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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 2021년 8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 8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현황표
IEC/TC 62

ISO/TC 76(1건)

ISO/TC 84

ISO/TC 106(2건)

ISO/TC 121(4건)

ISO/TC 150(1건)

ISO/TC 157

ISO/TC 170

ISO/TC 172/SC 7

ISO/TC 173/SC 1·2(1건)

ISO/TC 194

ISO/TC 198

ISO/TC 210

ISO/TC 212

ISO/TC 249(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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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6717:2021

발행일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Single-use containers
for the collection of specimens from humans other than
blood

2021-08-26

체외 진단 의료 장치 - 혈액 이외의 인간에게서 표본을 수집하
기 위한 단일 사용 용기

및 혈액처리기)
ISO 24234:2021
ISO/TC 106
(치과)

표준명

ISO 21563:2021

ISO 21917:2021

Dentistry — Dental amalgam

2021-08-18

치과 - 치과용 아말감
Dentistry — Hydrocolloid impression materials

2021-08-31

치과 – 수성콜로이드 인상재
Anaesthetic and respiratory equipment — Voice prostheses

2021-08-13

마취 및 호흡기 장비 - 음성 보철물

ISO
10651-5:2006

Lung ventilators for medical use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 Part 5: Gaspowered emergency resuscitators

2021-05-27

의료용 폐 환기 장치 -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특정 요
구 사항 - Part 5 : 가스 구동 비상 소생 장치

ISO/TC 121
(마취 및
호흡기기)

ISO
80601-2-90:2021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9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respiratory high-flow therapy equipment

2021-08-30

의료용 전기 장비 - Part 2-90 : 호흡기 고-흐름 치료 장비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
ISO
10079-4:2021

Medical suction equipment — Part 4: General requirements

2021-08-30

의료 흡입 장비 - 제 4 부 : 일반 요구 사항
[ 2021.8.31 기준 ]
[출처] IEC (http://www.iec.ch) , ISO (http://www.iso.or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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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 2021년 8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 SP(Standards Published:발간표준) 현황
기술위원회

표준번호

ISO 18193:2021

이식재)

ISO/TC 173/SC 1·2
(장애인용 보조기구)

발행일

Cardiovascular implants and artificial organs — Cannulae
for extracorporeal circulation

ISO/TC 150

(외과용

표준명

2021-08-13
심혈관 임플란트와 인공기관 – 체외 순환 캐뉼러

ISO/TR
20342-7:2021

Assistive products for tissue integrity when lying down —
Part 7: Foam propertie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2021-08-18
누워 있을 때 조직 무결성을 위한 보조 제품 - Part 7 : 발포
특성, 특성 및 성능

ISO 23723:2021
ISO/TC 249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General requirements for
herbal raw material and materia medica

2021-08-18

한의학 - 한방 원료 및 물질 약제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한의약)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Glehnia littoralis root
ISO 23959:2021

2021-08-23
중국 전통의학 — 갯방풍 뿌리
[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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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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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7

TC 62/SC B

진단영상장치

89

8

TC 62/SC C

방사선요법, 핵의학 및 방사선량 측정기기

40

8

TC 62/SC D

의료용 전자기기

101

42

317

66

발행

개발 중

Total
의료제품

(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

TC 76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

76

13

3

TC 84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35

10

4

TC 106

치과

188

47

5

TC 121

마취 및 호흡기기

105

44

6

TC 150

외과용 이식재

170

39

7

TC 157

피임기구

17

7

8

TC 170

외과용 기구

5

1

9

TC 172/SC 7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97

15

10

TC 173/SC 1·2

장애인용 보조기구

40

12

11

TC 194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34

8

12

TC 198

소독 및 멸균

60

18

13

TC 210

의료기기 품질경영

32

4

14

TC 212

진단검사실 및 체외진단시스템

44

17

15

TC 249

한의약

72

34

975

269

Total

[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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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체외진단 현장 검사 장치의 관리 및 사용 가이던스 발간
영국 MHRA에서는 2002년 체외진단(IVD) 현장 검사(POCT, Point Of Care Test) 장치
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간하였고, `21년 1월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POCT 서비스를 구현하기 전에 임상적 필요성을 확인해야 함
• POCT 서비스 관리에 지역 병원 실험실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POCT 관리에 대한 책임은 명확해야함
• POCT 서비스 관리자는 임상 거버넌스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인식해야 함
• 교육, 관리, 품질보증(OA), 품질관리(QC), 건강 및 안전정책 표준 운영 절차(SOP) 사
용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작성하고 검토해야 함
• 외부 인증기관의 서비스 평가를 권장
• 명확하고 포괄적인 기록 보관 및 문서화가 중요
출처
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vitro-diagnostic-point-of-care-test-devices/management-and-use-of-ivdpoint-of-care-test-devices

미국 FDA 미국에서 수출되지 않는 장치에 대한
인증서 발급 실시
미국 FDA는 2020년 11월 6일, `미국에서 수출되지 않는 장치에 대한 인증서
(CDNE, Certificate for Device Not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인증서 발급의 근거는 CARES법이며, `20년 5월 28일 이전에 미국 시장에서 승인, De Novo,
승인된 인도주의적 기기 면제 대상이 된 의료기기 중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된 의료기
기에 대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미국에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종종 외국 고객이나 외
국 정부로부터 미국 FDA가 규제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제공하도록 요청받는데

이때 발급을 신청하는 ‘FDA Export Certificates’가 있습니다.
자세한 FDA Export Certificates의 유형은 아래의 출처와 같습니다.

출처
https://www.emergobyul.com/blog/2020/11/us-fda-introduces-certificate-device-not-exported-united-states-cd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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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표준화 동향 소식
캐나다 코로나19 관련 사용을 위한 승인된 의료기기 목록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는 48시간 주기로 `코로나19 관련 사용을 위한
승인된 의료기기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승인된 테스트 기기
목록과 테스트 기기 이외의 승인된 의료기기 목록을 별도 웹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의료기기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Class Ⅰ은 가장 낮은
위험도의 의료기기, Class Ⅳ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의료기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적절한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규정에서 의료기기 분류
규칙을 참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lass Ⅰ과 Ⅳ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아래의 출처와
같습니다.
출처
1.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covid19-industry/medical-devices/authorized/list.
Html
2.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covid19-industry/medical-devices/authorized/oth
er.html

인도 의료기기 적합성을 위해
미국 표준 테스트 방법(ASTM) 사용 제안
인도의 보건부는 의료기기 안전성 및 적합성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입증하고 인도 의
료기기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표준 테스트 방법(ASTM)을 허용 가능한
도구로 인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통지(Notification)는 인도 의료기기 시장 규정 2017을 수정하여 인도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원하는 신청자가 ASTM 방법을 사용하여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인도의 현재 규정은 ISO 및 IEC 국제 표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ASTM을 인정하면 제조
업체가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 기기 등록의 일부로 적
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1. https://www.emergobyul.com/blog/2021/02/indian-regulators-propose-use-american-standard-test-methods-medical-devic
e-conformance
2.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system/modules/CDSCO.WEB/elements/download_file_division.jsp?num_id=Njk1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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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동향 소식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대체시험법 심포지엄 성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이하 ‘KBIOHealth’)이 9월 3일『제1차 첨단대체시험법
정책ㆍ학술 심포지움』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 이번 심포지움에서 신약이나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동물실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을 정책적ㆍ과학적 분야에서 풀어나가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Session1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이영재 과장이
‘재생의료분야 동물실험대체 예측모델 구축 필요성’에 대한 발언으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 두 번째 발표자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정자영 부장은 ‘첨단대체시험법 글로벌
규제동향과 정부의 대응전략’발표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사례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의 역할과 나야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 이어진 Session2(좌장: 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이사장)에서는 첨단대체시험법의 연구 및 제품화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성종환 교수는 다중장기 칩(Chip)에서 인간의 장기를
구현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칩을 상용화, 제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
친화형 제품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 최치훈 교수는 ‘3D생체조직칩센터’ 운영
경험을 통해 표준화, 대량생산, 공업화에 대한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패널토의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전누리 교수, 강경선 교수는 인간 장기의 대사와 기능을 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유사장기) 개발현황, 가능성, 기능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 되려면 사용자 친화적 기술과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점에 모든
참석자들이 동의하며 심포지움을 정리했습니다.
□ KBIOHealth 차상훈 이사장은‘첨단대체시험법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2차, 3차
심포지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의료기기뉴스라인– 보도자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대체시험법 심포지엄 성료(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도자료 – 468)
※ 내용 참조 및 인용
https://www.kbiohealth.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6#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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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교육 일정
• 한국표준협회(KSA) : https://www.oksa.or.kr/

“교육신청 클릭＂
교육기간 : 2일(14시간)
교육비 : 회원 40만원 / 비회원 50만원
교육문의 : 02)6240-4624

KS 인증 실무 부분

KS 및 단체 표준 작성 실무
[교육 목표]
＊표준 및 표준 제도의 이해
＊KS 작성 프로그램(KSDT)을 이용한 표준작성 실무 능력 습득
[교육대상]
＊COSD 표준 업무 실무자
＊단체표준화 기관 표준 업무 실무자

＊기업의 표준 관리 실무자
＊연구 개발 실무자
교육기간 : 2일(16시간) / 비합숙
교육비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0만원
교육문의 : 02)6240-4591

표준 부문

표준 전문가 2급 과정
[교육 목표]
＊표준 및 표준화, 국제 표준 기구 및 제정 절차 등 기본 개념의 이해

＊표준 기획, 개발, 적용 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기관 및 연구소 내 표준화 활동 전개
＊표준 전문가 발굴 및 양성
[교육대상]
＊기업, 기관 및 연구소 표준화 활동 담당자 및 희망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http://www.ktrhrd.or.kr/
표준기술규제 대응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명 : KS 개발자를 위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신청 클릭“

교육 대상 : KTR과 협약 맺은 협약기업의 모든 재직자
교육비용 : 중소기업 재직자 무료
대규모기업 재직자 20% 자부담

[교육 목적]
＊표준개발협력기관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국가표준체계, COSD 운영 실무 및 KSDT 사용법 등을
숙지함으로써 COSD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함
표준기술규제 대응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명 : ISO/IEC 국제표준개발 실무 역량 강화

교육 대상 : KTR과 협약 맺은 협약기업의 모든 재직자
교육비용 : 중소기업 재직자 무료
대규모기업 재직자 20% 자부담

[교육 목적]
＊국제 표준개발 및 제안서 작성에 대한 실무 지식 습득 및 기고서 작성력 향상, 국제표준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학습하여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및 자율적 국제표준화 기반구축에 필요한 역량 강화
표준기술규제 대응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명 : KS 개발자를 위한 실무 역량 개발

교육 대상 : KTR과 협약 맺은 협약기업의 모든 재직자
교육비용 : 중소기업 재직자 무료
대규모기업 재직자 20% 자부담

[교육 목적]
＊표준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표준화 일반 지식 및 기초 전문지식을 학습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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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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원센터
(02-860-4497, lim12987@nids.or.kr)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최신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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