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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UAE 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전망

1. UAE 의료기기 시장규모

１)

UAE 의료기기 시장은 세계 39위, MENA지역 4위 규모(사우디, 터키, 이란, UAE순)로, 해외환자유치
(medical tourism), 헬스케어 인프라 투자, 의료비 증가와 보험확대가 성장의 주요 요소
(시장규모) 2020년 UAE 의료기기시장규모는 약 1.3조원(1.08B USD)으로, 2020년 전년대비 5.7% 및
2019~2024년간 연평균 5.3%씩 성장하여 2024년에 1.6조원(1.3B USD)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2020년은 DUBAI Expo의 연기(2021년) 및 COVID-19의 영향으로 시장이 일부 위축될것으로 보이나 COVID-19
검사시장 확대와 다양한 헬스케어 투자 촉진 정책으로 시장은 지속성장 예상

(수입의존 및 재수출) 기본적인 품목 위주의 국내 생산으로 인해 의료기기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최근
3년 동안 중동지역 물류허브 역할로 의료기기 재수출이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음
2019년 제품분야별 규모 및 비중에서 영상진단기기가 3,008억원(251.9M USD), 의료용소모품이
2,093억(175.3M USD), 환자보조기 956억원(80.1M USD) 등으로 나타남

분야

규모 및 비중

영상진단기기

251.9(24.6%)

의료용소모품

175.3(17.1%)

환자보조기

80.1(7.8%)

정형외과/보형물

79.4(7.7%)

치과기기/용품

76.6(7.5%)

기타

361.9(35.3%)

* 2019년 UAE 의료기기 시장(UAE Medical Device Market 2020, Fitch Solution, 단위: 백만 달러)

１) UAE Medical Device Market 2020, Fitc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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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２)

對UAE 의료기기 수출규모는 2019년 약 885.7억원($74.1M USD)로 5년간 연평균 약 30.1%씩 고속성장
했으며 의료기기 전체수출(4.3조원, $3,709M USD)대비 약 2%차지

2018년
대비 2019년 약 150%의 성장을 보인 對UAE 의료기기 수출규모는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수출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2018년 36만달러에서 2019년 3,300만 달러로 급성장)

< 2015∼2019 對중동 한국 의료기기 수출액 현황 (단위 : 천 달러) >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UAE

이집트

이란
2015

2016

사우디
2017

2018

이라크

쿠웨이트

2019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1

UAE

25,891

39,228

36,750

30,081

74,127

2

이란

65,172

66,110

60,824

82,251

69,680

3

이집트

19,885

19,628

16,448

46,777

39,171

4

사우디

42,898

33,000

35,112

28,744

32,484

5

이라크

5,140

6,620

11,041

12,858

13,290

6

쿠웨이트

6,863

8,229

8,230

7,343

8,04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 각 년도 재가공

2015년 UAE는 이란, 사우디에 이어 중동지역 3위 수출대상국에서 2019년 1위로 올라섰으며, 이집트도
연평균 18.5%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２) 2015~2019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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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對UAE 주요 수출품목은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44.6%), 레이저수술기(13%), 치과용임플란트
(6.5%),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5.5%), 초음파영상진단장치(4.8%)등

<2019 한국 의료기기 對UAE 주요 수출품목>
1,571,707

1,420,666
1,106,830

1,964,928
3,033,970
3,236,498

3,406,818
33,089,900

3,776,913

6,058,625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Ⅱ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기타레이저수술기

초단파자극기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2019년
주요 수출기업은 ㈜삼성전자(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디알젬(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루트로닉(레이저수술기), ㈜올메디쿠스(개인용체외진단검사지), 삼성메디슨㈜(초음파영상진단장치),
㈜덴티움(치과용 임플란트), ㈜바텍(치과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등 이며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의
약진이 두드러짐

2015~2018년
對UAE 주요 의료기기 수출품목은 개인용체외검사시약 및 검사지(㈜올메디쿠스,
㈜아이센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레이저수술기(㈜루트로닉, ㈜원텍 등), 치과용임플란트(㈜덴티움,
㈜메가젠임플란트 등), 고위험성면역검사시약(㈜에스디, ㈜씨젠,에스디바이오센서㈜) 등임
2020년 상반기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UAE는 한국산 COVID-19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여, 상반기
금액기준 진단키트 수출대상국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UAE는 4월 6위, 5월 3위를 차지함)

㈜씨젠,
㈜덴티움, ㈜바텍 등 한국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현지법인 설립 등 직접진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UAE 외교３)·경제 및 보건의료 협력 강화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 기업 및 기관의 진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３) 2018년 한국은 UAE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음으로 외교적 관계가 격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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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AE 의료기기 사업의 추진 절차와 전략

1. UAE 의료기기 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입지 전략
가. 의료기기 사업을 위한 법적 형태
(형태) UAE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는 법적 지위와 사업모델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각기 사업진행 절차가 다름
- ‘자영업’은 법적으로는 법인 설립과 동일하나 사업모델 측면에서 1인이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의료기기 수입,
유통업을 말함. 주로 UAE자국인 및 현지에 정착한 외국인이 운영하며, 다양한 해외의료기기들을 유통수요에
따라 제조사를 소싱하여 수입주문을 내는 오퍼상을 말함. 이 보고서에서는 해외(우리)기업이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법인/지사로 분류하고 사업모델이나 운영 주체상 성격이 다른
자영업을 별도로 구분함
- 법인, 지사/연락사무소, 현지 대리점 활용, 자영업 등의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며 이들 사업의 기회와 리스크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음
- 법인, 자영업, 지사/연락사무소는 독립된 사업체를 UAE내에 설립하는 형태로서, 법인/자영업(자영업도
법적으로는 법인설립과 동일한 유형)은 UAE내 직접 유통(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지사/연락사무소는
마케팅, 정보수집 활동만 할 수 있으며 직접 유통을 할 수 없음
- 가장 대표적인 진출방법은 현지 대리인(대리점)과 유통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형태이며, 한국 의료기기 기업도
이러한 간접진출 형태가 가장 일반적임
* 현지대리점을 통한 수출은 투자 위험이 적고 빠른 시간 내에 현지 규제요건(의료기기 유통 및 제품등록 허가 등)을
충족할 수 있으나, 대리점 선정에 있어 많은 사전조사 및 계약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본토 및 프리존에 설립 가능한 회사형태>
프리존４) 에 설립 가능한 회사형태

본토에 설립 가능한 회사형태
- 무한책임파트너쉽(PJLC): UAE국적만 가능
- 유한책임회사(LLC): 최대 49%의 외국 소유권
- 공공주식회사(PJSC): 최대 49%의 외국 소유권
- 사모주식회사(PJSC): 최대 49%의 외국 소유권
- 지사: Local Service Agent(자국민) 선임해야함

- 프리존 설립체(FZE): 단일주주
- 프리존 유한책임회사(FZ LLC or FZCO)
- 지사

- 연락사무소

４) 프리존(Freezone) : 본토에 비해 완화된 법/규정을 적용하여 회사 설립, 투자 등이 용이한 자유 무역 지역([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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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별 추진 절차>
사업형태

사업 착수 절차

1. 본토５) or/and 프리존 사업자등록
(LLC, PJSC, FZE, FZCO 등)
2. Medical Warehouse 허가(연방보건부)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장/단점

- 독립적인 영업이 가능
- 현지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의사결정)
가능

3. 제품별 등록(연방보건부)

- 장기적 브랜드 구축 가능

4. 자체 영업을 통한 유통판매

- 상대적 고비용(법인설립)

* Free Zone의 경우 내지의 의료기기
유통허가에 상응되는 GSDP 취득 과정이
필요하며 그 내용과 절차는 설치 지역별로 상이６)

- 대리점또는연락사무소에서법인형태로

1. 현지 로컬 파트너 발굴

-시장정보및경쟁사관계파악유리

2. 현지연락사무소 개소

-현지대리점을위한마케팅및영업활동

3. 독점계약을 통한 제품 등록
4. 로컬 파트너 통한 유통/판매

발전하는 경우가 많음

지원가능
-현지직접판매불가

-중동지역에가장많은사업형태임
현지 대리점
(계약) 활용

1. 현지(local) 대리점 발굴
2. 현지대리점이 보건부에 제품등록
3. 대리점 유통망 활용 판매

-독점권계약요구가일반적이나다수
유통채널구축가능
-경쟁력있는대리점확보가무엇보다중요
-현지정보취득불리(대리점에 정보의존적)

자영업
(무역업)

법인/지사의 경우와 같음

-독립적인영업이가능

*현지법인이므로법인사업체와착수절차가동일하나,

-다양한제품군을취급하는장점이있으나,

보통개인사업형태로하는의료기기무역업을
지칭(특정업체제품만이아닌다양한제품의수입,
유통가능)

브랜드충성도는약함
-시장변화에발빠르게대응할수있음
(COVID19상황등)

５) UAE에서 프리존을 제외한 지역을 “본토”(Mainland)라고 통칭하며, 두바이, 아부다비, 라스알카이마 등 대부분의 상업 및 거주 지역을 이
보고서에는 “본토”로 칭함
６) GSDP(Good Drug Storage and Distribution for Approved Code of Practice)는 본토에 설립된 법인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유통허가(Medical Warehouse 또는 Medical Store로 부름)에 상응되는 프리존의 별도 허가절차로서 내용은 Medical Warehouse와 거의
같음. 개별 프리존마다 적용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법인 설립 시 개별 GSDP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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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및 전략

(절차)
UAE 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으로는, 사업자등록(법인/지사 설립, 자영업도 해당),
연방보건부에 Medical Warehouse ７)(의료기기 판매/유통허가) 허가, 그리고 의료기기 제품별 등록
절차８)를 거쳐야 함
- 직접 유통활동을 할 수 없는 지사/연락사무소 또는 대리점 사업형태는 유통의 법적 책임을 현지대리인
(유통계약을 맺은 현지대리점)이 맡게 되며, 현지대리인이 제품 등록까지의 절차를 법적 대리인으로서 수행함
* 법인에 비해 대리점을 통한 진출은 제조사 등록 및 제품 등록 단계 이후 바로 현지 유통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음
<UAE 의료기기 사업 인허가 간략 절차>
직접 진출시
1.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자 등록 (모든 업종 해당)

대리점 활용시
* 법인 설립,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Medical
Warehouse License) 생략 가능

2. 의료기기 판매업(Medical warehouse) 허가
(연방보건부)

* 법인 설립,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Medical
Warehouse License) 생략 가능

3. 제조사 등록(site registration, 연방보건부) 후 의료기기 제품 등록(수입허가)
* 제조사를 등록하면 제품 등록과정(온라인)에서 등록된 제조사를 선택할 수 있음

(전략) 현지 비즈니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지사/연락사무소 또는 대리점 활용을 통해
초기 안착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방법 등 사업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대리점 계약을 할 경우 중동 현지 대리점 특성상 독점 계약을 요청할 확률(다수 유통채널 계약도 가능은 함)이
크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사전조사와 경쟁력 있는 파트너 선정이 요구됨
* 대리점의 현지 영업력, 인지도, 고객 네트워크, 사업/조직 규모 등 사업수행 능력 등의 정보를 쉽게 알기 힘든
환경이므로 계약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지 업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７) Medical Store 라고 사용되기도 하나 UAE 보건부 웹사이트에는 Medical Warehouse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에 따름
８) 수입 의료기기 제품 등록 시 Medical warehouse등록 외에 제조사 등록(Site Registration)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함. 순서상 제조자 등록을
먼저 한 후 제품 등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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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지선택 - 본토와 프리존 비교
<본토와 프리존 기업형태 및 사업범위 차이>
지역에 따른 구분

기업 형태

본토

LLC, PJC, PJSC

(두바이, 아부다비 등)

등

사업범위 등
- UAE 본토 및 프리존 유통가능
- UAE자국민과 51:49로 합작법인 형태
- 펜스가 있는 보세구역으로 물류창고 등 활용(중동지역 물류센터

포트(Port) 프리존

FZE, FZ LLC,

역할로 주변국 수출 가능)

(SAIF, JAFZA 등)

FZCO 외

- UAE 본토 직접유통 불가
- 해외기업이 100% 지분소유 가능

일반 프리존
(헬스케어시티,

LLC, PJC, PJSC

미디어시티 등)

등

- UAE 본토 직접유통 불가
- 현지대리점 파트너쉽으로 본토 유통 가능
- 해외기업이 100% 지분소유 가능

(사업지역) 의료기기 등 대부분의 제품 유통에 적용되는 UAE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본토 또는 프리존에
할 수 있음
- 프리존은 자유무역지대로서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외국인(한국기업)이 법인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으나,
본토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UAE 국적자(에미라티)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합작기업 형태로만 설립해야 함９)
- 중요한 차이점은 UAE의 본토 유통 가능 여부로서, 본토에 설립된 법인은 본토 유통이 가능한데 비해, 프리존內
설립 시에는 본토 유통이 불가능함
* 프리존내 법인이 두바이, 아부다비 등 본토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본토 유통 라이센스를 갖춘 현지 대리점을
활용(계약)하거나 별도의 판매법인을 추가로 본토에 설립하여 유통할 수 있음.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 HealthCare City, DHCC)
▶ 2002년 설립된 세계 최초 의료산업 자유지구(Healthcare Freezone)으로 2019년 기준
163개의 의료기관, 3700명의 의료진, 의료기기/제약 관련 연구소 및 기업 등이 6,000여개 입주
▶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자 간소화 등을 통해 유명 해외 의료기관 및 글로벌기업 등을 유치하였고,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 세금 면제, 의료장비 관세 면제 및 100% 외국인 소유가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DHCC 2차 구역 확장을 곧 앞두고 있으며, 웰니스 개념에 재활 및 예방 보건 개념을 더하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의료 관광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 이를 통한 두바이 산업
다변화 역할 기대

(포트 프리존 활용) 프리존의 사업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프리존을 통한 주변국 수출이 가능하므로 복합적
형태의 프리존 활용 전략도 가능함
- UAE의 항구 및 공항인근(port)에 설치된 프리존은 보세구역으로서 중동시장의 물류 허브 역할로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물류비 절감, 정보취득 용이, 금융 결재의 편리함 등의 장점이 있음
９) UAE 국적자가 실제로 투자 및 사업을 하는 ‘사업파트너’ 보다는 실질적 자본 투자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에 간섭하지 않는 Sleeping ‘스폰서’인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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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가 아닌 본토에 설립된 프리존(Dubai Healthcare City 등)의 경우 특정 업종(보건의료)이 모여 있어서
마케팅, 홍보, 행정, 의료면허 취득에서 유리함
- 중동지역 재수출을 위한 포트 프리존에 모회사(Mother company) 법인을 우선 설립한 경우, 본토에 모회사의
자회사(Daughter company) 설립을 통하여 본토에 직접 유통을 하는 형태도 가능함
* 예를 들어, SAIF(샤르자 프리존)에 모회사 법인 설립을 통해 중동지역 물류 허브 역할, 본토에 모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본토 직접 유통,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 모회사의 지사를 설립하여 마케팅 및 영업관리 등으로 사업형태를
갖출 수 있음

- 본토에서도 기존 본토 법인체가 중동지역 재수출이 가능하도록 물류센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비용(부가세),
적합한 사업면허취득, 편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로 소규모로 인근지역 재수출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

2. 사업자 등록 및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
사업자 등록 절차시 유의사항(두바이 기준)
- 각 등록 절차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는데 최소 12주의 시간이 걸림
* 보건의료의 안전성, 품질관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까다로운 요건들이 요구되는데 비해 사업자를 위한
온라인화, 절차합리화 등이 구현되고 있으나, 인허가 절차 전반적으로 임의성이 있음을 전제해야함
<두바이지역 사업자 등록 및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 절차>
등록/면허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관할기관１０)

소요기간

DED１１)

1주

Ejari 등록

DLD

1일

현장실사
(Site Inspection)

Site Inspection후 NOC１２) 발급

MOH

3주

회사정관등록
(Memorandom of Article)

Standard Application 사용

MOL

1주

절차

필요서류

회사명등록신청
(Trade Name Reservation
Certificate)

Standard Application 작성

초기등록신청
(Initial Approval Certificate)

Local Sponsor Document제출
(Passport/ID/Familybook)

Warehouse Tenancy Contract

Commercial License 발급
의료기기
판매업
(Medical
Warehouse)
허가

세관 등록

1일

신청서제출
(Application Submission)

창고관리자(Pharmacist)관련서류
스폰서관련서류(Security Form)

현장실사
(Facility Inspection)

소방관련 서류
(Civil Defense 발급)

1일
MOH

허가증발급
(Medical Warehouse License)１３)
신청서제출
(Application Submission)

4주
1주

Standard Application작성
License, Tax등록정보

세관

1주

*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기판매업 허가는 1년 주기로 갱신하여야 함
１０) DE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경제개발부), DLD: Dubai Land Department(두바이국토부), MOH: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연방보건부)
１１) 관할기관은 DED지만, 각 지역에 따라 행정처리 업무센터명이 다를 수 있음: Trakhee, AMER center, 등
１２) Non-Objection Certificate: 의료기기 유통 site로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는 증서
１３) 보고서 뒷부분 <Medical Warehouse 조건: 참고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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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위해 사업장임차계약(Tenancy Contract)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사업자등록과
의료기기판매업 허가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되기도 하며, 이에 따른 사전에 투입되는 비용이 발생함
* 인허가전 사업장 실사(site inspection)가 이루어지므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임차계약 및 인허가 규정에 맞는
내부공사 등 사전 비용이 발생
* 약사 고용 및 실사 등(Medical Warehouse 허가조건(참고2))을 충족해야 함１４)

3. 의료기기 제품등록 및 유통을 위한 절차
사업자 등록 및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완료되면 제품 분류(Classification) 및 제품(medical product) 등록 진행
- 제품 등록에 앞서 제품 분류(Classification)가 진행되며, 연방보건부 품목 등록이 필요한 의료 제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단계임
- 제품 분류 신청은 연방보건부 의약국 해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는 유통의 법적 권한이
있는 자, 즉 해외기업과 유통계약을 맺은 현지유통 대리점 또는 유통인허가를 받은 해외기업의 현지법인이
신청해야 함
- 제품 분류(Classification) 결과 등록할 필요 또는 불필요가 판정되고, 제품분류 결과에 따라 아래 4개 등급 중
하나가 부여됨(2주 소요)
- 등급 : Class I, Class II, Class III, Class IV(참고1)
- 연방보건부 등록이 필요한 보건산업 제품 카테고리는 아래 4가지로 분류
1. Medical Device (의료기기)
2. Pharmaceutical Products (의약품)
3. Medicated Cosmetics (의료용 화장품)
4. GSL (General Sale List Products)
※ 제품등록이 불필요한 제품군의 예는 일반화장품, 반창고류, PCA 등이며 담당자에 따라 임의성이 존재함
(예를 들어 치과용 임플란트도 의료기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등록 불필요로 판정된 제품은 이후 보건부외 타 관련청１５)의 법규에 따르게 됨

- 품목 등급구분 관련하여 UAE의료기기 규정은 미국FDA, EU, 호주 등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규정을 참고하고
있으므로 한국 식약처 등급 분류와도 유사함
- 품목 등록시 대부분 CE, ISO 등 국제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요구
- 제품등록 과정은 보통 6~9개월 정도 소요되거나 라마단 등 이슬람 절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소요시간 발생 가능

연방보건부(MOH) 제품등록이 필요한 제품(유효기간: 5년)
단계

내용

1 단계

제품 분류(Classification)

2 단계

의료기기 생산업체 등록(Site Registration) (최소 3개월)

3 단계

연방보건부 제품 등록(제품별 등록 / 최소 3개월)

１４) 면허보유한 약사의 고용은 법으로 허가를 위해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약사 라이선스를 빌려쓰는 관행도 있음. 원칙적으로는 약사가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상이나, 현실적으로는 약사의 역할이 크지 않으므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됨(현지 사례
인터뷰)
１５) UAE국립표준원(ESMA;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환경부(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두바이개발청(Dubai Municipalit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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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4 단계

수입 허가(Import Permit) * 매 건 마다 필요

5 단계

통관 허가(Customs Clearance Permit)

* 보건부 웹사이트(mohap.gov.ae) 참고

- 의료기기 생산업자 등록(Site Registration 또는 Manufacturer of Medical Product Registration)을 통해
제조업자의 정보(공장시설 등)를 등록해야함

신청자격 등
•의료기기유통(medical warehouse)허가가 있을 것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보건부 등록을 해야하며 여기에는 UAE 마케팅권리 획득(Marketing Rights
Holder)을 위한 서류가 포함됨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 필요
•등록은 온라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함
필요서류
UAE 마케팅권리 획득을 위한 서류

생산업자 등록(Site Registration) 서류

•대표자가 날인한 신청서 양식
•제출문서에 관한 책임이 있는 대표자 또는 UAE시설
표기 문서(업체 공식용지 상에 대표자 날인후
해당국가 UAE대사관에서 인증) 원본
•해당국가에서의 제조업 허가 및 모든 허가받은
사항(UAE대사관 공증된 것)

•보건부 의약국 제출문서에 대해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UAE시설 표기 문서(업체 공식용지 상에
대표자 날인후 해당국가 UAE대사관에서 인증) 원본
•해당국 발행 ISO13845 인증서(공증요)
•해당국 제조업 허가서

•회사 프로필 및 관련 업체명

•생산/구매하는 의료기기 제품 명단

•해당국가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명

•상세 회사 프로필

•타 국가 진출 현황 증빙 문서

- 수입품목 허가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모든 서류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 전화상 문의 어려움, 채팅(chatting)창을 통한 문의에는 시간 소요
* 제품 등록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
*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확보 어려움

수입 의료기기 유통을 위한 절차
- 제품분류(Classification)에 따라 보건부 등록이 필요한 제품과 불필요한 제품에 따라 절차가 다름
- 의료제품(의료기기)의 수입은 Medical Warehouse(Medical Store) license를 받아야 가능하며, 등록필요한
제품의 경우는 등록 전에 의료기기생산자 등록(Site Registration)을 우선 해두어야 함
- 연방보건부(MOH) 제품등록이 불필요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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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제품 분류(Classification)
(제출 서류) CE, ISO, GMP, FSC, Composition Certificate,

1 단계

사업자대표 Emirates ID,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 보건부 등록증(MOH
License), 제품 레이블(Inner & Outer), 카탈로그, 제품 사진, 제3국가 등록 및 마케팅
현황(Registration & Marketing Status in other country)

2 단계

수입 허가(Import Permit) * 매 건 마다 필요

3 단계

통관 허가(Customs Clearance Permit)

현지대리점

지사/연락사무소

자영업, 법인

현지유통 대리점
선정필요

현지유통 대리점
선정 필요

자체 유통/판매

대리인 계약

사업자 등록(Trade Lincense: 본토 or 프리존)

현지유통의
법적 대리인

본토(UAE자국민 51%이상) / 프리존(해외기업 100% 지분 가능)

MOH License(Medical Warehouse) 허가
Medical Warehouse 허가 조건 참고

제품 등록 과정

제품 분류(Classification)
등록여부 판정 및 등급 판정

제품 등록 필요시

제품등록 불필요시

생산자 등록
(Site Registration)
국산/수입 모두 해당

수입 허가(Import Permit)
수입 건마다 서류제출 필요

현지대리점 통한 유통/판매１６)

직접 유통/판매

１６) 현지대리점을 이용할 경우 보건부라이센스(Medical Warehouse) 취득과 제품 등록 절차 등은 대리점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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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기 등록 및 관리 상세절차
4-1 관련용어의 정의
의료기기(medical device)란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관리, 치료에 사용되는 제품중 약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그 주요 사용방법이 인체에 약리학적, 면역학적, 대사적인 수단에
의해 적용되지 않음
의료기기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눔
(1) 의료기기(medical device; MD)
(2) 체내삽입 작동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AIMD)
(3) 체외진단기기(IVD):
* 시험용제품(reagent product), 측정기기(calibrator), 제어물질, 키트, 도구, 실험장치(appratus), 장비, 시스템
등으로 인체에서 유래된 샘플 등을 실험실에서 검사하여 병리적 정보 등을 얻기 위해 제조된 기기
* 단, 동물과 관련된 것은 제외(veterinary applications으로 분류)

부속품(accessory) 이란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함께 사용되어 그 기기의 제조시 목적한 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부속품을 말한다.

제조업자(manufacturer)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의료기기의 시장 출하전 기기의 설계, 제조, 포장,
레이블을 책임진 자를 말한다. 해당자 및 그를 대신한 제3자를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상의 제조업자에 대한
의무사항들은 이미 생산된 제품의 조립, 포장, 프로세스, 재변형, 레이블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됨
시장출하(Placing on the market)란 유상, 무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을 말함
서비스출시(putting into service)란 의료기기가 시장에서 그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함

4-2 의료기기 관련 현행법 및 범위 등
(허가관리관청) 연방보건부 약품관리국(Drug Control Dept. MOHAP)에서 관장함
(법규준수)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분류, 요구사항, 평가 등은 아래 국제 규정들을 벤치마크하여 이루어짐
•UAE Pharmacy Law No.4 for 1983
•GHTF for Medical Device(Global harmonization Tast Force)
•EU Medical Device Directives 93/42/EEC, In Vitro Diagnostic Device Directive 98/79/EC, EU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90/385/EEC
•US FDA
•Australia TGA

(적용 범위) UAE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및 부속품(accessory)에 적용함.
- 의료기기가 의약품(m e d i c i n a l p ro d u c t)으로 관리되고 싶은 경우, 의약국(D C D)이 관리하는
“UAE의약품등록규정”에 침해되지 않도록 UAE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 의료기기가 의약품과 함께 통합된 제품을 유통하려면 의약품등록 규정에 따름
- 어떤 의료기기가 약품으로 판단되는 별도의 물질과 함께 인체에 부속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등록가이드라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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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체내삽입 작동의료기기(AIMD), 의약품, 화장품, 인체혈액 관련 제품, 인체유래된
세포나 조직, 동물유래된 세포나 조직, 인체 및 외부상처와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4-3 의료기기 제품 등록 관련 규정
(필수사항) UAE의료기기등록가이드라인(부록2)에 의한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주요 내용
· 의료기기가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되었을 때, 임상적 조건이나 환자, 사용자 기타
해당자의 안전에 타협점이 있으면 안됨

일반 요구사항

· 의료기기는 제조업자가 의도한 결과를 나타내어야 함
· 의료기기의 수명은 일상적인 조건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로 부터 영향받지 않아야 함
· 부작용은 기대되는 효능 대비하여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 이내이어야 함

화학적, 물리적 속성

· 비독성, 비발화성 재료가 사용될 것
· 재료는 생물학적 조직세포와 인체내 액체와 조화되는 것일 것
· 기기 및 제조과정은 환자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될 것

감염, 미생물 오염

· 기기는 살균되어 설계, 제조, 포장되고 수송, 보관되어야 함
· 만약 기기가 사용전 살균되어야 하면, 미생물 오염의 위험이 최소화되어야 함
· 기기가 다른 기기나 장비들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결되는 시스템은
안전하고 기기의 구체적인 기능과 달라지지 않아야 함 사용시 제한점은 레이블로
표시해야 함

구성, 환경적 속성

· 기기의 설계, 제조, 포장시 환자나 사용자, 기타 관련자와 관련된 다음 위험들을
최소화해야 함
* 발화 또는 폭발, 오염물, 화학물질/미생물 잔존, 방사능, 전기적 기계적, 고온 위험,
기기밖으로 유체의 유출, 진동과 소음
· 사용자가 다루어야 하는 전기, 가스, 기타에너지 등의 연결은 가능한 위험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기기의 접촉하는 부분과 주변은 평상적인 사용에서 위험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야 함

· 모든 레이블 작업은 등록 과정에서 승인되어야 함
· 승인받은 레이블과 차이가 날 경우 등록의 지연을 초래할 것임
· 필요한 정보들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영어와 아랍어로 쓰여져야 함.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기기에는 반드시 표시
· 사용방법 표시는 1등급, 2등급기기에는 필요하지 않음

레이블링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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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a) 제조업체명과 주소
b) 기기 식별번호(부호)
c) (해당시) 배치(batch)번호
d) (해당시) 1회용표시
e) 포장된 경우 내부물(크기, 길이, 부피등)
f) 안전한 유통기한
g) 의학적 조건, 목적, 용도, 판매 또는 기증여부, 사용결과의 수준
h) 안전하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사용방법, 수송과 보관 방법, 기타 작동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I) 살균처리 확인
j) 안전 사용을 위한 제한시간

(분류) 의료기기는 Class I, II, III, IV(혹은 I, IIa, IIb, III)로 등급을 구분함 등급구분 및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승인위원회(MD Registration Committee)는 기기의 등록을 결정하게 됨
* 등급분류의 판단척도는 총위험도의 수준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시간(‘transient’ 1시간이하, ‘short-term’
30일이하, ‘long-term 30일이상’, continuous 영구적), 인체침습정도(침습, 수술침습, 안구등 체내연결구멍을 통한
침습), 체내삽입용 의료기기 여부 등을 고려함(첨부1 참조)

(승인절차)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UAE현지 공인대리인(authoized representatvie)은 보건부
의약품관리국 기술분과(technical section)내 위원회에 시장출시 전 등록 신청을 해야함. 유효한
인증서(certificate)를 받은 의료기기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
- 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기를 검토하여 더 이상의 평가를 면제하거나, 추가 증빙문서를 공식서한으로 요구하게 됨
안전성과 효과성 근거 관련 문건을 제출토록 하여 유통을 위한 추가 확인을 실시
- 제조업자 또는 현지 공인대리인은 안전과 효과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문서와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음
- 위원회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5년간 유효한 등록허가서(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발행하여 해당 의료기기가 수입 및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음의 경우 보건부 의약국장은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문서통지함
· 신청자가 요구한 경우
· 제조업자가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품질수준이 허가신청 시점 표준보다 떨어진 경우
· 승인된 레이블과 다른 경우
· 타 유사 제품의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
<의료기기 제품 등록에 요구되는 첨부 문서/정보>
구분
신청서 양식
(Application Form)
제조업 허가서
(Manufacturer certificates)

비고
· 파일화하여, 제조업자가 날인 및 사인할 것
· ISO표준의 인증(certificate)관련, 인증서 사본
(ISO9001:2000, ISO13485:2003)
· 제조업자 국가의 관련 관청이 발행한 GMP 인증서

규정 승인
(Regualtory Approval)

· 의료기기 제조, 판매, 수출입을 위한 관련 인허가규정 인증서, 문서, 서한 등의
사본

사후관리(Post-market
requirement)

· 유통내역, 컴플레인과 리콜처리 등을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 준비근거

제품 정보
(Product Info)

· 기기설명, 용도, 사용법, 주의사항, 경고문, 발생가능한 사고, 대안적 처치방법,
레이블 사본 및 레이블 내용
· 제조 및 포장에 사용된 재료 내역

요구사항 충족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품규격, 안전, 효과성 요구사항 및 설계/제조시 품질관리 시스템 충족 사항
관련 인증서 사본
· 품질관리 계획 문서
· 제조 공정 문서

유통현황
(status of device
distribution)

· 첫 시장출하일, 사용일, 출하된 국가리스트 및 구체적인 국가별 인허가의
상태(시장출하승인상태, 제품리콜 상태 등), 출하후 보고된 문제점에 대해
필수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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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전성, 효과성 데이터

비고
· 리스크 분석, 평가, 리스크감소 방법을 포함한 리스크 평가서
· 안전성, 효과성 스터디의 상세내용(전임상, 임상내용, 프로세스 검증내용,
필요한 소프트웨어 검증, 문선연구, 연구내용 요약문, 위 연구들과 관련
발행연구서로 부터의 결론
· 사람이나 동물 조직이 포함된 기기의 경우, 생물학적 안전성의 객관적 증거

임상 데이터

· 관련 논문을 전문가 리뷰한 보고서
· 임상 결과와 결론

안정성 연구

·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

실험실 품질 관리
가격 확인

· 상세규격, 분석 방법, 분석요구 사항
· 공장출하가격, CIF가격, 원산지 도매가, 원산지 소매가

* 첨부서류의 목차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틀리지 않음을 확인, 서명함

4-4 의료기기 사후관리 규정
제조업자 또는 공인대리인은 다음 의료기기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함
① 유통기록 관리: 제조업자, 대리인, 수입유통업자는 유통기록을 비치하여 신뢰성 유지와 추적조사가
가능토록 해야함
② 컴플레인 처리 절차 및 관련기록의 유지 : 제조업자와 대리인은 안전 사고 발생에 관한 보고기록을 유지해야
함. 필요시 고객의 컴플레인 및대응처리 내용도 포함
③ 관련사고 보고절차 및 관련 기록: 제조업자와 대리인은 의약품관리국에 의료기기의 오작동, 부적합한
레이블, 사용방법 부착 부적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등 심각한 사고에 대해 통지할 것
④ 리콜 절차 마련: 제조업자와 대리인은 문서화 및 절차를 마련하여 발생한 문제나 리콜에 대해 적절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제조업자와 대리인은 유통을 위한 사후관리 절차에 대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품 등록 신청시
적절한 관련 문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후 재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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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AE 의료기기 시장 유통
(수요) 의료기관, 검진센터, 국가 보건의료관련 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이 있으며 공공 및 민간병원에 따라
공급 방법의 차이가 있음
- 공공/민간병원, 품목 및 금액 규모에 따라 입찰, 수의 계약 등 구매 형태가 다름
- 공공병원의 경우 입찰 참여를 위해 판매자(벤더) 등록 및 판매제품에 대한 전산등록이 필요하며, 온라인
입찰정보 확인을 위한 벤더 등록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１７)
- 다른 의료기기 시장과 마찬가지로 UAE의 의료기기 구매 선택에 있어서 사용자(의사)의 영향력이 큰 편이며
민간병원의 경우 병원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매우 큰 역할을 함
- UAE는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약90%)이 높은 만큼, 다양한 국적의 제조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국제적 인증(FDA, CE등), 브랜드 인지도, 가격, 등이 가장 중요한 구매 결정요소임
<UAE 주요 의료기기 유통기업>
No.

회사명

사업영역

1

City Pharmacy Co.
www.citypharmacy.com

제약/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2

ModernPharmacuticalsCo.MPC
www.mpchealthcare.com

제약/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3

Alphamed
www.alphamedgroup.com

제약/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4

Pharmatrade LLC
www.pharmatradeuae.com

제약/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5

EmitacHealthcaresolutions
www.emitachealthcare.com

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6

Al Zahrawi Medical Supplies LLC
www.zahrawigroup.com

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7

Al Hayatt Pharmacutiacls
www.alhayatuae.com

제약/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8

AlMazroui Chemical&Medical Supplies
www.almazrouimedical.ae

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9

Gulf Drug Establishmet
www.gulfdrug.com

제약/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10

IBN Rushd Medical drugs& equipments LLC
ibnrushd@eim.ae

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11

PromedCompany
www.promed-uae.com

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12

Omega Medical Requsites Trading LLC
www.omegaplus.com

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13

Hijaz Medical LLC
www.hijazmed.com

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１７) 아부다비: https://www.doh.gov.ae/about/tenders-and-grants ,두바이: https://esupply.dubai.gov.ae/web/login.html,
연방보건부: https://www.mohap.gov.ae/en/services/purchases-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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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회사명

사업영역

14

Jacob&Johns General TradingCo.
www.jacobandjohns.com

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15

Premium Medical SuppliesLLC
www.pms.ae

의료장비/의료용 소모품

- UAE의 주요 의료기기 유통사는 제약유통을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NMC와 같이 병원을 소유한 기업이
제약/의료기기 물류 및 유통을 겸하는 헬스케어 그룹도 다수 존재함
<UAE 주요 공공 의료기관>
관할
공공기관

대통령실
산하
의료부서

아부다비
병원관리청

두바이
보건청

18

UAE 의료 기관

지역

주요 진료분야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라스알카이마

암, 신경외과, 심장 COE

셰이크 칼리파 메디컬 시티

아즈만

소화기내과, 정형·척추, 산부인과, 당뇨 COE

셰이크 칼리파 종합병원

움알퀘인

소아과, 신생아집중치료, 심장, 피부과, 신경외과,
신장학, 내과, 응급의학, 안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종합병원

셰이크 샤크붓 메디컬 시티

아부다비

트라우마, 화상치료 COE

셰이크 칼리파 메디컬 시티

아부다비

소아과, 심장 COE

코니쉬 병원

아부다비

산부인과, 신생아치료 전문

알 라흐바 병원

아부다비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타왐 병원

알 아인

종양학, 중환자치료, 심장, 비만·대사 전문

알 아인 병원

알 아인

외과, 안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알 다프라 병원

알 다프라

6개 병원, 4개 클리닉 등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앰뷸라토리 헬스케어 서비스

아부다비

38개 보건소, 10개 스크리닝 센터 등

라쉬드 병원

두바이

응급의학, 트라우마 COE

라티파 여성아동 병원

두바이

산부인과, 소아과, 신생아치료 전문

두바이 병원

두바이

심장, 종양학, 신장 질환 전문

하타 병원

하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관할
공공기관

무바달라
개발공사

무바달라
개발공사

UAE 의료 기관

지역

주요 진료분야

클리브랜드 클리닉

아부다비

심장 및 혈관, 신경계, 소화기 질환, 눈, 호흡기 및
중환자 치료 COE

헬스포인트

아부다비

비만·대사수술, 치과, 근골격계 질환 COE

우리들척추센터

아부다비
(헬스포인트 내),
두바이

척추 전문, 통증관리, 물리치료

임페리얼대학런던
당뇨센터

아부다비/
알아인

당뇨 치료 및 연구

아부다비
텔레메디슨 센터

아부다비

원격 의료상담 및 2차소견 제공

아마나 헬스케어

아부다비

재활 및 장기치료

내셔녈 레퍼런스 실험실

아부다비

검사 수탁기관 (미국 Labcorp 운영)

<UAE 주요 민간 의료기관>
그룹명

국적

의료기관

지역

참고

NMC 헬스케어

인도

135개 이상의 병원, 클리닉 등

UAE, 오만

UAE 최대 민간
헬스케어 그룹

메디클리닉

영국

75개 병원, 29개 클리닉
(UAE 내 6개 병원, 23개 클리닉)

UAE, global

Al Noor 병원 인수

VPS 헬스케어

인도

20개 병원, 125개 의원

중동, 유럽, 인도

Burjeel, Medeor
24×7, LLH, Lifecare

UE 메디컬

영국/UAE

Danat Al Emarat
모자병원, Healthplus
Medical Services

아부다비

여성, 아동

아비보 그룹

UAE

47개 클리닉 등

아부다비,두바이,
샤르자 등

치과 및 종합

MEHC

사우디아라비아

Saudi German Hospital

두바이

Mayo 클리닉

미국

American Hospital

두바이

Thumbay
그룹

인도

Thumbay Hospital

아즈만, 두바이,
푸자이라, 샤르자

아스터 DM

인도

280여개클리닉등

중동 및 인도

걸프 메디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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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로사항 및 시사점

１８)

(애로사항)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이해 및 규제관련 정보취득의 어려움 호소
- UAE는 연방보건부와 각 토후국별 보건청,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위한 경제개발부의 실무사무소 등 비교적
복잡한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의 허가 및 규제는 연방보건부에서 관할하며, 공공병원의 유통은 각 토후국에 따라,
연방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아부다비병원관리청 등 산하병원에서 관리함(기관 및 주요역할 참조)

- 규제관련 내용이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진출초기 정보취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 및 정부 지원사업 활용 필요
* 보건산업진흥원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 https://www.khidi.or.kr/board?
menuId=MENU01460) 프로그램을 통한 현지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및 현지 전문 컨설턴트 자문 활용 가능
*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 시장조사 사업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인큐베이팅 사업 등 정부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활용 가능(기관 홈페이지 참조)
<UAE 보건의료 기관 및 주요 역할>
기관명

주요 역할

UAE 보건예방부
(Ministry of Health &
Prevention, MOHAP)

· 아부다비, 두바이, 북부 에미리트 지역에 대한 의료기기/제약 인허가 총괄
· 아부다비, 두바이 제외 북부 에미리트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총괄
* 정책수립, 의료시설 및 의료인 인허가 등
· 병원, 클리닉 등 UAE 의료시설의 약 20%를 운영

아부다비 보건청
(Department of Health
of Abu Dhabi, DOH)

· 아부다비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총괄
* 정책수립, 의료시설 및 의료인 인허가, 의료보험 등

두바이 보건청
(Dubai Health Authority, DHA)

· 두바이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총괄
* 정책수립, 의료시설 및 의료인 인허가, 의료보험 등
· 종합병원 3개, 전문병원 8개, 클리닉 등 운영

아부다비 병원관리청
(Abu Dhabi Health Services
Company, SEHA)

· 아부다비 지역 공공병원 시설 운영
* 병원 12개, 기초의료센터 및 재활센터 40여개, 치과 등

(현지 파트너) 사업진출 초기에 가장 일반적인 사업진출 모델은 현지대리점을 활용한 간접진출이며, 경험과
경쟁력 있는 현지파트너 선정이 가장 큰 어려움
- Arab Health(종합), MEDLAB(진단검사), AEEDC(치과), ARM(영상의학) 등 대형전시회 및 의학회 참여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크 형성 필요
* 현지에 운영중인 무역관, 지사 등 정부기관과 공동참여 및 현지 바이어가 참여하는 B2B 상담회 등 참여

(현지수요) UAE는 신기술(AI, IoT 등) 도입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현지유통 뿐만 아니라 중동시장을
대상으로 연구/제조에 큰 관심을 보임
- UAE 정부는 기존 제품보다는 새로운(new), 유일한(unique) 제품에 대한 투자에 큰 관심이 있으며, 민간투자자와
함께 합작형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추구하여 단순 유통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에 대한 수요가 많음
１８) 현지 진출/진출예정 기업 인터뷰 참조 및 기존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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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치료, AI 활용 영상판독 등 신기술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및 공동투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 2018년 한국과 UAE는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협력이 매우 활발하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활용 가능
- 한국의 원자력 기술 UAE 수출 및 원자력 플랜트(바라카)1호기 가동시작(2020년), 한국건설기업의 UAE
참여확대, 한류 확산, 최근 COVID-19관련 성공적인 대응 등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 한국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FDA, CE, 임상시험결과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및 경쟁력
있는 가격정책을 펼친다면 UAE 및 중동시장에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

[참고1] 의료기기 등급 분류
Classification

해당사례

위험수준

· General Controls requirements에 따르는 가장 덜 위험한 의료기기
· 일반적으로 모든 비침습 의료기기가 해당
Class I

· 상처난 피부에 접촉되는 비침습의료기기로서 압박이나 삼출액 흡수 등
차단을 위해 사용되는 것들

낮음

· 침습의료기기중 일시적(transient) 사용되는 기기
· 재사용가능한 수술도구
· 혈액이나 체액, 생체조직의 공급이나 저장이 체내에 일어나는 비침습 의료기기
(만약 이러한 기기들이 Class II 등급이상의 다른 의료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Class I)
· 상처난 피부에 접촉되는 비침습의료기기로서 부상부위의 미시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것들
Class II

· 침습의료기기중 short-term(30일이하)으로 사용되는 기기
(단, 인후와 구강사이, 고막, 비강에 사용되는 경우엔 ClassI)

중간

· 침습의료기기중 수술아닌 체외구멍을 통해 다른 ClassII이상의 의료기기와
연결되는 기기
· 일반적인 일시적(transient)사용 수술침습의료 기기
· 일반적인 short-term 수술침습의료 기기
· 체내삽입 의료기기중 치아 삽입되는 것
· 인체내 혈액이나 체액의 생물학적 화학적 구성에 영향을 주는데 쓰이는 비침습적
기기
· 상처난 피부에 접촉되는 비침습의료기기로서 파열된 피부에 2차적 치료로
사용하는 것들
Class III

· 침습의료기기중 long-term(30일 이상)으로 사용되는 기기(단, 인후와
구강사이, 고막, 비강에 사용되고 점막에 습수되지 않는 경우엔 Class II)

중간

· 에너지효과나 생물학적 효과를 위한 수술침습의료기기
· 약물전달을 위한 시스템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해롭다고 여겨지는
일시적 사용 수술침습의료기기
· 일반적인 long-term 수술침습의료 기기
· 일반적인 체내삽입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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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lass IV

해당사례

위험수준

·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수술침습의료기기중 심장이나 순환시스템의 진단, 모니터,
교정을 위해 이 부분에 직접 접촉되는 기기
· 체내삽입 의료기기중 심장, 순환기, 중추신경계에 접촉되는 기기, 인체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기

높음

[참고2] 의료기기유통업(Medical Warehouse) 허가 조건(보건부)
허가명: License of Pharmaceutical Facility
담당관청: Dept.of Regulations, Licensing and Advertising, MOHAP
허가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재료)를 판매, 등록, 수입, 유통하고 관련기업, 의약품 생산설비,
해외의료기기의 등록, 수출과 재수출을 추진하는 의약설비의 설립허가
비용: 신청비용 AED100, 1차실사비용(warehouse AED1000, 제약,의료기기시설 AED3000),
최종실사비용(1차와 같음), 지역배치 승인(AED2000), 최종인가비용(약품 및 warehouse AED7500,
공장설비 AED50,000, 사무소AED10,000, 수출제품보관소 AED10,000)

No.

필수 조건

1

UAE 현지 스폰서 계약

2

소속 약사 고용

3

사업자 등록증

4

소방 규정 요건

비고
스폰서 지분율 51% 이상
-약사 역할: 제품 수입/ 창고제품 분류/ 계약 등
-약사 교체 시: 기 약사 라이선스 변경 약 8주 소요
Trade License(Commercial License)
Civil Defense Approval
-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의 규정 준수 확인을 위한 불시 점검
- A Store having minimum 80㎡ in area
- Tile flooring, Non-Gypsum Roof & Walls
- Temperature maintained between 21 to 24 ℃
- Refrigeration with Humidifier

5

기타 자격 요건

- British Pharmacopia Book (BNF)
- Telephone, Internet and Fax connection
- Wooden Pallets & Shelves for Storage
- Wash Room with basin to wash hands
- Good Drain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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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지역별 Free Zone 리스트
지역

Abu Dhabi
(7)

Dubai
(26)

Sharjah
(5)

Ajman
(2)

Ras Al Khaimah
(5)

리스트
Abu Dhabi Airport Free Zone (ADAFZ)
Abu Dhabi Global Markets (ADGM)
ADPC-Khalifa Port & Industrial Zone (KPIZ)
Twofour54
Industrial City of Abu Dhabi
Higher Corporation for Specialized Economic Zones
Masdar City Free Zone
Dubai Academic City
Dubai Airport Free Zone
Dubai Biotechnology & Research Park
Dubai Car and Automotive City Free Zone
Dubai Design District
Dubai Gold and Diamond Park
Dubai Healthcare City
Dubai Industrial City
Dubai International Academic City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ubai Internet City (DIC)
Dubai Knowledge Village
Dubai Logistics City
Dubai Media City
Dubai Multi Commodities Center or
Jumeirah Lakes Tower Free Zone
Dubai Outsource Zone
Dubai Silicon Oasis
Dubai Studio City
Dubai Techno Park
Dubai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
International Media Production Zone
Jebel Ali Free Zone
Economic Zones World
Dubai South or DWC
Dubai Science Park
Hamriyah Free Zone
Sharjah Regional Trade Center Free Zone
Sharjah Publishing City Free Zone
Sharjah Media City Free Zone
Sharjah Airport Free Zone (SAIF)
Ajman Free Zone
Ajman Media City Free Zone
Ras Al Khaimah Economic Zone
RAK Maritime City Free Zone Authority
Ras Al Khaimah Investment Authority
Ras Al Khaimah Free Trade Zone
Ras Al Khaimah Media Fre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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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리스트

(3)

Fujairah Free Zone
Fujairah Creative City
International Free Zone Authority

Umm Al Quwain

Umm Al Quwain Free Trade Zone

Fujaira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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