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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관련 규정, 기관 및 시장

1.1.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①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②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③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④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한다).

1.2. 의료기기 관련 규정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의료기기에 관한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약사법하에서 관리되었던 의료기기에 

관한 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기기

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의료기기법을 2003년 4월에 제정하여 2004년 5

월에 처음 시행하였다.

표 1-1. 대상별 의료기기 관리기관

업무 구분
의료기기

인체용 의료기기 동물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관련 정책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인허가, 기준규격 설정 등 고시 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 유통 및 판매 관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 수입 표준통관예정보고, 연간수입판매실적보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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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의료기기는 이러한 법령체계에 따라서 ① ‘의료기기법’, ② ‘의료기기법 시행령’, ③ ‘의료기기법 시행규

칙’과 ④ ‘의료기기 관련 고시(행정규칙)’로 분류된다.

의료기기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고시로 규정한다(표 1-2).

표 1-2. 인체용 의료기기 법령체계

법 의료기기 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관련 고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기준규격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표 1-3. 동물용 의료기기 법령체계

의료기기법 제 46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용 의료기기 고시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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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내 법령정보에서 확인

그림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그림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영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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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기기 시장 및 관련 기관

의료기기 시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과는 다른 유통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최종 고객인 환자는 

개인용 의료기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기기를 공급받는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상

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따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업자인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

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임대업자로부터 공급받는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을 통한 의료행위 과정을 위해 선택한 의료기기를 의료행위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의료기기 시장과 관련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또는 동물용 의료기기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와 ②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 ③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 ④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⑤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⑥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있다. 

표 1-4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나타내었다.

그림 1-4.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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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는 의료기기 업계에서 규제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규제 조화 및 개선을 위해 연구하

여 규제 안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규제 과학 전문가로서 Reg-

ulatory Affairs(RA)라고 한다. 즉,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 제품의 

등록과 제품의 마케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주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규제를 이해하

여 국가 관계자에게 제품 출시를 위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시장에 제공할 제품을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표 1-4, 의료기기 관련 기관과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실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의료기기와 관련한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며, 의료기기 규정의 수립과 관리, 안전 관리 및 허가�심사 등에 관한 의료기

기 전반을 규제하고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관련 조직으로는 

의료기기안전국 하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가 있

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료기기심

사부에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심사, 시험�분석�연구 및 위해평가 등을 수행한

다. 의료기기심사부에서는 의료기기 제품에 따라 첨단의료기기과, 심혈관기기

과, 정형재활기기과, 구강소화기기과, 체외진단기기과로 심사부서가 구분된다. 

의료기기 지방청에서는 서울지방청에서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 그 외 지방청에

서는 의료제품안전과로 구분된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의료기기 제품의 신고, 인증 업

무를 수행하고, UDI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서의 업무, 의료기

기 부작용 정보 등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의료기기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
의료기기 제조업체, 의료기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KGMP 심사를 접수하

고, 단독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과 함께 의료기기 심사를 수행한다.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또는 품질관리에서 요구되는 의료기기 시험

을 수행한다.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의료기기의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

시험을 실시한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분야 정보시스템(정보 제공, 제품 홍보 등) 운영, 국내외 의료기기 관련 

정보 제공,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실적보고, 광고사전심의, 공정경쟁규

약 및 교육을 담당하며, 의료기기 업계 의견 수렴 등 위원회/소위원회 활동, 의

료기기 산업육성 지원 및 정책제도 연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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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기기 품질관리자

의료기기 품질관리자는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유통 후 출하 및 고객불만처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의료기기 품질관리자의 업무는 크게 품

질경영-QM(Quality Management), 품질보증-QA(Quality Assurance), 품질관리-QC(Quality Con-

trol)로 나뉜다.

표 1-5. 품질관리자의 주요 업무와 책임범주

품질경영(QM)

①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최고 경영자의 품질정책

② 품질확보를 위한 경영 시스템 및 그 활동

③ 경영자와 종업원에 이르는 전사적으로 수행되는 품질경영시스템

품질보증(QA)

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상으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활동

② GMP를 수행

③ 공정(프로세스) 관리

④ 밸리데이션 수행

⑤ 정기적인 품질 평가

⑥ 내부 감사(자체 실사)의 수행

⑦ 계측기기의 교정

⑧ 변경 관리를 승인

⑨ 보관 및 유통 중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의 수립

⑩ 원재료의 구입 및 사용대책을 수립

품질관리(QC)

①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의 프로세스별 이관 및 출하승인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시험, 제

조기록의 검토와 적부 판정

② 시험절차를 점검하여 규정 일탈을 기록하고 기록서를 작성

③ 안정성 시험 실시

④ 환경 모니터링

⑤ 시험법의 밸리데이션 실시

⑥ 시험원 교육 및 훈련

⑦ 시험시설의 구비

⑧ 위탁 제조/서비스 결과의 적부판정

표 1-6. 품질책임자의 자격 요건

면허소지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소지자

- 안경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의공기사 또는 품질경영기사 자격증 소지자

학위소지자

4년제 대학 의료기기 관련분야

- 의료기기 관련분야: 의학, 치학, 약학, 한의학, 간호학, 이학, 공학

의공계열 석사학위 소지자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경력 소지자

의료기기 관련 분야 이외 학사학위 소지자: 2년 이상

관련분야 전문대졸: 1년 이상(3년제 졸), 2년 이상(2년제 졸)

관련분야 이외 전문대졸: 3년 이상(3년제 졸), 4년 이상(2년제 졸)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4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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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품질책임자의 직무 범위

① 종업원의 위생 상태 점검 및 교육, 훈련 제공 업무

② 종업원이 교육, 훈련을 받는지에 대한 감독 업무

③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도록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도록 하는 업무

④ 원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하며, 이를 제조일로부터 5년(제품 수명이 5년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제품 수명에 상응하는 기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는 업무

⑤ 제조소의 품질관리 결과를 평가하고 제품의 출하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⑥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확립�시행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

⑦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교차 오염이나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

지하는 업무

⑧ 작업소에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작업소에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

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

⑨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조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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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취급업체와 준수사항

2.1. 의료기기 취급업체

의료기기 취급업체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② 의료기기 수입업자, ③ 의료기

기 수리업자, ④ 의료기기 판매업자, ⑤ 의료기기 임대업자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이다.

2.2.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2.3.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2.4.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준수사항

2.5.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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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기 품질관리

3.1. 의료기기 GMP

의료기기에서 GMP는 의료기기의 설계�개발, 제조, 시판 후 관리 등 의료기기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품질

시스템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일관성 있게 생산하기 위한 활동이다. 국

내에서는 별도의 GMP 심사제도인 KGMP(Korea GMP)를 통해 의료기기 품질시스템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적합인정 심사를 수행하며, KGMP는 의료기기 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

제규격인 ISO13485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였다.

3.1.1. KGMP 심사

KGMP 심사는 ① 최초심사, ② 추가심사, ③ 변경심사, ④ 정기심사 등의 4가지 심사종류로 구분된다.

그림 3-1. KGMP 심사종류

최초심사

의료기기 제조/수입

제조의뢰자�제조자의 첫 심사

정기심사

의료기기 제조/수입

제조의뢰자�제조자의 재 심사

변경심사

제조의뢰자 � 제조자 

소재지 변경(이전)

추가심사

제조의뢰자 � 제조자

KGMP 품목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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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KGMP 심사기관과 심사방법

KGMP 심사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심사기관이 실행하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

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KCL)과 같이 4개 기관이 지정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IMDRF 가입에 따른 MDSAP 추진으로 추가적인 KGMP 심사기관의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3-2).

그림 3-2. KGMP 심사기관

표 3-1. KGMP 심사 방법

구분 등급 최초심사 추가심사 변경심사 정기심사

제조

2등급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품질관리

심사기관
서류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3등급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4등급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수입

2등급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품질관리

심사기관
서류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3등급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4등급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지방청 

+

품질관리

심사기관

현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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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KGMP 심사 신청 자료

3.1.4. KGMP 심사와 의료기기 GMP 품목군

3.1.5. KGMP 심사 절차

KGMP 심사 절차는 그림 3-3과 같다. KGMP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

업자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GMP 심사기관에 GMP 신청서와 함께 요구되는 GMP 

심사를 위한 문서와 요구사항을 각 폴더에 저장하여 CD와 프린트된 문서의 형태로 제공한다.

표 3-2. 현장심사 대상 의료기기 중 서류심사 실시대상

① 추가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생산국 정부 또는 생산국 정부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서 사본 및 다른 인

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실사결과를 제출받아 제조소에 대하여 변경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③ 다른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제조소에 대하여 이 기준에 따른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는 경우

④ 정기심사 대상의 제조소를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조소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소

⑤ 제조의뢰자 – 제조자의 관계에서 동일한 제조의뢰자가 2개소 이상의 제조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장

조사 대상 제조소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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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KGMP 심사 절차

� 의료기기 제조업자

�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심사기관

(KTL, KTR, KTC, KCL)
식품의약품안전청

KGMP 심사 신청

(신청서, 제출서류)

KGMP 심사 신청

(신청서, 제출서류)

KGMP 심사결과 협의

합동심사인 경우:

합동심사인 경우:

합동심사인 경우:

KGMP 심사 접수

심사원 배정

예비검토

심사계획 통보

� 심사일정, 심사계획

� 심사원 배정 결과

� 위해우려제조소 검토결과

(현장심사 시)

현장심사 준비

� 현장심사 항공, 숙박

� 제조원과 일정 공유

KGMP 심사 실시

의료기기 심사원 배정 

심사일정

KGMP 심사 실시

KGMP 심사결과

적합: 적합인정서 발행

부적합: 부적합 통보

보완: 보완공문 발송

(보완공문 수령 시)

보완사항 시정 및 

시정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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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수입업체의 현장심사

수입업체의 현장심사 절차는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수입업체의 현장심사 절차

수입업자

(외국제조소)

① 신청(신청서류 포함)

② 신청통보

③ 대상업체 

선정 및 

심사일정 

알림

④ 심사일정 통보

⑤ 현장심사 실시 결과통보

(적합인정서 발급 및 

보완요구, 부적합)

출장경비 납부
지방식약청

품질관리 심사기관
심사수수료 및 출장경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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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계 획 서

(Audit Plan)

접 수 번 호

Page 2/3

일자 시간 심사원 적용요건 및 심사대상부서 비고

09:00~09:30 A
경영자 또는 경영대리인 면담

(CEO or QMR Meeting)

09:30~10:00 A
식약처 소개 및 시작회의

(Introduction MFDS and Opening Meeting)

10:00~16:00 A 현장순회(Factory Tour)

16:00~17:30 A 4. Quality management system

17:30~18:00 A
심사팀 정리회의(Audit Team Meeting) 

심사보고서 작성(Audit Report)

09:00~17:30 A 7. Production Realization

17:30~18:00 A
심사팀 정리회의(Audit Team Meeting) 

심사보고서 작성(Audit Report)

1. Auditor: A

2. Lunch: 12:00~13:00

3. Cooperation for Audit

 (1) Confirm Opening & Closing Meeting Attendance

 (2) Quality Manual & Quality Procedure

 (3) Preparation: Meeting room, internet, Copy Machine

× Let me know before audit if critical confidential is being

× Audit plan is changeable time & requirement before consulta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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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계 획 서

(Audit Plan)

접 수 번 호

Page

일자 시간 심사원 적용요건 및 심사대상부서 비고

09:00~12:00 A 7. Production Realization

13:00~17:30 A 6. Resource Management

17:30~18:00 A
심사팀 정리회의(Audit Team Meeting) 

심사보고서 작성(Audit Report)

09:00~12:00 A
8. Measurement, analysis 

and improvement

13:00~16:30 A 5. Management Responsibility

16:30~17:30 A
심사팀 정리회의(Audit Team Meeting) 

심사보고서 작성(Audit Report)

17:30~18:00 A 종결회의(Close Meeting)

1. Auditor: A

2. Lunch: 12:00~13:00

3. Cooperation for Audit

 (1) Confirm Opening & Closing Meeting Attendance

 (2) Quality Manual & Quality Procedure

 (3) Preparation: Meeting room, internet, Copy Machine

× Let me know before audit if critical confidential is being

× Audit plan is changeable time & requirement before consultation

B

그림 3-5. 심사계획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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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KGMP 심사 기준과 평가

KGMP 심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중 제4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기준’과 

제5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구분’은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기준에 따른 것인데 본 기준은 다음의 

ISO13485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표 3-3).

표 3-3. ISO13485

4. Quality management system 품질경영시스템

   4.1 General requirements 일반 요구사항

   4.2 Documentation requirements 문서화 요구사항

5. Management responsibility 경영 책임

   5.1 Management commitment 경영 의지

   5.2 Customer focus 고객 중심

   5.3 Quality policy 품질 방침

   5.4 Planning 기획

   5.5 Responsibility, authority and communication 책임과 권한 및 의사소통

   5.6 Management review 경영 검토

6. Resource management 자원 관리

   6.1 Provision of resources 자원의 확보

   6.2 Human resources 인적 자원

   6.3 Infrastructure 기반 시설

   6.4 Work environment and contamination control 작업 환경 및 오염 관리

7. Product realization 제품 실현

   7.1 Planning of product realization 제품실현의 계획

   7.2 Customer-related processes 고객 관련 프로세스

   7.3 Design and development 설계 및 개발

   7.4 Purchasing 구매

   7.5 Production and service provision 생산 및 서비스 활동

   7.6 Control of monitoring and measuring equipment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 관리

8. Measurement, analysis and improvement 측정, 분석 및 개선

   8.1 General 일반사항

   8.2 Monitoring and measurement 모니터링과 측정

   8.3 Control of nonconforming product 부적합 제품 관리

   8.4 Analysis of data 정보 분석

   8.5 Improvement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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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경영시스템

ISO/TR10013(Guidelines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 documentation)에서는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문서관리 체계를 품질매뉴얼, 절차서/규정, 그 밖의 품질문서의 3단 피라미드 구조로 제시하고 있는데, 

문서로 표명된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에 따라 품질매뉴얼은 조직 전반의 품질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 기준

이 요구하는 문서화 된 절차/규정은 품질매뉴얼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규정한

다. 그 밖의 품질문서에서는 작업지침서, 서식, 보고서 등 절차/규정에 따른 세부 관리문서 또는 프로세스의 실

행으로부터 요구되는 문서와 결과로서의 품질기록을 포함한다(그림 3-6).

그림 3-6. GMP 문서화 요구사항 구조

LEVEL1

접근방법 및 적용

   LEVEL2

   누가, 무엇을, 언제

      LEVEL3

      방법 기술(어떻게)

       LEVEL4

       결과: 시스템의 승인절차, 고유여건

품질 

매뉴얼

절차서

작업지시서

기타 부속서(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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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3485: 2016에 따른 4. 품질경영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 ISO13485: 2016에 따른 4. 품질경영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

▶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법적 요구사항 추가

품질경영시스템은 생산, 관리, 유통될 수 있는 국가별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조직의 

역할에 대하여 정의된 역할에 따라 필요한 프로세스와 적용방법에 관하여 결정해야 한다.

▶ 위험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제품 설계관리 및 제품 실현 과정에서 수행되었던 위험관리 요구사항에 따른 활동에서 확대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에 필요한 프로세스의 관리를 위해 위험기반 접근방법(Risk based approach)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프로세스 변경 관리

프로세스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이 품질경영시스템과 제품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인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 외주업체 관리방법 변경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프로세스를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관련 프로세스는 위험 기반의 프로세스 

관리가 실시되어야 하며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서면의 품질합의서(Quality agreement)를 포함하여 수행되도록 

하였다. 

▶ 소프트웨어의 관리방법

모니터링, 측정 또는 분석, 유통, 재고 관리, 문서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른 프로세스 활동

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입력에 따른 출력과 

업무 흐름에 따른 유효성, 소프트웨어 버전 변경에 따른 유효성 유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되었다. 다만, 조

직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른 프로세스, 제품의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데 관련되지 않

는 소프트웨어(예: 회계처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등)와 품질 또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예: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하였다.

▶ 의료기기 파일(Device Master File) 요구사항 신설

의료기기 관련 문서파일로서 제품의 생산�유지�관리에 필요한 제품 설계 최종 출력물로서의 의료기기기 파일의 

내용을 정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한되지 않는다.

•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Description)

• 의도된 용도(Purpose)

•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라벨링(Labeling, IFU)

• 제품 사양(Product specifications)

• 제조 방법(Manufacturing procedures)

•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Monitoring and measuring procedures)

• 적용 가능한 설치 및 서비스에 관한 요구사항/절차(Requirements/Procedures for installation and ser-

vicing as applicable)

▶ 문서 및 기록관리 요구사항 추가

품질경영시스템 계획 및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결정한 외부출처문서를 결정하고, 문서의 훼손(Deterioration)이

나 손실(Loss)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개인건강정보(Confidential health information) 보호 등 품질관리 기록 보안 및 완전성 관리 요구사항 추가

임상 보고서 양식, 고객불만, 의료기기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환자 정보, 연구 임상 데이터 또는 맞춤형 의료기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환자 정보 및 설계 검증자료 등 개인(건강)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기타 관련 정보 취급에 관

한 타 법령 등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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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책임

ISO13485: 2016에 따른 5. 경영책임의 주요 변경사항은 표 3-5와 같다.

표 3-5. ISO13485: 2016에 따른 5. 경영책임의 주요 변경사항

▶ 경영검토 등 경영책임 전반에 관한 문서화

5.2 고객중심에서 나아가 생산, 유통될 수 있는 국가의 규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실행과 효과성 유지가 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최고경영자

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문서화 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권한의 범

위뿐 아니라 직원의 상호관계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조직도 등으로 문서화 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품질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추가

품질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에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문서화,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에 대한 보고, 적용되는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 보장하도록 

하였다.

▶ 경영검토 입력 요구사항 추가, 출력 요구사항 명확화

경영검토에 관한 문서화 절차가 요구되었으며, 경영검토 입력 요구사항이 확대되어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 고객불만의 처리(Complaint handling)

• 규제 기관에의 보고(Reporting to regulatory authorities)

•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Monitoring and measurement of processes)

•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Monitoring and measurement of product)

•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

• 예방 조치(Preventive action)

• 적용 가능한 신규 또는 개정된 규제 요구사항(Applicable new or revised regulatory requirements)

경영검토의 출력과 관련하여 품질경영시스템과 프로세스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고객만족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 규제 요구사항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변경사항, 필요한 자원 등의 사항을 기록하고, 검토 된 

입력사항과 결정/활동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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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 관리

ISO13485: 2016에 따른 6. 자원관리의 주요 변경사항은 표 3-6과 같다.

표 3-6. ISO13485: 2016에 따른 6. 자원관리의 주요 변경사항

▶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적격성 확립 요구사항 추가

인적자원 관리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능력 개발과 필요한 교육 제공을 

위한 문서화 된 프로세스를 요구하며, 교육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위함 기

반의 접근방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 기반시설의 요구사항에 관한 문서화

제품의 적합성(Product conformity), 제품의 혼입 예방(Prevent product mix-up), 제품의 올바른 취급을 보

장(Ensure orderly handling of product) 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요구하였다. 기반 시설에는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s)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등 제품 생산, 

재고관리, 교육기록관리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등의 사항이 이에 적용될 수 있다.

▶ 작업환경 요구사항의 세분화(작업환경 및 오염관리) 및 명확화

작업환경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작업환경과 오염관리로 세분화 하여 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는데, 작업

환경 요구사항은 제품의 적합성에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환경의 요구사항을 문서화 하도록 하였으며, 

오염관리와 관련하여 멸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미생물이나 미립자로 인한 오염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

서화하고, 조립이나 포장 공정 동안 필요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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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품 실현

ISO13485: 2016에 따른 7. 제품실현의 주요 변경사항은 표 3-7과 같다.

표 3-7. ISO13485: 2016에 따른 7. 제품실현의 주요 변경사항

▶ 위험관리 프로세스 적용

제품실현에서는 위험관리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활동의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품실현의 기획으로 제품에 대해 요구되는 프로세스에 관한 기반시설과 작업환

경을 결정하고, 제품의 적부 판정 기준, 측정, 취급, 보관, 유통 및 추적 활동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

였다.

▶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에 사용자 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요구사항 추가

제품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는 성능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교육훈련을 결정하도

록 하였다. 

▶ 의사소통의 범위 확대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계획되고, 문서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제 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추가로 포함하여 

제품 정보와 관련하여 적절한 정보경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 설계 및 개발프로세스 명확화 및 요구사항 추가

설계 및 개발 계획에서 설계 및 개발 입력에 대한 설계 및 개발 출력의 추적성 보장을 위한 방법과 필요한 

인원의 적격성을 포함하는 자원의 필요성을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설계 및 개발 입력에서는 입력 요구사

항에 사용성(Usability) 및 안전 요구사항(Safety requirements)를 추가 하였으며 입력 요구사항이 검증되거

나 유효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 및 개발 검토에서는 계획되고 문서화 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도

록 하였고, 검토 중인 설계에 관한 식별, 참여 인원과 검토 일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설계 및 개발 검증에

서는 문서화 된 검증 계획(검증 방법, 적부판정기준, 적절한 판정방법(예: 통계적 기법, 샘플링 기법 등), 다른 

의료기기와의 연결 혹은 접속 시 설계 출력이 입력을 충족한다는 확인)에 따른 검증이 수행되도록 하였고, 

검증결과에 따른 기록이 유지되도록 요구하였다. 설계 및 개발 유효성 확인에서는 문서화 된 방법으로 유효

성 확인이 수행되도록 하였고, 유효성 확인을 위한 방법, 적부판정 기준, 판정기법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는 

유효성 확인 계획서의 문서화의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설계 유효성 확인을 위한 대표성을 가지는 제품

의 선정 기준(최초 생산단위, 배치 또는 그와 동등한 제품을 포함) 근거를 기록하도록 요구하였다. 임상평

가/성능평가를 목적으로 사용 된 의료기기는 판매 목적으로 출고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

가되었으며, 다른 의료기기와 연결/접속할 것으로 의도하는 목적을 갖는 제품의 경우 규정된 적용 또는 사

용 요구사항이 만족했음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출고하기 전에 유효성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설계 및 개발 이관에서는 새로이 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양산을 위한 결과 설계 

이관 시 관련 절차를 문서화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관되어 제품의 최종 양산 이전에 그 내용이 제조에 적합

한 것으로 검증되고 생산 능력이 제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기록

되도록 요구하였다. 설계 및 개발 변경에서는 변경을 관리하는 절차의 문서화를 요구하며, 기능(Function), 

성능(Performance), 사용성(Usability), 안전성(Safety) 및 의료기기와 그 의도된 사용 용도와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s)에 관한 변경 시 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계 

및 개발 파일(Design and Development Files) 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으로 신설 함으로써, 해당 파일이 각 

제품 혹은 제품 그룹을 고나리하고 설계 및 개발 요구사항의 부합함을 기록하고 변경사항을 기록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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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품에 관한 위험기반 프로세스 적용 및 재평가 요구사항 명확화

구매 프로세스에서 제품/서비스 등의 공급업자의 평가 및 선정 시 기준 결정과정에서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하는가에 외에 공급업자의 성과(Performance), 구매 제품이 의료기기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urchased product on quality of device), 의료기기와 관련된 위험에 비례(Risk associated 

with device)에 관하여 추가로 고려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공급업자의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계획하도

록 하고, 구매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한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위험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에 비례하여 다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공급업자의 선택, 모니터링, 공급업자의 능력 또

는 성과의 재평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였다. 구매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제품 사양을 포함

하여 구매할 제품과 참고사항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추가로 요구되었으며, 해당되는 경우 규정된 구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구매 제품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에 대해 공급업자가 제조업자에게 통보해

야 한다는 서면의 합의서를 포함하도록 추가로 요구하였다. 구매품의 검증에서는 공급업자의 평가 결과와 

구매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기반하여야 하고, 변경 시 제품의 실현이나 제품에 영향을 주는 변경인지를 결

정하도록 요구하였다. 

▶ 제품 오염관리에 관한 문서화 요구사항 확대

청결/오염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의 청결 외 추가적으로 제품의 오염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수립하고, 문서화, 유지하도록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 멸균 또는 그 사용 이전에 제조업자에 의하여 세척되는 제품

• 멸균 또는 그 사용 이전에 세척 공정을 필요로 하는 비멸균 상태로 공급되는 제품

• 제품이 멸균 또는 그 사용 전에 세척될 수 없고, 그 청결이 사용상 중요한 제품

• 비멸균 상태로 공급되며, 그 청결이 사용상 중요한 제품

• 공정에서의 사용물질(Process agents)이 제조과정에서 제품으로부터 제거되는 것

▶ 설치 위탁운영 외주업체의 요구사항 추가

의료기기의 설치를 위탁 운영하게 하여 외주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의료기기 설치 및 설치 검증에 대한 문서

화 된 요구사항을 수립하도록 명확화 하였다. 

▶ 서비스 활동 기록 및 분석 요구사항 추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서비스를 위탁 운영한 서비스 공급업자인 외주업체의 서비스 활동 결과 활동의 기

록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는, 서비스 활동의 결과 그 정보가 불만으로서 처리 될지에 관한 정보를 결정하

고, 개선 프로세스의 입력으로서 적절히 제공되게 하기 위함이다.

▶ 멸균포장시스템(Sterile barrier system) 요구사항 신설

멸균공정 외 무균상태로 미생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멸균 포장 시스템(Sterile barrier system)

에 관하여 프로세스 유효성 확인을 위한 절차를 문서화 하도록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이에 관한 프로세스의 

실행 또는 프로세스 변경 전 유효성 확인을 하도록 하였고, 유효성 확인 결과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록을 요구하였다.

▶ 고유 기기 식별표시 시스템(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적용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고유기기 식별표시 시스템(UDI)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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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측정, 분석 및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는 이미 일어난 부적합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시정조치)와 부적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예방조치)를 포함한다(그림 3-7).

그림 3-8. 예방조치 단계그림 3-7. 시정조치 단계

부적합의 검토

(고객불만 포함)

부적합 원인의 결정

(조사)

시정조치의 필요성 평가

시정조치의 결정�실행

(문서개정 포함)

시정조치 결과 기록

시정조치 효과성 검토

잠재적 부적합의 검토

잠재적 부적합 원인의 결정

(조사)

예방조치의 필요성 평가

예방조치의 결정�실행

(문서개정 포함)

예방조치 결과 기록

예방조치 효과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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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3485: 2016에 따른 8. 측정, 분석 및 개선의 주요 변경사항은 표 3-8과 같다.

표 3-8. ISO13485: 2016에 따른 7. 제품실현의 주요 변경사항

▶ 피드백 프로세스 관련 요구사항 추가

피드백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으로부터 자료를 강조하고, 제품 요구사항의 모니터링 및 

관리에 관한 위험 관리의 입력으로서의 피드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 고객 불만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의 상세화

고객 불만 처리와 관련하여 고객 불만 처리를 위한 절차와 적시 처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관

련 절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수령하고 기록한 정보(Receiving and recording information)

• 피드백이 불만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위한 정보의 평가(Evaluating information to de-

termine if the feedback constitutes a complaint)

• 불만 조사(Investigating complaints)

• 정보 보고가 필요한 적절한 규제 당국의 결정(Determining the need to report the information to the 

appropriate regulatory authorities)

• 제품과 관련된 불만의 처리(Handling of complaint-related product)

• 초기 시정 또는 시정 조치의 필요성 결정(Determining the need to initiate corrections or corrective 

actions)

▶ 규제 당국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규제 당국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 당국의 요구사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확인 및 

절차를 문서화 하고, 부작용 보고(Adverse event reporting) 또는 권고 사항(Advisory Notices)를 필요로 

하는 결과를 갖는 불만을 보고하며 요구되는 보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부적합 제품의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 추가

부적합 제품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적합 제품의 처리 및 식별, 문서화, 분리, 평가에 관한 관리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을 문서화 된 절차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부적합의 평가 시에는 부적합의 발생을 유발한 외주업체에 

대해서 조사 및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평가, 조사 및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부적합 상태와 

취해진 모든 후속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였다. 특채는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정당성이 제공

되고 승인을 얻거나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특채 승인

자 및 특채에 의한 수량을 식별하기 위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출고 후 부적합 제품이 확인된 경우 부

적합의 영향과 잠재적 영향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한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권고문의 발행 및 실행에 대하여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절차를 수립하여 문서화하고, 권고문 발행과 관련한 

조치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였다.

▶ 재작업에 대한 요구사항 상세화

재작업(Rework)을 수행하는 경우, 제품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문서화 된 절차에 따

라 재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재작업 수행에 관한 절차에는 최초 수립된 절차와 동일한 검토, 승인을 받

도록 하였으며, 재작업 완료 이후에 제품이 적용되는 합격 기준과 법적 요구사항의 만족을 보장하기 위한 

검증과 재작업 활동의 기록이 유지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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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GMP 제도는 ISO13485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심사의 기준과 내용은 동일하나, 그 실행에

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표 3-9).

GMP 심사평가는 항목별로 A(적절함), B(보완필요), C(부적절함), D(해당없음)으로 분류되며, 항목별 심사

평가 결과를 근거로 최종 GMP 심사 결과는 적합, 보완, 부적합의 결과를 가지며(표 3-10), GMP 심사의 결과

로 3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갖는 KGMP 적합인정서(그림 3-9)를 부여받는다.

표 3-9. ISO13485와 KGMP의 차이점

ISO13485 KGMP

심사 범위
ISO13485 인증서에 표기되는 심사를 실시하

는 제조소의 제조 Scope 에 국한하여 심사

심사 제출된 대표 제품의 완제품을 기준으

로 하여 전 제조소의 GMP 활동을 심사 

인정서 소유 심사를 수행하는 제조소 심사를 접수 한 국내 제조업체/수입업체

심사 결과

보고서 발행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조소에 제공

심사 결과는 적합인정서로 제공되고, 별도의 

보고서는 업체에 제공되지 않는다.

표 3-10. GMP 심사평가

A(적절함)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B(보완필요)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요

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준수의 입증근거 또는 실현가능성, 기록의 적절성 등이 미흡하여 

개선 등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

C(부적절함) ‘보완필요’에 대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료기기법령 사항을 위반한 경우

D(해당없음)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GMP 심사평가

적합 심사기준별 심사결과 모든 항목이 ‘A(적절함)’인 경우

보완 심사에서 평가표의 평가결과 1개 이상의 ‘B(보완필요)’가 있는 경우

부적합
① 보완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심사에서 평가표의 평가결과 1개 이상의 ‘C(부적절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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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인정번호(No.):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Certificate of GMP)

ㆍ업체명/허가번호

 (Company name of Applicant/License No.)

ㆍ대표자(Representative)

ㆍ업체 소재지(Company address of Applicant)

ㆍ제조소명(Name of Manufacturer)

ㆍ제조소 소재지(Address of Manufacturer)

ㆍ품목군(Product Group)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manufacturer complies with Korea Good Manu-

facturing Practices of Medical Devices for the Product group listed above)

발행일자(Date of issue):     .  .  .

유효기한(Date of Expiration):     .  .  .

품 질 관 리 심 사 기 관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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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예시

A. 앞면, B. 뒷면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Change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일 자(Date) 내  용(Description)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B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와 인허가 실무_강의자료  |  29 

3.2. 의료기기 GSP

의료기기 유통관리 기준 GSP(Good Supply Practice)는 제품의 공급에서부터 소비까지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기준이다. 국내에서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 기준은 안

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을 마련한다는 목적하에 자율적으로 관리되었던 의료기기 유통관리에 있어 의료기기 

유통을 위한 관리기준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2015년 처음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요구사항, ② 관리책임자에 관한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및 환경 위

생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④ 문서기록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⑤ 교육 요구사항이 있다(표 3-11).

표 3-11. 의료기기 GSP의 구분과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시설/설비

면적과 공간 충분한 면적, 공간 확보

시설/설비의 활용 의료기기 판매/임대 외 다른 목적 사용 불가

보관방법 의료기기는 직접 바닥에 닿지 않게 보관

채광/조명/환기 제품 취급에 적합한 채광/조명/환기

온/습도 관리
온/습도 관리되는 시설, 정온 보관 필요 시 자동온도기록

장치 활용

방충/방서 설비 방충, 방서, 소화설비 구비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자격 관리책임자 임명

관리책임자 필수 업무 GSP에 따른 업무 수행을 점검

품질/환경 

위생관리

입고관리 입고 물품 확인 조회

보관관리 보관 요구사항에 따라 보관, 반품/불량 제품의 구분 보관

출고관리 출고시 작업자의 제품 현장확인, 공급내역 기록

문서기록 

관리

문서 기록 시설 및 설비 점검결과, 출고대장(공급내역), 불만처리대장

문서 기록 보존
업무처리 기록 최소 2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제품

의 수명기간동안 보관

교육 종사자 교육
분기별 1회이상 연간 총24시간 자체교육 수립(유관기관 

또는 타업체 교육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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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요구사항

① 건물은 더러운 장소로부터 분리, 보관장소는 충분한 면적과 공간 확보

②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다만, 의료기기의 공급 및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 등을 별도로 구분하거

나 구획하여 보관 가능

③ 의료기기는 직접 바닥에 닿지 아니하여야 함

④ 의료기기 취급에 적합한 채광�조명,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

⑤ 온�습도 유지 시설을 갖추어 변질 방지(필요 시 공기조절 설비)

⑥ 일정 온도 유지 필요 의료기기를 보관하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가 부착된 냉동�냉장 설비

⑦ 방충�방서 설비,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함

3.2.2. 관리책임자에 관한 요구사항

①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고 이 기준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점검 확

인하여야 함.

- 대표자는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3.2.3. 품질관리 및 환경 위생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① 의료기기 입고 시 구입신청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입고된 물품의 거래처�품명�수량�규격 등 확

인�조회- 손상 및 오염 등 외관검사

② 보관온도에 따라 구분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냉장�냉동장소 등에 구분하여 보관

③ 반품 의료기기, 불량 의료기기는 구분하여 보관

④ 의료기기 출고 시 작업자가 현장에 참석하여 외관상의 품질점검 및 거래처�품명�수량�규격�사용기간(유효기

간) 등을 확인

-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품명�수량�규격 등 공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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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문서기록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① 시설 및 설비 점검결과

② 출고대장(의료기기 공급내역)

③ 불만처리대장(불만신고 접수�조치 내용)

④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존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의료기기 수명을 고려하여 영업을 지속

하는 동안 보관할 것을 권장

3.2.5. 교육 요구사항

①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교육 수립,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총 24시간 자체교육 

실시

 ㉮ 의료기기 취급의 책임의식

 ㉯ 의료기기의 내용 및 규격

 ㉰ 의료기기의 취급 및 품질관리

 ㉱ 의료기기 관계 법규

 ㉲ 그 밖에 이 기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3.3. 의료기기 사후관리

의료기기 사후관리(유통 후 관리)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에 관한 관리, 재평가�재심사, 광고�표시기재 분

야, 제품의 실적보고, 수거�검사,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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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관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로 제조�수입에서 판매�사용에까지 경로를 추적하는 체계로서 관리되고 있다.

표 3-12. 의료기기 취급업체별 기록사항

구분 기록사항

제조업자

수입업자

제품명별(제품명이 없는 경우 품목명별)�모델명별�제조단위별 제조�수입수량 및 제조�수입일시

제품명별(제품명이 없는 경우 품목명별)�모델명별�제조단위별 판매 또는 임대수량, 판매 또는 임대

일시 및 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상호와 주소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매업자

임대업자

제품명별(제품명이 없는 경우 품목명별)�모델명별�제조단위별 판매 또는 임대수량, 판매 또는 임대

일시 및 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상호와 주소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리업자
제품명별(제품명이 없는 경우 품목명별)�모델명별�제조단위별 수리일시 및 의뢰인의 상호와 주소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료기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성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명칭 및 제조번호 또는 이를 갈음한 것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한 연월일

사용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림 3-10. 의료기기 추적관리 시스템(http://udi.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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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의료기기 재평가

재평가의 운영과정은 그림 3-12와 같다.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자료를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표 3-13과 같은 재평가 결과를 갖는다.

그림 3-1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추적관리 체계

수리업자

환자

의료기관

(의사 등)
제조/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판매/임대업자 판매/임대업자

사용 또는 
시술

의료기기 

의료기기 

의료기기 

의료기기 

의료기기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그림 3-12. 의료기기 재평가 운영과정

재평가 대상 품목 결정

대상품목 심의(의료기기위원회)

재평가 공고(예시 1년)

재평가 신청 1년 전, 대상품목, 

신청기간, 제출자료 공고

재평가 신청, 접수

신청기간 내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제출자료 심사

안전성, 유효성 심사 실시 및 

필요 시 업체 보완요구

검토결과 열람 및 의견제출

재평가 결과시안 1개월 이상 

열람 및 의견수렴

재평가 결과 공고 및 후속조치

재평가 결과 공고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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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의료기기 표시기재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나타내야 한다. 여기서 용기나 외장은 표식재를 부착하는 기본단위로서 의료기기와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자체 외관을 뜻한다.

의료기기는 용기 또는 외장에 표시 기재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제품의 용기 또는 외장의 면적이 좁아 기재사

항을 모두 기재하지 못하면 제품의 용기나 외장에는 제품모델명과 상호를 기재하고 그 외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외부용기, 외부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한다(표 3-14).

표 3-13. 재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유효성이 인정되고 안전

성에 관한 별도 조치가 

불필요한 것

유효성이 인정되나 안전성

에 관한 별도 조치가 필요

한 것(의료기기의 허가사

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경을 진행한다.)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 경우

유효성이 인정되나 안전

성에 관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큰 경우

표 3-14.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에 기재하는 사항 

용기 또는 외장에 기재하는 사항 필수기재 권장기재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

2.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 ○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

6. ‘의료기기’라는 표시 ○

7. 일회용 제품의 경우 ‘일회용’ 및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

8. 위탁제조시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

9. 사용(유효)기간 ○

10. 사용목적 ○

11. 멸균제품인 경우 ‘멸균제품’이라는 표시 ○

12.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인 경우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라는 표시 ○

13. 보관 또는 저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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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문서 기재방법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표 3-15와 같다.

표 3-15. 첨부문서 기재사항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 필수기재 권장기재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

2.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4. 중량 또는 포장단위 ○

5. ‘의료기기’라는 표시 ○

6. 일회용 제품의 경우 ‘일회용’ 및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

7. 사용목적 ○

8. 보관 또는 저장방법 ○

9. 국내 제조업자가 모든 제조공정 위탁시,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

10. 낱개 모음으로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최소단위포장에 모델명과 

제조업소명
○

11.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경우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 ○

12. 의학적 치료목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특성�종류�

강도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

13. 첨부문서의 작성 연월 ○

14. 그 밖에 의료기기의 특성 등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

15. 사용방법 ○

16. 사용 시 주의사항 ○

17. 보수점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

18. 멸균제품인 경우 ‘멸균제품’이라는 표시 및 멸균방법 ○

19.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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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에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예시를 나타내었다.

표 3-16. 첨부문서 기제사항예시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예시) 기재사항 설명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4. 중량 또는 포장단위

5. ‘의료기기’라는 표시

6. 일회용 제품의 경우 ‘일회용’ 및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7. 사용목적

8. 보관 또는 저장방법

9. 국내 제조업자가 모든 제조공정 위탁시, 제조의뢰자와 제조

자의 상호와 주소

10. 낱개 모음으로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최

소단위포장에 모델명과 제조업소명

용기 또는 외장에 기재하는 사항에 첨부문서

에 기재하는 사항 1~10을 표시한 경우에는 

첨부문서에는 그 내용을 제외한 내용만을 기

재한다.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경우 재사용을 위한 적절

하 절차에 대한 정보

제조�수입 신고 혹은 허가�인증서 상의 표시

된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 방법, 재사용 횟

수의 제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재사용을 위

한 정보를 기재한다.

방사선의 특성�종류�강도 및 확산:

방출되는 방사선의 특징:

환자 및 사용자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의료기기 오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의료기기의 설치 과정에서 고유하게 발생되는 위험 제거 방법:

X-ray, CT와 같이 의학적 치료목적으로 방사

선을 방출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방출되

는 방사선에 관한 정보와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및 오용을 방지하는 방법을 표시한다.

첨부문서의 작성연월: 2017년 5월
첨부문서가 제정 또는 개정된 시기를 연도와 

월까지 기재한다.

그 밖에 의료기기의 특성 등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사용방법:

제조�수입 신고 혹은 허가�인증서 상의 표시된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상

의 내용을 기재한다. 제조�수입 신고 혹은 허가�인증서 상의 조작방법 또

는 사용방법 상의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세한 사항은 사용설명

서 참고’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도록 권장한다.

사용 시 주의사항:

제조�수입 신고 혹은 허가�인증서 상의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다. 이때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글자 크기 및 굵기 또

는 색깔, 박스 및 밑줄 등의 방법으로 눈에 띄게 표시한다.

보수점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보수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기인 경우 제조�수입 신고 혹은 허가�인증서 상

의 표시된 보수점검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고, 필요 시 점검 항목 및 점검 

빈도를 함께 기재한다.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 중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

우 보수점검 사항에 기재하되 사용 전�후 주의사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

용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멸균의료기기

(에틸렌옥사이드 멸균)’

권장사항으로 멸균의료기기의 경우 ‘멸균제품’ 또는 ‘멸균의료기기’로 표

시한다. 상세한 제품의 멸균방법은 추가로 기재하는 것으로 권고된다.

제조연월일: 제조일로부터 5년/ 

2017.03.31.까지

제조번호(Batch): PA15487A

권장사항으로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기

재할 수 있다. 제조연월일을 외국 제조원에서 기입한 경우 이를 읽는 방법

을 기재토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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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표 3-17).

3.3.4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의료기기취급자(및 의료기기취급자 외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이)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수집 해야 하

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안전성 정보를 안 날로부터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표 3-18).

표 3-17. 사용설명서에 기재사항예시

사용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예시)

1. 목차

2. 안전상의 경고와 주의

3. 제품 개요와 각부, 부속품의 명칭과 구조

4. 조립과 설치방법

5. 사용 전 준비에 관한 사항

6. 일반적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7. 특수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8. 사용 후 처리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기의 청소, 소모품의 교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10.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11. 문제발생시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12. 기술사항

13. 용어의 해설과 색인

표 3-18. 부작용 등 이상사례 보고 대상 및 기한

7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회복 불가능,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저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 초래

그 밖의 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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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일반 절차는 그림 3-13과 같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내 보고마당의 이상사례 보고를 통해 실시한다(그림 

3-14).

그림 3-13.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의료기기 안정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의료기관)
소비자 의료기기 취급업체

부작용 등 안정성 정보 보고

한국의료기기정보원

분석 및 평가 결과 보고 조치 결과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위해정보과)

정보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안정평가과) 후속조치 통보

- 안정성 정보 전파

- 회수, 사용 중지 명령

- 허가사항 변경 지시 등

그림 3-14. 이상사례 보고 사이트(https://emed.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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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는 관련성 명백함, 많음, 의심됨, 적음, 없음, 평가불능 중에서 선택하는데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은 표 3-19를 참조한다.

표 3-19. 이상사례와 의료기기의 인과관계 평가

관련성 명백함

(Definitely related)

이상사례 발생과 의료기기 사용 전후 관계가 타당하며,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에 의해 가장 개연성 있게 설명되고,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중단으

로 발생한 이상사례 증상이 사라지고, 재사용(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했

을 때 이상사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또한, 발생한 이상사례가 해당 의료기기 또는 동일 계열의 의료기기에 대해 이미 

알려진 정보와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

관련성이 많음

(Probably related)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있고, 의료기기의 사용과 이상사례 발생의 

시간적 순서가 타당하며, 다른 원인보다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더욱 개연성 있

게 설명되고,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중단으로 발생한 이상사례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

관련성이 의심됨

(Possibly related)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있고, 의료기기의 사용과 이상사례 발생의 

시간적 순서가 타당하며, 다른 가능성이 있는 원인과 같은 수준으로 해당 의료기기

의 사용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중단으로 발생한 이상사례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

관련성이 적음

(Possibly not related)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있고, 이상사례에 대해 더욱 가능성 있는 

원인이 있으며,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중단으로 발생한 이상사례 증상이 사라지거

나 모호한 경우 그리고 해당 의료기기의 재사용(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 

결과가 이상사례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관련성이 없음

(Definitely not related)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과 이상사례 발현과의 

시간적 순서가 타당하지 않거나 이상사례에 대해 다른 명백한 원인이 있는 경우

평가 불가능

(Unknown)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하여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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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의료기기 회수 및 폐기

의료기기 회수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내 보고마당의 회수계획 및 종료보고를 통해 실시한다(그림 

3-15~17, 표 3-20).

그림 3-15. 의료기기 회수계획 및 종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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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영업자 회수절차

회수관리기관

(지방식양청)

회수의무자

(제조, 수입업자)

의료기기 취급자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

위해의료기기 인지 위해의료기기 인지

회수 및 회소에 

필요한 조치

회수대상 의료기기 

수리, 판매, 임대 중단

위해의료기기확인 수리, 판매, 임대 중단 

사실 통보

회수계획 제출

회수대상 의료기기 

반품 등 조치

환자통보

(의료기관개설자)

회수계획 공표

회수계획 검토

회수계획 통보

회수계획서에 

따른 회수 실시

종료보고 검토

회순종료 통보 회수종료

회수완료 및 

종료보고서 제출

예 아니오

회수계획 승인 및 

회수계획 공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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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정부 회수 절차

회수명령기관

(지방식양청)

회수명령대상 

의료기기 발생

위해의료기기확인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지명령

회수사실 공표

회수계획 검토

종료보고 검토

회순종료 통보

회수의무자

(제조, 수입업자)

판매중지 및 

회수계획서 작성

회수계획 제출

회수계획 통보

회수계획서에 따른 

회수 실시

회수완료 및 

종료보고서 제출

회수종료

의료기기 취급자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

회수대상 의료기기 

수리, 판매, 임대 중단

수리, 판매, 임대 

중단 사실 통보

회수대상 의료기기 

반품 등 조치

환자통보

(의료기관개설자)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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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위해성 정도 평가

위해성 정도
회수계획서 

보고 기한
위해성 정도 별 사례

위해성 정도 1 5일 이내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

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한 부작용 또는 사망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

료기기

1 )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

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2) 발암 성분 기준치 초과 함유 의료기기

3) 무허가 의료기기(3·4등급)

위해성 정도 2 15일 이내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의료기기

1 ) 의료기기로 인한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인 부작용이 발

생한 사례가 확인되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2) 무허가(무인증) 의료기기(1·2등급)

3)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

거나 함유한 의료기기로서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기기

4) GMP 적합인정 없이 판매·유통한 의료기기

5) GMP 기준 위반 의료기기(원재료오염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에 한함)

6) 수거·검사 부적합 의료기기(임시수복재의 독성시험 등 인체에 부작

용을 일으킬 수 있는 시험항목이 부적합한 의료기기)

위해성 정도 3 15일 이내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나 의료기기법 제

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1 )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나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무신고 의료기기(1등급)

3)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4) 수거·검사 부적합 의료기기(초음파자극기의 출력파형시험 등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항목에 부적합한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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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의료기기 재심사

재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의료기기를 표 3-21에 나타내었다.

3.3.7 의료기기 실적보고

의료기기 제조, 수출, 수입, 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관련 실적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표 3-22)

표 3-21.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3, 4등급 의료기기 중 작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목적 등이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류 또는 품목과 본질적으로 같지 아니한 신개발 의료기기

대상 증례 수 기간

1. 장기간(1년 이상) 인체에 삽입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전수 5년

2. 질병의 중증, 특정 질병, 해부학적 위치 및 인종적 차이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임상 관찰이 필요한 의료기기

600명 

이상
4년

희소의료기기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희소의료기기

- 국내 환자수 20,000명 이하의 희귀 질환 치료 등에 사용

-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환자 증례수가 불충분한 경우

- 대체 가능한 의료기기 등이 없거나 기타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인정하는 경우

4~7년

표 3-22. 실적보고 대상자 및 보고 내용

제출대상자 제출 대상 보고서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자 생산 실적 보고서, 실적 총괄표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자 중 수출 실적이 있는 업자 수출 실적 보고서, 실적 총괄표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자 수입 실적 보고서, 실적 총괄표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한 업자 수리 실적 보고서, 실적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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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임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bogo.

kmdia.or.kr)에서 전년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3-18).

제출대상자에 따라 제출 보고서와 보고 방식이 다르며 보고된 실적의 내용은 의료기기 산업의 실태 파악 및 

사후관리, 의료기기 산업발전 계획의 수립, 국제 무역 협상 대응 등의 통계 자료로써 활용된다(그림 3-19~21).

그림 3-18.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bogo.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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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생산, 수출 실적보고 방법

제조업체 

실적보고 담당자

- 대상: 의료기기 제조
업 허가증 소유 업체

- 기한: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업체정보 

확인 및 수정

업체정보관리 

바로가기

- 기준: 제조업허가

증 기재사항
- 변경 필요시 협회 

담당자와 협의

수출실적 보고서 

작성(별지3, 4호)

수출실적보고서 

작성하기

수출 실적 
있는 업체

생산실적보고서 

작성(별지1, 2호)

생산실적보고서 

작성하기

- 별지 1, 9호: 생산 실적 
없어도 반드시 작성!

 (0으로 입력 후 제출)

수출실적 
없는 업체

(별지 3, 4호 
생략)

실적총괄표 작성

(별지 9호)

실적 총괄표 

작성하기

보고서 

제출 및 관리

보고서 관리 

바로가기

- 보고서 관리: 보고서 
인쇄 및 다운로드 
가능

그림 3-20. 수입실적 보고 방법

수리업체 

실적보고 담당자

  - 대상: 의료기기 

수리업 허가증  

소유 업체

  - 기한: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업체정보 

확인 및 수정

업체정보관리 

바로가기

  - 기준: 수리업신고증 

기재사항

  - 변경 필요시 협회 

담당자와 협의

 - 보고서 관리: 보고서 

인쇄 및 다운로드 

가능

수리실적 보고서 

작성(별지 5, 6호)

수리실적보고서 

작성하기

실적총괄표 

작성(별지 9호)

실적총괄표 

작성하기

보고서 

제출 및 관리

보고서 관리 

바로가기

그림 3-21. 수리실적 보고 방법

수리업체 

실적보고 담당자

- 대상: 의료기기 수

리업 신고증 소유 

업체

- 기한: 당해 연도 1

월 31일까지 제출

업체정보 

확인 및 수정

업체정보관리 

바로가기

- 기준: 수리업신고증 

기재사항

- 변경 필요시 협회 

담당자와 협의

- 별지 7, 9호

   : 수리 실적 없어도 

반드시 작성!

 (0으로 입력 후 제출)

수리실적 보고서 

작성(별지 5, 6호)

수리실적보고

서 작성하기

실적총괄표 

작성(별지 9호)

실적총괄표 

작성하기

보고서 

제출 및 관리

보고서 관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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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료기기의 세척, 소독 및 멸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 세척, 소독 및 멸균은 그 방법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관

리하는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세척공정이 완료된 제품은 특정 물질 및 비특정 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한 공정 내에서 적절히 세

척되었음을 보증하는데 이때 GS/MS 및 TOC 시험 등을 통한 검증으로 유효함을 보증한다(표 3-18).

표 3-18. 세척공정 잔류여부 확인방법

① 특정 물질 잔류 여부 확인 방법

 -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UPLC(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GS/MS(Gas chromatography/Mass chromatography)

 - UV spectroscopy

 - IC(Ion chromatography)

② 비특정 물질 잔류 여부 확인 방법

 - TOC(Total organic carbon)

 - pH test

 - 용출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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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멸균방식에 대한 특성을 표 3-19에 나타내었다.

표 3-19. 멸균방법의 특성 비교

건열멸균 고압증기멸균
산화에틸렌가스 

멸균

방사선 멸균

(감마선)

플라즈마 

멸균

기준규격 ISO 17665-1,2 ISO11135-1,2 ISO11137-1,2,3 -

멸균원

(멸균제)
고온

고온의 

수증기와 

고압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방사선

(감마선 등)

플라즈마 

형태의 

과산화수소

멸균방식

고온의 오븐에서 

고열에 노출시켜 

단백질성의 물질

을 변성시켜 사멸

시킨다.

고온의 수증기와 

고압의 환경이 단

밸질성의 물질(병

원균과 미생물)을 

변성시켜 사멸시

킨다. 

에틸렌옥사이드

(EO) 가스를 제

품에 분사

방사선(감마선)을 

투과

기체상태의 과산

화수소가 플라즈

마 형태로 변화하

여 제품에 침투

총 소요시간

온도에 따라 상

이함.

더 높은 온도일수

록 더 적은 시간 

소요(예: 121°C 6

시간, 170°C 1시간)

약 120분 약 10시간 수초~수시간 약 30~70분

멸균가능 

제품

습기에 의해 무

뎌지기 쉬운 메

스, 주사바늘 등

의 제품

고온�다습�고압의 

환경에 강한 원

재료를 갖는 제

품(예:스테인레스 

스틸)

고온의 환경 및 

습기에 취약한 

제품

방사선(감마선)에 

의해 변성되지 

않는 제품

고온�고압의 환경 

및 습기에 취약

한 금속�고분자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

멸균불가 

제품

고온의 환경에 

취약한 원재료를 

갖는 제품

고온�다습�고압의 

환경에 취약한 

원재료를 갖는 

제품

대부분 가능. 액

체 류 등은 불가

방사선(감마선)에 

의해 변성되는 

제품

액체 류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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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공정은 표 3-20과 같은 멸균 원의 특성과 방법에 따른 검증과정을 따라야 한다.

표 3-20. 멸균공정의 검증방법 비교

멸균방법
모니터링 키트 검사 바이오버든 

테스트
밸리데이션

화학적지시제 C.I. 생물학적지시제 B.I.

건열멸균 Bacillus subtilis(strip) O

Autoclave 멸균 O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O O

방사선 멸균(감마) O - O

EO 가스 멸균 O Bacillus subtilis O

플라즈마 멸균 O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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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4.1. 의료기기 민원창구

의료기기 민원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라는 의료기기 신고, 인증, 

허가 등의 민원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웹 기반의 민원접수창구를 이용하여 수행되는데, 인터넷

에 접속하여 직접 개별 민원에 맞는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와 근거서류 등을 선택,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4-1).

그림 4-1.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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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자민원사이트를 통한 인허가 접수처리 과정은 그림 4-2와 같다.

소속회사의 회원으로 접속하여 가입된 개인의 정보를 확인 후 위임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소속회사의 회원에

서 관리되는 신고, 인증, 허가 열람용 등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4-3).

그림 4-3. 회원정보변경 페이지

bigboss

홍길동

(주)활빈당

abc@abc.com

그림 4-2. 의료기기 전자민원사이트를 통한 접수처리 과정

민원인

식약처

① 회원가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① 회원가입

(개인)

② 로그인

� 개인회원(회사직원) 위임 부여 

③ 민원안내 및 신청 ④ 수수료납부

⑤ 민원접수 및 

면허세 납부통보
⑥ 면허세 납부⑦ 허가(신고)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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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민원의 종류를 표 4-1에 나타내었다.

표 4-1. 의료기기 민원의 종류

구분 의료기기 민원 종류 구분 의료기기 민원 종류

1 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 15 의료기기영문증명

2 의료기기제조(수입)업변경허가 16 의료기기사전검토

3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 17 의료기기동일성검토

4 의료기기변경허가 18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지정 신청

5 의료기기제조(수입)신고 19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 변경신청

6 의료기기기술문서등의심사(변경심사) 20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지정

7 의료기기기술문서등의심사(임상자료심사) 21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변경지정

8 의료기기기술문서등의심사(기술문서심사) 22 의료기기경미한변경(허가변경)

9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등신고 23 의료기기제조(수입)인증

10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24 의료기기변경인증

11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25 의료기기경미한변경(인증변경)

12 의료기기허가증등재발급 26 의료기기질의

13 의료기기품목취하 27 전시목적 의료기기 승인신

14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28 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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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료기기 등급분류

의료기기의 제품분류에 대하여 표 4-2에 나타내었다.

표 4-2. 의료기기 제품분류

구분 인체용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동물용 의료기기

판단

기준

1)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시간

2) 침습의 정도

3)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

게 전달하는지 여부

4)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사용목적과 사용 시 주의사항

2) 사용자의 임상적 경험(사용

자가 의사 등 전문가인지 일

반인인지 여부 등)

3) 진단정보와 중요성(진단정보

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 다른 진단정보와 결합하

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4) 진단검사 결과가 개인이나 공

중보건에게 미치는 영향력

1) 동물과의 접촉시간

2) 침습의 정도

3) 동물용의약품이나 에너지 등을 

환축 또는 취급자에게 전달하

는지 여부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

적 위해성이 낮은 경우

동물 또는 취급자에게 직접 접촉

되지 아니하거나 접촉되더라도 잠

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고, 고장이

나 이상으로 인하여 동물 또는 취

급자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동

물용 의료기기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

기기

개인에게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

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경우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동물 또는 취급자에게 중대한 기능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

적 위험성이 낮은 동물용 의료기기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개인에게 고도의 잠재적 위해성

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는 경우

동물 내에 일정기간 삽입되어 사

용되거나,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

성을 가진 동물용 의료기기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

기기

개인과 공중보건에 고도의 위해

성을 가지는 경우

동물 내에 심장�중추신경계�중앙혈

관계 등에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

는 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의 조직 

또는 추출물을 이용하거나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

한 원자재를 사용한 동물용 의료

기기.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동물

용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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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의료기기의 인허가 과정과 기술 문서

4.3.1. 의료기기의 인허가 과정

위해도가 다소 낮은 1등급(신고), 2등급(인증)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고/인증을 위탁하는 의료

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에서 신고서 등록에 따른 발급(1등급 신고) 또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기술문

서 심사가 완료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 후 인증서 발급 업무(2등급 인증)를 수행하고 있다. 위해도가 다

소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심사부에서 기술문서 심사가 완료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 후 허가증 발급업무(3~4등급 허가)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4-4~8).

그림 4-4.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절차

의료기기해당여부

(필요시 해당,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① 질의  ② 회의

제조(수입자)

③ 신청 

④ 허가

제조(수입)업허가(지방청)

품목(품목류)신고와 동시에 

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자 제조 증명서류

(해당 경우)(제조업체) ⑤ 제출

품목류별, 품목별 신고

(정보기술지원센터)

전자민원시스템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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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절차

의료기기해당여부

(필요시 해당,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① 질의  ② 회의

제조(수입자)

③ 신청 

④ 허가

제조(수입)업허가(지방청)

품목(품목류)신고와 동시에 

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자 제조 증명서류

(해당 경우)(제조업체) ⑤ 제출

품목류별, 품목별 신고

(정보기술지원센터)

전자민원시스템 등록 완료

그림 4-6. 2등급 의료기기의 동일제품 인증 절차

동일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신청

의료기기 심사부

② 동일제품임을 통보

제조(수입)자

③ 신청 

④ 허가

제조(수입)업허가(지방청)

품목(품목류)신고와 동시에 

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 식약처 공문

 (동일제품 통보)

2. GMP적합인정서

 (2016. 1. 29 시행)

③ 신청 ④ 인증

 (5일 이내)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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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2등급 의료기기의 일반제품 인증 절차

동일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신청

의료기기 심사부

② 동일제품임을 통보

제조(수입)자

③ 신청 

④ 허가

제조(수입)업허가(지방청)

품목(품목류)신고와 동시에 

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 식약처 공문

 (동일제품 통보)

2. GMP적합인정서

 (2016. 1. 29 시행)

③ 신청 ④ 인증

 (5일 이내)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그림 4-8. 3, 4등급 의료기기의 허가 절차

GMP 

적합

인정서

기술문서

첨부자료

임상시험자료

STEO관련자료

(*4등급 필수)

기술문서심사의뢰
(55일)

품목허가신청
(10일)

품목허가신청(일괄검토)(65일)

임상시험자료심사(15일)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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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의료기기 기술문서

기술문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표 4-3과 같다.

의료기기의 경우, 동등제품, 개량제품, 새로운 제품인지를 일반 의료기기의 동등제품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

하고(표 4-4, 5), 기술문서 심사 시에는 동등제품 판단근거로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공하는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그림 4-9)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허가(인증)제품과의 동등 여부를 기

술문서에 기재 된 내용과 기허가(인증)제품의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대표자를 신청자

로 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를 민간의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

사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위해도가 다소 높은 3~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술문서 심사

를 수행한다.

표 4-3.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기재항목

구분 1등급 신고 기재항목 2~4등급 인증�허가 기재항목

1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2 분류번호(등급) 분류번호(등급)

3 작용원리 작용원리

4 모양 및 구조 – 외형 모양 및 구조 – 외형

5 모양 및 구조 – 치수 모양 및 구조 – 치수

6 모양 및 구조 – 특성 모양 및 구조 – 특성

7 미 기재 원재료

8 미 기재 제조방법

9 사용목적 사용목적

10 사용방법 사용방법

11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12 미 기재 포장단위

13 미 기재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14 미 기재 시험규격

15 제조원(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 제조원(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

16 - 허가(인증)조건

17 비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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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일반 의료기기의 동등제품 판단기준 ○: 같음, ●: 다름, ×: 해당없음

구분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새로운제품
전기 ○ 또는 ● ○ 또는 ● × ● ○ 또는 ● ○ 또는 ●

의료용품 ○ 또는 ● ○ 또는 ● ○ 또는 ● ● ○ 또는 ● ○ 또는 ●

개량제품
전기 ○ ○ × ● ○ 또는 ● ○ 또는 ●

의료용품 ○ ○ ○ ● ○ 또는 ● ○ 또는 ●

이미 허가�인증 받은 

제품과 동등한 제품

(동등제품)

전기 ○ ○ × ○ ○ ○

의료용품 ○ ○ ○ ○ ○ ○

표 4-5. 일반 의료기기의 동등제품 판단기준 예시(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동등제품 판단기준) 

○: 같음, ●: 다름, ×: 해당없음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새로운제품 ○ 또는 ● ○ 또는 ● ○ 또는 ● ○ 또는 ●

개량제품 ○ ○ ○ 또는 ● ○ 또는 ●

이미 허가�인증 받은 제품과 

동등한 제품(동등제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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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동등품목비교표

번호 비교항목1) 기 허가(인증) 제품 신청제품 동등여부2)

1 명칭(제품명,품목명,모델명)

2 분류번호 및 등급

3 제조(수입)업소명

4 제조원 및 소재지

5 허가(인증)번호

6 사용목적
예 □

아니오 □

7 작용원리
예 □

아니오 □

8 원재료
예 □

아니오 □

9 성능
예 □

아니오 □

10 시험규격
예 □

아니오 □

11 사용방법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동등함을 확인하였음.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인) 

1) 기허가�인증된 의료기기와의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토록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허가�인증된 의료기기와 동등한 경우 ‘예’에 체크하고, 동등하지 않을 경

우 ‘아니오’란에 체크한다.

그림 4-9.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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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지정하고 있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을 이야기하며 각 민간 기술문서 심사기관별 심사가 가능한 품목범위를 

지정하여 부여된 유효기간까지 기술문서 심사기관으로서 기술문서 심사 권한을 갖는다. 기술문서 심사 품목범

위의 종류는 표 4-6과 같다.

기술문서 심사 품목범위는 민간 기술문서심사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심사 가능한 심사 품목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총 6개 기관이 있으며 해당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를 표 4-7에 나타내었다.

표 4-6. 기술문서 심사 품목범위

기술문서 심사 품목범위

1 진료대 등(전기)

2 방사선진료장치 등(전기)

3 이학진료용기기 등(전기)

4 심혈관기계기구 등(전기/용품)

5 생체현상측정기기 등(전기)

6 의료용자기발생기 등(전기)

7 시술기구 등(전기/용품)

8 시력보정용렌즈 등(전기/용품)

9 의약품주입기 등(전기/용품)

10 치과재료 등(용품)

11 체외진단 분야 등(체외진단)

표 4-7.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번호 기술문서 심사 기관 소재지

제10-1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원)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제10-2호 티유브이슈드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투아이에프씨 29층

제10-3호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제10-4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

제10-5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제10-6호 한국에스지에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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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국제 표준화 기술문서

제1부. 신청내용 등

제2부.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개요(STED, Summary Technical Documentation)

2.1 목차

2.2 기기설명 및 제품사양

2.2.1 기기 일반적 설명

2.2.2 유사기기 및 기 허가된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2.3 표시기재(안)

2.4 설계와 제조정보

2.4.1 기기설계 개요

2.4.2 제조공정 요약

2.4.3 설계 및 제조장소 요약

2.5 필수원칙 체크리스트

2.6 위험관리요약 

2.7 제품검증 및 유효성확인 요약

2.7.1 일반사항

2.7.1.1 규격에 대한 적합선언

2.7.1.2 기기설계의 유효성 확인 개요

2.7.2 전기ㆍ기계적 안전성 시험 요약

2.7.3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요약

2.7.4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시험 요약

2.7.5 전자파 안전성 시험 요약

2.7.6 성능에 관한 시험 요약

2.7.7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자료 요약

2.7.8 물리ㆍ화학적 특성 자료 요약

2.7.9 동물유래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 요약

2.7.10 안정성 시험 요약

2.7.11 복합ㆍ조합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요약

2.7.12 동물시험 자료 요약

2.7.13 임상시험 자료 요약

제3부 첨부자료

3.1 목차

3.2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3.3 위험관리 보고서 

3.4 제품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

3.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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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의 요구사항은 표 4-10~16과 같다.

표 4-9. 기술문서 심사자료

1)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국내/외 시험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시험규격 및 그 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

-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 방사선 안전에 관한 자료

-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 물리화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 성능에 관한 자료

- 안정성에 관한 자료

5)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표 4-10.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모

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

관(NCB: National Certification Body)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 인정한 의료기기 분야의 시험검사

기관에서 인정된 규격코드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성적서로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 단,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가 상기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국내 ‘전기사업법’에 의한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표준전원플러그 등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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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전자파 안전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또는 부분품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

로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

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

관(NCB: National Certification Body)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KOLAS에서 인정한 의료기기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정된 규격코드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성적서로 해

당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

한 자료

※ 단,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가 상기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국내 ‘전기사업법’에 의한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

수, 표준전원플러그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주파수, 표준전원플러그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12. 방사선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을 이용하는 의료기기이거나 방사선에 노출되는 등 해당 의료기기가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이 요구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

(NCB: National Certification Body) 등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KOLAS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정된 규격코드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성적서로 해

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

한 자료

※ 단, 방사선 안전에 관한 자료가 상기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국내 ‘전기사업법’에 의한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

수, 표준전원플러그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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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라 인체에 접촉삽입되거

나 인체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물 등과 접촉하는 의료기기 또는 부분품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균시험 및 EO가스 잔류량 시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

품안전처 고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비임상관리기준(GLP)을 준수하는 OECD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OECD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원재료가 동일하고 인체접촉시간�인체접촉부위 등이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인 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 단, 방사선 안전에 관한 자료가 상기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국내 ‘전기사업법’에 의한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

수, 표준전원플러그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14. 물리�화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인체에 접촉�삽입되거나 인체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물 등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화학구조, 적외선흡수, 자외선흡수, 원자흡광도, 융점, 비점, 내구성, 경도, 색조, 용출물, 표면특성 자료, 동

물유래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규격(KS, ASTM, ISO 등)에 따른 동물의 명칭, 원산국, 연령, 사용부위, 처리

공정, 성분명에 대한 자료 등은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

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해당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기관

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

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자료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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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안정성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단, 해당 제품명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하고,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동일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해당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전문

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표 4-15. 성능에 관한 자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

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

어가 내장되어 있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보고서와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

성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물시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해당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기관

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

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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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 관한 자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4-17).

표 4-17. 임상시험에 관한 요구사항 

가. 일반사항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1,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과 

동등한 제품의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논문, 문헌 등)를 제출할 수 있다.

1 )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자료

2) 외국자료로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기관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의료기기임상시험 관리기준」(의료기기법 시

행규칙 별표2의2)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3)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임상시험에 관한 자

료로서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

를 공증한 자료

4) 과학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나. 가목의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임상시험방법

임상시험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피험자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및 목표한 피험자의 수

원칙적으로 하나의 적응증마다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과 임상시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적

으로 타당하게 임상시험 예수가 결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만, 적응질환의 발생 증례 자체가 적어 임

상시험 예수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나)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과 그 설정사유

다) 비교시험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선택사유

라) 병용사용의 유무

마) 관찰항목, 측정항목, 임상검사항목, 측정기준 및 검사방법

바) 유효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

사)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및 시험방법

2) 임상결과

임상결과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임상시험의 성적(임상례에 대한 계획된 수, 실제 대상수, 완료된 수, 중도탈락자 수 및 이유 등을 포함하며, 

이 경우 피험자별 부작용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증례기록 요약

다) 기타 임상시험성적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임상평가

해당 적응증에 대한 의료기기의 유효율이 의학적�한의학적 원리에 기준하여 임상적 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그 타당성이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기타

1 ) 민족적 요인의 차이가 있어 외국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장은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한 질환에 적용되는 희소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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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의 변경 내용에 제한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그림 

4-10~13).

그림 4-10. 변경대상 판단 흐름도

메인 흐름도

수출용 제품인가?

기술적 특성의 

변경인가?

아니요

원재료의 변경?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예

경미한 변경(연차보고)

의료기기 자체는 변경 

되지 않는 변경
흐름도1

흐름도2

흐름도3

그림 4-11. 의료기기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별표 3]의 경미한 

변경사항인가?

아니요 아니요

예 예제19조 제5항에 따른 

30일내 보고사항인가?

흐름도1

경미한 변경

(즉시보고)

경미한 변경

(연차보고)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변경허가�인증

(기술문서심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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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기술적 특성의 변경

흐름도2

형상/회로/절연
변경?

[별표 3]의 경미한 
변경사항인가?

변경된 내용이 
안정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성능/사용방법/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

환자/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

포장방법/유효기간/
시험규격 변경?

멸균방법(조건)
변경?

사용(또는 전달)
에너지 형태 변경?

작용원리 변경?

신규 허가�인증

소프트웨어 변경?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변경허가�인증(기술문서심사 불필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변경허가�인증(기술문서심사 불필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변경허가�인증(기술문서심사 필요)

경미한 변경
(연차보고)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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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원재료의 변경

흐름도3

새로운 
원재료인가?

신규 허가�인증

원재료 명칭 
또는 성분변경?

원재료 분량 또는 
혼합비 변경?

원재료 규격 
변경?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변경허가�인증

(기술문서심사 불필요)

인체조직 또는 체액에 

직/간접 접촉 혹은 삽입

하는 기기인가?

기능 성능 사양 
변경?

흐름도2

[별표3의 경미한 
변경사항인가?]

경미한 변경
(연차보고)

변경된 내용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변경허가�인증

(기술문서심사 불필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변경허가�인증

(기술문서심사 필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와 인허가 실무_강의자료  |  70 

4.4.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예시

작성되는 내용은 표 4-18과 같다.

표 4-18.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구성

제조품목 허가 수입품목 허가

제품명 제품명

모양 및 구조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원재료

제조방법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목적

성능 성능

사용방법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시험규격 시험규격

전공정 위탁 시 수탁가능자의 증명서류 제조원

기술문서 심사에 관한 자료(첨부자료) 기술문서 심사에 관한 자료(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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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제품명

제품명 항목에서 요구되는 기재내용으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제품명(예시에는 MFDS-01로 표기됨), 

품목명(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명, 분류번호, 등급)(그림 4-14), 모델명(제품의 

관리 모델명)을 기재한다(그림 4-15).

그림 4-14. 기술문서 - 제품명, 품목명

그림 4-15. 기술문서 -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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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모양 및 구조

모양 및 구조(작용원리, 외형, 치수, 특성),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 목적, 성능,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 기간, 시험규격까지 제품에 관해 기술되는 상세 기술문서의 내용은 각각의 파일을 별도로 기재

하여 전자민원사이트에 작성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그림 4-16, 17).

그림 4-16. 기술문서

그림 4-17. 기술문서 첨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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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체

전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모양 및 구조-작용원리(예)

본 기기는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절개 또는 응고 등에 사용하는 기구로 본체, 핸드피스, 바이폴라(모노폴

라)전극(제허 ○○-○○○호), 전극케이블, 대극판(서울수신 ○○-○○○호), 대극판 연결케이블, 풋 스위치, 전원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다.작용원리는 고주파(RF)에너지를 흘려보내 부하나 접촉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이

용하여 세포조직의 절개 및 응고 작용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한다.

모양 및 구조-외형(예)

1. 외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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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품

풋 스위치

핸드피스

전원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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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관설명

1 ) 본체

전면부

번호 명칭 기능

1 전극 연결부 전극을 연결하는 부분

2 연결소켓 대극판 연결 소켓

3 전극 사용 상태 표시부 전극의 사용상태를 표시

4 전원버튼 전원 ON/OFF

5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디스플레이

6 선택버튼 메뉴 선택 버튼

디스플레이 화면

번호 명칭 기능

1 기능 단계 표시기 커팅/응고 기능 단계 표시창

2 최대 출력 표시기 커팅/응고 출력 에너지 표시기

3 커팅기능 표시기 커팅 기능 표시 창

4 응고기능 표시기 응고 기능 표시 창

후면부

번호 명칭 기능

1 스위치 연결소켓 스위치를 연결하는 소켓

2 등전위 연결부 등전위 연결 접속부

3 파워케이블 연결부 파워 케이블 연결 접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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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품

풋 스위치

번호 명칭 기능

1 커팅 모드 스위치 커팅 모드를 활성화하는 스위치

2 보조스위치 보조 스위치

3 응고 모드 수위치 응고 모드를 활성화 하는 스위치

핸드피스

번호 명칭 기능

1 연결 플러그 본체와 연결되는 플러그

2 조절키 절개모드/응고모드 선택

전원케이블

번호 명칭 기능

1 전원케이블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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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및 구조-치수의 예시

1. 본체

  - 가로(W)×세로(D)×높이(H): 400×150×450mm(±5%)

  - 무게: 약 20kg(± 5%)

2. 구성품

- 풋 스위치

 가로(W)×세로(H): 350×250mm(±5%)

 중량: 900g(±5%)

- 핸드피스

 총 길이: 3m(±5%)

 중량: 200g(±5%)

- 전원케이블

 총 길이: 4m(±5%)

 중량: 300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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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원재료

‘원재료’ 항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의 양식에 맞게 기재하고,

원재료

일련번호 부분품의 명칭 부분품 관리번호 규격 또는 특성 수량 비고

1 본체 MFDS-1
치수: 400×150×450mm

중량: 20Kg
1

2 소프트웨어 SW-MFDS-1
명칭: SW-MFDS-1

버전: A.01
1

3 풋 스위치 FS-MFDS-1
치수: 350×250mm

중량: 900g
1

4 핸드피스 HP-MFDS-1
치수: 3m

중량: 200g
1

5 전원 케이블 PC-MFDS-1
치수: 4m

중량: 300g
1

일련번호 부분품의 명칭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규격 분량
비고(인체접촉여부 

및 접촉부위)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양식에 맞게 기재한다.

일련번호 부분품의 명칭 부분품 관리번호 규격 또는 특성 수량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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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사용목적

그림 4-18. 의료기기 기술문서 첨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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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성능

‘성능’ 항에는 제품의 전기�기계적 특성,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의 사용설명서, 상품 

안내서에서 표방하는 제품 성능의 내용이 기재된다(표 4-19).

표 4-19. 성능의 예

구분 내용 비고

사용(중심)주파

480[KHz] ± 10[%] 또는 

표준절개: 400KHz

혼합절개: 400KHz

분사(표준)응고: 495KHz

양극응고(Micro Coag, Macro Coag): 4000

출력 모드

CUT 표준절개, 300[W], 1100[VP-P'], 500[Ω]

Blend 혼합절개, 200[W], 1200[VP-P'], 500[Ω]

Coag

분사응고, 80[W], 4400[VP-P'], 500[Ω]

Coag 1, 70[W], 150[VP-P'], 50[Ω]

Coag 2, 70[W], 560[VP-P'], 300[Ω]

임피던스

측정범위 10~800[Ω]

정확도

10~50[Ω]  ±  10[%]

51~300[Ω] ± 15[%]

301~800[Ω]  ±  20[%]

온도 측정범위 5~99[℃]  ±  2[℃]

출력 지시음 

음향레벨

작동음 소리 45[dBA] 이상 

알람소리 65[dBA] 이상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형식 및 보호정도
1급기기, BF형(CF형) 장착부

작동범위 온도 +100~40[℃], 습도 30~75[%] 미만

보관범위 온도 -20~+60[℃], 습도 9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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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사용방법

사용방법의 예시

사용방법

1. 사용 전의 준비사항

1 ) 설치 및 주변 환경

본 장비는 매우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나 아주 정밀한 장비이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장비

는 인화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인화성 물질은 스파크 발생 범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주의하

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할 것.

2) 설치 전 주의사항

① 사용하기 전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② 전원 스위치가 ‘OFF’에 있는지 확인한다.

③ 전원 코드는 반드시 접지되어있는 콘센트에 접속한다.

④ 범용전기수술기용 전극과 기허가받은 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의 끝 단자는 본체의 출력 단자에 연결

한다.

⑤ 전기적 스파크가 기기 내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발위험성이 없는 환경에 설치한다.

⑥ 장비의 주변에 엎질러져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액체를 두지 않는다.

⑦ 사용 전 범용전기수술기에 연결되는 부분품(범용전기수술기용 전극, 풋스위치)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

인해야 한다.

⑧ 공기순환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코너나 선반은 피한다.

⑨ 고주파 기기는 일반적으로 고주파 전압과 전류를 발생시키므로 장비시 또는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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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살균 소독 가능한 액세서리는 사용 전 소독 여부를 확인한다.

⑪ 전기메스 사용시 발생하는 열은 인화성 물질이 있을 시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질들이 완전히 

증발된 후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화성 물질은 스파크 발생범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주의하고 확

인 후 사용되어야 한다.

2.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① 파워 코드를 연결한다.

② 전원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원을 켠다.

③ Display에 표시를 확인하고, 경고 알람과 경고 지시등(LED)이 깜박거리는지 확인한다.

④ 사용모드를 선택한 후 Up/Down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출력값을 설정한다.

⑤ 풋 스위치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범용전기수술기 뒷면에 모노폴라/바이폴라용 커넥터를 확인 후 연결하

여 사용한다.

⑥ 대극판(Plate)을 환자에게 연결한다.

⑦ 범용전기수술기에 전기수술기용전극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기수술기용 전극을 연결한다.

⑧ 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해 핸드피스 버튼이나 풋 스위치 버튼을 누른다.

⑨ 출력조정기를 조절하여 출력강도를 선택하고, 적정한 출력 값을 모르면 '0'에서부터 서서히 출력 세기를 높

여 조절하면서 사용한다.

3.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방법

① 상온에 보관하며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한다.

② 기압, 온도, 습도, 바람 등의 악영향을 받는 곳에 두지 않는다.

③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④ 화학약품 보관장소나 가스발생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다.

⑤ 사용이 종료되면 알콜 솜으로 기기를 청소한다.

⑥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제거한다.

4.4.7. 사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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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사항의 예시

사용 시 주의사항

① 살균 소독 가능한 액세서리는 사용 전 소독 여부를 확인한다.

② 인화성 물질은 스파크 발생범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주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사

용한다.

③ 전기적 스파크로 전극에서 인화성 액체, 가스 점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인

화성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의한다.

④ 중성전극(Patient Plate)은 환자에게 접착 시 전체면을 완전히 밀착시킨다. 중성전극 접착부위에 공간이 

있으면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중성전극 접촉 및 컨넥터 연결이 불량할 경우 출력 에러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한다.

⑥ 절개 및 응고용 저극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자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⑦ 심장 박동기나 박동기 전극을 이식한 환자의 경우, 박동기 기능에 영향을 주어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으

므로 반드시 주의해서 기기를 작동시킨다.

⑧ 의사의 처방과 지도로 사용하며 다음의 사람은 사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할 것

 - 급성질환이 있는 사람

 - 심전계통 장착용 전자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람

 - 임신부 및 유아

 - 고혈압 환자

⑨ 접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않는다.

⑩ 고장발생 시 응급조치 후 수리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한다.

⑪ 기기를 개조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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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저장방법/사용기간의 예시

저장방법/사용기간

제품을 다음의 저장조건에 따라 저장한다. 

① 온도: -20°C~+50°C

② 상대습도: 0%~75%, non-condensing

③ 대기압: 500 hPa–1600 hPa

4.4.9. 시험규격

시험규격의 예시

시험규격

1.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른다.

- 「의료기기 기준규격」 31.전기수술기에 따른다.

2.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른다.

3.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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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기 시험검사

5.1. 의료기기 시험검사와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은 표 5-1과 같다.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은 표 5-2와 같다.

표 5-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

1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4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5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 시험평가센터

6 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7 경희대학교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8 경북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의생명과학 연구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

10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1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12 (주)케이씨티엘 용인센터

13 (재)스탠다드뱅크 서울시험소 의료기기시험센터

14 (주)디티앤씨

1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1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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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 Scheme)에 따른 국제공인시험기관

표 5-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

구분 KOLAS 인정 시험검사 기관

1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구로, 시험)

3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4 (주)원텍

5 (주)씨티케이

6 한국에스지에스(주) 군포시험소

7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

8 (주)BWS TECH

9 (주)케이씨티엘

10 (주)유씨에스

11 (주)디티앤씨

12 (주)스탠다드뱅크

13 주식회사 아이씨알(ICR)

14 (주)케이비더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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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B, National Certification Body) 중 국내 소재의 기관(CB 인증시험성적서 발행가능 기관, CBTLs)은 

표 5-3과 같다.

표 5-3. 국내 소재 국제공인 시험검사 기관

구분 국내 소재 국제공인 시험검사 기관

1 BWS Tech Inc.

2 CTK Co., Ltd.

3 CTK Co., Ltd.

4 DT&C Co., Ltd.

5 ESTECH Co., Ltd

6 ETL Inc.

7 HCT Co., Ltd.

8 Intertek ETL SEMKO Korea Ltd

9 Intertek Testing Services Korea Ltd.

10 KBW Inc.

11 KCTL Inc.

12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 Electrical Testing and Research 

Laboratory(KERISEOUL)

13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 CHANGWON(KERI-CHANGWON)

14 Korea Institute of Lighting Technology(KILT)

15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KTR)

16 Korea Testing Certification(KTC)

17 Korea Testing Laboratory(KTL)

18 Korea Testing Laboratory(KTL)

19 Korea Testing Laboratory Digital Nambu Technology Center

20 KOSTEC Co. Ltd

21 KTC - Korea Testing Certification

22 KTC ChungBuk

23 LTA Co.,Ltd.

24 NEMKO Korea Co., Ltd.

25 ONETECH Corp

26 SGS Korea Co., Ltd

27 SK Tech Co., Ltd.

28 TÜV Rheinland Korea Ltd.

29 TÜV Rheinland Korea Ltd.(Yeungnam University Photovoltaic Testing Center)

30 TÜV SUD Korea Laboratory(TKL)

31 TÜV SUD Korea Laboratory(TKL)

32 UCS Co., Ltd.

33 UL Korea Ltd.(Main Office)

34 UL Korea Ltd.(Mai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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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의료기기 시험의 준비

각 목적에 따른 확인서 발급 기관은 표 5-4와 같다.

시험용 의료기기가 시험 접수되면, 시험기관에서는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시 기재 된 제품정보에 따

라 제품이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검사가 실시된 후 사용된 시험용 의료기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해당 

제품의 시험을 의뢰한 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린다(그림 5-1, 2, 3).

표 5-4. 확인서 발급 목적에 따른 발급 기관

확인서 발급 목적 확인서 발급 기관

수입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용 의료기기 식약처에서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

의료기기 품목 지정, 등급심사,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 

등 심사용 의료기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제품 개발 등 명확한 연구목적의 연구용 의료기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제품의 실물 확인 등을 위한 견본용 의료기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을 귀국 후 

계속 사용하거나,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를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그림 5-1. 시험검사의 신청과 발급과정

제조 
의료기기

시험검사신청 
시험 서류 및 

서류확인
시험접수 시험검사 성적서작성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발행

수입 
의료기기

시료확인서

사용계획서

기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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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계획서

당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 OOO는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시험검

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험검사를 위한 제품으로만 사용하고,

판매, 양도, 임대, 전시, 양도 또는 사용하지 않고,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

는 반송 또는 폐기하겠습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대표이사 OOO

그림 5-2. 사용 계획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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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의료기기등 확인서
처리기간

7일

 □ 수입(업)자에 관한 사항

성명(대표자) 업 체 명 업허가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 시험용의료기기등에 관한 사항

제 품 의 

제 조 원

업체명 제조국

소재지

제 품 명

용    도

수    량 시험검사예정기관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저자확인)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용의료기기등을 수입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1. 주의사항 :

시험용의료기기등 확인서상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 :

제품의 형상, 성능,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용계획서 등. 다만, 이미 청장에게 의료기

기 기술문서등 심사를 받았거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자료중 사

용계획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호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시 험 검 사 기 관 장
직인

그림 5-3. 시험용의료기기 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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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은 전기, 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를 대상으로 요구되

며,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가진 위험요인(Hazard)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는 물리적 손상 및/또는 피해

(Harm)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를 확인한다.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

에 관한 시험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ttee)의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통기준규격인 IEC60601 Series에 따른다. IEC60601 Series는 공통기준규격 IEC60601-1, 보조규격 

IEC60601-1-XX, 개별규격 IEC60601-2-XX로 구분되며 한국에서는 이에 부합한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으로 관리된다(그림 5-4).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의료기기는 한국에서 제품의 사용되는 때 《전기사업법》에 의한 국

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표준전원플러그 등의 기준에 적정하여야 한다(표 5-5, 6, 7).

그림 5-4.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보조, 개별규격

공통규격

보조규격
IEC 60601-1-X

개별(특별)규격
IEC 60601-2-X

IEC 60601-1

IEC 60601-2-X

IEC 60601-2-2

IEC/ISO 80601-2-XX

IEC 60601-1-2 IEC 60601-1-6 IEC 60601-1-8 IEC 60601-1-12

표 5-5.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

표준전압 허용오차

110V 110V ± 6V

220V 220V ± 13V

380V 380V ± 38V

표 5-6.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표준주파수 허용오차

60Hz 60Hz ± 0.2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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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표준전원플러그

표준전원플러그

KS C 8305(플러그 사용제품 해당)

(착탈식 전원플러그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국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

로 대체할 수 있음)

그림 5-5. 의료기기 보호형식(1급기기, 2급기기)

<1급 ME기기>

<2급 ME기기>

항목

① 보호접지접점을 지닌 전원플러그

② 착탈전원코드

③ 기기접속기

④ 보호접지접점 및 핀

⑤ 기능접지단자

⑥ 기초절연

⑦ 외장

⑧ 2차 회로

⑨ 전원부

⑩ 장착부

⑪ 모터

⑫ 보호접지한 실드

⑬ 보강절연

⑭ 접촉가능부의 축

CLASS Ⅰ

PE

 M

L(N)

N(L)

항목

① 전원플러그

② 전원코드

③ 기초절연

④ 보강절연

⑤ 외장

⑥ 기능접지단자

⑦ 전원부

⑧ 강화절연

⑨ 모터

CLASS Ⅱ

②      ③                    ⑨                 ⑧

②                  ⑨            ⑦

①     ④         ⑥       ⑦      ⑪ ⑬ ⑭   ⑫                 ⑤  ⑩ 

①         ③             ④         ⑤   ⑩③      ④                       ⑥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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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의료기기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정도

B형 장착부 심벌 BF형 장착부 심벌 CF형 장착부 심벌

내제세동 B형 장착부 심벌 내제세동 BF형 장착부 심벌 내제세동 CF형 장착부 심벌

그림 5-7. B형 장착부

①

⑥

④

MD

그림 5-8. BF형 장착부

①

⑥

④

MD

단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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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적안전에 관한 시험은 표 5-8과 같이 구성된다

5.4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은 전기�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전자파 적합성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EMC)으로서 전자파 환경에서 과도한 전기, 자기 장해 없이 그 환경에

서 기기 및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림 5-9. CF형 장착부

①

⑥

④

MD

표 5-8. 전기�기계적안전에 관한 시험

구분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시험내용

1 전원입력시험 의료기기에서 소비되는 전원 입력을 측정

2 접지저항시험

1급기기에 있어서 절연이 파괴되었을 때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접지단자(또는 보호접지핀)을 통하여 대지로 과전류를 흘려보

낼 수 있는지를 확인

3 전압, 전류 또는 에너지 제한시험
전원플러그를 뽑았을 때 전원플러그 핀을 통한 전기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지 여부를 확인

4 누설전류시험

의료기기에 입력 된 전류 중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흐르는 전류는 

누설전류를 확인. 접지누설전류, 접촉전류, 환자누설전류, 환자측정

전류로 구성된다.

5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시험 환자보호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연면거리와 공간거리

6 과온시험

의료기기의 정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화

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각 부위가 허용온도를 초

과하는지 확인

7 내전압시험 각 절연구성에 규정된 전기적 충격을 가했을 때 전기적 절연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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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은 표 5-9와 같이 구성된다.

표 5-9.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구분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시험내용

초기 생물학적 시험

1
세포독성시험

(ISO10993-5)
용출법, 한천확산법, MTT법 등을 통해 체외에서 의료기기의 세포독성을 평가

2
감작시험

(ISO10993-10)

의료기기 원자재 또는 용출액을 기니피그 등을 이용하여 유도과정을 통해 접

촉시켜 피부 감작성의 잠재성을 평가

3
자극성시험

(ISO10993-10)

토끼의 등에 패치를 적용하여 발생 된 홍반과 부종을 확인하여 등급을 결정

하여 피부 자극 정도를 평가. 자극성 시험에는 피부 자극성 시험(피부 자극성 

평가), 안자극성 시험(안구 자극성 평가), 피내반응시험(의료기기 용출액을 토

끼의 피내에 투여하여 국부적인 자극성 또는 독성정도를 평가)이 있다.

4

급성(전신)독성시험

(ISO10993-11)

의료기기 또는 용출액을 24시간 이내 1회 이상 노출시켰을 때 시험동물에 나

타나는 전신독성 반응을 평가

아급성 독성시험

(ISO10993-11)

의료기기 또는 용출액을 24시간 이상 시험동물 수명의 10% 이하로 1회 이상 

노출시켰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측정

아만성 독성시험

(ISO10993-11)

의료기기 또는 용출애을 최소 시험 동물 수명의 10% 이내로 1회 이상 노출시

켰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측정

5
발열성시험

(ISO10993-11)

의료기기 또는 용출액에서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발열성 물질 존재 여부를 

확인

6
유전독성시험

(ISO10993-3)

의료기기 용출물에 의해 유전자 변이, 염색체 구조 및 수의 변화, DNA 또는 

유전자 독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미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

상시험, 소핵시험, 체외 포유동물 세포 유전자 돌연변이 시험이 있다.

7
이식시험

(ISO10993-6)

의료기기를 Rat이나 토끼의 근육 또는 뼈에 이식하여 일정 기간 후 접촉부위

의 변화를 확인

8
혈액적합성(용혈성) 시험

(ISO10993-4)

혈액과 접촉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제품과 혈액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적혈구 용해 여부, 헤모글로빈의 분비정도를 측정

추가적 생물학적 시험

9
만성독성시험

(ISO10993-11)

의료기기 또는 용출액을 최소 시험동물 수명의 10% 이내로 1회 이상 노출시켰

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측정

10 발암성시험
설치류를 이용하여 생체 내 독성 반응 결과 세포가 변형되고 주위에 악성종양

화 되는지 여부를 확인

11 생식독성시험 의료기기 또는 용출물이 생식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12 생분해성시험
의료기기 또는 용출물이 분해 또는 재흡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해 또는 재

흡수되는 과정을 평가

기타 무균시험 미생물의 오염(존재 유무)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기타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시험

에틸렌옥사이드 가스를 사용하여 멸균한 경우 제품에 잔류된 에틸렌옥사이드 

잔여물이 기준치 이하인지 확인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와 인허가 실무_강의자료  |  96 

접촉부위 및 시간에 따른 초기 평가시험

◯ = ISO 규격에서 지정한 시험 / △ = 지정된 시험 외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시험

의료기기 분류 생물학적 영향

신체 접촉의 특성 접촉 지속기간

(5.3 참조)

A- 제한적

(24시간 이하)

B- 연장

(24시간 초과 

30일까지)

C- 영구적

(30일 초과)

세포 

독성

시험

감작

시험

자극 

또는 

피내 

반응

시험

전신 

독성

(급성) 

시험

아만성 

독성

(아급성 

독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

이식 

시험

혈액 

적합성 

시험분류 접촉부위

표면접촉 

의료기기

피부

A O O O

B O O O

C O O O

점막

A O O O

B O O O △ △ △

C O O O △ O O △

파열 

또는 

외상 표면

A O O O △

B O O O △ △ △

C O O O △ O O △

체내외 

연결 

의료기기

간접적 

혈액경로 

A O O O O O

B O O O O △ O

C O O △ O O O △ O

조직, 뼈 

및 

상아질

A O O O △

B O O O O O O O

C O O O O O O O

기순환 

혈액

A O O O O △ O

B O O O O O O O O

C O O O O O O O O

이식 

의료기기

조직, 뼈

A O O O △

B O O O O O O O

C O O O O O O O

혈액

A O O O O O O O

B O O O O O O O O

C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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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생물학적 평가시험

의료기기 분류 생물학적 영향

신체 접촉의 특성

(5.2 참조)

접촉 지속기간

(5.3 참조)

A- 제한적

(24시간 이하)

B- 연장

(24시간 초과 30

일까지)

C- 영구적

(30일 초과)

만성 

독성 

시험

발암성

시험

생식

독성 

시험

생분해성

시험

독성

동태 

시험

면역 

독성 

시험분류 접촉부위

표면접촉 

의료기기

피부

A

B

C

점막

A

B

C △

파열 

또는 

외상 표면

A

B

C

체내외 

연결 

의료기기

간접적 

혈액경로 

A △

B

C O O

조직, 뼈 

및 

상아질

A

B

C O O

기순환 

혈액

A

B

C O O

이식 

의료기기

조직, 뼈

A

B

C O O

혈액

A

B

C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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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안정성시험

안정성시험은 유효기간 확인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멸균의료기기’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여 유효기간으로 설정

된 기간 동안에 제품의 특성, 성능, 안전성 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안정성시험으로써 제품의 특성, 성능,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

 가. 제품의 이화학적(Physicochemical) 특성에 대한 시험

 나. 외관, 치수, 표면특성, 구조 등에 대한 시험

 다. 제품의 분해 등 변이에 관한 시험

2. 포장에 관한 시험(KS P ISO 11607-1 중 봉함과 밀폐 완전성 시험 등)

3.  무균시험(멸균제품에 한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기 허가된 자사 제품과 사용기간, 멸균방법, 저장방법(포장방법, 포장재질)이 동일한 경우

 나. 제4조제2항제2호 및 KS P ISO 11607-1에 따른 포장재료의 세균차단 속성 시험에 적합할 경우

4. 성능에 관한 시험(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시간경과에 따른 성능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기기에 한함)

5.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 결과, 제품의 변이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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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성능에 관한 시험

성능에 관한 시험은 제조업자가 설정한 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확인하는 시험으로, 그 시험결과가 온도, 습도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조건을 함께 명시하여 실시된다.

물리�화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중 원재료가 플라스틱제 고분자를 포함하고, 인체에 주입되는 혈액, 체액, 약

물 등과 접촉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용출물 시험은, 국가별 적용되는 용출물 시험에 관한 시험의 내용과 기준

이 달리 적용되어있으며, 대한민국 약전에서는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 시험법, 플라스틱제 수성 주사제 용기 

규격, 수액용고무마개 시험법’을 근거로 하여 제품의 용출물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에 따라 용출된 용출액을 이

용하여 시험한다(표 5-10).

표 5-10. 용출물 시험조건

검체 두께 및 형태 표면적(양면) 또는 중량 추출 용매량 용출조건(선택)

0.5mm 이하 120cm2 20mL 1 ) (37 ± 1)℃에서 (72 ± 2)시간 

2) (50 ± 2)℃에서 (72 ± 2)시간 

3) (± 1)℃에서 (24 ± 2)시간 

4) (121 ± 2)℃에서 (1 ± 0.1)시간

0.5mm 초과 60cm2 20mL

무정형 4.0g 20mL

대한민국약전(KP)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  일본약전(JP)

거품 - - 거품

성상 - Appearance(성상) 성상

pH
Buffering Capacity

(완충능력) ≤ 10ml
Acidity and alkalinity pH -

파망간산칼률환원성물질 - Reducing substance 파망간산칼륨환원성물질

자외가시부흡수스펙트럼 - Absorbance 자외가시부흡수스펙트럼

증발잔류물

Nonvolatile Residue

(비휘발성잔류물) ≤ 15mg 

Water extractable 

substances/ 

Residue on 

evaporation

증발잔류물
Residue on Ignition

(점화잔류물) ≤ 5mg

중금속
Heavy metal(중금속) 

≤ 1ppm(납)
Heavy metal(중금속) 중금속

- -
Substances soluble 

in hex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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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기 국제조화

6.1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IMDRF)(www.imdrf.org)

IMDRF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으로 의료기기 규

제 조화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 세계 의료기기 규제기관의 자발적인 그룹이다.

실무그룹별 주요 그룹의 논의 내용과 목적은 표 6-1과 같다.

표 6-1. 실무그룹 별 주요 그룹의 논의 내용과 목적

연번 실무그룹 주요 활동

1
규제적용을 위한 

국제규격개발 향상

국제의료기기규격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제의료기기규격 제정과정에 규제당국자 참여에 관한 가

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함

2
규제당국간 

부작용 보고체계

규제당국간 부작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의료기기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정예방조치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의료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의 용어,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

발을 목적으로 함

4 국제공통허가심사서류
허가심사시 제품정보의 전자제출 시스템으로서, 제품에 대한 기술문서 및 임상 자료 등 IMDRF 회원

국간 공통허가서류 개발을 목적으로 함

5 환자등록정보 환자등록정보와 의료기기 추적관리정보의 통합 원칙 마련 및 의료기기평가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함 

6 부작용 용어 및 코딩 의료기기 부작용관련 용어 및 코드정보 시스템의 개선 및 조화를 추구함

7 우수심사기준 의료기기 사전허가 심사자의 자격과 교육 요구사항을 명확히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8
품질시스템 

단일심사 프로그램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적인 요구사항을 개발하여 IMDRF 회원국 간 하나의 품질

심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실무그룹

9 인정규격 IMDRF 회원국간 인정되는 의료기기 관련 국제규격 현황 공유를 목적으로하는 실무그룹

10
의료기기고유식별코드 

UDI
IMDRF 회원국간 의료기기의 추적관리시스템의 국제조화를 추구하는 실무그룹

실무그룹 1(WG1) 국제협력

실무그룹 2(WG2) 허가

  - 표준화 개선(Improvement of Standards)

  - 인정 기준(Recognized Standard)

  - GRRP

  - 국제공통허가심사서류(Regulated Product Sugmission, RPS)

실무그룹 3(WG3) 사후관리

  - 부작용 용어(Adverse Event Terminology)

  - UDI

  - 환자 등록(Patient Registries)

실무그룹 4(WG4) 소프트웨어

  - 의료용 소프트웨어(SaMD, Software as Medical Device)

실무그룹 5. 품질

  -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MD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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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가입을 위한 요구사항은 표 6-2와 같으며, 2017년 말 한국의 IMDRF 가입조건에 따른 성숙한 의

료기기 규제 관리 시스템을 인정받아 정식 회원국 가입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민관국제협력팀과의 협력을 통해 

가입 후 국제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6-1. IMDRF 조직 구조

MANAGEMENT COMMITTEE

AUS, BZ, CAN, CN, EU, JP, RU, SG, US

AFFILIATE ORGANIZATIONS

WHO, APEC, AHWP, PAHO
Subcommittees

SECRETARIAT

Administrative Tasks

MANAGEMENT LEVEL: Decision making, strategic direction, Work plan monitoring

Working 
Group

Working 
Group

Working 
Group

Working 
Group

Regulators

Industry

Other Stakeholders

OPERATIONAL LEVEL: Technical document development

표 6-2. IMDRF 가입조건

구분 IMDRF 가입조건

1 의료기기 규제를 위한 선진화 된 체계(A mature or maturing system for medical device regulation)

2 IMDRF의 목표를 위한 공인된 헌신적인 자세(A recognized comiitment to the objectives of IMDRF)

3
IMDRF의 목표를 위한 자원과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A capacity to contribute resources and expertise to the objectives of IMDRF)

4 중요한 또는 두드러진 제조활동이 있는 산업(An industry with significant manufacturing activities)

5
의료기기분야의 과학적 또는 규제적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기여도 

(Continued to contribute to scientific or regulatory innovation in the field of medical devices)

6 지역적 영향력(A regional influence)

7
문서상담 조언 제공 등을 통해 IMDRF 활동에 적극참여 및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 

(Engaged in IMDRF activities and demonstrated its capacity of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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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의료기기 국제공통허가심사서류(RPS)

국제공통허가심사서류 RPS(Regulated Product Submission)는 IMDRF 회원국 사이에서 의료기기 국

제표준화 기술문서인 STED를 대체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심사서류 양식, 시스템의 개발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중 RPS를 통한 허가 진행 시 국가별 심사와 동일하게 인정되었다.(표 6-3)

표 6-3. 시범사업의 내용

국가 유형 제출유형

브라질

(ANVISA)

일반의료기기 · New IVD registration(Anvisa-IVD-Reg-NEW)

체외진단기기 · New non-IVD registration(Anvisa-NIVD-Reg-NEW)

중국

(CHINA)

일반의료기기
· Initial registration

· Registration of alteration

체외진단기기
· Initial registration

· Registration of alteration 

유럽

(EU)

일반의료기기 · Class III Design Dossiers

체외진단기기 · List A & B Applications

캐나다

(Health Canada)

일반의료기기 · Class III New

· Class III Amendment

· Class IV New

· Class IV Amendment
체외진단기기

호주

(TGA)

일반의료기기
· All new or change applications for conformity assessments

체외진단기기

미국

(FDA)

일반의료기기 · PMA: Original(Initial and amendments), 

    Supplement(Initial and amendments)

· 510(k) Traditional: (Initial, supplements & amendments)체외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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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MDSAP)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IMDRF 가입국가 내 GMP를 전부 또는 일부 인

정하여 의료기기 제조자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MDSAP은 

국제 기준에 따른 의료기기 GMP 심사를 단일화하여 심사를 상호 인정해주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호주, 브

라질, 일본 등 MDSAP 가입국가들에서는 MDSAP 또는 MDSAP과 해당 가입국의 GMP 심사를 병행하여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IMDRF에 가입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는 MDSAP과 KGMP 제도를 병행 인정하고 있다

(표 6-4).

6.4. 의료기기 UDI

의료기기 UDI는 시장에서 의료기기의 유통을 표시하고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IMDRF는 US 

FDA에서 제안된 사항을 바탕으로 2010년 UDI 시스템에 대한 GHTF UDI Guideline 초안인 ‘Draft guid-

ance on Unique Device Identification(UDI) System for Medical Devices’를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

는 지침서인 ‘Unique Device Identification(UDI) System for Medical Device’를 발표하였다. 이에 

GHTF 참여국으로서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이 자국 내 적용 검토를 수행하고 AHWP에서도 관련 적

용에 관한 논의를 수행해왔다.

표 6-4. ISO13485 와 MDSAP 심사 비교 및 MDSAP 국제 적용

구분 ISO13485 MDSAP

인증 신청자 제조자 규제 당국자

인증 결과 인증서 보고서, 인증서

감사 조직 Notified Body 규제 당국자

감사 기간 산정기준 종업원 수 고정된 시간

부적합의 구분 Major/Minor 1, 2, 3, 4, 5

국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심사주기 2년 3년 3년 5년 5년

심사대상
2,3등급

(1등급일부)
2~4등급 2~4등급 2~4등급 2~4등급

심사시점
1,2등급: 사후 

3등급: 허가시
허가 시 심사 허가 시 심사 허가 시 심사 허가 시 심사

국제기준 ISO13485 ISO13485 ISO13485 ISO13485 ISO1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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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GS1 표준에 따른 UDI 구성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DI) GS1 국제거래단품식별코드(GTIN): 예) GTIN-14

생산정보식별코드(PI)

GS1 응용식별자(AIs)

배치/로트번호: AI(10)

생산일자/제조일자: AI(11)

유효기간: AI(17)

일련번호: AI(21)

표 6-6. GTIN12/GTIN14 코드 부여 방법

GTIN 부여 GTIN 인코딩 GTIN 저장

GTIN-12/GTIN-14 EAN/UPC 바코드: GTIN-12 전용

기타 모든 GS1 바코드: 14자리 숫자 GTIN

(GTIN-14 혹은 0을 앞에 두어 14자리에 맞

춘 GTIN-12)

14자리 숫자 형태

GTIN-14/0을 앞에 둔 14자리 GTIN-12

그림 6-2. GTIN-12 식별코드의 구성

3 6 1 4 1 4 5 6 7 8 9  4
                  위치 1 - 위치 11                        위치 12

U.P.C 업체코드 + 품목코드 체크 디지트

그림 6-3. GTIN-13 식별코드의 구성

3 3 6 1 4 1 4 5 6 7 8 9  4
                  위치 1 - 위치 12                                위치 13

U.P.C 업체코드 + 품목코드 체크 디지트

그림 6-4. GTIN-14 식별코드의 구성

2  0 3 6 1 4 1 4 5 6 7 8 9  8
 위치 1                    위치 2 - 위치 13                                        위치 14

GS1 업체코드 + 품목코드 체크 디지트물류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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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GTIN-13/GTIN-14/GS1-128 코드 부여 방법

고유 식별번호 GTIN-13 GTIN-14 GS1-128

식별번호 명
EAN/UPC

Datamatrix

ITF-14

Datamatrix

GS1-128

Datamatrix

자리수 크기 숫자 13자리 숫자 14자리
GS1-128: 숫자, 문자 포함 48자리수 이하

Datamatrix: 숫자, 문자 포함 2,335자리수 이하

표 6-8. UDI 코드 부여 방법

구분 원칙 예시

원칙 

1

각 바코드 데이터 엘리먼트에는 데이터 유형과 필드 크기를 

규정하는 2-4 자리의 AI 가 있다.
GTIN: AI(01)

원칙 

2
각각의 데이터 엘리먼트 앞에는 해당 AI를 먼저 인코딩한다. GTIN의 경우 0120361414567898

원칙 

3

항상 고유식별코드를 가장 먼저 인코딩한다. 그다음 생산정보

식별코드 데이터를 각 응용식별자를 이용하여 구분하여 인코

딩한다.

0120361414567898 

10987654321GFEDCBA

원칙 

4

효율적인 인코딩을 위하여 고정 길이의 AI가 가변길이 AI보다 

먼저 인코딩되도록 한다.

0120361414567898 

17170331 

10A1068123F

그림 6-6. UDI 데이터 캐리어의 예시

RFID ID Barcode 2D Barcode

그림 6-5. AI(01) GTIN-14 코드와 AI(17) 유효기간이 인코딩된 GS1 바코드

(01)  2  0 8 87511  0 07 3 4  6  (17 )  15 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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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기의 광고

7.1. 의료기기의 광고와 사전심의제도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업무를 위탁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림 7-1).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는 크게 ① 인쇄매체, ② 방송매체, ③ 

인터넷매체, ④ 그밖에 유사 매체가 있는데 해당 매체의 예시는 표 7-1과 같다.

그림 7-1.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표 7-1.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

구분 광고심의 대상 매체 매체 예시

1 인쇄매체 1) 일반 일간 신문, 2) 일반 주간 신문, 3) 잡지

2 방송매체 1) 텔레비전 방송, 2) 라디오 방송

3 인터넷매체 1) 인터넷(홈페이지 포함), 2) 인터넷 신문

4 그밖에 유사매체 1) 그 밖의 유사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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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의료기기광고심의 절차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는 의료기기광고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한다. 먼

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문서를 예비검토한 후 본격적인 심의를 수행한다(그림 7-2). 

상세 심의절차는 표 7-2를 참고한다.

그림 7-2. 의료기기광고심의 절차

온라인 이용 신청

신청서 확인 및 승인

조건부 승인승인 미승인

재심의

광고불가광고가능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조건부 승인 이행보고

제출

이행

미제출

불이행

문서제출

(수수료 입금확인)

접수대기

(사무국 신청서 확인)

접수완료

(심의 상정안건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http://adv.kmdia.or.kr) 

접속

•심의 신청 전 업체 정보 확인 및 아이디/비밀번호 

생성(최초 1회)

-  제조수입업허가, 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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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금지되는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의료기기를 광고할 때에는 의료기기법 제24조에 따라 금지해야 하는 표현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표 

7-2에 나타내었다.

그림 7-3.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필 표시

심의번호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0000-000-00-0000

광고사전심의필 표시

표 7-1. 의료기기광고 상세 심의절차 

구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절차
상세 요구사항

1 심의신청 접수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접수마감일(오후 4시)까지 구비서류 제출 및 심의수수료 납부

구비서류:

1 )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서

2) 의료기기 광고내용

3) 제품설명서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사무국 예비검토
심의 안건 정리(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사항 확인, 금지되는 광고(거짓, 과대, 

오해, 비방, 절대적 표현 등) 사전 검토)

3 심의 개최

온라인 심의 또는 대면심의

접수된 광고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심의 안건 정리 내용과 금지되는 광고 내용

에 대해 검토

4 심의 결과

승인(심의 필 또는 심의 번호 표시) 또는 조건부 승인(조건부승인에 관한 결과 통

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건부 승인 이행보고서 제출에 따라 이행여부 확인 후 

광고 가능)

5 결과 통보
접수 완료일로부터 업무일 10일 내 심의 결과를 E-mail 또는 의료기기 광고사

전심의 홈페이지 내 광고사전심의결과를 통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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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금지하는 광고의 범위

구분 금지되는 광고

1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2
허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

고 또는 과대광고

3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4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 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

술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

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

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

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는 그렇지 않음)

7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

한 광고

9
효능, 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

현을 사용한 광고

10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

는 광고

1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14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16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또는 사용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17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8 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