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설명회 안내
□ 의료기기 취급자 ‧ 단체 ‧ 유관기관 대상
ㅇ 일시

: ’22. 8. 18.(

목 ),

ㅇ 장소

:

ㅇ 참석자

14:00

∼

17:00

전자랜드 랜드홀 신관 2층 (서울 용산구 소재,
:

석 규모)

150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 의료기기
관련 단체, 기술문서심사기관 등 유관기관

시 간
내 용
∼14:00 ․등록
14:00∼14:10 10’ ․인사말
[의료기기 유관기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설명
14:10∼15:00 50’ ․차세대
* ’22∼’23 종합계획 설명 및 ’23년 세부 사업내용
․시스템 구축 관련 건의 사항, 정책 제언
[의료기기 영업자‧유관단체 등]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설명
15:00∼16:50 110’ ․차세대
* ’22∼’23 종합계획 설명 및 ’23년 세부 사업내용
․시스템 구축 관련 건의 사항, 정책 제언
16:50∼17:00 10’ ․맺음말

비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용역사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용역사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향후 일정
ㅇ 수렴된 의견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단기는

년 사업에 반영,

’22

중장기 과제는 제도개선, 예산확보 등을 병행하여

년 이후 추진

’23

참고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종합계획(요약)

목표

全

❍ 의료기기 전( )주기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년 1차, 행정시스템 완성) 분산된 시스템(4개)을 단일 정보체계 및
통합시스템으로 구축

(’22

년 2차, 민원서비스 완성) 대국민 의료기기 종합정보 포털 등 구축

- (’23

※ 구축 기능 요약
(기존) 4개 시스템

문 제 점

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

(개선) 통합시스템
1차 구축 (’22년)

시스템별로 다른 코드체계

(전자민원, 인허가, 사후관리 일부)

사전, 사후 등 관리이력 정보 단절
의료기기추적관리시스템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UDI, 공급내역보고, 환자안전성등록)

부작용환자통보시스템

수작업 위주 사후관리 및 정보 분석
정보시스템 인프라 노후화
DB서버 의약품시스템 공용으로
분리 필요

<목표시스템 개념도>

▶

∙의료기기 전자민원
∙인허가 / 사후관리 행정
∙고유번호(UDI)기반 추적관리
∙부작용 관리

2차 구축 (’23년)
∙대국민 종합정보 포털
∙교육 통합 연계·관리
∙데이터 활용

기대효과
❍ (일반국민)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확인 및 대처 가능
❍ (공무원) 인공지능 기반의 인허가 심사업무를 지원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전주기 데이터를 막힘없이 활용
❍ (산업계) 공공데이터 활용 및 시스템 편의성 향상으로 신기술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 촉진

「’22년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설명
< ‘22년 사업 요약 >
√ (사업명/사업자) 차세대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인포벨리코리아 컨소시엄
√ (사업기간/금액) ‘22.3.11. ~ ’23.1.5.(10개월)/4,745백만원
√ (사업목표) 의료기기 인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디지털 기반의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구현

❍ 사업 주요내용
1

접근성‧편의성 강화를 위한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 대민포털 통합(전자민원창구 + 의료기기정보포털)
→ 지능형 통합검색
→ 민원상담 챗봇 시범도입

2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한 인허가시스템 구축
→ 지능형 통합검색(비정형 문서파일을 정형화)
→ 결재시스템 개선

3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후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분산된 사후관리 업무 통합
→ 수기업무 전산화

4

환자중심 부작용관리시스템 구축
→ 분산된 부작용 업무 통합

5

효과적 관리를 위한 UDI 기반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 기존UDI시스템과 추적관리시스템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