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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개요
□ AHWP 의장단 회의 개최
l 회의일정 : 3월18일 ~ 21일, 싱가포르
l 출 장 자 : 의료기기심사부장 정희교, 심혈관기기과장 이정림
첨단의료기기과 공업연구사 박세일
l 주요의제 : AHWP 향후 3년간 업무 추진 전략, 조직 재정비 및 재정상황
AHWP 기술위원회 산하 9개 실무그룹의 업무계획 및
제·개정 문서 등 논의

□ IMDRF 총회 참석
l 회의일정 : 3월23일 ~ 26일, 동경
l 출 장 자 : 의료기기심사부장 정희교, 심혈관기기과장 이정림
의료기기정책과 사무관 최장용, 첨단의료기기과 보건연구사
한영민, 영문에디터 여솔잎
l 주요의제 : AHWP 의장국으로서 업무계획발표, IMDRF 운영위원회 참가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논의, IMDRF 의장국 및 주요
실무그룹대표와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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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WP 의장단 회의 개요
• 향후 3년간의 의장국 수임 동안의 전략적 목표와 업무

AHWP

추진계획 논의
•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산하 9개 실무그룹
(Working Group)별 ’15~‘17년에 수행할 업무목표에
대한 보고

기술위원회

•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추가 확보 및 국제기구(IMDRF,
WHO, ISO 등)와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 및 AHWP 조직의
재정비 논의

AHWP
의장단

• ’15~‘17년에 수행할 업무목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장·단기 업무계획 수립
• 가이드라인(Playbook) 국제적 활용 촉진을 위한
TC 자문단 구성

의결회의

• IMDRF 실무그룹 활동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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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총회 참석 개요

IMDRF
운영위원회
Stakeholders
Forum
DITTA
워크샵

• AHWP 의장국으로서 업무계획 발표
•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논의
• 실무그룹별 가이드라인 진행 사항 정보 수집

• AHWP 의장국으로서 TC 및 WG 현황 소개 및 발표
• IMDRF 운영위원회 회원국의 규제관련 주요사항 정보수집
• IMDRF 실무그룹에서 개발중인 가이드라인 논의

• IMDRF 주요 실무그룹의 진행사항 파악
RPS(Regulated Product Submission), SaMD(Software as
Medic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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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WP 의장단 회의내용

AHWP 기술위원회 (1)
Ø 목 적 : 실무그룹(Working Group)별 향후 3년간 업무 추진전략 수립
Ø 일 정 : ‘15.03.19
Ø 참석자 : AHWP 의장단 9명, WG1 ~ STG 의장/부의장 18명, TC Advisor 4명(총 31명)

실무그룹명
사전허가
(Pre-market, Medical
Device)

활동 보고 내용
- CSDT가이드라인의 최종검토 발간(~’15년 말)
- 복합제품(Combination Product)에 대한 백서논의 및
규제관련 이슈에 따른 명확한 정의 필요
- 의료기기 분류(Grouping)을 위한 가이드라인 백서
초안 작성
- UDI 가이드라인 개발에 협죠(STG 주도)
- ‘16년 말까지 IVDD CSDT의 개발 지원 (WG2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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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WP 기술위원회 (2)

실무그룹명
사전허가
(Pre-market, IVDD)

활동 보고 내용
-IVDD의 정의, 가이드라인, IVDD의 규제적용 방안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 각국의 IVDD 규제 조사
- IVDD에 관한 CSDT 개발 예정(WG1의 지원)
- ISO/TC212와의 협력 및 참가를 통해 규제조화

사전허가
(Pre-market,
Software)

-의료용소프트웨어의 요건(Qualification)및 분류
(Classification) 가이드라인 ‘15년 개정 예정
- 의료용 소프트웨어 IMDRF 가이드라인 검토
- 의료용 소프트웨어 위해도에 관한
AHWP 가이드라인 검토
- 사전허가용 제출양식에 관한 백서 검토

AHWP 기술위원회 (3)
실무그룹명

활동 보고 내용

사후관리
(Post-market)

-부작용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검토 및 갱신
- SADS(Safety Alerts Dissemination System)활용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 SADS 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한 보완사항
도출 필요
(SADS 멤버로부터의 부작용 보고 협조 당부)
- AHWP의 IMDRF NCAR 시스템의 참여필요

임상성능/안전
(Clinical
/performance)

- WG5의 그룹이름 변경 논의(Clinical evidence for
performance and safety)
- WG5의 체계에 대한 SWOT 분석 및 ISO TC194
참여에 대한 논의
- 국제 임상 규제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실시
- AHWP의 다른 TC WG과 국제 포럼과의 협력
(WG1, WG2, WG6, WG8 및 IMDRF활동 모니터링)

AHWP 기술위원회 (4)

실무그룹명

활동 보고 내용

품질관리시스템
(감시/평가)

- IMDRF의 MDSAP WG에서 제·개정 중인 문서 검토
- 수입자 및 판매자 가이드라인 검토
-발간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실시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적용)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설문
- 회원들의 피드백 체계 개발
-‘15.9월 발간 예정인 ISO 13485 규격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참여

기준
(Standard)

- 공통 합의 규격에 대한 리스트 작성 및 발표
- 제·개정 예정인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식별코드/용어정의
(UDI &
Nomenclature)

-GMDN 개발에 대한 모니터링
- 중국의 용어정의 가이드라인 공유
- 통일된 의료기기 용어 시스템 개발

AHWP 기술위원회 (5)

국제협력

• IMDRF 총회 참석 계획 발표
• WHO, PAHO, APEC 등 국제기구에 협력 서한 발송

확대

회원국 교육

AHWP
가이드라인
적용방안

• 회원국 확대, 몽골 초청 진행

• 의료기기 규제전문가를 활용한 회원국 교육
프로그램 필요

• AHWP 가이드라인인 ‘Playbook(의료기기 규제
프레임 워크)’의 회원국 적용 방안 강구를 위해 패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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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WP 의장단 의결 회의 (1)
Ø 목적 : 실무그룹별 발간 가이드라인 및 의결사항 확정
Ø 일정 : ‘15.03.20
Ø 참석자 : AHWP 의장단 9명, WG1 ~ STG 의장/부의장 18명, TC Advisor 4명(총 31명)

가이드라인 제·개정 실행계획
’15년 발간 예정 문서
Guidance on 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 for General Medical Devices(WG1)
Guidance Document on MD/IVDD Definition(WG2)
Guidance document on Medical Device Software – Qualification and Classification(WG3)
Revised Guidance document on Adverse Events (AE) Reporting(WG4)
Guidance Document on clinical definitation & key concepts for MD(WG5)
Guidance Document on clinical definitation & key concepts for IVDD(WG5)
Guidance Document on clinical evaluation and evidence for MD(WG5)
Guidance Document on clinical evaluation and evidence for IVDD(WG5)
Guidance document on regulatory auditing for Importer & Distributor(W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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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WP 의장단 의결 회의 (2)
l AHWP 발간예정 가이드라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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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WP 의장단 의결 회의 (3)
기타 의결사항

가이드라인

• 의료기기규제프레임워크 (PLAYBOOK) 홈페이지 공개
• PLAYBOOK의 국제적인 적용 촉진을 위한 TC 자문단 구성

적용방안
IMDRF 실무그룹

및 대표 선정, 초안 제출 요구

• 단일감시프로그램 (MDSAP) 실무그룹 대표와 전화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 응답

원격회의
소통과
협조 당부

• 실무그룹 활동 참여 독려

• 전임 AHWP 의장들로 자문단 구성
• 실무그룹 활동시 신속한 응대 및 회신 독려
• 한국의 회원 (총 27명) 추가 노력 치하
• 차기 총회 (’15년 11월) 및 워크샵 참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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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총회 내용

IMDRF –DITTA 워크샵 참석
Ø 목 적 : IMDRF의 주요 실무그룹 진행사항 파악
Ø 일 정 : ‘15.03.23
Ø 참석자 : 식약처 5명, IMDRF Work Item 이해관계자 150여명

실무그룹명

활동 보고 내용

허가양식
(Regulated Product
Submission)

- RPS에 대한 배경 소개
- 의료기기와 IVDD에 대한 ToC(Table of Contents)
가이드라인 개발 등에 대한 발표
- 각 콘텐츠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의료용 소프트웨어
(Software as Medical
Device)

- SaMD에 대한 소개 및 지금까지 실무그룹에서의
활동 들을 발표
- ’14년 2월 SaMD QMS(Quality Management System)와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최종문서는 9월에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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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Stakeholders Forum(1)
IMDRF 운영위원회 회원국의 규제개정 사항
국가
호주

주요내용
Ø 사전 허가 관련
- 3, 10월에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규정 검토
- IVDD에 대한 법 개정(14.6)
- Class IIb에 대한 상향 조정
- 규제 완화 관련 의제 발굴 노력
Ø 사후 관리 관련
- 새로운 부작용 보고 시스템 개발 중
- 제조사가 부작용 보고 등을 직접 리포트 할 수 있는
웹서비스 개발 중
- Risk Management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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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Stakeholders Forum(2)
국가
브라질

주요내용
- 마케팅 관리 개선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자/ 환자에 대한
리스크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기술 규격 업데이트
- ANVISA가 인정하는 국가/국제 기관의 감사권한 부여
- 제품의 판매허가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치아 미백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3% 이상의 hydrogen
peroxide는 의사만 사용)
- 의료기기 임상시험 요건 정의 등
- 현재 IMMETRO 기관과 Federal University of Vicosa에서
혈당측정기의 사용상 주의와 관련한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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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Stakeholders Forum(3)

국가

주요내용

캐나다

일회용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은 기기를 재가공(reprocessing) 할
경우 제조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라이센싱(Licensing)
- 품질관리시스템(QMS)
- 리콜 실시(Conducting Recall)
- 사건의 필수보고(Mandatory reporting of incidents)
- 캐나다 보건부에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함
※ 16년 9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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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Stakeholders Forum(4)
국가
중국

주요내용
- 의료기기 등급분류 (catalogue of medical device) 개정
- 모바일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 벤치마크하고 논의중,
올해 말 결과가 나올 것
- 수입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요건과 관련하여 개선 중

러시아

- IVD 제품의 의료기기 분류
-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
▶ 많은 양의 수준 이하의 의료기기 유통, 위조, 제조업 미허가
→ 범죄자 기소
▶ 적은 양의 수준 이하의 의료기기 판매 또는 위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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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Stakeholders Forum(5)
국가

주요내용

EU

-의료기기 Directive를 Regulation으로 개정 제안. EU 의회 (Parliament)
에서는 지난해 표결되었으며 이사회(council)에서는 논의가 진행 중
※ Directive 90/385/EEC on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 on medical devices
↓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edical devices
※ Directive 98/79/EC 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Proposal for Regulation 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작년 11월 European Commission 구조에 변화가 있었음. 의료기기
unit은 현재 the Commissioner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 SMEs’ 에 속함
-CMR(Carcinogenic, Mul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물질과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대한 논의 중
(발암성, 돌연변이유발성,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일회용사용 의료기기의 재처리에 대한 논의 중
- 고위험 IVD 제품에 대한 in-house 면제에 대한 논의 중
- 새로운 기기에 대한 식별 및 추적 관련 요구사항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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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Stakeholders Forum(6)
국가
일본

주요내용
- ‘14년 11월 25일 의약품, 의료기기 법(PMD Act) 시행
- PMD Act는 GHTF 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GHTF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은 JMDN(Japanese Medical Device Nomenclature) 에 따라
일부 변화된 형태이며, Class III 중 일부를 인증기관에서 인증
-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의료기기로써 단독 규제
- 보다 효율적인 QMS inspection 소개
- (QMS 감사는 판매 권한을 가진 제조원을 심사, 개별제품에
대한 심사가 아닌 제품군 심사, ISO 13485에 따른 QMS 조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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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Stakeholders Forum(7)
국가
미국

주요내용
-2014~15 CDRH Strategic Priorities 발표
- 혁신 기기(breakthrough device)의 개발 촉진을 위한 고위험
의료기기 허가 개선에 관한 가이던스가 곧 발간 됨
- 최근 발간된 MDDS, 웰니스, 의료기기 부속품 분류, UDI에
관한 가이던스 설명
- LDTs 관리를 위한 가이던스 초안 발간, 코멘트를 받고 있음
※ LDTs : Laboratory Developed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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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에서 진행중인 Work Item(1)
MDSAP(Medical Devices Single Audit Program)
§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적인 요구사항을
개발하여 IMDRF 회원국 간 하나의 품질 심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14년 1월에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참여)
※ 대표는 Kimberly A. Trautman(US FDA)
※ 일본은 Official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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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에서 진행중인 Work Item(2)
NCAR(National Competent Authority Report)
§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판 후 부작용 정보 등을 회원국 간
신속하게 교환 하여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대표는 Dr. Isabelle Demade(Europe)
※ Pilot plan(‘15.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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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에서 진행중인 Work Item(3)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 별도의 하드웨어가 없이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써
의료기기 역할을 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 등급, QMS 등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예 : mobile app, web-based software 등)
※ 대표는 Bakul Patel(US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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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에서 진행중인 Work Item(4)
RPS(Regulated Product Submission)
§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규제 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공통적인

Template(전자양식 포함)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ToC, Folder Structure

※ 대표는 Nancy Shaded(Health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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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에서 진행중인 Work Item(5)
Medical Device Patient Registries
§ 의료기기의 효과성 및 신뢰성 등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의
데이터를 DB화 하여 관련 이슈를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14년 신규 워크 아이템으로 채택 됨
※ 대표는 Kimberly A. Trautman(US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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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에서 진행중인 Work Item(6)
2개의 새로운 워크 아이템(’15년 Torkyo Meeting)
§ 부작용(Adverse Event) 에 대한 공통 용어 및 코드개발
- 일본(PMDA) 제안

§ IMDRF가 인정하는 국제 규격 리스트 개발
- GMTA 제안
※ GMTA(Global Medical Technology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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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운영위원회 참석 (1)
Ø 목 적 : AHWP 의장국으로서 업무계획 등 발표, IMDR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논의 및 IMDRF의 실무그룹의 진행사항 파악
Ø 일 정 : ‘15.03.24
Ø 참석자 : 식약처 5명, IMDRF 운영위원 33명

□ AHWP 의장국 발표
l AHWP 회원국 현황 및 향후 3년간의 전략적 목표와 업무 추진계획
l AHWP 조직의 재정비
l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추가 확보 및 국제기구(IMDRF, WHO 등)와 협력관계

30

IMDRF 운영위원회 참석 (2)
□ IMDRF 의장국(일본, PMDA)과 간담회
l (AHWP) AHWP가 향후 IMDRF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명
(IMDRF) IMDRF도 AHWP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l (한국) IMDRF 실무그룹 (의료용 소프트웨어 )에 한국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질문
(일본) 산업체는 국제 협회(DITTA, GMTA)로서 참여 할 수 있으며,
Public Consultation 기간에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

IMDRF 운영위원회 참석 (3)

실무그룹명

활동 보고 내용
- 의료기기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재수정

WHO
APEC
PAHO

- IVDD 제품에 대한 RPS, MDSAP 협력
- 에볼라 관련 사항들에 대한 협력
- APEC 규제조화 사업 및 APEC-AHC 현황
- APEC 전문교육기관(CoE) 설립 예정
- PAHO와 IMDRF와의 상호 협력
·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 NCAR Exchange Program
- 의료기기 규제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IMDRF 운영위원회 참석 (4)

실무그룹명

활동 보고 내용

품질시스템 단일심사
프로그램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N8 : Guidance on Regulatory Authority Assessment
Methods of Auditing Organization's Processes,
-N24 : Medical Device Regulatory Audit Reports
-Public Consultation 승인

규제당국간
부작용보고체계 구축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Report)

-N14 : Post Market Surveillance :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Report Exchange Criteria and Report Form 승인 Implementation Material 작성하고 상세한 pilot plan 만들
것 요청 (pilot 예정기간: 2015년 10월∼2016년 1월)

의료용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개발
(Software as Medical
Device)

-N23 : Software as Medical Device : Applica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Public Consultation 승인

IMDRF 운영위원회 참석 (5)

실무그룹명
의료기기 허가
표준양식 개발
(Regulated Product
Submission)
의료기기 관련 정보공유
(Medical Device
Patient Registries)
ISO 14155의 적용
(Use of ISO 14155)

활동 보고 내용
-N26 : Table of Contents(ToC) Pilot Plan을 웹사이트
Information Document에 게재할 것 승인
-N27 : Assembly and Technical Guide for IMDRF Table
of Contents Submissions(ToC-based submissions)
-N28 : Standard ToC Folder Structure
-Public Consultation 승인
현재까지 WG 체계를 잡고(Sub 그룹 3개와 mirror 그룹)
향후 개괄적 계획을 세움
이번 회의에서 추진계획 승인을 요청
-N25 : Clinical Investigation of Medical Devices for
Human Subjects - Good Clinical Practice 를 웹사이트
Information Document에 게재할 것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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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운영위원회 참석 (6)
Work Item

내

의료기기 부작용

- ‘부작용 관련 용어 및 코드개발’ 신규 실무그룹 승인
-ISO/TC210 WG3와 향후 협력 추진

[Adverse Event]
국제 규격 목록
[List of International
Standards]

용

- 신 규 work item ‘List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cognized by IMDRF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Phase II’에 대하여, 5개 국제 규격 선정
-’15.9월 교토 운영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추가 방안 논의

□ 신규 실무그룹에 AHWP 참여 결정
l 「부작용 관련 용어 및 코드 개발」 실무그룹
- 신규 실무그룹에 8개 회원국 및 AHWP 참여

향후 추진 계획(1)
l AHWP 의장국 활동
- TC/9개 WG의 업무추진 사항 주기적으로 점검
- 가이드라인 제·개정 활동을 독려
- AHWP 정기총회(‘15.11월, 방콕) 준비사항 및 Workshop 추진계획 점검
- AHWP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개발한 ‘Playbook’의 국제적 활용 방안 마련

l IMDRF와의 협력
- 신규 실무그룹 ‘부작용 관련 용어 및 코드개발’에 AHWP 대표 선정 및 통보
- IMDRF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
※ ‘15.9월 교토 운영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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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2)
l 국제기구와 협력
- WHO, PAHO, APEC, ISO, DITTA 및 GMTA와 네트워크 강화
※ AHWP 차기총회(‘15.11월)에 공식 초청 및 공동 워크샵 개최

l 식약처 민·관 국제협력팀 운영
- 민·관 국제협력팀(9개 실무그룹)이 AHWP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식약처의 지속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분기별 간담회 실시)
※ WG6:품질관리시스템(4.16) 및 WG5:임상성능(5.7) 회의 개최

l 의료기기 산업계와 협력
- AHWP 의장국 활동과 IMDRF 운영위원회 참가를 통해, 각국의
규제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규제당국자와 인적 네트워크 기회를
마련하여 산업계의 수출 지원

AHWP 회의 및 주요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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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RF 회의 및 주요인사 사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