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동향

2019년 2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2019년 2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분야별 발행 현황
표준의 이해 및 정보
• 2019 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 안내
• 국내 표준화 교육 일정
• 의료제품 분야 TC 국제회의 일정
• 국내·외 표준화 활동 관련 안내사항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2019년 2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2019년 2월, IEC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및 ISO (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에 대한 표준동향 모니터링
결과 IEC(2건), ISO(23건) 표준 제·개정이 진행됨

동향정보
수집 범위

IEC/TC 62

ISO/TC 76

ISO/TC 84

ISO/TC 106

ISO/TC 121

ISO/TC 150

ISO/TC 170

ISO/TC 172/SC 7

ISO/TC 173/SC 1·2

ISO/TC 194

ISO/TC 198

ISO/TC 210

ISO/TC 212

ISO/TC 249

-

*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전문위원회 기준

[표1] 의료기기 국제표준 분야별 제·개정 현황
※ SP(Standards Published:발간표준) 현황
기술위원회

표준번호

표준명

발행일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77: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IEC 80601-2-77:2019 essential performance of robotically assisted
2019-02-15
surgical equipment
PRV
의료용 전기기기 ─ 제2-77부: 로봇 보조 수술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특수 요구사항
TC 62/SC D
(의료용 전자기기)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78: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medical robots for
IEC 80601-2-78:2019 rehabilitation, assessment, compensation or
2019-02-15
alleviation
PRV
의료용 전기기기 ─ 제2-78부: 재활, 평가, 완화를 위한
의료용 로봇의 기본 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특수
요구사항

ISO 5832-9:2019
TC 150
(외과용 이식재)
ISO 5832-12:2019

Implants for surgery — Metallic materials — Part 9:
Wrought high nitrogen stainless steel
2019-02-08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9부: 가공 고질소 스테
인리스강
Implants for surgery — Metallic materials — Part
12: Wrought cobalt-chromium-molybdenum alloy

2019-02-11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12부: 가공 코발트-크
로뮴-몰리브데넘 합금
[ 2019.2.28 기준 ]
[출처] IEC (http://www.iec.ch) , ISO (http://www.iso.or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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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2019년 2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 SP(Standards Published:발간표준) 현황

기술위원회

표준번호

ISO 5832-14:2019

표준명

발행일

Implants for surgery — Metallic materials — Part 14:
Wrought titanium 15-molybdenum 5-zirconium 3aluminium alloy

2019-02-06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14부: 가공 티타늄 15%, 몰
리브데넘 5%, 지르코늄 3% 알루미늄 합금
Implants for surgery — Ultra-high-molecular-weight
polyethylene — Part 1: Powder form
ISO 5834-1:2019

2019-02-12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1부: 가루 형

[표1] 의료기기
국제표준 분야별 제·개정 현황
태

Implants for surgery — Ultra-high-molecular-weight
polyethylene — Part 2: Moulded forms
ISO 5834-2:2019

2019-02-12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 제2부: 주조 형태

TC 150
(외과용 이식재)

Implants for surgery — Ultra-high-molecular-weight
polyethylene — Part 3: Accelerated ageing methods
ISO 5834-3:2019

2019-02-12
외과용 이식재－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제3부: 가속 노화
시험법

ISO 5834-4:2019

Implants for surgery — Ultra-high-molecular-weight
polyethylene — Part 4: Oxidation index measurement
method

2019-02-12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 ─ 제4부 : 산화
지수 측정 방법

ISO 5834-5:2019

Implants for surgery — Ultra-high-molecular-weight
polyethylene — Part 5: Morphology assessment
method

2019-02-12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 ─ 제5부 : 형태
평가 방법
[ 2019.2.2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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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EC (http://www.iec.ch) , ISO (http://www.iso.org) 홈페이지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2019년 2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 SP(Standards Published:발간표준) 현황
기술위원회

표준번호

ISO 23500-1:2019

표준명

발행일

Preparation and quality management of fluids for
haemodialysis and related therapie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2019-02-15

혈액투석 및 관련 치료용 액체의 준비와 품질관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Preparation and quality management of fluids for
haemodialysis and related therapies — Part 2: Water
treatment equipment for haemodialysis applications
ISO 23500-2:2019 and related therapies

2019-02-15

혈액투석국제표준
및 관련 치료용
준비와
[표1] 의료기기
분야별액체의
제·개정
현황품질관리 — 제2부:
혈액투석 응용 및 관련 치료용 정수 장치

TC 150
(외과용 이식재)

ISO 23500-3:2019

Preparation and quality management of fluids for
haemodialysis and related therapies — Part 3: Water
for haemodialysis and related therapies

2019-02-15

혈액투석 및 관련 치료용 액체의 준비와 품질관리 — 제3부:
혈액투석 및 관련 치료용 물

ISO 23500-4:2019

Preparation and quality management of fluids for
haemodialysis and related therapies — Part 4:
Concentrates for haemodialysis and related therapies

2019-02-15

혈액투석 및 관련 치료용 액체의 준비와 품질관리 — 제4부:
혈액투석 및 관련 치료용 농축물
Preparation and quality management of fluids for
haemodialysis and related therapies — Part 5: Quality
of dialysis fluid for haemodialysis and related
ISO 23500-5:2019 therapies

2019-02-15

혈액투석 및 관련 치료용 액체의 준비와 품질관리 — 제5부:
혈액투석 및 관련 치료용 투석액의 품질

ISO/TC 172/SC 7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Ophthalmic optics — Spectacle lenses — Vocabulary
ISO 13666:2019

2019-02-15
안광학 ― 안경 렌즈 ― 용어

[ 2019.2.28 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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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2019년 2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 SP(Standards Published:발간표준) 현황
기술위원회

TC 194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TC 210
(의료기기의
품질경영 및
일반사항)

표준번호

ISO/TS
21726:2019

표준명

발행일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Application
of the 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 (TTC) for
assessing biocompatibility of medical device
constituents
2019-02-0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의료기기 구성요소의 생체적합
성 평가를 위한 독성학적 우려 한계점(TTC) 적용

ISO 803693:2016/Amd
1:2019

Small-bore connectors for liquids and gases in
healthcare applications — Part 3: Connectors for
enteral applications — Amendment 1

2019-02-12

[표1] 의료기기
국제표준
분야별
현황
의료용 액체
및 가스를
위한제·개정
소형 보어
커넥터 ― 제3부: 장관
을 위한 커넥터

ISO 20186-1:2019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venous whole blood — Part 1: Isolated cellular RNA

2019-02-19

분자내시경검사 ― 정맥전혈액 사전검사 과정 세부사항 ― 제
1부: 격리 세포 RNA

TC 212
(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ISO 20186-2:2019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venous whole blood — Part 2: Isolated genomic DNA

2019-02-19

분자내시경검사 ― 정맥전혈액 사전검사 과정 세부사항 ― 제
2부: 격리 유전자 DNA

ISO/TS
20758:2019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Abdominal
physiological parameter detectors
2019-02-18
한의학 ― 복부 생리학적 파라미터 탐지기

TC 249
(한의학)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Salvia miltiorrhiza
root and rhizome
ISO 21314:2019

2019-02-19
한의학 — 단삼 뿌리와 뿌리줄기
[ 2019.2.2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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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EC (http://www.iec.ch) , ISO (http://www.iso.or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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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 SP(Standards Published:발간표준) 현황
기술위원회

표준번호

표준명

발행일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Isatis indigotica root
ISO 21316:2019

2019-02-05
한의학 — 판람근 뿌리

TC 249
(한의학)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Lonicera japonica
flower
ISO 21317:2019

2019-02-28
한의학 — 인동초 꽃

[표1] 의료기기 국제표준 분야별 제·개정 현황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Dendrobium officinale
stem

ISO 21370:2019

2019-02-05
한의학 — 철피석곡 줄기
[ 2019.2.2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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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EC (http://www.iec.ch) , ISO (http://www.iso.org) 홈페이지

의료기기 국제표준

발행 현황

2019년 2월 의료기기 국제표준 분야별 발행 현황
2019년 2월, IEC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및 ISO (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의료기기 분야로

발행 및 개발 단계에 있는 표준 현황은 아래와 같음.
의료기기 국제표준 분야별 전체 발행 현황
국제표준기구 (TC/SC)

전문위원회
의료용 전기제품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1

발행

개발중

TC 62

의료용 전기기기

1

0

TC 62/SC A

일반사항

63

15

TC 62/SC B

진단영상장치

78

13

TC 62/SC C

방사선요법, 핵의학 및 방사선량 측정기기

38

8

TC 62/SC D

의료용 전자기기

108

31

288

67

발행

개발중

Total
의료제품

(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

TC 76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 및 주사기

75

14

3

TC 84

의료용 주사기 및 혈관내 카테터 등

32

12

4

TC 106

치과

180

60

5

TC 121

마취 및 호흡장치

100

44

6

TC 150

외과용 이식재

156

40

7

TC 170

외과용 기구

5

0

8

TC 172/SC 7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96

10

9

TC 173/SC 1·2

장애인용 보조기구

39

5

10

TC 194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32

17

11

TC 198

소독 및 멸균

54

20

12

TC 210

의료기기의 품질경영 및 일반사항

30

7

13

TC 212

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34

16

14

TC 249

한의학

41

37

874

282

Total

[ 2019.2.2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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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EC (http://www.iec.ch) , ISO (http://www.iso.org) 홈페이지

주요 표준 정보

2019 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 안내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73호
•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포상 목적
- 국내외 표준화·인증 활동 수행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 및 미래시장 창출에 크게 이바지한 노고를 치하
- 산업의 핵심요소인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표준화 활동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과
선진화를 도모
• 기본방향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절차, 방법을 적용

- 최신의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에 의거하여 심사 ·심의
* 정부포상업무지침: http://www.sanghun.go.kr/nation/information/posInfoBoardList.do

- 유공단체 포상 이후 최초 도래하는 제품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1회 면제
* 근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6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① 인증 받은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9., 2013.12.12., 2015.1.23., 2016.9.6.,
2017.1.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
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1.23., 2016.9.6., 2017.6.2.>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주최 및 주관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주관: 한국표준협회
• 접수기간: 2019.3.13.(수) ~ 2019.5.8.(수), 신청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행정안전부 ‘2018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접수기간 이후에도 포상 신청 가능(단, 접수기간 이후 신청자는
다음 년도(‘20년) 포상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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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표준 정보

2019 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 안내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73호
• 포상 선정기준
구 분 / 신청부문

기준
• 표준화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통사항

• 국제‧국가‧단체표준 등 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인증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공헌한 자
• 국제표준 제‧개정 및 의장‧간사‧컨비너 등의 수임을 통해 한국의 국
제표준화기구(ISO·IEC·ITU 등) 활동에 기여한 자

개발자

•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 개발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기
여한 자

유공자

• 사내표준 제안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

제품‧서비스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 표준을 활용하여 관련 분야
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활용자

•

표준의 활용을 통해 호환성 제고, 상호운용성 확보, 기업 애로 해소
등에 기여한 자

•

교육, 홍보 등을 통해 표준‧표준화 인식 제고에 기여한 자

•

국가표준운용체계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체계 운영에 기여한 자

국가표준화
대상

• 국제·국가표준화 활동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산업발

단체표준화
대상

• 단체표준화 활동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산업발전에

사내표준화
대상

• 사내표준화 활동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산업발전에

전에 공헌한 기업‧기관

공헌한 단체*

유공
단체

KS인증
대상

공헌한 기업

• 표준화·품질혁신 활동으로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KS인증 제품‧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에 공헌한, KS 인증서를 보유한 단일 사업장

* 단체표준의 경우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www.standard.go.kr/KSCI/ct/ptl/main.do)에 등록된 단체표준 제정
단체만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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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표준 정보

2019 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 안내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73호
• 추진절차
포상운영요령 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공지·공고 메뉴 및 한국
표준협회 홈페이지(www.ksa.or.kr) 공지사항 메뉴 등을 통해 게시

↓
1차 서류 접수
(기한: 5.8.(수))

• 상세 제출내역은 다음페이지 참고

↓
1차 서류 심사 및 결과안내
(서류접수 후 2주 이내)

• 1차 포상심사위원회* 개최
• 신청자에게 결과 안내

↓
2차 서류 접수

• 1차 서류 심사 합격자(단체)에 한함

(1차 심사 후 별도 안내)

• 상세 제출내역은 다음페이지 참고

↓
2차 서류심사 및 결과안내
(서류접수 후 2주 이내)

• 2차 포상심사위원회* 개최
• 신청자에게 결과 안내

↓
현지심사
(방문일시는 후보와 협의,
6~7월경 예정)

• 2차 서류 심사 합격자(단체)에 한함
- 개인: (필요 시) 후보자 일부만 실시
- 단체: 전체 실시
• 심사: 포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후보자 검증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7~8월 예정)

• 후보자 검증: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검증, 범죄기록 등 포상추천
제한 항목별 검증
• 공적심사위원회: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심의, 추
천 후보(안)과 훈격(안) 결정

↓
공적심의회*** 개최, 포상후보 최종
추천, 행안부·산업부 승인
(8~9월 예정)

• 공적심의회: 포상추천 대상자 최종심의, 훈격별 후보 추천 결정
• 행정안전부(총리표창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최종 승인

↓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
(10월 17일 예정)

• 유공자, 유공단체 포상

* 포상심사위원회: 한국표준협회 운영
** 공적심사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운영(위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 위원: 국표원 국장 등)
*** 공적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위원장: 산업부 차관, 위원: 산업부 감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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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표준 정보

2019 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 안내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73호
• 포상행사: ‘2019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10/17 예정)
• 포상 구성
부문

유공자

유공단체

포상의 종류와 훈격

수량
2019*

2018

훈장

0

1

포장

0

2

대통령표창

0

1

국무총리표창

0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0

25

대통령표창

0

2

국무총리표창

0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0

9

0

44

수량 합계
* 올해 포상수량은 연중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협의에 따라 확정
* 신청서 작성 시 신청부문(예.국가표준화부문) 표기(9. 선정기준 참조)

•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처

- 공개검증용 요약자료, 최종추천서 작성 등을 위해 공적조서(현황설명서)는 편집 가능한 형식(.hwp)으로 제출
- 서류 접수 후 익일까지 수신확인용 이메일 답장 발송(휴일제외)
* 익일까지 수신확인 답장이 없는 경우 전화확인 요망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전설 공업연구사’(043-870-5343)
- 한국표준협회 표준협력센터 ‘곽기선 선임연구원’(02-6009-4845)
※ 세부 서류 작성요령 및 포상기준, 별지서식 등은 하기 링크(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확인 요망
-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cid=2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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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이해 및 정보

국내 표준화 교육 일정
• 한국표준협회(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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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이해 및 정보

국내 표준화 교육 일정
• 한국표준협회(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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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이해 및 정보

국내 표준화 교육 일정
• 한국표준협회(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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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이해 및 정보

국내 표준화 교육 일정
• 한국표준협회(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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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이해 및 정보

국내 표준화 교육 일정
• 한국표준협회(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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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이해 및 정보

의료제품 분야 TC 국제회의 일정
연번

소관 전문위원회

국제표준기구

(17개)

(대응 TC/SC)

1

의료용 전기기기

/TC 62, ~/SC A

2

진단영상장치

/TC 62/SC B
IEC

장소 및 일정

-

3

방사선요법, 핵의학 및 방사선량 측정기기

/TC 62/SC C

4

의료용 전자기기

/TC 62/SC D

5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 및 주사기

/TC76

6

의료용 주사기 및 혈관 내 카테터용 투여기기

/TC84

7

치과

/TC106

8

마취 및 호흡장치

/TC121

9

외과용 이식재

/TC150

-

10

외과용 기구

/TC170

-

11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TC172/SC 7

-

12

장애인용 보조기구

TC173/SC 1·2·6

13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TC194

-

14

소독 및 멸균

/TC198

-

15

의료기기 품질경영

/TC210

-

16

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TC212

-

17

한의약

/TC249

ISO

※ 상기 일정은 각 TC별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일정 변경, 취소 등의 변동 여지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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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루벤
(19.10.14~18)
일본
(19.9.15~20)
일본 고베
(19.5.13~17)

일본 신주쿠
(19.9.8~13)

태국 방콕
(19.6.2~6)

표준의 이해 및 정보

국내·외 표준화 활동 관련 안내사항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3개 전문위원회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간사기

관으로 지정 받아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혈관내 카테터용 투여기기)
- ISO/TC 172/SC 7(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 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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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TC 172/SC 7, ISO/TC 210 관련 국제표준화 정보제공
- ISO/TC 84, ISO/TC 172/SC 7, ISO/TC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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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ing(2019.06 예정)
- ISO/TC 210 Working & Plenary meeting(2018.11.12.~16. 드래곤시티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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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정보팀
(02-860-4401~4409, guide@nids.or.kr)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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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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