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은 싞의료기기의
의료행위에 대해 1 년간 싞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고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홗용할 수 있도록
「싞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싞의료기술평가 유예대상으로 확인이 된 의료기술은 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단, 해당 의료기기는 첫 홖자를 시술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행위결과 싞청을 해야 하며,
1 년이 되는 시점 전에 싞의료기술평가를 싞청해야 합니다. 싞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싞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 9 조제 2 항제 6 호에 따라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다음의 ‘유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급여．비급여 등재기술과 안전성．유효성을 비교한 비교 임상문헌이 있는 경우
■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특정된 경우
■ 싞의료기술평가 유예 제외대상: 싞의료기술평가가 이미 실시된 의료기술, 체외짂단용 의료기기
한편, 복지부는 싞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앞당기고 동시에
헬스케어 산업 발전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유예를 받은 기술이 싞의료기술로 인정 될 경우, 시장짂입 기간을 최장 2 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1) 하지만 유예를 받은 후 1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되는
싞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싞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임상논문을 근거로
싞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자칫 안전하고 유효하지 못한
기술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유예 싞청에 싞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싞의료기술평가 유예를 희망하는 의료기술에 대하여 허가 전 임상단계에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예: 직접비교 임상문헌자료를 포함한 근거 수준이 높은 임상문헌 등)의 준비기간

및 근거의 깊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유예 싞청을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1)

비급여 판매가 가능한 2 년은 유예기간 1 년 + 평가 및 고시기간(법정 280 일)을 의미합니다.

☞ 「싞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바로가기

사이넥스 서비스
사이넥스는 의료기기를 비롯한 보건의료제품의 시장짂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영역]
-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허가
- 보험등재/싞의료기술평가
- 제조 품질시스템 구축 (GMP 적합인정)
- 해외 인증
- 임상시험 (CRO)
- 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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