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붙임] 2. 2021년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커리큘럼

혁신의료기기 전주기교육
①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마스터 교육
구분

시간
09:30-09:35

09:35-10:30

10:40-12:30

12:30-13:30

1일차

13:30-14:10

14:20-15:10

15:20-15:50

16:00-16:30

교육 내용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소개 및
인사말
의료기기산업법 및 혁신의료기기 제도의 이해
1. 의료기기 산업 현황 및 의료기기산업법 주요 내용
2. 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및 방법
3.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4. 혁신의료기기 지정업체 지원 사업
국내 혁신의료기기 제도 안내
1. 의료기기산업 주요 지원 정책 소개
2.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제도
3. 정책 연계 지원 사업
4. 포스트코로나 의료기기 산업육성 전략

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수연 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김수연 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점심 식사
글로벌 혁신의료기기/디지털헬스 시장 동향(1)
1. 헬스시장 내 디지털헬스의 위상
2. 디지털헬스의 효과 측정
3. 디지털헬스 트렌드, 기회 및 규제 고려 사항
- 글로벌에서 로컬로 이동
-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관련 요건(Qualification)
글로벌 혁신의료기기/디지털헬스 시장 동향(2)
1. 글로벌 혁신의료기기/디지털헬스 시장 내 유망
스타트업들의 7대 트렌드
2. 글로벌 톱5 테크 자이언트의 최신 동향
-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MS, 애플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기업 성공 사례(1)
- ㈜루닛(Lunit)
국내외 혁신의료기기업체들의 성공 사례(2)
- 싱가포르 : (주) 아이리스(EyRIS)

크리스 하데스티
(Chris Hardesty)
이사
(KPMG 컨설팅/
싱가포르)
오봉근 대표
(아우름케어매니지
먼트/(前)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박찬익 본부장
((주)루닛)
스티븐 앙
(Steven Ang)
수석부사장
(㈜아이리스/싱가포르)

16:30-17:00

국내외 혁신의료기기업체들의 성공 사례 분석 3
- ㈜ 뷰노

이형원 팀장
(㈜뷰노)

17:00-17:30

강사, 참가자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
- 강사 및 수강생 소개 및 질의응답(ZOOM 활용)

- NIDS
- 이정란 대표
(메디히어로즈)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구분

시간

09:30-10:00

10:00-11:00

교육 내용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관리시스템
1. 의료기기의 정의
2. 의료기기의 분류
3. 의료기기의 등록 서류
4. 제조업체 확인
5. 제조업체 품질관리시스템(QMS)
우리나라 혁신의료기기 인허가·규격·심사 절차
1. 의료기기 인허가
2. 기술문서 요구사항
3. 시험검사
4. GMP 요구사항

강사
잭 웡(Jack Wong)
회장(교수)
(아시아 인허가전문가
협회(ARPA)/
싱가포르 난양공대
(NTU) 교수)
원찬요 대표이사
(㈜메디가이드)
이몬 학시
(Eamonn
Hoxey) 이사
(이브이 학시
(E V Hoxey Ltd)
컨설팅/영국/
(前)미국의료기기
진흥협회(AAMI)회장)
메이응(May Ng) 대표
(아큐온(ARQon)
싱가포르,
아세안의료기기
제조연합(ASEA
NMed)공동회장/
(前)싱가포르 식약처
인허가 담당)

11:10-11:40

미국 FDA 인허가 요건
1. 면제 대상 의료기기(Exempt devices)
2. 시판 전 신고(Premarket submissions)
3. 복합제품 : 의료기기, 의약품, 생물 의약품 복합제품
4. 인도주의적 의료기기 면제(HDE)
5. 임상시험기기 면제(IDE)
6. 혁신의료기기프로그램 (Breakthrough Device Program)

11:50-12:30

아세안 의료기기 인허가 요건 : 혁신 의료기기 대상
1. 아세안 회원국
2. 아세안 의료기기 통합 규정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AMDD)
3. 아세안 회원국의 혁신
4. 아세안 회원국에서 제품 등록 방법
5. 아세안 회원국의 최신 근황
6. 아세안 회원국에서 제품 등록 시 유용한 팁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20

EU 의료기기용 MDR & IVDR CE 마크
1. 의료기기용 EU 인허가 요건
2. 최신 규정 변경 사항 안내
3. MDR에 따른 CE 마크 적합성 평가 절차
4. 시판 후 요건
5. EU IVDR 소개

14:30-15:20

중국 의료기기 인허가 핵심 및 변화
1. 중국 의료기기 관리 개요
2. 일반적인 의료기기 등록 방법
3. 의료기기 특별 승인 채널
4.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변경 예고
5.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경로

15:30-16:30

일본 의료기기 인허가 정책 및 제도 : 혁신의료기기 중심
1.혁신의료기기 전략과 제도
2.혁신의료기기 승인(품목허가) 제도
3.혁신의료기기 보험정책

이창형 수석고문
(㈜메디팁/동국대
객원교수)

16:30-17:00

강사, 참가자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
- 강사 및 수강생 소개 및 질의응답(ZOOM 활용)

- NIDS
- 이정란 대표
(메디히어로즈)

2일차

위롱 우(Yulong Wu)
팀장
(ECM(Ente
Certificazione
Macchine)/상해,
EU MDR
Notified Body)
렌 다지(Ren Dazhi)
대표이사
(CEMT/아큐온
(ARQon)/
(前)중국국가의약품
감독관리국(NMPA)
북경센터소장/중국)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구분

3일차

시간

교육 내용

강사

09:30-10:30

스탠포드 바이오디자인(Stanford BioDesign) : 의료 기술
혁신을 위한 니즈 중심 접근법
1.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및 스탠포드 바이오디자인 소개
2. 니즈 탐색 및 니즈 선택에 대한 탐구
3. 컨셉 개발과 선택이란 무엇인가?
4. 어떻게 수행(Implementation)할 것인가?

아누라그 마이랄
(Anurag Mairal)
박사
(스탠포드 바이오
디자인 센터,
스탠포드의대교수/미국)

10:40-11:40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및 위험관리
1.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2.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과 위험관리(ISO14971)
3.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과 GMP(ISO13485)

원찬요 대표이사
(㈜메디가이드)

11:50-12:30

혁신의료기기 사례연구(1)
- 웰트㈜ : 혁신의료기기, 데이터로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강성지 대표이사
(웰트㈜)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00

혁신의료기기 사례연구(2)
- ㈜브레인유 마취심도 측정기 : CAI, 뇌파 측정 플랫폼

홍승균 대표이사
(㈜브레인유)

14:00-14:30

혁신의료기기 사례연구(3)
- 싱가포르 오스테오포어 인터내셔널 : 제품 개발과 인허가

림징( Jing Lim) 박사
(오스테오포어
인터내셔널
(Osteopore
International)
/싱가포르)

14:40-16:30

혁신의료기기업체를 위한 임상 설계 전략
1. 기초적인 임상시험 관련 지식 및 임상시험 프로세스
2. 임상시험관련 규정
3. 사례연구: 혁신의료기기 임상설계 사례

전은정 대표이사
(㈜프로메디스)

17:00-17:30

강사, 참가자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
- 강사 및 수강생 소개 및 질의응답(ZOOM 활용)

- NIDS
- 이정란 대표
(메디히어로즈)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구분

시간
09:30-10:20

10:30-11:10

11:10-12:00

12:00-13:00

4일차

13:00-14:00

14:10-15:10

15:20-16:20

16:30-17:00

교육 내용

강사

국내 건강보험 등재 처리절차
1. 의료기술 등재 절차
2. 치료재료 등재 절차
미국 혁신의료기기 프로그램(FDA Breakthrough Device
Program) :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보험수가
1.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의료보험 커버리지와 보험급여 코드(code),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2.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혁신의료기기 기업을 위한 특허와 지식재산 전략
1.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이해
2. 의료기기와 지식재산권
3. 특허보호 및 분쟁대응전략
4. 해외사업진출 R&D 전략
5. 혁신의료기기 벤처의 성공전략

이숙경 팀장/
이현민 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토냐 다우드(Tonya
Dowd) 부사장
(엠크라(MCRA, LLC),
(前) 미국 존슨앤존슨
이사/미국)

민경만 부소장
(아시아나 국제
특허법률사무소)

점심 식사
혁신의료기기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및 IR 자료
작성 실무
1. 벤처투자 생태계 및 벤처캐피탈의 이해
2. 혁신의료기기 초기창업기업의 IR 사업계획서 구성요소 및
작성 방법
글로벌 의료기기 유통 전략
1. 왜 해외 진출이 필요한가?
2. 성공적인 국제화를 위한 전제조건
3. 시장 및 제품/서비스 선택
4. 시장 진입 모드
5. 시장 진출 전략
6. 유통 업체 관리(COVID 이후)
국내 혁신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경로
1. 해외 인허가(CE, FDA 등) 보유 기업 vs. 해외 인허가가
없는 기업
2. 유수 의료기기 전시회 또는 파트너링 참가 소개
3. 의료기기 신규 바이어(Distributor)와 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4. 국내 의료기기 정부 지원 사업
강사, 참가자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
- 강사 및 수강생 소개 및 질의응답(ZOOM 활용)

박수용 팀장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얀 바이트옌스
(Jan Weitjens) 이사
(룩토르메디컬
(Luctor Medical
BV)/네덜란드)

이정란 대표
(메디히어로즈)

- NIDS
- 이정란 대표
(메디히어로즈)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②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시장 동향 및 성공 사례
구분

시간

09:30-10:20

10:40-12:30

12:30-13:30

13:30-14:10
1일차

14:20-15:10

15:20-15:50

16:00-16:30

교육 내용
의료기기산업법 및 혁신의료기기 제도의 이해
1. 의료기기 산업 현황 및 의료기기산업법 주요 내용
2. 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및 방법
3.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4. 혁신의료기기 지정업체 지원 사업
국내 혁신의료기기 제도 안내
1. 의료기기산업 주요 지원 정책 소개
2.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제도
3. 정책 연계 지원 사업
4. 포스트코로나 의료기기 산업육성 전략

강사
김수연 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김수연 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점심 식사
글로벌 혁신의료기기/디지털헬스 시장 동향(1)
1. 헬스시장 내 디지털헬스의 위상
2. 디지털헬스의 효과 측정
3. 디지털헬스 트렌드, 기회 및 규제 고려 사항
- 글로벌에서 로컬로 이동
-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관련 요건(Qualification)
글로벌 혁신의료기기/디지털헬스 시장 동향(2)
1. 글로벌 혁신의료기기/디지털헬스 시장 내 유망
스타트업들의 7대 트렌드
2. 글로벌 톱5 테크 자이언트의 최신 동향
-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MS, 애플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기업 성공 사례(1)
- ㈜루닛(Lunit)
국내외 혁신의료기기업체들의 성공 사례(2)
- 싱가포르 : (주) 아이리스(EyRIS)

크리스 하데스티
(Chris Hardesty)
이사
(KPMG 컨설팅/
싱가포르)
오봉근 대표
(아우름케어매니지
먼트/(前)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박찬익 본부장
((주)루닛)
스티븐 앙
(Steven Ang)
수석부사장
(㈜아이리스/싱가포르)

16:30-17:00

국내외 혁신의료기기업체들의 성공 사례 분석 3
- ㈜ 뷰노

이형원 팀장
(㈜뷰노)

17:00-17:30

강사, 참가자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
- 강사 및 수강생 소개 및 질의응답(ZOOM 활용)

- NIDS
- 이정란 대표
(메디히어로즈)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③ 국가별 혁신의료기기 인허가 정책 및 품질관리
구분

시간

09:30-10:00

10:00-11:00

교육 내용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관리시스템
1. 의료기기의 정의
2. 의료기기의 분류
3. 의료기기의 등록 서류
4. 제조업체 확인
5. 제조업체 품질관리시스템(QMS)
우리나라 혁신의료기기 인허가·규격·심사 절차
1. 의료기기 인허가
2. 기술문서 요구사항
3. 시험검사
4. GMP 요구사항

강사
잭 웡(Jack Wong)
회장(교수)
(아시아 인허가전문가
협회(ARPA)/
싱가포르 난양공대
(NTU) 교수)
원찬요 대표이사
(㈜메디가이드)
이몬 학시
(Eamonn
Hoxey) 이사
(이브이 학시
(E V Hoxey Ltd)
컨설팅/영국/
(前)미국의료기기
진흥협회(AAMI)회장)
메이응(May Ng) 대표
(아큐온(ARQon)
싱가포르,
아세안의료기기
제조연합(ASEA
NMed)공동회장/
(前)싱가포르 식약처
인허가 담당)

11:10-11:40

미국 FDA 인허가 요건
1. 면제 대상 의료기기(Exempt devices)
2. 시판 전 신고(Premarket submissions)
3. 복합제품 : 의료기기, 의약품, 생물 의약품 복합제품
4. 인도주의적 의료기기 면제(HDE)
5. 임상시험기기 면제(IDE)
6. 혁신의료기기프로그램 (Breakthrough Device Program)

11:50-12:30

아세안 의료기기 인허가 요건 : 혁신 의료기기 대상
1. 아세안 회원국
2. 아세안 의료기기 통합 규정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AMDD)
3. 아세안 회원국의 혁신
4. 아세안 회원국에서 제품 등록 방법
5. 아세안 회원국의 최신 근황
6. 아세안 회원국에서 제품 등록 시 유용한 팁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20

EU 의료기기용 MDR & IVDR CE 마크
1. 의료기기용 EU 인허가 요건
2. 최신 규정 변경 사항 안내
3. MDR에 따른 CE 마크 적합성 평가 절차
4. 시판 후 요건
5. EU IVDR 소개

14:30-15:20

중국 의료기기 인허가 핵심 및 변화
1. 중국 의료기기 관리 개요
2. 일반적인 의료기기 등록 방법
3. 의료기기 특별 승인 채널
4.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변경 예고
5.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경로

15:30-16:30

일본 의료기기 인허가 정책 및 제도 : 혁신의료기기 중심
1.혁신의료기기 전략과 제도
2.혁신의료기기 승인(품목허가) 제도
3.혁신의료기기 보험정책

이창형 수석고문
(㈜메디팁/동국대
객원교수)

16:30-17:00

강사, 참가자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
- 강사 및 수강생 소개 및 질의응답(ZOOM 활용)

- NIDS
- 이정란 대표
(메디히어로즈)

1일차

위롱 우(Yulong Wu)
팀장
(ECM(Ente
Certificazione
Macchine)/상해,
EU MDR
Notified Body)
렌 다지(Ren Dazhi)
대표이사
(CEMT/아큐온
(ARQon)/
(前)중국국가의약품
감독관리국(NMPA)
북경센터소장/중국)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④ 혁신의료기기 개발 실무(개발, 제품 기획, 임상설계)
구분

1일차

시간

교육 내용

강사

09:30-10:30

스탠포드 바이오디자인(Stanford BioDesign) : 의료 기술
혁신을 위한 니즈 중심 접근법
1.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및 스탠포드 바이오디자인 소개
2. 니즈 탐색 및 니즈 선택에 대한 탐구
3. 컨셉 개발과 선택이란 무엇인가?
4. 어떻게 수행(Implementation)할 것인가?

아누라그 마이랄
(Anurag Mairal)
박사
(스탠포드 바이오
디자인 센터,
스탠포드의대교수/미국)

10:40-11:40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및 위험관리
1.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2.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과 위험관리(ISO14971)
3.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과 GMP(ISO13485)

원찬요 대표이사
(㈜메디가이드)

11:50-12:30

혁신의료기기 사례연구(1)
- 웰트㈜ : 혁신의료기기, 데이터로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강성지 대표이사
(웰트㈜)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00

혁신의료기기 사례연구(2)
- ㈜브레인유 마취심도 측정기 : CAI, 뇌파 측정 플랫폼

홍승균 대표이사
(㈜브레인유)

14:00-14:30

혁신의료기기 사례연구(3)
- 싱가포르 오스테오포어 인터내셔널 : 제품 개발과 인허가

림징( Jing Lim) 박사
(오스테오포어
인터내셔널
(Osteopore
International)
/싱가포르)

14:40-16:30

혁신의료기기업체를 위한 임상 설계 전략
1. 기초적인 임상시험 관련 지식 및 임상시험 프로세스
2. 임상시험관련 규정
3. 사례연구: 혁신의료기기 임상설계 사례

전은정 대표이사
(㈜프로메디스)

17:00-17:30

강사, 참가자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
- 강사 및 수강생 소개 및 질의응답(ZOOM 활용)

- NIDS
- 이정란 대표
(메디히어로즈)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⑤ 혁신의료기기 사업화 방법 및 전략(급여등재, 지적재산권, 투자유치, 정부 지원 사업)
구분

시간
09:30-10:20

10:30-11:10

11:10-12:00

12:00-13:00

1일차

13:00-14:00

14:10-15:10

15:20-16:20

16:30-17:00

교육 내용

강사

국내 건강보험 등재 처리절차
1. 의료기술 등재 절차
2. 치료재료 등재 절차
미국 혁신의료기기 프로그램(FDA Breakthrough Device
Program) :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보험수가
1.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의료보험 커버리지와 보험급여 코드(code),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2.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혁신의료기기 기업을 위한 특허와 지식재산 전략
1.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이해
2. 의료기기와 지식재산권
3. 특허보호 및 분쟁대응전략
4. 해외사업진출 R&D 전략
5. 혁신의료기기 벤처의 성공전략

이숙경 팀장/
이현민 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토냐 다우드(Tonya
Dowd) 부사장
(엠크라(MCRA, LLC),
(前) 미국 존슨앤존슨
이사/미국)

민경만 부소장
(아시아나 국제
특허법률사무소)

점심 식사
혁신의료기기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및 IR 자료
작성 실무
1. 벤처투자 생태계 및 벤처캐피탈의 이해
2. 혁신의료기기 초기창업기업의 IR 사업계획서 구성요소 및
작성 방법
글로벌 의료기기 유통 전략
1. 왜 해외 진출이 필요한가?
2. 성공적인 국제화를 위한 전제조건
3. 시장 및 제품/서비스 선택
4. 시장 진입 모드
5. 시장 진출 전략
6. 유통 업체 관리(COVID 이후)
국내 혁신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경로
1. 해외 인허가(CE, FDA 등) 보유 기업 vs. 해외 인허가가
없는 기업
2. 유수 의료기기 전시회 또는 파트너링 참가 소개
3. 의료기기 신규 바이어(Distributor)와 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4. 국내 의료기기 정부 지원 사업
강사, 참가자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
- 강사 및 수강생 소개 및 질의응답(ZOOM 활용)

* 교육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박수용 팀장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얀 바이트옌스
(Jan Weitjens) 이사
(룩토르메디컬
(Luctor Medical
BV)/네덜란드)

이정란 대표
(메디히어로즈)

- NIDS
- 이정란 대표
(메디히어로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