 2011년 약 73.5억 달러에서 연평균 4.1%로 성장하여 2015년 약 86.2억 달러
기록
· ′15년 수입시장은 전년대비 2.8% 하락을 보였으나, 시장의 수입의존도가 크고 보건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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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
· 독일, 네덜란드 등의 EU국가에서 수입되는 의료기기가 전체 수입시장의 2/3을 차지하고 있음. 브렉시트의 결과로
對 EU 수입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중국, 호주 등의 비유럽국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있음
· 주요 수입 분야는 안과용기기, 의료용가구, 내시경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료기기(약 24.7억 달러, 전체의 28.6%),
의료용소모품(약 20.2억 달러, 전체의 23.5%), 환자보조기(약 15.2억 달러, 전체의 17.7%) 등이 차지
· 최근 5년동안(′11-′15) 의료용소모품이 연평균 7.2%로 가장 큰 성장을 보였고, 세부적으로는 주사기, 바늘 및
카테터가 큰 비중을 차지
· 주요 수입 대상국은 독일(21.1%), 네덜란드(19.5%), 벨기에(15.6%), 미국(14.2%), 중국(8.0%) 등으로
EU수입은 전체의 67.4% 차지
- 수입 비중이 가장 큰 독일의 경우, 치과제품(32.2%), 영상진단기기(31.7%), 의료용소모품(22.9%),
정형/보철기기(21.5%) 등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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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국 의료기기 수입 현황(각 년도, 천 달러)

<그림 6> 영국 주요 의료기기 수입 국가(2015, %)

자료: BMI espicom, United Kingdom Medical Devices Report Q1 2017

나. 한국과의 의료기기 교역현황
· ′15년 기준, 영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10위, 수입 7위
· 2015년 한국의 對 영국 교역량은 111.7백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0.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15년 기준 對 영국 53.3백만 달러 수입, 58.4백만 달러 수출
· ′14년 무역수지가 10.0백만 달러 규모의 흑자로 전환되어 ′15년 5.1%의 무역수지 흑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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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그림 7> 한국의 對 영국 수출입 동향(각 년도, 백만 달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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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 영국 의료기기 수출은 2015년 약 58.4백만 달러로 123개 기업이 118개 품목 수출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2%

심장충격기
13.3%

기타 19.8%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11.7%
정형용품 6.4%

치과용임플란트
9.0%
주사침 8.5%

소프트콘택트렌즈 6.8%

수출액
비중
(2015) 2013 2014 2015
심장충격기
13.3% 4,112 11,878 7,762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11.7% 2,124 9,074 6,808
치과용임플란트
9.0%
856 8,458 5,264
주사침
8.5%
596 2,498 4,971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
7.4%
- 2,598 4,316
초음파영상진단장치
6.9%
976 2,323 4,059
소프트콘택트렌즈
6.8% 2,523 2,075 3,986
산란엑스선제거용그리드
6.1% 2,635 3,078 3,556
정형용품
6.4% 2,776 2,881 3,714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2% 1,254 1,634 2,445
기타
19.8% 17,115 19,305 11,541
총합계
100.0% 34,967 65,802 58,422
품목명

산란엑스선제거용그리드 6.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6.9%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 7.4%

<그림 8> 한국의 對 영국 수출 주요품목 및
비중(2015, 금액기준%)

CAGR
(연평균 성장률)
37.4%
79.0%
148.0%
188.7%
103.9%
25.7%
16.2%
15.7%
39.7%
-17.9%
29.3%

<표 2> 한국의 對 영국 수출 주요품목 및 비중(각 년도, 금액기준)(단위: 천 달러,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 각 년도

· 우리나라의 對 영국 보건상품 수출관세는 F 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대부부이 무관세*이고, 영국은
정보기술협정(ITA)품목(초음파영상진단기, 심전계, 자외선/적외선 응용기기 등)에 대해서는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어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FTA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６)
* 의료기기의 경우 주사기(0%), CT(0%), MRI(0%), 콘택트렌즈(2.9%) 등

· ´15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심장충격기(13.3%),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11.7%), 치과용임플란트(9.0%),
주사침(8.5%),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7.4%) 등이 차지
- 최근 3년간 주사침(연평균 188.7%), 치과용임플란트(148.0%), 초음파영상진단장치(연평균 103.9%)
등의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
※ 2015년 한국의 對 영국 주요 품목별 수출 기업
- 심장충격기 : ㈜씨유메디칼시스템, ㈜메디아나 등
-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 ㈜삼성전자, ㈜제이피아이헬스케어 등
- 치과용임플란트 : ㈜덴티움, ㈜바이오제네시스 등
- 주사침 : ㈜태창산업, 필텍, ㈜씨케이덴탈산업 등
-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 : ㈜아이센스, ㈜디에프아이,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등

한국의 對 영국 의료기기 수입 2015년 약 53.3백만 달러로 178개 품목 수입
세포및조직병리검사용염색시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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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국의 對 영국 수입 주요품목 및
비중(2015, 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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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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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진공채혈관
8.4%
인공유방
8.3%
창상피복재
5.4%
소프트콘택트렌즈
5.3%
시계조사레이저장치
4.5%
기관용튜브·카테터
4.0%
동맥혈채취용도구한벌
3.2%
채혈침
2.6%
세포및조직병리검사용염색시약 1
2.5%
기타
40.9%
총합계
100.0%

9,120
4,046
3,329
3,873
51
1,215
1,349
1,183
984
23,036
48,185

7,703
4,393
6,312
2,887
58
1,916
1,523
1,148
1,116
28,737
55,792

7,940
4,452
4,405
2,874
2,846
2,406
2,110
1,713
1,374
1,348
21,806
53,273

품목명

CAGR
(연평균
성장률)
-6.7%
4.9%
15.0%
-13.9%
643.8%
40.7%
25.1%
20.3%
18.1%
-2.7%
5.1%

<표 3> 한국의 對 영국 수입 주요품목 및 비중(각 년도, 금액기준)(단위: 천 달러,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 각 년도
６) 보건산업진흥원, 브렉시트와 국내 보건산업 영향 및 전망(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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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기준 주요 수입품목은 치과용하전입자가속장치(14.9%), 진공채혈관(8.4%), 인공유방(8.3%),
창상피복재(5.4%), 소프트콘택트렌즈(5.3%)등이 차지
- 최근 3년간 소프트콘택트렌즈(연평균 643.8%) 의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
※ 2015년 한국의 對 영국 주요 품목별 수입 기업
- 치과용하전입자가속장치 : Elekta Limited 등
- 진공채혈관 :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등
- 인공유방 : Allergan 등
- 창상피복재 : Smith & Nephew Medical Ltd, ConvaTec Limited, HiMedica Ltd 등
- 소프트콘택트렌즈 : SAUFLON CL LIMITED,CooperVision CL KFT, CANTOR & NISSEL LTD 등

Ⅳ

영국 의료기기 규제환경

영국은 EU 탈퇴 이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기준, 임상시험 규정, 제품 승인 기준 등이 협상에 따라 이원화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기 동안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어떤 요건과 절차로 진행할지 아직까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음. 현재까지는 유럽 인증기관을 통해 의료기기의 CE인증을 받게 되면, 국가별 행정절차만 거쳐 EU
회원국 전체에 판매하고 있음.
향후 영국이 EU 탈퇴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인허가 관련 ‘의약품보건제품규제청(MHRA)’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지금까지 CE 인증으로 EU 28개국 뿐만 아니라 유럽경제공동체(EEC) 내의 비 EU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에도 EU의 인허가 요건을 준용하여 의료기기 판매와 수출이 원활히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가. 주요 규제기관
<표4>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규제기관 정보
관할 행정부

영국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oH) 산하 의약품보건제품 규제청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를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관리를 수행

주요 기능

•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및 효능을 평가하고 사람에게 사용을 목적으로 영국에서 판매 또는 공급
을 관리
•의료기기 제조자 (medical device manufacturers)를 심사(audit)하는 영국 내 인증기관
(Notified Body)을 관리감독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사후관리감시(post-marketing surveillance)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조치를 수행,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료기기에 대한 proactive compliance programme (사전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임상시험(clinical trials)을 규제
•Clinical Practice Research Data link (CPRD) 및 영국약전을 관리하고 의료기기의 성능 표준
의 개발

자료 : 영국 의료기기 규제기관 정보 http://www.mhra.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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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ommission
MHRA Divisions
Communications
Division

Device Division

Operation and
Finance Division

Inspection,
Enforcement and
Standards Division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Human Resources
Division

Licensing Division

Policy Division

Vigilance and Risk
Management of Medicines
(VRMM) Division

<그림 7> MHRA의 주요 부서 정보
http://www.mhra.gov.uk

MHRA는 영국내 규제기관으로 의약품, 의료기기를 비롯하여 혈액에 관한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및 효능을 평가하고 사람에게 사용을 목적으로 영국에서 판매 또는 공급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관리
영국보건성은 제조자(Manufacturer), 인증기관(Notified Body), 국가 내 규제기관(Competent Authority)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의료기기 제조자(Manufacturer)는 제품의 개발과 함께 설계, 제조, 적합성 평가와 필수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또한 영국 내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내 대리인 (Authorized Representative)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등급분류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통해 CE Marking이
부여되어야 유통이 가능함
인증기관(Notified Body)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적합성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심사원을 통해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를 제공하고 EC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후심사(Surveillance)를 수행해야 함

MHRA
국가 규제기관

MDD

Manufacturer
(제조자)

Notified Body
(인증기관)

<그림 2> 영국 내 의료기기 규제시스템
http://www.mhra.gov.uk

나. 의료기기 등록관리 법규
·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 as amended by Directive 2007/47/EC
·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98/79/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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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DEV 2.4/1 Rev.9 Classification of medical devices
· MEDDEV 2.5/10 Guideline for Authorized Representatives
· MEDDEV 2.7/4 Guidelines on Clinical investigations: a guide for manufacturers and notified bodies
· MEDDEV 2.12/1 Rev.8 Guidelines on a Medical Devices Vigilance System
· Guidance on the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98/79/EC
· Guidance on the Registration as a manufacturer to sell medical devices
· Guidance on Medical devices: conformity assessment and the CE mark
· EN ISO 13485:2012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or
regulatory purposes
· EN ISO 14971:2012 Medical Devices –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to medical devices
· EN 1041:2008 Information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of medical devices
· EN 980:2008 Symbols for use in the labeling of medical devices

다. 의료기기 분류체계
	의료기기 정의
의료기기 지침(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의료기기”란 제조자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의도한, 단독 또는 조합으로 사용되든 간에 기기, 장치, 설비, 소프트웨어, 재료 또는 물질들이며 특히
제조자가 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한 소프트웨어와 이들의 적절한 활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음.
· 질병을 진단, 예방, 감시, 치료 또는 경감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감시, 치료, 경감 또는 보정
· 해부 또는 생리적 과정의 조사, 대체 또는 변형
· 임신관리
그리고 인체 내외에서 약리적적, 면역적 또는 신진대사적 수단에 의해 인체내부 또는 인체상에 의도한 주요작용을
성취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수단에 의해 그 기능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포함.

	등급 분류 체계
의료기기는 4등급으로 규제되며, 모든 등급의 인증을 인증기관(Notified Body)으로 명명되는 제 3자 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 내 규제 기관인 MHRA가 지정, 관리, 감독함.
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험도에 따라 Class I, IIa, IIb, III의 네 가지 등급으로 의료기기의 명칭 및 등급을 MDD Annex
IX에 따라 제조자가 분류하게 되며, 적합성평가 기관(NB)에서는 제조자가 판단한 의료기기의 등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됨. 등급 분류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생길 경우 MDD Article 9(2)에 따라 최종 판단은 인증기관이
소속된 관계 당국(Competent Authority)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같은 품목이라도 사용기간, 삽입여부, 재사용
여부, 사용부위에 따라 등급은 달라 질 수 있음.
1. 일반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험도에 따라 Class I, IIa, IIb, III의 네 가지 등급으로 의료기기의 명칭 및 등급을 MDD Annex
IX에 따라 제조자가 분류하게 되며, 적합성평가 기관에서는 제조자가 판단한 의료기기의 등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됨. 등급 분류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생길 경우 MDD Article 9(2)에 따라 최종 판단은 인증기관이
소속된 관계 당국(Competent Authority)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같은 품목이라도 사용기간, 삽입여부, 재사용
여부, 사용부위에 따라 등급은 달라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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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일반 의료기기 등급 체계
등급 구분

위험 수준

의료기기 예시

Class I

가장 낮은 위험

청진기, 병원용 침대 등

Class IIa

저 위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보청기 등

Class IIb

중 위험

전기수술기, CT 등

Class III

고 위험

심장용카테터, 인공심폐기 등

자료 :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 as amended by Directive 2007/47/EC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아래아 같이 분류를 정하고 있음
· 사용기간 (Duration): 일시적 (1시간 이내), 단기간 (30일 이하), 장기간 (30일 이상) 사용되는 기기
· 삽입형 의료기기 (Invasive device): 체강 또는 피부를 통하여 인체 내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삽입되는 기기
· 능동형 의료기기 (Active device): 전기적인 에너지나 동력에 의해 사용되는 기기
<표6> 의료기기 품목분류 기준
분류 기준

규칙 (Rule)

비 삽입형 의료기기 (Non-Invasive Devices)

Rule 1 ~ 4

삽입형 의료기기 (Invasive Devices)

체강삽입형 의료기기 Rule 5
외과적 삽입형 의료기기 Rule 6~8

능동형 의료기기 (Active Devices)

Rule 9 ~ 12

특별규칙 (Special Rules)

Rule 13 ~ 18

자료 : MEDDEV 2.4/1 Rev 9. Classification of medical devices

2. 체외진단기기
체외진단기기는 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도에 기반 하여 4가지의 Category로 제품을 분류함
<표7> 체외진단기기 등급 체계
등급 구분

위험 수준

체외진단기기 예시

List A

가장 높은 잠재적 위험을 가진 제품에 속하며 Annex II의 List A에
기재된 항목이 해당

혈액형 (ABO 시스템, rhesus, anto-Kell) 등

List B

고위험 제품을 포함하며 Annex II의 List B에 기재된 항목이 해당 혈액 그룹검사 (anti-Duffy and anti-Kidd) 등

Self-testing 성능평가용 기기가 아닌 자가 검사용 제품
Others

성능평가용 기기, 자가 검사용 제품을 제외한 IVD 기기

-

자료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98/79/EC

라. 의
 료기기 등록관리 절차
1) 의료기기 등록절차
의료기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CE Marking이 요구되며, CE Marking은 제조자가 모든 적용 가능한 MDD
지침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 다른 인허가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제조자의 책임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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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의료기기 등록절차
단계

필요한 규제 조치

1단계: 제품의 사용목적

제품의 사용목적과 의료기기 지침(Medical Device Directive)에 정의된 의료기기 해당 여부
를 확인

2단계: 필수요구 사항
3단계: 등급분류

12

의료기기는 MDD Annex I에 서술된 적용 가능한 필수요구 사항을 확인
제품의 일반 요구사항, 설계 및 구조 관련사항이 포함
MDD Annex IX의 규칙을 바탕으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가 등급분류 제품에 적용
되는 규칙 중 Class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됨

4단계: 적합성 평가절차

의료기기가 등급분류를 바탕으로 MDD Annex II, III, IV, V, VI와 VII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
를 결정

5단계: 기술문서 작성

기술문서는 의료기기 지침 (MDD)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설계, 제조, 제품 동작의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목적이며 제조자는 적합성 선언 전에 기술문서를 완료해야 함. 제조자는 최종 제품을
제조한 후 기술문서의 보관 기간을 적어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문서는 유럽의 관계
당국에 제출 하여야 함
· 제조자 정보 및 유럽대리인 정보
·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 근거
· 지침에 따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선택한 적합성 평가방식
· 적용한 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Essential Requirements Checklist)
· 제품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의료기기 사용목적
- 의료기기 작동원리
- 구성요소 설명, 기기 사양서
- 의료기기 기능 및 사용자를 포함하여 용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
· 제조공정도
· 원자재 리스트
· 위험분석 보고서 (Risk Analysis Report)
· 라벨 및 사용설명서
· 성능평가 시험성적서 및 임상평가

6단계: 유럽대리인 등록

EU 지역 외에 제조자는 제품 등록 시 유럽 대리인 (EC Authorized Representative)를
지정해야 함. MDD Article 14에 따라 유럽 내의 대리인을 지정하여 관계당국 (Competent
Authority)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 국에 다수의 대리인 등록도 가능
· 유럽대리인 (Authorized Representative)
- EC 지역 내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제조자에 의해 명백히 임명되어 MDD 지침에
있는 제조자의 의무에 관하여 제조자 대신에 행동하고 EC 내 당국과 인증기관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자.
· 유럽대리인의 역할
- 시판 전 국가의 관계당국에 의료기기 등록
- 모든 국가 관계당국과 주요 연락 담당자의 역할
- 고객 및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관계당국에 대한 사고 및 현장안전 시정조치 보고를 담당
-중대한 의료기기 사고 또는 현장안전 시정조치에 관하여 관계당국에 통보하거나 관계당국
의 통보를 받음

7단계: 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에서 발행된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고 이 기간 동안 사후심사(Follow-up Audit)이
진행됨
· 비통보 심사 (Unannounced Audits)
의료기기 분야에서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지침(2013/473/EU)를
공표하였으며 이 지침의 중요한 내용은 CE 인증을 받은 모든 제조사들은 최초 3년에 한번 이
상은 비통보 심사가 필수요구 사항이라는 것임.
기존 요구사항은 인증건에 대하여 3년에 한번 비 통보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심사의 빈도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늘어 날 수도 있음
- 높은 위험성을 가진 제품의 경우
- 부적합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제품인 경우
- 부적합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

8단계: 적합성 선언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지침 (MDD)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준수한다는 사실을 선언

9단계: CE Marking

필수요구사항, 적합성 평가절차 및 적합선언이 완료된 후에 CE 마크를 부착. CE Marking은 제
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
와 관련된 EC 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 표준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

자료 :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 as amended by Directive 2007/47/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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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I 의료기기는 자체인증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문서 작성 완료 후 적합성 선언 DOC를
작성하여 제조자가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Class IIa, Claa IIb 의료기기는 Class I와 같이 기술문서(TCF) 심사 절차가 있으며, 품질 시스템 인증 절차가
추가됨.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특별 요구사항인 EN ISO 13485 구축이 필수적이며 Class III 제품은 설계·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Design Dossier를 준비하여야 함.

2)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절차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절차가 다름

	일반 의료기기
1등급 의료기기 (Class I Device)
EC Declaration of Conformity (Annex VII)
기술문서 (Technical Documentation File)
Post Production Monitoring System
멸균 기능이 있는 기기
ISO 13485 for
sterilisation (Annex V)

측정 기능이 있는 기기
EC Verification for
Measuring Function
(Annex IV)

ISO 13485 for
Measuring Function
(Annex V)

EN46003 for
Measuring Function
(Annex VI)

CE Marking

CE Marking

<그림3> Class I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절차
MEDDEV 2.4/1 Rev 9. Classification of medical devices

2a등급 의료기기 (Class IIa Device)

Full Quality Assurance
(Annex II)
ISO 13485
(품질시스템 인증)

EC Declaration of Conformity (Annex VII)
Technical Documentation File
EC Verification
(Annex IV)

Product Quality
Assurance (Annex V)

Product Quality
Assurance
(Annex VI)

100% or Statistical
Batch Verification Post
Production Monitoring
System

ISO 13485
(품질시스템인증)

EN 46003 and ISO
13485 for Sterilisation

CE Marking

<그림3> Class I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절차
MEDDEV 2.4/1 Rev 9. Classification of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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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등급 의료기기 (Class IIb Device)

Full Quality Assurance
(Annex II)

EC Type Examination (Annex III)

ISO 13485
(품질시스템 인증)

EC Verification
(Annex IV)

Product Quality
Assurance (Annex V)

Product Quality
Assurance
(Annex VI)

100% or Statistical
Batch Verification Post
Production Monitoring
System

ISO 13485
(품질시스템인증)

EN 46003 and ISO
13485 for Sterilisation

CE Marking

<그림3> Class IIb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절차
MEDDEV 2.4/1 Rev 9. Classification of medical devices

3등급 의료기기 (Class III Device)

Full Quality Assurance
(Annex II)
ISO 13485
(품질시스템 인증)
EC Design Examination

EC Type Examination (Annex III)

EC Verification
(Annex IV)

Product Quality
Assurance (Annex V)

100% or Statistical
Batch Verification Post
Production Monitoring
System

ISO 13485
(품질시스템인증)

ISO 13485 for
Sterilisation

CE Marking

<그림3> Class III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절차
MEDDEV 2.4/1 Rev 9. Classification of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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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기기
<표9> 체외진단기기 적합성 평가절차
성능 평가용이 아닌
Annex II의 List A에
포함되는 IVD 제품

-Annex IV (full
quality assurance)
또는
-Annex V (EC
type-examination)
와 Annex VII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성능 평가용이 아닌
Annex II의 List B에
포함되는 IVD 제품

Annex II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성능평가용
이 아닌 자가진단용
IVD 제품

Annex II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성능 평가
용, 자가 진단용이 아
닌 IVD 제품

성능평가 용도로 사용
되는 IVD 제품

-Annex IV (full
quality assurance)
또는
-Annex V (EC
type-examination)
과 Annex VI (EC
verification)
또는
-Annex V (EC
type-examination)
과 Annex VII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Annex III point 6
또는
-Annex IV (full
quality assurance)
또는
-Annex V (EC
type-examination)
과 Annex VI (EC
verification)
또는
-Annex V (EC
type-examination)
과 Annex VII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Annex III

-Annex VIII

자료 : Directive 98/79/EC

3) 의료기기 예상 소요 등록기간 및 인증서 유효기간
<표9> 예상 소요등록 기간 및 인증서 유효기간
접수 후 CE Marking까지
예상 소요기간

CE Marking Certificate
유효기간

Class I (비 멸균, 비 측정기기)

<1month

해당 없음

해당 없음

Class I (멸균, 측정기기)

3-5 month

3 years

2 months

Class IIa

3-5 month

3 years

2 months

Class IIb

3-6 month

3 years

2 months

Class III

6-9 month

3 years

2 months

등급 분류

만료 전 최소
등록 갱신 일정

자료 : https://www.emergogroup.com/ko/resources/europe

4) 최근 의료기기 규제 동향
<표9> 업데이트 된 의료기기 규제
구분

업데이트 된 의료기기 규제

· Devices which incorporate an ancillary medicinal substance (2016.05)
보조 의약물질이 포함된 의료기기에 대한 pre-submission 및 신청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자
주 묻는 질문에 대한 MHRA 의견 추가
· Register as a manufacturer to sell medical devices (2016.08)
의료기기 판매 또는 제조업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의 온라인 등록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 업데이트
· Medical devices: guidance for manufacturers on vigilance (2016.08)
Medical devices regulation MHRA에 부작용 사고 및 시정저초 보고는 MEDDEV 2.12 세부 유럽 가이드라인 적용 및
and safety
Medical Devices Safety Officer (MDSO) 네트워크 사용가능
· Notify MHRA about a clinical investigation for a medical device (2016.10)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전 MHRA 통보 시 필요한 최소 제출서류 리스트에 대한 세부 업데이트
· Medical devices: software applications (2016.11)
소프트웨어의 일반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판단 여부 Flowchart 세부 업데이트
· Medical devices: conformity assessment and the CE mark (2016.11)
CE Marking 적합성평가 시 조화규격 준수 및 임상시험 통보의 필요성 추가
자료 : https://www.gov.uk/topic/medicines-medical-devices-blood/medical-devices-regulation-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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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2015년 영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10억 달러로, 2020년까지 연평균 0.6%로 성장하여 약
113.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시장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높은 고령인구 비중에 따른 만성질환 발병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접근성,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시장확대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 서부유럽 지역에서 3번째로 큰 시장으로 의료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있고 의료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

2015년 한국의 對 영국 교역량은 111.7백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0.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영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10위, 수입 7위
· 對 영국 53.3백만 달러 수입, 58.4백만 달러 수출
- ′14년 무역수지가 10.0백만 달러 규모의 흑자로 전환되어 ′15년 5.1%의 무역수지 흑자 유지

영국 의료기기산업 동향
· ′16년 6월,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경제 및 시장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17% 약 하락하였고, 2017년 경제 성장률은 1.4%로 예상되나
2018년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HS공공조달 자금 조달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의 효율성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영국 의료기기 규제 및 진출 전략
· 브렉시트 이후 품질기준, 임상시험 규정, 제품 승인 기준 등이 협상에 따라 이원화 될 가능성이 높고 다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까지 CE 인증으로 EU 28개국 뿐만 아니라 유럽경제공동체(EEC) 내의 비 EU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에도 EU의 인허가 요건을 준용하여 의료기기 판매와 수출이 원활히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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