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HWP)
의장단 회의 참석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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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WP 의장단 회의
- 차기 연례총회 개최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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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국제기구 및 각국의 의료기기규제 및 요구사항 발표

l

목적 : AHWP의장단 핵심대표들의 업무 추진전략 수립

l

일정 : 2017.3.2. ~ 3.3.

l

참석자 : AHWP 의장․부의장, 기술위원회의장․부의장,
10개 실무그룹(Working Group, WG) 대표, 자문위원, 사무국 등 총 40명

l 17년 발간 예정 AHWP 가이드라인 진행사항 검토 및 논의
§한국이 제안한 ‘체외 동반진단기기’ 및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017년에 발간 예정
§3D 프린팅, 사이버보안, e-labeling등 신규가이드라인 제정시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 제공 요청

l제 22회 AHWP 연례총회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논의
§2017년 12월 4일~8일까지 인도(델리)에서 총회 개최 결정

lAHWP 회원국 확대 및 회원국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가나, 카타르의 신규 가입 추진
§신규회원국의 오리엔테이션의 일종인 소그룹 포럼등의 교육기회
제공 방안 논의

l2017년 규제역량강화워크숍(Capacity Building Program)
계획 논의
§말레이시아(8월), 카자흐스탄(9월), 베트남, 태국 예정

실무그룹(WG)

업무계획 및 가이드라인 진행상황
• 표시·기재사항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e-Labeling 프로젝트
계획 발표

사전허가
(Pre-market
Medical Device)
WG1

• AHWP 회원국 대상 설문예정(현 상황 조사)
• 3D 프린팅 관련 가이드라인도 업무계획에 포함예정
• 2017년 AHWP 연례총회 시 2개의 가이드라인 발간 예정
1) Guidance for approval and assessment of 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devices(IVD-CDx)
2) Label and instructions for use for IVD medical devices

사전허가
(Pre-market, IVD)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조화 추진(WHO IVD PQ
WG2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AHWP 의견 제출 등)
• 향후 2건의 Face to Face(FTF) 회의(7월 17일, 대만과 12월
첫째 주 AHWP 연례총회)와 다수의 원격회의 예정

• 의료용소프트웨어(Software as Medical Device)의 사전허가
시
제출자료 요구사항 관련 백서 : 초안 작성 후 검토 중
• SaMD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백서 : 새로운 안건으로 2017년
4/4분기에 초안 예정
사전허가
(Pre-market,
Software)
WG3

• SaMD의 변경허가 관련 백서(요구사항 및 절차) :
‘18년 2/4분기에 초안 예정
• 3D 프린팅 관련 가이드라인도 업무계획에 포함예정 검토
• 사이버보안관련 유사 실무그룹이 IMDRF에도 있어, 상호 협력
또는 상호 조화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
• WG1 3D 프린팅 관련 협력 예정

• AHWP 부작용보고시스템(SADS)에 오만이 참여하여 총 19개
회원국이 활동 중임
• SADS 온라인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될 예정

사후관리
(Post-market)
WG4

• AHWP 회원국 대상 부작용보고(Adverse Events)와 안전사항
조치보고(Field Safety Corrective Actions)사후관리 시스템에
관한 설문조사 예정(전화, 온라인 시스템 이용)
• 국제 및 국가별 부작용 보고 현황 관련 SWOT 분석(국가별
사후관리 관련 인원현황, 예산 등 조사 필요)
• hyper-link 등 정기적인 사후관리 리소스 센터 관리 및 점검
• AHWP SADS 시스템 활용 및 활성화를 통하여 향후 IMDRF
NCAR 시스템과의 조화 방안 마련 필요

• WG5 체계에 대한 정기 SWOT 분석 실시 (‘17, 11월)
• 국제 임상규제 개정사항에 대한 정기 분석 실시
(‘17, 5월과 11월)
• 국제기술위원회(TC), 국제포럼 등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IMDRF, ISO(14155, 20916)]
임상성능/안전
(Clinical
performance/
Safety)
WG5

• 2017년 AHWP 총회 시 3개의 가이드라인 발간예정
1) Clinical Investigations
2) Post-Market clinical follow-up studies
3) General Principles of clinical investigation audit &
Inspection
• 체외진단기기를 위한 임상성능연구인 ISO 20916 표준
작업 시 참여 필요
• 2017년 AHWP 연례총회시 WG5 및 AHWP 회원국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IMDRF N8(Guidance for Regulatory Authority Assessors
on the Method of Assessment for MDSAP Auditing
Organizations) 최종 문건에 대한 검토 중(‘17, 2/4분기)
• WG7 진행 문서와의 일치작업(진행중)
품질관리시스템
감시/평가
(QMS, Audit/
Assessment)
WG6

• IMDRF N5(Regulatory Authority Assessment Method for the
Recognition and Monitoring of Medical Device Auditing
Organizations), N6(Regulatory Authority Assessor
Competence and Training Requirements) 문서 검토 중
(‘17. 1/4분기)
• 4개의 신규 가이드라인 개발 검토 중
1) 규제당국자가 관련 있거나 사용 가능한 IMDRF 문서들을
볼 수 있는 개요적인 문서 개발
2) 검사 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리포트에 들어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가이드라인
3) 검사 기관이 중요 공급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4) 단일심사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배급업자와 대리인의
검사기간 추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모든 가이라인 문서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과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16개 회원국에서 응답하였으며,
‘17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교육 예정)
• ISO 13485 규격 개정시 AHWP의 의견 개진(2016 3월에
ISO 13485 핸드북 발간)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적용
(QMS,
Operation/
Implementation)
WG7

• 회원국의 의견 개진 시스템 개발(회원국 중 QMS관련 규제
당국자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
• 2018년 이후 업무(2018-2020)
1) ISO 14971, TR ISO 24971 개정 관련
2) AHWP 회원국간 가이드라인 문서 적용 관련
3) 다른 기술위원회 WG의 QMS 관련 문서 검토
4) WG6 가이드라인 개발 협력

• AHWP 회원국별 인정된 표준의 리스트 작성(‘17, 9월)
기준
(Standard)
WG8
식별코드/용어정
의
(UDI &
Nomenclature)
STG

• ISO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다른 실무그룹과의
협력 관계 구축(ISO TC210, TC62 SC62A JWG4, RC210 JWG1 등)
• 회원국별 UDI 개발 및 규제 현황 파악(한국, 인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규제관련 UDI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 미국의 UDI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교환
• 실무그룹의 이름 변경에 대한 논의 필요
(Nomenclature and UDI WG)

l
l
l

목적 : 회원국 및 홍콩 산업계 등 의료기기 규제조화
일정 : 2017.3.3. (13:00~18:00)
참석자 : AHWP 의장․부의장, 기술위원회의장․부의장, 10개 실무그룹
(Working Group, WG) 대표, 자문위원, 사무국 등 총 40명 및 홍콩
산업계 100여명

l

주요의제 : 한국을 포함한 국제기구, 유럽, 아세안 등 의료기기 규제현황 및
요구사항 등 소개
Ø한국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제도(정승환 연구관), ISO, WHO, 아세안,
사우디아라비아, 중국,EU 등의 최신 규제현황 발표
Ø국제규격과 조화된 한국의 임상시험제도와 우수사례를 홍보
Ø참석자 : AHWP 회원국 대표, 홍콩 주재 다국적 의료기기업체 및
홍콩 제조업체 대표 등 100명

l

목적 : 홍콩 위생처 의료기기국 방문을 통하여 양국간의 규제제도 공유 및
인적네크워크 구축

l

일정 : 2017.3.1. (14:30~17:00)

l

참석자 : 의료기기심사부장 등 식약처 직원 5명, 홍콩 의료기기국장 등 5명

l

주요의제
Ø양국의 의료기기 산업현황, 조직 및 허가제도 발표 등 정보 공유
Ø홍콩은 5%가 국내제조이며, 95%가 수출(재수출)을 위한 산업구조임
(제조업자수 : 55)
Ø의료기기는 GHTF(Global Harmoniation Task Force, 현재 IMDRF) 기반으로
4개의 등급으로 관리중임
Ø현재는 의료기기관련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
Ø홍콩의 사전허가, 사후관리, 의료기기의 사용 등 의료기기법 마련 시 한국의
선진화된 사전허가·사후관리 제도를 적극 참고하고자 함
Ø상호 담당자 지정으로 지속적인 정보 공유 예정
(홍콩 : Mr. Yau-sing CHAN, 한국 : 첨단의료기기과 박세일 주무관)

l

목적 : AHWP의 원활한 운영 및 연례총회 준비사항 등 제반사항 논의

l

일정 : 2017.3.1. (17:00~19:00)

l

참석자 : AHWP 의장․부의장, 기술위원회의장․부의장, 자문위원, 사무국 15명

l

주요의제
(1) AHWP 연례총회 결과 공유
- AHWP House Rule 등 15개 문서 및 가이드라인 발간
-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바레인, 오만, 짐바브웨의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
- APACMed, WHO 등 신규 협력관계 체결
(2) 회원국 확대 노력
- 가나, 카타르 등 신규 회원국 추가를 위한 절차 진행 중
- 신규 회원국 확대 뿐 아니라 기존 회원국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 AHWP 홈페이지 개편 관련
- 홈페이지 개편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필요
- 개편 완료 후 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개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신속한 개편 마무리 요청
(4) 22회 AHWP 연례총회 개최 논의
- 인도 당국자와의 협의를 통한 연례총회 최종 일정, 개최지 결정 필요

l 향후 추진 계획
ü AHWP 의장국 활동
- TC 및 WG의 업무추진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이 계획된
일정에 추진될수 있도록 제·개정 활동 독려
- AHWP 정기총회(‘17.12월, 인도) 준비사항 및 Workshop 프로그램 추진계획 점검
- 규제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17년에 4건 진행 예정)
ü 국제기구와 협력
- WHO, APEC, ISO, APACMed, DITTA 및 GMTA와의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 강화
l 시사점
(1) 의장 수임 2년간 6개의 회원국 가입 추진, 30여개의 가이드라인 발간 등의
성과로 한국의 리더쉽을 보여줌
(2) 한국제안 가이드라인 발간 가능성 확인 및 추가 국제공통 가이드라인
발간 노력 필요
(3) AHWP 의장국 이후(~18) 지속적인 AHWP 참여 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