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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 2021년 6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 6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현황표
IEC/TC 62

ISO/TC 76(1건)

ISO/TC 84

ISO/TC 106(1건)

ISO/TC 121

ISO/TC 150

ISO/TC 157

ISO/TC 170

ISO/TC 172/SC 7(4건)

ISO/TC 173/SC 1·2(2건)

ISO/TC 194

ISO/TC 198

ISO/TC 210

ISO/TC 212

ISO/TC 249(1건)

*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전문위원회 기준

○ 의료기기 국제표준 분야별 제·개정 현황
※ SP(Standards Published:발간표준) 현황
기술위원회

표준번호

ISO/TC 76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

ISO 22413:2021

ISO/TC 106
(치과)

ISO 3630-3:2021

발행일

Transfer sets for pharmaceutical preparation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2021-06-10

제약 준비를 위한 전송 세트 -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방법

ISO 14490-5:2021

ISO/TC 172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표준명

ISO 15253:2021

ISO 19980:2021

ISO 13142:2021

Dentistry - Endodontic instruments - Part 3: Compactors

2021-06-08

치과 - 근관 치료 기구 - 파트 3: 압축기
Optics and photonics - Test methods for telescopic systems Part 5:Test methods for transmittance
광학 및 포토닉스 - 텔레스코픽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방법 - 파트 5:
투과율 테스트 방법
Ophthalmic optics and instruments
- Optical and electro-optical devices for enhancing low vision
안과 광학 및 기기
- 저시력 향상을 위한 광학 및 전자 광학 장치
Ophthalmic instruments - Corneal topographers
안과 기기 - 각막 지형도
Optics and photonics - Lasers and laser-related equipment Cavity ring-down method for highreflectance and hightransmittance Measurements

2021-06-11

2021-06-28

2021-06-01

2021-06-10

광학 및 포토닉스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고반사율 및 고투
과율 측정을 위한 Cavity ring-down 방법

ISO/TC 173
(장애인용 보조기구)

ISO 1684010:2021
ISO 1684013:2021

ISO/TC 249
(한의약)

ISO 23190:2021

Wheelchair seating - Part 10: Resistance to ignition of postural
support device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
휠체어 좌석 - 파트 10: 자세 지지 장치의 점화 저항 -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방법
Wheelchair seating - Part 13: Determination of the lateral
stability property of a seat cushion

2021-06-08

2021-06-15

휠체어 좌석 - 파트 13: 좌석 쿠션의 측면 안정성 속성 결정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Determination of aristolochic
acids in natural products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2021-06-09

중국 전통 의학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를 통한 천연
제품의 아리스토로크산 측정

[ 2021.6.30 기준 ]
[출처] IEC (http://www.iec.ch) , ISO (http://www.iso.or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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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표준 발행 현황

■ 2021년 의료기기 국제표준 분야별 발행 현황(누적)
2021년 6월, IEC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 및 ISO 국제 표준화 기구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의료기기 분야로 발행 및 개발 단계에 있는 표준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의료기기 국제표준 분야별 전체 발행 현황(누적)
국제표준기구 (TC/SC)

전문위원회
의료용 전기제품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1

발행

개발 중

TC 62

의료용 전기기기

1

1

TC 62/SC A

일반사항

84

8

TC 62/SC B

진단영상장치

89

8

TC 62/SC C

방사선요법, 핵의학 및 방사선량 측정기기

40

8

TC 62/SC D

의료용 전자기기

102

43

316

68

발행

개발 중

Total
의료제품

(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

TC 76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

75

13

3

TC 84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35

10

4

TC 106

치과

188

47

5

TC 121

마취 및 호흡기기

102

45

6

TC 150

외과용 이식재

169

35

7

TC 157

피임기구

17

7

8

TC 170

외과용 기구

5

0

9

TC 172/SC 7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97

12

10

TC 173/SC 1·2

장애인용 보조기구

40

11

11

TC 194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34

7

12

TC 198

소독 및 멸균

60

19

13

TC 210

의료기기 품질경영

32

4

14

TC 212

진단검사실 및 체외진단시스템

44

17

15

TC 249

한의약

70

31

968

258

Total

[ 2021.6.30 기준 ]

[출처] IEC (http://www.iec.ch) , ISO (http://www.iso.or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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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표준화 동향 소식

■ 유럽, 미국 등 국제 표준화 동향 소식
조직의 품질관리 시스템 내의 UDI 통합 지침서
고유 장치 식별(UDI) 시스템1 의료 식별을 허용해야 의료기기의 적절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기기에 대한 시판 후 안전 관련 활동, 사고 보고 개선, 현장 안전 시정 조치를 목표로 삼고, 더 나은
감시로 이어지며, 의료 오류를 줄이고, 위조된 장치와의 싸움을 돕습니다.
따라서 UDI 시스템은 장치의 수명 주기에 통합됩니다. 규정(EU) 2017/745(MDR) 27조 및 24조에

따라 규정(EU) 2017/746(IVDR), 다음에 설명된 고유 장치 식별 시스템 부록 VI MDR/IVDR의 파트 C는
식별을 허용하고 추적성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맞춤 제작, 조사 또는 성능 연구 기기 이외의 기기. 그만큼 이 문서의 목적은 UDI와 UDI의 통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품질 관리의 일부로 UDI 의무 이행 MDR 10(9)(h) 및 IVDR
10(8)(h)에서 요구하는 시스템(QMS). 경제 운영자 관련 제조업체는 MDR/IVDR 16(1)조의 경우
유통업체를 포함합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수입업자 또는 기타 자연인 또는 법인 제조업자 및
제22조(4) MDR의 경우 다음을 가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제조업체에 대한 의무.
이 문서는 사용 가능한 다른 MDCG UDI 지침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출처
https://ec.europa.eu/health/sites/default/files/md_sector/docs/md_2021-19_en.pdf

FDA, UDI 시스템에 대한 최종 지침 발표
FDA는 거의 5년 동안 초안 형식으로 제공되어 온 고유 기기 식별(UDI) 시스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DI는 장치 레이블 및 패키지에 두 가지 형식, 즉 쉽게 읽을 수 있는 일반 텍스트와 스캔
가능한 AIDC(자동 식별 및 데이터 캡처)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반 텍스트 형식은 누구나 스캔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 기록 또는 FDA 보고서와 같이
데이터 시스템에 UDI를 읽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2023년 9월 24일부터 기기 라벨 및 포장에 UDI를 포함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fdanews.com/articles/203498-fda-releases-final-guidance-on-its-unique-device-identifica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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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표준화 동향 소식
FDA, Class II 기기에 대한 시판 전 통지 면제 제안 철회
FDA는 83개의 클래스 II 의료 기기를 시판 전 신고 요건에서 면제하는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FDA는 제안된 면제의 근거가 "결함"이며 보건복지부가 해당 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통지서를
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정책을 뒤집으면서 제안서의 결정은 전적으로 FDA의
MAUDE(제조업체 및 사용자 시설 장치 경험 데이터베이스)의 부작용 집계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MAUDE 단독으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특정 기기에 대해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을 수 있고
반드시 부상 위험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제에 대한 부적절한 근거라고 FDA는
지적했다.
출처
https://www.fdanews.com/articles/203498-fda-releases-final-guidance-on-its-unique-device-identification-system

FDA, 제2형 당뇨병에 대한 비인슐린 조절 장치
후원자를 위한 지침 제공
FDA는 새로운 지침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새로운 장치의 개발자는
타당성 연구 설계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사전 제출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인슐린 조절 장치에는 소장의 해부학적 구조 또는 생리를 변경하거나 교감 신경계를 조작하는
비만 수술과 같은 외과적 절차를 모방하는 신경 자극기 및 장치가 포함됩니다.
혈당 측정기 및 인슐린 펜과 같이 환자가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가 시장에
나와 있지만 현재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승인된 장치는 없습니다.
출처
https://www.fdanews.com/articles/202972-fda-offers-guidance-for-sponsors-of-noninsulin-control-devices-for-type-2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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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동향 소식
식약처, 규제과학 기반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프로그램 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를 규제과학에 기반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이하 범부처 사업단)과 함께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는 의료기기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임상시험계획승인, 제조 및 품질관리(GMP), 안전성·성능평가, 해외인증‧수출지원 등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제품화를 도와주는 식약처의 새로운 규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식약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총 357개 과제)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식약처와 범부처 사업단은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 프로그램으로 조기 제품화가 가능한 과제를 평가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후 제품화와 시장출시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 선정 절차는
➊ 범부처 사업단이 기초자료를 검토해 개발단계를 확인하고,
➋ 식약처 사전상담과가 사용목적, 성능평가 자료 등을 검토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➌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가 신기술 적용여부 등을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➍ 식약처와 범부처 사업단이 최종 협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 선정된 연구개발 사업은 개별 사업의 개발단계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밀 점검을 받은 후
제품화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자들에게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로 국민

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 “No.3365“ 식약처, 규제과학 기반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 내용 참조 및 인용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1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
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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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동향 소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 “No.3365“ 식약처, 규제과학 기반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 내용 참조 및 인용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1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
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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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교육 일정

■ 국내 표준화 교육 일정
• 한국표준협회(KSA) : https://www.oksa.or.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http://www.ktrhr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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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클릭＂

“교육신청 클릭“

TC 국제회의 일정

■ 의료제품 분야 TC 국제회의 일정
연번

소관 전문위원회

국제표준기구

(18개)

(대응 TC/SC)

장소 및 일정

1

의료용 전기기기

/TC 62, ~/SC A

-

2

진단영상장치

/TC 62/SC B

-

3

방사선요법, 핵의학 및 방사선량 측정기기

/TC 62/SC C

-

4

의료용 전자기기

/TC 62/SC D

-

5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

/TC76

-

6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TC84

21.9.16 (온라인)

IEC

21.8.27 (SC3, 온라인)
21.9.1 (SC8, 온라인)
7

치과

/TC106

21.9.2 (SC1, SC4, SC6,
SC7, SC9, 온라인)
21.9.3 (온라인)

8

마취 및 호흡기기

/TC121

21.7.16 (온라인)
21.9.13-9.14 (SC7, 온라인)

9

외과용 이식재

/TC150

21.9.15-9.16 (SC4, 온라인)
21.9.17 (SC1, 온라인)

10

피임기구

11

/TC 157

-

외과용 기구

/TC170

21.9.1 – 9.2 (온라인)

12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TC172/SC 7

-

13

장애인용 보조기구

TC173/SC 1·2

-

14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TC194

-

15

소독 및 멸균

/TC198

-

16

의료기기 품질경영

/TC210

-

17

진단검사실 및 체외진단시스템

/TC212

21.10.5 (온라인)

18

한의약

/TC249

-

ISO

※ 상기 일정은 각 TC별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일정 변경, 취소 등의 변동 여지 가능성 있음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한 모든 ISO 국제회의(대면) 연기 또는 화상회의 개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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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활동 관련 안내사항

■ 국내·외 표준화 활동 관련 안내사항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위원회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 주요 사업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소관 분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가표준(KS)의 제·개정 또는 폐지, 국가표준의 적부확인 및 국제
표준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 진행을 위한 기술위원회 구성·운영(기술위원 모집 연 1회)
- ISO/TC 84 관련 국제표준화 정보제공
- ISO/TC 84 관련 국제회의 참석 기회 제공
- 활동 내역에 따라 차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 전문위원 선정 시 추천 우대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가능
2) 표준 개발 및 표준 활동에 관심 있는 업체 대상 표준개발 상담 프로그램 진행(상시)
-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인식 제고를 통한 의료기기 품질경영(GMP,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등)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및 표준화 저변 확대
- 국제표준 최신동향 및 기술적 정보 및 표준 개발 사례, 절차 등 정보 제공 및 상담 진행

3) 국제표준화 아이템 발굴 및 표준 개발 필요 수요 조사(상시)
- 최신 제품의 기술 동향, 연구개발과제 트렌드 및 업계 정보를 통한 신규표준제안 아이템 도출
-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 개발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실시
4) 국제회의 국내 유치 및 산업계 참여 독려
- ISO/TC 84 Working & Plenary meeting (2021년 9월 16일, 온라인)
* 산업계 표준화 활동 장려 및 인식 제고를 위한 Open session 세미나 진행(국제표준화기구 표준 개발
동향, 국내외 표준화 활동 내역 공유 등)
• 상기 내용으로 문의하시거나 표준화 활동에 관심 있으신 기업 또는 기관에서는 언제든 원주사무소
(02-860-4417, tucksong@nids.or.kr)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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