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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및 개발전략
- 기초/치과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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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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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기기 기술문서
라. 최근 개정 의료기기 제도

41

Key Stakeholders
Sector

Government Entities

의료기기
회사

국 회

Others
감사원

경쟁사

청와대
소비자보호원

광고대행사

보건복지부
(심평원,보건의료원,공단)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경찰

NGOs

협회/조합/
정보원
대리점 총판,
판매업자
보건의료인

국세청 / 관세청

언론

환자단체
3 l

의료기기 인허가 등 시판을 위한 과정

*출처 : 2018 의료기기 시장진출 통합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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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

의료기기 인허가 등 시판을 위한 과정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2018년 8월 발행한 “글로벌 기술규제에 따른 의료기기
R&D 투자 전략” 제하의 리포트(KEIT PD Issu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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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 등 시판을 위한 과정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2018년 8월 발행한 “글로벌 기술규제에 따른 의료기기
R&D 투자 전략” 제하의 리포트(KEIT PD Issu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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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허가 등 시판을 위한 과정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2018년 8월 발행한 “글로벌 기술규제에 따른 의료기기
R&D 투자 전략” 제하의 리포트(KEIT PD Issu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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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E 기술문서 MDR
ANNEX II TECHNICAL DOCUMENTATION
가. 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주요 내용

-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주요 연혁
- 의료기기 법령 및 고시 현황

의료기기 관리제도 주요 연혁
2020. 5 ~
체외진단의료기기법령 및
관련 하위 고시 분리 /
의료기기산업법(혁신)

1953 ~
1996
약사법 하에서
제도도입
-의료용구 제조업 및 품목
허가제도 도입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
제도 도입
-의료용구 정의제도 도입

1997 ~
2003
의료용구 관리제도
기틀 마련

2003 ~
2011
독립된 의료기기
관리제도 운영

- 약사법 탈피하여
의료기기법 제정
-등급분류제도 도입
- 4등급 체계 도입
-허가/신고 분리
- 수리업/임대업 도입
-임상시험승인제 도입
- 추적관리 등 사후관리
-품질체계적합인정 도입
제도 도입
-의료용구 지정제도 운영
-의료기기 정의제도 운영

2011 ~
2020

의료기기법 전면개정
쌍벌제 도입,시행
-외국제조원 GMP 해외
실사제도 도입
-1등급 의료기기 GMP
심사 전면 면제
-2등급 GMP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심사 실시
- 4등급 STED 제도 도입
- UDI, 공급내역 보고
- 이물보고, 위해 우려
제조소 현지실사 제도

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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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소개
의료기기 법령의 구조와 체계

일반적으로 국내 법령의 구조 및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상위 법률 아래로 대통령령(시행
령)이 있고,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부령(시행규칙)이 있음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행정규칙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약처고시)

그 하위로 실행기관에서 정하는 행정규칙이 있는데 의료기기에 관련된 부령은 식약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총리령으로 변경되었으며 행정규칙은 식약처장의 고시로 공고하게 됨

10 l

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소개
의료기기 법령의 구조와 체계
의료기기 법령 등 구성-의료기기법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

의료기기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있고, 허가, 신고, 심사, 평가 및 용기 등의 기재
사항, 관련기관, 법률 위반자 처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음

 의료기기법의 목적, 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 등 관련 허가·신고
 의료기기의 재심사·재평가
 제조업자 등의 의무사항(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리베이트 금지 등)
 용기 등의 기재사항 및 광고, 일반행위의 금지 등 취급 관련사항
 의료기기 시험기관, 품질관리 심사기관, 임상시험기관 지정 등
 업무의 정지 및 벌칙 등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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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소개
의료기기 법령의 구조와 체계
의료기기 법령 등 구성-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및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과징금 산정,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등
 과징금 산정기준 등
 휴업·폐업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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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소개
의료기기 법령의 구조와 체계
의료기기 법령 등 구성-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업허가 및 품목허가 신청 절차 및 방법으로부터 심사 기준 등과 같은
다음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업허가 및 품목허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상위 법령 위임사항
 행정처분 개별기준 및 리베이트 허용범위 등 별표 규정
 허가∙기술문서심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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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소개
의료기기 법령의 구조와 체계
의료기기 법령 등 구성-의료기기 관련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목적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목적

제조·수입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 중고검사
필증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 및 전시할 목적의 의료기기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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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소개
의료기기 법령의 구조와 체계
의료기기 법령 등 구성-의료기기 관련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목적목적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과 품질 관리 심사기관의 지정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 기준규격]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 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 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하여 정의된 의료기기에 적용

목적

적용범위

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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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소개

공통기준규격(4종)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IEC60601-1)
의료기기 생물학적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ISO10993)
의료기기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IEC6060-1-2)
의료기기 안정성 시험 기준

개별규격(품목별 기준규격 – 256품목)
의료기기 기준규격(용품 및 치과재료(39), 기구기계(81), 1등급(136))

16 l

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소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탐색 임상시험, 확증 임상시험, 연구자 임상시험)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신청,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치료목적 사용,
증례보고, 사전 상담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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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정부 조직
식품의약품 안전처 조직
처장
대변인

차장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정보화통계담당관
• 고객지원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소통협력과
• 위해정보과
•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 검사제도과

• 식품안전정책과
• 식품안전관리과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주류안전정책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 수입식품정책과
• 현지실사과
• 수입검사관리과
• 수입유통안전과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농축수산물정책과
• 농축수산물안전과
• 식중독예방과

의약품안전국
• 의약품정책과
• 의약품관리과
• 마약정책과
• 마약관리과
• 의약품품질과
• 임상제도과
•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 의약품안전평가과
•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 허가총괄팀
- 융복합기술정책팀

식품기준기획관
• 식품기준과
• 유해물질기준과
• 첨가물기준과

바이오생약국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 한약정책과
• 화장품정책과
• 의약외품정책과

의료기기안전국
• 의료기기정책과
• 의료기기관리과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2019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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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정부 조직
식품의약품 안전처 조직
의료기기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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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정부 조직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정기관 업무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운영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인증,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확인

품질관리 심사기관


의료기기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심사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또는 제조, 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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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정부 조직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정기관 업무
임상시험 실시기관


의료기기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실시

기술문서 심사기관


2등급 의료기기의 허가, 인증 시 필요한 기술문서 심사실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8개 기관

품질책임자교육 실시기관


지정된 품질책임자들에게 의료기기의 최신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개 기관

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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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고 및 가이드라인 등
식약처 공고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지/공고  공고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
내서

2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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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기 허가관리 제도
- 의료기기의 정의
- 의료기기 허가관리제도 주요 내용

원심분리기

2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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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인지 여부
의료기기법 제2조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다만,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지, 보조기 제외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5 l

월풀욕조(대법원 판례, 2004도8706)

물요법장치?

공산품
월풀욕조?

2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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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A16100.01 파라핀욕조 [2] Physical therapy paraffin wax bath 파라핀을 통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손발
등의 통증 완화 등에 사용하는 기구. 의학적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용용 파라핀욕조는 제외한다.
A16120.01 의료용증기욕조 [2] Bath, steam 인체에 가열된 증기를 공급하는 통이 있는 기구로서 국부적인 혈
액 순환의 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의학적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기스팀사우나기기는 제
외한다.
A16130.01 물요법장치 [2] Hydrotherapy massage bath 인체에 일정한 온도 또는 일정한 열을 가하기 위하여
자체 조절기능이 있는 기구로 물, 온수, 증기 등을 가압하거나 와류시켜 통증의 완화, 소양증 및 외상치료의 보
조 등에 사용하는 기구. 분만용 욕조를 포함하되, 일정한 온도 또는 일정한 열을 가하기 위한 자체 조절 기능이
없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욕조, 반신욕조, 발욕조 및 안면사우나기기 등은 제외한다.
A16150.01 의료용온열기 [2] Heater system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의 완화 등에 사용하는 기구(자
체 열조절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적외선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단순 보온에 사용되
는 온열전기매트 등의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A17190.01 펄스옥시미터 [2] Pulse oximeter, line-powered 프로브에 의한 광검출을 이용하여 혈액의 산소포
화도를 경피적으로 측정하는 기구로서 운동용 및 레저용 등은 제외한다.
A26080.01 심박수계 [2] Heart rate meter 심전도 등에서부터 분간 또는 일정 기간의 평균 심박수를 표시하
는 기구로서 운동용 및 레저용 등은 제외한다. (다만, 운동용·레저용 제품을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목적을 변경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 l

의료기기 해당여부 관련 참고 가이드라인

2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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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등급분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품목명에 따른 등급 분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참조
약 2,000여개의 품목명으로 구분되어 있음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로 3개 대분류로 분류 (체외진단 8개 대분류)
25개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GMP 등에 적용 (체외진단 8개 품목군)

29 l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의료기기 등급 분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
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 ·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없는 의료기기

의료기기

성을 가진 의료기기

의료기기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기준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침습의 정도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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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등급분류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31 l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에 필요한 허가 종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 품목허가/신고와 동시 진행
• 최초 한번만 받으면 됨
제품별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인증/허가증
• 1등급 제조(수입)신고

• 2등급 제조(수입)인증(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2,3, 4등급 이상 제조(수입)허가(1등급이라도 허가대상 품목 존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정서
• 1등급 제품은 면제
• 제조소별로 인증서 필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 의료기기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할 경우 필요

3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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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취급자란?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외국 제조업자에게 제조(수입)허가 권한을 주지 않음
수입품에 대한 의료기기법령상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음

의료기기 수리업자
제조(수입) 허가 받은 대로만 수리 가능하나,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관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수리는 가능

의료기기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기 사용)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용 의료기기 사용)
33 l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할 수 있는 자
제조, 수입한 의료기기를 자동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움(판매업 신고 면제)
시설과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야 하며, 1개 이상의 허가∙인증신고를
함께 신청하여야 함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 관련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함
제조업자도 복수 제조소를 하나의 제조업허가로 운영할 수 있음

3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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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신고대상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 신고 제외대상
1. 의료기기제조(수입)업자가제조(수입)한의료기기를의료기기취급자에게판매(임대)하는경우
2.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 안경사가 안경을 조제하는 경우도 제외(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신고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신고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건강진단서
35 l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제조(수입)허가 대상
2(임상시험자료 등이 요구되는 품목), 3, 4 등급인 품목
1등급 품목 중 이미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제품

제조(수입) 인증 대상
2등급 품목 중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등을 제외하는 등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인증 신청)

제조(수입) 신고 대상
1등급 품목 중 이미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제품

품목류 인증/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의료기기
- 신고대상 : 재사용가능수동식의료용 칼 등 53개 품목
- 인증대상 : 혈액냉장고 등 19개 품목
3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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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증 제외대상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한 중분류 품목 중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상시 착용하는 호흡감시기
•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체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의료기기
- 매일착용 하드 콘택트렌즈 / 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37 l

제조(수입)업 허가절차
업허가 처리 흐름도
신청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
• 품질책임자 자격 확인 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서(개인사업자만 해당)

검토
관할 지방식약청

통보

(25일 이내)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http://emed.mfds.go.kr)>

3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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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 허가 및 품목에 대한 등급별 신청 기관

처리일자

제조(수입)업 허가(25일)
제조업(수입업) 허가 신청 시 1개 이상의 허가, 인증 또는 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1등급(신고)에
해당하는 제품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신고

2등급(인증)에
해당하는 제품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인증 신청

1,2등급 허가대상 및 3,4등급
에 해당하는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

39 l

제조(수입)신고절차(1등급)
의료기기해당여부(필요시)
질의

회신

제조(수입)자

신청

허가

위탁계약서(해당경우)
(제조업체)

제조(수입)업허가
(지방청)

제출

품목류별, 품목별 신고(정보원)
전자민원시스템 등록 완료

제조(수입)업 허가와
동시 신고시(지방청)

제조(수입) → 자가검사 → 판매

4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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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허가절차(2등급)
1. 동등공고제품
동등공고제품
① 식약처 홈페이지 확인

② 공고제품 비교

제조(수입)자

③ 시험검사의뢰
④ 시험결과통지서 발급

1.시험성적서
2.위탁계약서(해당경우)
(제조업체)

⑤신청

식약처지정
시험검사기관

⑥인증(5일 이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41 l

제조(수입)허가절차(2등급)
2.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대상 제품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 작성
동등비교

동등제품, 개량제품

동등비교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
① 심사의뢰

새로운 제품

② 심사결과
통지서발급

식약처지정
기술문서 심사기관
② 허가

③ 신청
1.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2. 위탁계약서(해당경우)
(제조업체)

④ 인증

(65일 또는
80일이내)

(5일이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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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1.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2. 위탁계약서(해당경우)
(제조업체)

42 l

제조(수입)허가절차(3,4등급)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 작성
① 동등비교

② 제출자료범위 확인

제조(수입)자

기술문서검토대상

기술문서심사완료
① 신청 (10일)
(기술문서심사
결과통지서)

① 일괄신청 (65일)
(기술문서자료)

임상시험검토대상
① 일괄신청 (80일)
(임상시험자료 필요)

②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43 l

허가 관련 가이드라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전자민원  민원인안내서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4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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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1)

45 l

의료기기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2)

4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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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작성
<의료기기 허가∙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 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체외진단 의료기기 경우 제외)
• 세부작성 방법은 허가고시 [별표 10]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작성방법에
따라야 함
•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제출자료의 종류는 [별표 11] 심사자료와 국제표준화 기술문
서 제출자료 목록 비교에 따라 제26조(심사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서 정한 심사자료
의 종류로 보고 제28조(심사자료의 면제),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제30조(자료의
작성 등), 제31조(기술문서 심사결과통지서 변경)를 적용한다.
• [별표 10]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작성 방법(2019. 11. 12 개정)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3부 3.2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만을 작성할 수 있다.

47 l

이식형인공장박동기 필수원칙 및적합성 증거작성예시

4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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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기기 기술문서
- 기술문서 심사 구성
- 표시/광고
- 행정처분 기준
- 과징금/고발 기준

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 구성
신청서 + 첨부자료
신청서

첨부자료
1. 이미 허가 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4.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실측치
- 전기/기계적 안전, 생물학적 안전
- 전자파 안전, 방사성 안전, 물리/화학 특성
- 안정성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5.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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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 신청서에 대한 구조(Structure) – 2,3 등급

기술문서 작성 관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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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

의료기기 동등제품 판단기준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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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심사 자료 제출
허가
범위
심사
설정
자료 제출 범위 설정
허가 심사자료 제출 범위(예:허가
의료용품분야)
심사자료 제출 범위(예: 의료용품분야)

신청인

신청인

···

···

허가 심사
자료 제출

허가 심사
자료 제출

2등급 개량제품(외과의료용품)(제출자료범위,
별표7)
허가 심사 자료 제출 범위 설정
허가 심사자료 제출 범위(예: 의료용품분야)

신청인

···
허가 심사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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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개량제품 예시(의료용품)
면제되는 자료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제출해야하는 자료
1. 기허가제품과 비교한 자료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4. 시험규격의 설정근거와 실측치 자료

4. 시 험 규격 의 설정 근 거와 실 측치 자 료는

가. 전기기계적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험성적서는

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인체에 직간접접촉)

제출해야 함

다.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라. 전자파 안전에관한 자료
마. 성능에 관한자료
바. 물리 화학적특성에 관한 자료
사. 안정성에 관한자료

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마. 성능에 관한 자료
바. 물리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사. 안정성에 관한 자료

5.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제4호의 경우, 시험성
적서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
21/39

첨부자료의 요건(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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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등급 의료기기
34등급
(사용방법이
34등급
의료기기
의료기기
다른(사용방법이
경우)-[별표7]
(사용방법이
다른
다른
경우)-[별표7]
경우)-[별표7]

34등급(사용방법이 다른 경우)
면제되는 자료
5~7. 자료만 면제가 가능한데, 사용방법이
다른 경우는, 면제되는 자료가 없음

제출해야하는 자료
1. 기허가제품과 비교한 자료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제4호의 경우, 시험성
적서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

4. 시험규격 및 설정근거와 실측치 자료
5.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6. 기원 발견 및 개발경위
7. 외국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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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D 운영방법
4 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구성
▶

한국의 STED는 기존 식약처에서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사용되던 “의료기기 기술문서”
요구사항에 아래의 자료 등이 “추가”된 형태임.
1. 신청내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명칭, 분류번호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주의사항
포장단위, 시험규격 등

2. STED 문서

3. 첨부자료

기기설명 및 제품사양
표시기재(안)

-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설계와 제조정보

(위탁공정, 멸균공정 등 포함)

……………

- 위험분석 보고서

필수원칙(EP Checklist)

- 제품검증 및 유효성확인자료

위험분석자료(RMF)
제조공정도(Production Flow)

(성능,안전성,임상시험자료)

- 참고문헌

임상시험자료

국내 4 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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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020.5.1 시행)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및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절차 및 지원 근거 마련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참여,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연구
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

•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절차 및 지원 근거 마련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인지 여부 등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대한 고려사항 규정
•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특례 마련
6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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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기업 인증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형별 구분·인증>

법 제10조 및 시행령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 또는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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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기업 인증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절차(2년에 1회 이상)>
혁신형
기업 인증

신청접수

서류검토

종합지원센터
=한국보건산
업진흥원

종합지원센터

신청 공고
보건복지부

인증신청

인증기업

기업 평가

공고

산업육성위원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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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 의료기기업허가 없이 제품에 대한 허가∙인증을 받을 수 있음
• 혁신의료기기의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 기준규격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신청자가 제시
하는 기준으로 설정 가능
•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판 후 조사를 명할 수
있음
• 임상시험 지원,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사용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68 l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등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단독으로 개발∙제조된 소프트웨어) 특례
•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조직∙인력과 제품개발
기준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제조기업을 인증
하고 허가/인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 제출하여야 함.
• 중대한 변경사항의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 허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 식약처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식약처장 승인 없이, IRB 승인으로 임상시험 진행 가능
• 임상시험 관리기준과 GMP 기준을 의료기기법령과 별도로 총리령으로 규정

6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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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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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정] (치과재료)
인허가 제도 및 개발전략

치과재료 인허가 제도 및 개발전략
[디딤돌 플러스] 기초과정
- 연구개발자 & 허가심사자DNV GL

엄수혁

DNV GL (MDR NOTIFIED BODY)

The 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 (MDR)
Replaces the current Medical Device Directive (MDD) and Active Implantable Medic
al Device Directive (AIMD). Applicable from May 26, 2020 in order to gain access to t
he European Single Market.
Relevant regulation(s)

Basic technical concepts

How can we help?

▪ Medical Devices Regulation (EU) 2017/745 replaces the curre
nt Medical Device Directive (MDD) and Active Implantable M
edical Device Directive (AIMD)

▪ Regulation improvements intend to:

▪ MDR initial certification

▪ IVDR will replace the In vitro Diagnostic Directive (IVDD).
▪ Extent to which changes will affect your operation depends o
n the type of device manufactured and the role you hold (ma
nufacturer, importer, authorized representative).

▪ Improve quality, safety and reliability of medical devices p
laced on European market.
▪ Strengthen transparency of information related to medica
l devices for consumers and practitioners.
▪ Enhance vigilance and market surveillance.

▪ MDR training
▪ Transition timeline infographic
▪ DNV GL Presafe AS (Notified Body 2460) is designated as a No
tified Body in Norway under 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

▪ MDD certification possible up to and including May 25, 20
20, under certain conditio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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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내외 치과 의료기기 산업 분석
참조 : https://itech.keit.re.kr/index.do#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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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치과 의료기기 산업 분석

참조 : https://itech.keit.re.kr/index.do#00010000

38

국내외 치과 의료기기 산업 분석

참조 : https://itech.keit.re.kr/index.do#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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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정책제언

시사점 정책제언

참조 : https://itech.keit.re.kr/index.do#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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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정책제언

참조 : https://itech.keit.re.kr/index.do#00010000

42

시사점 정책제언

참조 : https://itech.keit.re.kr/index.do#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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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의 개요 및 이해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의 필요성

☞ 환자의 의료영상을 기반으로 복잡한 구조를 정확하고 빠르게 디자인할 수 있
는 이점 등으로 국내․외 의료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3D 프린팅 기술발달
로 인한 제품 개발 및 상용화가 급증하고 있다.

* 의료분야의 3D 프린팅 관련 제품시장 ‘13년(3.6억 달러) → ‘16년(9.2억 달러) → ’23년(80억 달러) 전망
(SMARTECH Market, 2016)

☞ 3D 프린팅은 기존 생산과 소비의 영역간 융합을 통해 기성화된 제품을 생산하
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식에서 실시간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소
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
키고 있다.
☞ 3D 프린팅은 의료기기산업에서 ‘제조 혁명’이라 불릴 만큼 기존 의료기기 제
조를 위한 시간과 비용 부분에 있어 획기적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제조공정 자체
를 단순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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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이란?
☞ “3차원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재를 적층(Additive)하여 3차원 물체를 제
조하는 것”로 정의되며, 재료를 자르거나 깎아 생산하는 절삭가공과 대비되는 개
념이다.
☞ 3D 프린팅 기술, 사용되는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제조공
정은 모델링, 프린팅, 후가공으로 나눌 수 있다.

< 3D프린터를이용한환자맞춤형의료기기디자인프로세스(금속재질의두개골성형재료) >

46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프로세스

1) 의뢰자로부터 의료영상(CT, MRI 등) DICOM 파일 획득
2)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차원 모델 렌더링(STL 파일 포맷)
3) 결손 또는 손상 부위에 맞게 의료기기 설계
4) 설계된 파일을 3D프린터로 입력 및 전송하여 적층 디자인
5) 필요한 경우, 후처리(지지대 제거, 표면 처리 등) 및 세척
6) 디자인된 의료기기의 치수 검사, 멸균 및 포장
7) 출하 및 시술
※ 3D프린터를 이용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디자인에 있어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의료기기를 설계한 후 의뢰자(의료인)에게 최종 확인받는 단계까지를 설계,
설계(STL 포맷 등) 파일로 의료기기를 프린팅하는 단계 이후를 생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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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프로세스

- (모델링) CAD 등 디자인 소프트웨어 또는 환자의 의료영상 등을 바탕으로 3D 스
캐너를 통한 3차원 디지털 도면 디자인
- (프린팅)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프린팅 파라미터 최적화 및 STL 파일로 변
환하고 프린팅에 사용될 소재에 대한 제어를 통해 실제 적층 프린팅 실시
- (후처리) 지지대 제거, 표면처리, 세척, 멸균 등 후처리 후 최종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실시
┐

재료 제어

↓
설계 및 개발

→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

→

디자인 →

후처리

→

시험 고려사항

< 3D 프린터를 이용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제조 공정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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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프로세스
기술명
SLA
(Stereolithography)
DLA
(Digital light processing)

장점

단점

1. 다품종 소량 생산(대량 개 1.
인 맞춤화)
2. 디자인 비용과 시간 절감
3. 복잡한 형상 디자인에 효
과적

4. 휴대 및 이동 가능

5. 소재 낭비 절감

이용 가능한 소재 제한
적

2. 제품 크기 제한적
3. 디자인 속도 느림
4. 치수 정밀도와 표면 처리
가 제한적

5. 저작권 침해 우려(무단 복
제 가능)

PP
(Plaster-based 3D
printing)

제조방식

사용재료
액체 광경화성 수지,
복합소재

액체수지
광중합
(Vat
Photopolymeri
zation)

장점
․복잡한 형상 구현
․부드러운 표면처리
․정밀함

단점
․서포트 필요
․경화작업 필요

액체 광경화성 수지

․동시 생산 가능
․복잡한모양과크기구현
․고 정밀도

․두께, 재료의 제한

석고, 복합 석고 소재

․저렴한 가격
․색상 구현
․재료 재사용 가능

․제한된 소재
․낮은 경도
․상대적 느린 적층
․물질적 제한(왁스)

MJM
(Multi-het modeling)

재료 분사
(Material
Jetting)

포토폴리머, 왁스

․정밀한 표면처리
․다양한 소재(색상 구현)
․서포트 제거 용이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재료 압출
(Material
Extrusion)

열가소성 수지

․복잡한 형상 구현
․강한 강도

․열악한 표면처리
․느린 속도의 적층

티타늄 분말, 코발트 크롬

․빠른 처리 속도
․높은 밀도
․적은 재료 손실

․거친 표면
․후 가공 필요

EBM
(Electron beam melting)
DMLS
(Direct metal laser
sintering)

금속 분말
소결
(Direct Energy
Deposition)

스테인리스, 코발트 크롬,
니켈 합금

․높은 밀도
․복잡한 형상

․대형 부품 제한
․후 가공 필요

LMD
(Laser Metal deposition)

금속 및 금속 합금

․다중재료 출력 가능
․큰 부품 생산 가능
․생산의 유연성

․비교적 높은 비용
․서포트 필요
․후 가공 필요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세라믹, 복합소재

․서포트 불필요
․빠른 처리 속도
․고온 및 내 화학성

․거친 표면
․분말 입자 크기 별 제한된
정확도

열가소성 분말

․SLS보다 저렴
․복잡한 형상
․서포트 불필요
․빠른 처리 속도

․신개발 기술로 자료 제한

세라믹 분말, 금속합판,
아크릴, 모래, 복합소재

․저렴한 가격
․빠른 구축
․색상 구현

․제한된 정확도
․열악한 표면처리

종이, 플라스틱, 금속 시트,
세라믹, 복합 소재

․빠른속도로큰형상디자인
․대체적 비 독성 물질
․상대적으로 저렴

․낮은 정밀도
․일관성 없는 품질

금속 및 금속 합금

․빠른속도로큰형상디자인
․빠른 구축 속도
․대체적 비 독성 물질

․비교적 낮은 정확도
․일관성 없는 품질
․후 가공 필요

석고, 고분자(접착잉크)

․색상구현 가능
․속도가 빠르고 정밀함
․다양한 재료가 사용

․먼지가 많고 표면 거칠음
․강도낮아내구성약함

SHS
(Selective heat sintering)

분말 소결
(Powder Bed
Fusion)

PBP
(Powder bed and inkjet
head printing)
LOM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Ultrasonic consolidation

3DP
(3 Demension Printing)

시트 적층
(Sheet
Lamination)

접착제분사
(Binder J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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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의료기기 GMP 동향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민원
인안내서(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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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민원
인안내서(7종)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25호(2019. 3.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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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민원
인안내서(7종)

53

107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민원
인안내서(7종)

ISO13485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및 국내 품질관리 식약처
고시에 따른 3D 프린팅 의료기기 품질관리
-7.1항에 따른 ISO14971 의료기기 위험관리 프로세스 표준에 따른 3D 프
린팅 의료기기 위험관리
-4.6.1항에 따른 SOFTWARE VALIDATION
-7.5.6항에 따른 공정 벨리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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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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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개인맞춤기반 이식형 의료기기 평가기술개발

개인맞춤기반 이식형 의료기기 평가기술개발

• 맞춤형 의료기기와 이식형 의료기기가 결합된 용어로 공인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구체적인 설계 특성을 명시한 처방에 따라 특정한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며,
• 인체에 일정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모든 의료기

기로 정의

• 최근 의료분야의 흐름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는 개인맞춤형 의료로 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은 연간 11%

이상으로 지속적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음.
• 3D 프린팅 및 신소재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표면처리 기술, 부식제어 기술, 성형･가공기술 등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평가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
• 3D 프린팅, 의료영상 및 부가정보 처리 등의 기술을 활용 개인맞춤 의료기기 및 생체신호 증폭, 무선전력공급, 인체
삽인 전지 등의 기술개발로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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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기반 이식형 의료기기 평가기술개발
• 새롭게 연구개발되고 있는 “개인맞춤 이식형 기기 평가기술 개발“
1) 치과용 이식형기기 평가기술 개발
2) 정형외과용 이식형기기 평가기술 개발

3) 전자이식형기기 평가기술 개발

• 연구추진 품목 및 필요가이드인 등 도출
• 국내∙외 기준규격, 가이드라인 조사 분석을 통한 안전성 및 성능 시험항목 도출
• 시험평가 항목에 대한 시험 검증

•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및 검토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전문성 제고
• 치과용, 정형용, 전자 이식형 평가기술 가이드라인의 최종 발간
• 개인맞춤기반 이식형 기기의 시장, 기술, 특허, 임상, 인허가 등 신개발의료기기
전망분석보고서 개발

• 국가에서 유망한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지원 후 업체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유도
• 규제당국의 신속한 인허가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국민안전 확보
58

개인맞춤기반 이식형 의료기기 평가기술개발
• 개인맞춤 기반 이식형기기의 객관적인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연간 20종, 총 60종)
• 신개발의료기기 전망분석보고서 개발(연간 1종, 총3종)

01 1차년-

• 치과용 이식형기기- BMP가 코팅된 치과용 임플란트, 불소바니쉬 치과재료 가이드라인 개발(8종)

• 정형용 이식형기기- 3D 프린팅 제작 인공의안 가이드라인 개발(4종)

가이드라인(20종)

02

2차년가이드라인(20종)

• 전자 이식형기기- 이식형의약품주입기, 이식형인공와우 가이드라인 개발(8종)

• 치과용 이식형기기- 3D 프린팅 임시치관용 레진, 3D 프린팅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
가이드라인 개발(4종)
• 정형용 이식형기기- 개인맞춤기반 이식형 발포충진재 인공유방, 3D 프린팅 기반 환자맞춤형
생분해성 악안면 성형재료 가이드라인(8종)

• 전자 이식형기기-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및 충격기, 자기공명(MR) 안전성 등 가이드라인 개발(8종)

03

3차년가이드라인(20종)

• 치과용 이식형기기- 3D 프린팅 세라믹 치관, 3D 프린팅 의치 가이드라인 개발(4종)
• 정형용 이식형기기- 3D 프린팅 인공안면아래턱관절, 3D 프린팅 인공발목관절 가이드라인(8종)

• 전자 이식형기기- 이식형신경자극기, 이식형신경자극전극, 골유착 임플란트 골지각형 의수
•

가이드라인(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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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 기반 치과의료기기

3D 프린팅 기술 기반 치과의료기기

품목 -1

품목 -2

3D 프린팅 세라믹 치관

3D 프린팅 의치

안전성·성능 평가 가이드라인(1종),
시험절차 방법·해설서(1종)

안전성·성능 평가 가이드라인(1종),
시험절차 방법·해설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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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 기반 치과의료기기

▶ 3D 프린팅 기반 치과 보철물 중 세라믹 치관에 대한 국내·외 제품개발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각각의 특
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확립하고자 함.
▶ 국제 동향 파악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3D 프린팅 세라믹 치관의 안전성·성능 평가

가이드라인(1종), 시험절차 방법·해설서(1종)를 마련하고자 함.

(a)

(b)

3D 프린팅
세라믹 치관
안전성·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그림 1. 3D 프린팅 세라믹 치관의
원재료(a) 및 최종 제작 형태(b)>

시험절차
방법·해설서

<그림 2. 3D 프린팅 세라믹 치관 품목의
연구과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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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 기반 치과 보철물 중 의치에 대한 국내·외 제품개발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확립하고자 함.
▶ 국제 동향 파악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3D 프린팅 의치의 안전성·성능 평가 가이드라
인(1종), 시험절차 방법·해설서(1종)를 마련하고자 함.

(a)

(b)

3D 프린팅
의치
안전성·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그림 3. 3D 프린팅 의치의 다양한 제작 방법(a)
및 최종 제작 형태(b)>

시험절차
방법·해설서

<그림 4. 3D 프린팅 의치 품목의
연구과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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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 기반 치과의료기기
(1) 국내·외 제품 개발 및 인·허가 동향 조사 및 분석
▶ 제품 개발 동향: 3DCeram, ADMATEC, Carima, Dentium, DIO IMPLANT, DWS, LITHOZ 등의 제조업체
에서 3D 프린팅 세라믹용 소재를 연구 및 개발하는 중으로 파악되었음.
▶ 인 ·허가 동향:
국내 허가 완료한 업체

출시 및 허가 계획 중인 업체

국내업체

0개

3개 (Dentium, DIO IMPLANT, Carima)

해외업체

0개

4개 (3DCeram, ADMATEC, DWS, LITHOZ)

(2) 관련 규격·가이드라인 조사 및 분석
▶ 3D 프린팅 세라믹 치관에 적용 가능한 국내·외 규격 및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세라믹 치관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는 국내·외 규격 및 가이드라인은 ISO 6872 Dentistry – Ceramic
materials, ISO 13356 Implant for surgery – Ceramic materials based on yttria-stabilized
tetragonal zirconia(Y-TZP) 및 지르코니아 소재 치과재료의 평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이는 3D

프린팅으로 제작되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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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제품 개발 및 인·허가 동향 조사 및 분석
▶ 제품개발동향: 헵시바, DENTCA, DIO IMPLANT, envisionTEC, Graphy, Kulzer, ODS, NextDent등의제조업체에서3D 프린팅
의치용소재를개발하여제품으로출시하였거나현재출시준비중으로파악됨.
▶ 인 ·허가 동향:
국내 허가 완료한 업체

출시 및 허가 계획 중인 업체

국내업체

0개

4개 (헵시바, DIO IMPLANT, Graphy, ODS)

해외업체

2개 (NextDent, DENTCA)

2개 (envisionTEC, Kulzer)

(2) 관련 규격·가이드라인 조사 및 분석
▶ 3D 프린팅 의치에 적용 가능한 국내·외 규격 및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의치와 관련된 특성을 가지는 국내·외 규격 및 가이드라인은 ISO 20795-1 Dentistry – Base polymers –
Part 1: Denture base polymers가 존재하며, 이는 3D 프린팅으로 제작되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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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 기반 정형외과 의료기기

3D 프린팅 기술 기반 정형외과 의료기기

▶ 품목정의 : 발목관절의괴사(종양)및골절에의한기능을위해발목관절부의관절성형술에사용하는임플란트를

안전성이확인된티타늄을이용하여3D 프린팅기술을이용맞춤형의료기기
※ 고시 품목 및 등급분류 : 인공발목관절[3](B03010.01)
▶ 품목특징 : 1) CT 영상으로환자별발목부위뼈를재구성하고설계프로그램으로개인맞춤형제품제작

2) 수술시발목관절대체부의형태,위치등의오차를미리줄여환자위험요소감소

[개인맞춤형 인공발목관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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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 기반 정형외과 의료기기

▶ 품목정의 : 턱관절을상실하거나결함또는상실이있는경우, 치과재활을가능하게하는기능적효과와상실부위의

재건을통한심미적효과를위해기존의뼈에고정하는스크류구강악안면수복임플란트를
티타늄재료로3D프린팅기술을이용하여제작한개인맞춤형의료기기
▶ 품목특징 : 1) CT 영상으로환자하악아치등을재구성하고설계프로그램으로개인맞춤형제품제작
2) 교정 수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능 및 심미적 효과를 증대화

[개인맞춤형 인공안면아래턱관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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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 기반 정형외과 의료기기

▶ 연구목표 : 1) 개인 맞춤형 인공발목관절의 안전성·성능 평가 가이드라인(안) 1건
2) 개인 맞춤형 인공발목관절의 시험절차·방법 해설서(안) 1건
3) 개인 맞춤형 인공안면아래턱관절의 안전성·성능 평가 가이드라인(안) 1건
4) 개인 맞춤형 인공안면아래턱관절의 시험절차·방법 해설서(안) 1건

▶ 연구진행 방향 : 1) 개인 맞춤형 인공발목관절, 인공안면아래턱관절의 특징(3D 금속 프린터 공정,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안) 개발

2) 기존 인공발목관절 시험방법 등과 비교평가를 통한 시험평가항목 도출
3) 관련규격및가이드라인등분석등을통한시험항목도출및시험·검증평가
4)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 수렴 및 제조회사와 협력을 통한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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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 기반 정형외과 의료기기

▶ 관련규격 및 가이드라인조사
1) 관련 규격
ASTM

Title

F2665

Standard Specification for Total Ankle Replacement Prosthesis

F1223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otal Knee Replacement Constraint(구속유지)

F2724

Standard Test Method for Evaluating Mobile Bearing Knee Dislocation(이탈 평가)

F1800

CyclicFatigueTestingofMetalTibialTrayComponentsofTotalKneeJointReplacements(결골판피로시험)

F732

TestMethodforWearTestingofPolymericMaterialsUsedinTotalJointProstheses(재료쌍마모시험)

F1714

StandardGuideforGravimetricWearAssessmentofProstheticHipDesignsinSimulatorDevices
(완제품시뮬레이터평가)

2) 가이드라인
- 인공 발목관절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식약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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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조사
1) 국내
- 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팀에서 구강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턱뼈와 턱관절이 소실된 외국여성
에게 3D프린팅 인공안면아래턱관절 이식 재건술 실시 증례 발표

- ㈜메디쎄이, 연세대, 대구3D융합기술지원센터 등이 의료영상을 이용하여 정밀한 3D프린팅을
이용한 인공안면아래턱관절 개발 중

[인공안면아래턱관절 국내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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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조사
2) 국외
- 호주,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아래턱관절 개발이 활발
- 뉴질랜드에서개인맞춤형인공아래턱관절을인후두암때문에소실한환자에게3D 프린팅기술을이용실제남성환

자에적용하여올바른위치에적용과수술시간단축적용사례(2016년)
- 중국에서는 12명의 환자에게 티타늄합금과 코발트크롬을 원자재로 만든 3D 프린팅기술을 이용한
안면아래턱관절을 이식하여 심미적, 기능적, 해부학적으로 문제없는 결과 발표

[인공안면아래턱관절 국외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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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격 및 가이드라인조사
1) 관련 규격
※인공악안면아래턱관절 국제/국내규격 및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음.
Specification

Title

ISO10993 &
생물학적 안전성

ISO 10993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고시

2)

ASTM F2083

Total Knee Prosthesis (보철물의 운동범위측정)

ASTM F2724

Standard Test Method for Evaluating Mobile Bearing Knee Dislocation(하중탈락관련 시험)

ASTM E8

Standard Test Methods for Tension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금속인장강도 시험)

가이드라인
- 인공 관절의 물리·기계적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 식약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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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E 기술문서 MDR
ANNEX II TECHNICAL DOCUMENTATION

3D 프린팅 의료기기 유럽허가심사 동향

MEDICAL DEVICE REGULATION
Medical Device
⚫

‘medical device’ means any instrument, apparatus, appliance, software, implant, reagent, material or other arti
cle intended by the manufacturer to be used, alone or in combination, for human beings for one or more of th
e following specific medical purposes: — diagnosis, prevention, monitoring, prediction, prognosis, treatment o
r alleviation of disease,

⚫

— diagnosis, monitoring, treatment, alleviation of, or compensation for, an injury or disability,

⚫

— investigation, replacement or modification of the anatomy or of a physiological or pathological process or st
ate,

⚫

— providing information by means of in vitro examination of specimens derived from the human body, includi
ng organ, blood and tissue donations,

and which does not achieve its principal intended action by pharmacological, immunological or metabolic means, in
or on the human body, but which may be assisted in its function by such means.

The following products shall also be deemed to be medical devices:
⚫

— devices for the control or support of conception;

⚫

— products specifically intended for the cleaning, disinfection or sterilisation of devices as referred to in Article
1(4) and of those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point.

A Medical Device is an article which is intended for medic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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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EVICE REGULATION

MEDICAL DEVIC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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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NOTIFIED BODY)

Notified Body for CE marking

MEDICAL DEVICE DIRECTIVE

EU MEDICAL DEVICE SYSTEM

Under 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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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system

Regulatory BODY

93/42/EEC as amended by 2007/47/EC Medi
cal Device Directive

the European Commission

MED DEV Guidance documents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NCA)

EN Harmonized standards

MDD Notified body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 MDD ANNEX II EXCLUDING SECTION 4
(2017/745 MDR ANNEX IX)

MEDICAL DEVICE CERTIFICATES under 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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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EVICE REGULATION

82

MEDICAL DEVICE REGULATION

MDD CE MARKING

93/42/EEC AMENDED BY 2007 European Medical Device Directive

MDR CE MARKING
2017/745 European Medical Devic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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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EVICE REGULATION

EU MEDICAL DEVICE SYSTEM

under MDR
Regulation system

Regulatory BODY

MEDICAL DEVICE REGULATION
the European Commission

(EU) 2017/745
(93/42/EEC MDD)

MDCG Guidance documents
(MEDDEV Guidance)

EN Harmonized standards
Common specification

Delegating Acts

National Competent Authoriti
es (NCA)

Implementing Acts

MDR Notified body

Commission’s routine monitoring under M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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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CE Marking

해외인증 과정
-유럽

MDR Postponement
PANDEMIC of COVID-19 (2020.04.1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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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D Extension issue

88

MDD Extens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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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D Extension issue

90

해외인증 과정
-유럽

MDR Postponement
MDR 시행시기 연기 결정 (2020.04.19 현재)

https://www.medtechdive.com/news/proposed-eu-mdr-delay-clears-parliament-enters-final-stagescoronavirus/57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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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Force application

MAY 2020
26th

27th

MDD

MDR

92

Timelines - M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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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과정
-유럽

MDR Postponement
MDR 시행시기 연기 결정 (2020.04.19 현재)

MAY 2020
th
MDR 원문 26
MDD
MDR

MAY 2021
26th

MDR 개정

MDD
MDR

MDR Migration Timelines

Date of Application of MDR

End of Validity ALL MDD Certificates

5/26/2020

5/27/2024

End of Notification MDD

5/26/2020

2017

2017

Publication 2017/745

End of Validity: Annex IV Certificate

5/5/2017

5/26/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End of CE (MDD) Devices (a
vailable on the market)
5/27/2025

2024

2025

2025

Today
Transition Period

5/25/2017 - 5/26/2021

MDD Cert Issuance

5/26/2017 - 5/26/2021

No Changes to MDD d
evices or Systems

5/26/2020 - 5/27/2024

MDD Devices may be pla
ced on the EU Market

5/25/2017 - 5/27/2025

Period MDD Devices can con
tinue to be put in to service

5/26/2014 - 5/26/2025

MDR Postponement
Until 26th Jun 2021

95

128

New MDR – Table of Contents

I. New Medical Device Regulation Introduction
II. Entry into force and date of application
III. Expected Key changes
⚫ Wider scope of regulated medical devices
⚫ Increased focus on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 Definition of common specifications
⚫ Increased Notified Body authority and/or involvement

⚫ More rigorous vigilance and market surveillance
⚫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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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The new regulation is publish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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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DR – Expected Key Changes
Expected Key changes in M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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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made devices –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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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made devices –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nex XIII statement + Annex IX.I

Custommade
Class III

Custommade
Class

Annex XIII + Annex XI.A

Annex XIII statement

IIb, 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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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2017/745 ANNEX XIII
1.

주문 제작 기기의 경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허가된 대리인은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

제조자 및 모든 제조 현장의 이름 및 주소
허가된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

기기가 이름, 두문자어 또는 숫자 코드로 식별되는 특정 환자 또는 사용자 전용으 로 의도되었다는 진술

―

처방전을 작성했으며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전문 자격을 통해 국가법에 의해 허가 된 사람의 이름 및 해당하는 경
우 관련 보건 기관의 이름

―

처방에 명시된 제품의 특정 특성

―

해당 기기가 부속서 I에 명시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건에 부합한다는 진술 및 부 합하지 않는 경우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건과 그 근거

―

기기에 규정(EU) 번호 722/2012에 언급된 인간 혈액 또는 혈장 유도체, 인체 또는 동물 유래 조직이나 세포를 비롯한
의약 물질이 포함된다는 내용(해당하는 경우)

2.

제조자는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이 규정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 도록, 자사의 제조 현장이 표시되어
있고 예상 성능을 비롯한 기기의 설계, 제조, 성 능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3.

제조자는 제2절에 언급된 문서에 따라 제조되는 기기를 제조 공정에서 생산하도록 보 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야 한다.

4.

제1절 도입부에 언급된 진술은 기기를 시판한 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식 기 기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부속서 IX의 제8절을 적용해야 한다.

5. 제조자는 부속서 XIV의 B부에 언급된 PMCF를 포함하여 생산 후 단계에서 얻은 경험 을 검토 및 문서화하고,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를 적용하는 데 적절한 수단을 실행해 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조자는 제87(1)조에 따라 모든 중대한 사고나 현
장 안전 시정 조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하는 즉시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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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2017/745 ANNEX I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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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46001 /ISO9001:1987 rev.0

ISO 13485:1996 rev.0
/ ISO 9001:1994 rev.1

2003.12.15 까지

ISO 13485:1996rev.0
/ ISO 9001:2000 rev.2

2000.12.15~ 2006-07-15

ISO 13485:2003 rev.1
/ ISO9001:2008 rev.3

2003.07.15 /2008.11.15

EN ISO 13485:2012

CE제품인증업체 적용

ISO 13485:2016 rev.2
/ ISO 9001:2015 rev.4

2016년 3월1일 발행
/2015.09.15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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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계획

Action시정조치
▪ 프로세스 성과개선을 위
한 조치
▪ 피드백사항의 개선

▪
▪
▪
▪

시장 요구와 기대 파악
목표설정
법적사항의 파악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Check 체크

Do 실행

▪ 방침,목표 및 성능에 대
한 제품모니터링
▪ 시스템의 감사

▪ 프로세스문서의 수립
▪ 프로세스의 실행
▪ 위험에 대한 조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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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hanges
▪ 국제화된 “법규요구사항”에 중점
▪ 품질시스템전반에 걸친 “위험경영”적용
▪ “설계검증 및 유효성 확인활동”에 대한 명확한 요구

▪ “협력업체 관리” 프로세스개선
▪ 개선된 “피드백프로세스들”
▪ “소프트웨어 유효성확인”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
▪ “식별추적성”강화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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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requirement
▪ 고객의 안전과 성능을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강조
▪ 제조자의 활동에 있어 법적요구사항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
▪ 적용되는 법적요구사항에 대한 규제기관과 의사소통
▪ 제품 설계변경 시 “적용되는 법적요구사항의 영향을 평가
(허가사항과 설계변경제품이 다른 경우)
ISO13485: 2003

ISO1348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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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based management
▪ 제품 실현활동 전반에 걸친 위험경영에 대한 1개 이상의 프
로세스문서화
▪ 설계변경의 결과물은 위험경영을 통한 검토 수행
▪ 피드백프로세스의 데이터에 대한 위험경영의 평가가 문서
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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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ntrol

▪ 설계 및 개발의 기획 및 검토는 설계프로세스전반에 문서화

▪ 설계 및 개발의 출력은 설계입력에 추적가능 해야 함
▪ 설계 및 개발프로세스의 자원들은 참여 인원의 적합성을 포함
하여 문서화되어야 함.

▪ 설계 검증,설계 유효성확인 및 설계 이관
제품실현(7.1)
설계기획(7.3.1)
설계변경(7.3.9)

설계입력(7.3.2)

설계출력(7.3.3)기술문서
설계이관(7.3.8)

초기생산

설계검토(7.3.5)
설계검증(7.3.6)
제품승인▪허가

설계유효성확인(7.3.7)
대규모 양산

설계이력파일(D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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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validation
▪ 유효성확인에 사용되는 허용기준,통계적기법 및 샘플 사이즈는 반드
시 문서화

▪ 해당되는 경우,다른 의료기기와 제품의 호환성확보는 유효성확인 동
안 완료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의 경우,해당제품에 미치는 프로세스잠재적 위험의 적용
에 걸맞게 유효성 확인 되어야 함.
▪ 위험성 확인에 따른 결과,결론 및 추가활동은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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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ing control
▪ 조직과 협력업체간 문서화된 “계약서”가 비치되어
주요변경에 대한 통보사항이 포함
▪ 구매제품의 위험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구매제품의
검사는 협력업체평가를 기반

▪ 구매제품의 변경은 제품실현과 의료기기영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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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 피드백을 수집하는 방법의 문서화
▪ 피드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을
포함
▪ 피드백은 위험경영 ,제품실현 및 개발프로세스의 입력사
항으로 적용
▪ 세분화되고 특화된 고객불만처리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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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ISO13485:2016의 범위는 의료기기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도
록 확장 되었음 (예,제조자, 수입자 및 판매자).
▪ ISO13485:2016은 조직이 품질경영시스템과 제품실현 시스템을 위한 위험기
반의 접근법의 적용을 요구함.
▪ ISO13485:2016 은 해당되는 모든 법적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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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E 기술문서 MDR
ANNEX II TECHNICAL DOCUMENTATION

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TECHNICAL DOCUMENTATION
1. DEVIC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INCLUDING VARIANTS AND
ACCESSORIES
1.1. Devic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1.2. Reference to previous and similar generations of the device
2. INFORMATION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3. DESIGN AND MANUFACTURING INFORMATION
4.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5. RISK/BENEFIT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6. PRODUC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6.1. Pre-clinical and clinical data
6.2. Additional information in specific cases

115

138

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1. DEVIC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INCLUDING VARIANTS AND ACCESSORIES (추가형
명 및 부속품을 포함한 기기 설명 및 사양 )
1.1. Devic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기기 설명과 사양)
(a) 의도 목적과 의도된 사용자를 포함한 제품 또는 상품명과 기기에 대한 일반 설명;
(b) 부속서 IV의 C 항에 언급된 기본 UDI 기기 식별자. 기기는 UD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품 코드, 카탈로그 번호 또는 추적 가능성을 허용하는 다른 모호하지 않은 참조를 통해 명화한 식별을 해야
한다.

(c) 진단, 처리 및/또는 모니터할 의료적 상태와 의도한 환자 인구, 그리고 환자 선택 기준, 지시사항, 경고와 같
은 다른 고려사항;
(d) 필요한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작용 모드와 기기의 작동 원리;
(da) 기기로서 제품의 자격 평가를 위한 합리적 근거;
(e) 부록 VII에 따라 적용되는 분류 기준의 정당한 설명 및 기기의 위험 등급;
(f) 새로운 기능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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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1. DEVIC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INCLUDING VARIANTS AND ACCESSORIES (변종
및 부속품을 포함한 기기 설명 및 사양 )
1.1. Devic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기기 설명과 사양)
(g) 이와 조합하여 사용하려는, 의료 기기가 아닌 부속품, 다른 의료 기기 및 다른 제품에 대한 설명;
(h)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기기의 다양한 구성/변형의 설명 또는 완전한 목록;
(i) 주요 기능적 요소에 대한 일반적 설명, 예를 들어, 부품/구성품(해당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포함), 형성,
구성, 기능성,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정성적, 정량적 구성. 적절한 경우, 여기에는 도면과 도식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여, 주요 부품/구성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라벨링된 그림 표시(예를 들어, 도표,
사진, 경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 j) 예를 들어, 체액의 체외 순환 시, 신체와 간접 접촉 또는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질, 주요 기능 요소에
통합된 원료에 대한 설명;
(k) 의료 기기의 기술적 사양(기능, 치수와 성능 속성) 및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된 제품 사양에 표시
되는 부속품과 변형/구성, 예를 들어, 브로셔, 카탈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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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1. DEVIC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INCLUDING VARIANTS AND ACCESSORIES (변종
및 부속품을 포함한 기기 설명 및 사양 )
1.2. Reference to previous and similar generations of the device (이전 세대 및 유사한 세대의 기기에
대한 참조)
(a) 존재하는 경우, 제조업체의 이전 세대의 기기에 대한 검토;
(b) EU 또는 국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비슷한 기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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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2. INFORMATION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제조자 정보)

(a) 다음의 완전한 세트
- 기기가 판매되도록 구상된 회원국에서 인정되는 언어로 된 기기 및 포장(특정한 관리 상태의 경우 단일
유닛 포장, 판매 포장, 운송 포장)의 라벨;
- 기기가 판매되도록 구상된 회원국에서 인정되는 언어로 된 사용 지침 (I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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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3. DESIGN AND MANUFACTURING INFORMATION (설계 및 제조 정보)

(a) 기기에 적용되는 설계 단계의 이해를 허용하는 정보;
(aa) 제조 프로세스 및 검증, 보조약, 연속적 모니터링 및 최종 제품 시험을 포함한 완전한 정보와 사양. 데
이터는 기술 문서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한다.
(b) 설계와 제조 활동이 수행되는 공급업체와 하청업체를 포함한 모든 현장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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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4.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문서에는 그러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채용된 솔루션의 설명, 입증과 확인을 포함하여, 의도된 목적을 고려
하여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록 I에 명시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건과의 적합성 입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기기에 적용되는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건, 다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이유;
(b) 각각의 해당되는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건과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c) 조화 표준 또는 적용된 CS(Common specification) 또는 채택된 다른 솔루션;
(d) 각 조화 표준, CS과의 적합성 증거, 또는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건의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채택된 다른
방법의 적합성 증거를 제공하는 관리된 문서의 정확한 파악. 이 정보는 요약 기술 문서 및 전체 기술 문서
내에서 그러한 증거의 위치에 대한 교차 참조를 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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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5. RISK/BENEFIT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위험/이득 분석 및 위험경영)

문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부록 I의 섹션 1절과 8에 언급된 위험/이득 분석

(b) 부록 I의 섹션 3절에 언급된 위험 관리의 결과 및 채택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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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6. PRODUC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6.1. Pre-clinical and clinical data (전임상 그리고 임상데이터)

(a) 기기의 사전 임상 안전 및 사양에 대한 적합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비슷한 기기 또는 의도된 목적을
고려하여, 기기에 적용되는 공개된 문헌의 (엔지니어링, 연구소, 시뮬레이션된 이용, 동물) 시험과 평가의
결과;
(b) 특히 다음과 관련된 시험 결론과 데이터 요약에 더해, 시험 설계, 완전한 테스트 또는 시험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데이터 분석의 방법:
- 환자나 사용자와 직,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재료의 식별을 포함하여 기기의 생물학적 호환성;
-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특성;
- 전기적 안전, 정자기적 호환성;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완성 기기에 사용되는 대로, 소프트웨어의 검증 증거 및 소프트웨어 설계와 발
전 프로세스를 설명.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최종 출시 전에 시뮬레이션된 또는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와 실
내에서 수행된 모든 확인, 검증 및 시험의 요약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조업체가 공급한 정보에서 식별
된 운영 체제, 다른 하드웨어 구성 전부도 다루어야 한다);
- 안정성/유통 기한;
- 성능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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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6. PRODUC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6.1. Pre-clinical and clinical data (전임상 그리고 임상데이터)

해당되는 경우, 화학 물질 시험을 위한 적용의 우수 연구소 관행 및 확인의 원리 적용과 관련된 법, 규정과
관리 조항의 조화에 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 연합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4/10/EC 의 규정에 대
한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문서는 그러한 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료가 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서비스된 기기의 이전 버전에 통합되었을 때 동일한 재료에 대한 생
물학적 호환성 시험이 수행되었다.
(c) 부록 XIV의 파트 A와 제 61조 12항에 의거한 임상 평가 계획, 임상 평가 보고서와 업데이트;
(d) 부록 XIV 의 파트 B에 의거한 PMCF 계획 및 PMCF 평가 보고서 또는 PMCF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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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6. PRODUC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6.2. Additional information in specific cases (특정 경우의 추가 정보)

(a) 제 1 조(8)항의 첫 번째 하부 단락에 언급된, 인간 혈액 또는 인간 혈장으로부터 파생된 약용 제품을 포
함하여, 따로 사용되는 경우, 지침 2001/83/EC의 제 1조 (2)항의 의미 내에서 약용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
는 물질을 필수적인 일부로 기기가 포함하는 경우, 이 사실을 명시한 설명. 이 경우, 문서에는 기기의 의도
목적을 고려하여, 안전, 품질 및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시험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그러한 물질의
출처를 파악해야 한다.
(b) 기기가 제 1 조 (6)항의 포인트 (f)와 (g)에 의거하여 본 규정에서 다루는 인간 또는 동물 기원의 세포나
조직, 또는 그 파생물질을 활용하여 제조된 경우, 이 사실을 명시한 설명. 이 경우, 문서는 사용된 인간 또는
동물 기원의 모든 물질을 파악하고, 각각 부록 I의 섹션 13.1. 또는 13.2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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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 TECHNICAL DOCUMENTATION
6. PRODUC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6.2. Additional information in specific cases (특정 경우의 추가 정보)

(c) 인체에 도입되건, 인체에 국부적으로 분산 또는 흡수될 물질 또는 물질 조합으로 구성된 기기의 경우,
데이터 요약과 시험 결론, 또는 다음과 관련된 그러한 연구 부재에 대한 타당한 설명에 더해 시험 설계, 완
전한 시험 또는 연구 프로토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
- 흡수, 분배, 신진대사와 배출;
- 대상 인구와 관련 의학적 조건을 고려한, 다른 기기, 의료 제품 또는 다른 물질과 그들 신진대사 제품의
가능한 상호작용;
- 국부 내성;
- 기기의 전체 노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일회용 독성, 반복-용량 독성, 유전 독성, 발암물질 및 생식 및 개발
독성.
(d) 부속서 I의 섹션 10.4.1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는 물질을 포함한 기기의 경우, 해당 부록의 섹션 10.4.2에
따른 설명.
© 멸균 또는 정의된 미생물적 상태로 시장에 출시된 기기의 경우, 관련된 제조 단계에 대한 환경적 조건에
대한 설명. 멸균 상태로 시장에 출시된 기기의 경우, 포장, 멸균화, 멸균유지와 관련된 검증 보고서를 포함
하여, 사용된 방법에 대한 설명. 검증 보고서는 미생물 오염도 시험, 발열원 시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멸
균제 잔여물에 대한 시험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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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ODUCT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6.2. Additional information in specific cases (특정 경우의 추가 정보)

(f) 측정 기능을 가지고 시장에 출시된 기기의 경우, 사양에 표시된 대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 방
법의 설명.
(g) 의도된 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기기를 다른 기기에 연결하려면, 제조업체가 지정한 특성과 관련하여 해
당 기기에 연결되었을 때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건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포함하여, 이러한 조합/구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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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ISO 14971

QMS
ISO 13485
Labelling
ISO 15223
IFU

EN 1041
Electric safety
IEC 60601-1
Software
IEC6 2304

Biological evaluation
ISO 10993-X
Usability
IEC62366

128

Essential Requirements

GAP ANALYSIS

129

145

Requirements regarding Manufacturing
Is there Out-sourcing process by sub-c
ontractor??

Critical Sub-contractor

130

Requirements regarding Manufacturing

e.g. Anodizing process, Coating process, Acid treatment process, Cleaning process

131

146

Pre-Clinical Evaluation (studies in animal models,
biocompatibility, technical performance tests, etc.)
Pre-clinical evaluation

In vitro test

Clinical test

Mechanical

Physical
Chemical
Physicochemical
In vivo test

Clinical investigation

132

Pre-Clinical Evaluation (studies in animal models,
biocompatibility, technical performance tests, etc.)

133

147

Pre-Clinical Evaluation (studies in animal models,
biocompatibility, technical performance tests, etc.)

134

Pre-Clinical Evaluation (studies in animal models,
biocompatibility, technical performance tests, etc.)

Biological safety assessment

Clinical evaluation report

&

or

Preclinical evaluation report

Clinical investig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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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Stability

Scientific evidence
Shelf-life (Real-time)
Life-time
Storage temperature
1. Refer to test documentation including date of issue 시험보고서 및 일자
2. Provide the shelf life of the device (defined expiry date and/or lifetime) 제품수명 (사용기한, 수명)
3. Provide your OWN opinion/ statement of acceptance 시험시점(제품의 성능을 사용기한 만료 후에 시험
하였는지?)
136

Packaging & 11. Sterilization

137

149

Packaging
1. Provide data on packaging validation 포장밸리데이션 정보

2. State whether real-time ageing has been finalized or is ongoing. If latter is valid, discuss accelerated ag
eing results실수명시험 – 시험보고서, 일자, 보관조건, 시험 Protocol, 시험완료예정일
3. Describe the conditions of accelerated ageing, methodology 가속수명시험 – 시험보고서, 가혹조건, 기

간, 보고서, 일자

138

Sterilisation validation
1. Include sterilisation method, detailed information on sterilization validation (initial and overall program
) 멸균방법, 밸리데이션 정보 – 적용규격, 보고서번호, 일자, 검증시험보고서, 일자, 시험규격, 시험기관,
Routine control 내용
2. Including bio burden testing, pyrogen testing, testing for sterilant residues, if applicable 시험내용: (bur
den testing, pyrogen testing, testing for sterilant residues)

139

150

Radiation/electrical safety
1. State whether the chosen standards are fulfilled 선정한 규격의 충족 여부 기재
2. Describe if there are any deviations from the standards and how this is evaluated 적용 규격간에 차이

와 이에 대한 평가방법을 기술

140

Radiation/electrical safety

141

151

Software validation
1. Provide safety class of software and the justification software의 안전등급과 이에 대한 정당성 제공
2. State whether software validation is linked to risk management software validation이 위험관리와 연

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기술

3. State whether the chosen standards are fulfilled 선정되고 인용된 규격이 만족되는지 여부

4. Describe if there are any deviations from the standards and how this is evaluated 적용 규격간에 차이

와 이에 대한 평가방법을 기술

EN 62304 PROCESS
(SOFTWARE 등급이 문서화 필수)

142

Comments to testing by accredited and nonaccredited laboratories
1. Fill in the table below아래의 테이블 기재
2. If non accredited laboratory is used, provide the rationale for acceptance 공인되지않은 시험기관을 이
용할 경우, 결과 수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

Laboratory name
KTL
(Korea Testing Laboratory)

Accreditation
KOLAS approved. (no. KT009 / 2
014.09.30~2018.09.29)

KOLAS approved (KT002 / 2013.1
KCL
(Korea Conformity Laborato 1.11~2017.11.10)
ries)
KOLAS approved (KT520 / 2016.
THE STANDARD
03.17~2020.03.16)

Scope
- Chemical element analysis of raw material
- Mechanical properties test of raw material
- Mechanical test of bone screws and bone plates
- Biocompatibility tests
- Dye penetration, seal strength test
- Packaging integrity test
- User steam sterilization validation
- Cleaning process validation
143

152

Labelling

144

Instruction for Use

145

153

Usability
1. Identify the document with revision number and issue date Usability test report 번호 및 발행일자
2. State how usability has been tested and rationale for acceptance 시험방법

ACTIVE / NON-ACTIVE MEDICAL DEVICE

Usability
consideration
146

Clinical Evaluation/Performance Evaluation – to be related
to IFU and risk analysis

MEDDEV 2.7.1 REV.4

147

154

Clinical Evaluation/Performance Evaluation – to be related
to IFU and risk analysis
REVISION 3

REVISION 4

148

Clinical Evaluation/Performance Evaluation – to be re
lated to IFU and risk analysis
⚫Stricter Qualifications of Report Authors and Evaluators
▪ Clause 6.4

⚫Stricter Requirements for Demonstration of Device Equival
ency
▪ Appendix 1

149

155

Post Market Surveillance and Post-Production Clinical
Follow-up as per MEDDEV 2.12/2

150

Risk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 to be related to
clinical evaluation and IFU

151

156

Review of Declaration of Conformity

Incl.
EU representative information
Adverse event

recall

accident
company secret

152

감사합니다.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