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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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1

2

3

표준번호

표준명

의료용 전기기기 ― 제1-11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홈헬스케어 환경에서
KS C IEC 60601-1-11
사용되는 의료용 전기기기와 의료용 전기시스템에 관한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1-6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KS C IEC 60601-1-6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사용적합성
의료용 전기기기 — 제1-8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의료용 전기기기 및
KS C IEC 60601-1-8
의료용 전기시스템의 경보 장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시험 및 지침

4

KS C IEC TR 61223-1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1부: 일반사항

5

KS C IEC TR 61948-2

핵의학 의료기기 ─ 일상 시험 ─ 제2부: 신틸레이션
카메라 및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영상

6

KS C IEC TR 61948-3

핵의학 의료기기 ─ 일상 시험 ─ 제3부: 양전자방출전
산화단층촬영장치

7

KS C IEC TR 61948-4 핵의학 의료기기 ─ 일상 시험 ─ 제4부: 방사선핵종 교정기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8

KS C IEC 60601-2-39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9부: 복막투석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9

KS C IEC 60601-2-4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부: 저출력심장충격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0

KS C IEC 60601-2-4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6부: 수술대의 기본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1

KS C ISO 80601-2-5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6부: 전자체온계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2

KS C IEC 60601-2-31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1부: 체외박동조율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3

KS P ISO 13926-1

펜 시스템 ─ 제1부: 의료용 펜-유리실린더

14

KS P ISO 8871-1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1부: 수성 고압 증기멸균의 용출물

15

KS P ISO 8871-4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4부: 생물학적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6

KS P ISO 8871-5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5부: 기능적 요구사항 및 시험

17

KS P ISO 9997

치과 ─ 카트리지 주사기

18

KS P 5101

치과 ─ 니켈-크로뮴 합금판

19

KS P 7114

치과 ─ 타구대

20

KS P 7116

치과 ─ 치과용 왁스 스패츌러

21

KS P 7420

치과 ─ 산화아연-유지놀 인상재

22

KS P 7429

치과 ─ 치주낭 탐침자

23

KS P 7436

치과 ─ 러버댐 클램프

24

KS P 7437

치과 ─ 인상용 트레이

25

KS P ISO 10271

치과 ─ 금속 재료의 부식 시험방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26

KS P ISO 10477

치과 ─ 폴리머계 크라운 및 베니어용 재료

27

KS P ISO 15841

치과 ─ 교정용 선재

28

KS P ISO 17254

치과 ─ 교정용 코일 스프링

29

KS P ISO 1942

치과 ─ 용어

30

KS P ISO 20127

치과 ─ 전동 칫솔의 물리적 특성

31

KS P ISO 20795-2

치과 ─ 베이스 폴리머 ─ 제2부: 교정용 베이스 폴리머

32

KS P ISO 28399

치과 ─ 치아 표면 미백제

33

KS P ISO 3630-5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5부: 근관 형성 및 세정 기구

34

KS P ISO 7787-2

치과 ─ 기공용 커터 ─ 제2부: 기공용 카바이드 커터

35

KS P ISO 17730

치과 ─ 불소 바니시

36

KS P ISO TS 17988

치과

37

KS P ISO 13017

치과 ─ 자성 어태치먼트

38

KS P ISO 80601-2-5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5부: 호흡감시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39

KS P 2001

외과용 칼

40

KS P 2003

안과용 칼

41

KS P 2014

소식자

42

KS P 2101

골막 박리자

43

KS P 2105

피부 난절용 칼

44

KS P 2611

면포압자

─ 치과용 아말감의 부식 시험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45

KS P 2612

동맥류 침

46

KS P 2613

결찰사 유도기

47

KS P 3016

장선 봉합사

48

KS P 3103

의료용 복경

49

KS P 3106

의료용 원심 분리기

50

KS P 3107

설압자

51

KS P 3208

피부 트레판

52

KS P 4204

혈구계

53

KS P 4205

혈색소계

54

KS P 8002

붕대

55

KS P 8305

들것

56

KS P ISO 11979-2

안과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2부: 광학적 특성 및 시험 방법

57

KS P ISO 11979-5

안과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5부: 생체적합성

58

KS P ISO 11979-6

안과 이식재 ― 인공 수정체 ― 제6부: 저장 수명과 이동 안전성

59

KS P ISO 11979-7

안과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7부: 무수정체 교정을
위한 인공 수정체의 임상 조사

60

KS P ISO/ TR 13570-1

휠체어 ― 제1부: 휠체어에 관한 ISO 7176 시리즈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61

KS P ISO 16840-1

휠체어 좌석 ― 제1부: 인체분절과 자세, 자세 지지면에
관한 용어 및 기준 축 규정과 지수

62

KS P ISO 16840-4

휠체어 좌석 ― 제4부: 이동 기기에서 사용하는 좌석 시스템

63

KS P ISO 7176-10

휠체어 ― 제10부: 전동 휠체어의 장애물 및 등판 능력 결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64

KS P ISO 7176-21

휠체어 ― 제21부: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그리고 베터리
충전기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65

KS P ISO 7176-26

휠체어 ― 제26부: 용어

66

KS P ISO 7176-5

휠체어 ― 제5부: 치수, 무게, 조작 공간의 결정

67

68
69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기 ― 8점 점자를 문자
KS P ISO TR 11548-1 집합으로 코드화하기 위한 식별자, 명칭 그리고 배치 ―
제1부: 점자 식별자와 이동 마크를 위한 일반적 지침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기 ― 8점 점자를 문자
KS P ISO TR 11548-2 집합으로 코드화하기 위한 식별자, 명칭 그리고 배치
― 제2부: 로마자를 기반으로 한 문자 집합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5부: 금속과 합금으로부터
KS P ISO 10993-15
나온 분해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

70

KS P ISO 10993-18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8부: 위험 관리 과정에서의
의료기기 원자재의 화학적 특성화

71

KS P ISO TS 10993-19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9부: 원자재의 물리 화학적,
형태학적 및 표면 형태적 특성화

72

KS P 3003

청진기

73

KS P 6115

의료용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기

74

KS P 6116

의료용 소형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기

75

KS P ISO 13408-2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2부: 멸균을 위한 여과

76

KS P ISO 13408-3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3부: 동결 건조

77

KS P ISO 13408-4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4부: CIP(Clean-in-place)

78

KS P ISO 13408-5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5부: SIP(Sterilization in place)

79

KS P ISO 17511

체외 진단 의료기기 ─ 교정 물질, 진도 관리 물질 및 인체
시료에 부여된 값이 측정학적 소급성 수립에 관한 요구사항

2. 개정사유
국제표준

의 개정사항과

따른 서식 용어 인용

표준 등 수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사항과 부합화
‘의료용 전기기기 ― 제1-11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홈헬스케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전기기기와 의료용 전기
시스템에 관한 요구사항’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
에서 발간된 11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펜 시스템 ─ 제1부: 의료용 펜-유리실린더’와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76(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에서 발간된 2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치과 ─ 카트리지 주사기’와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06(치과)에서
발간된 1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5부: 호흡감시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
발간된 1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안과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2부: 광학적 특성 및 시험 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
간된 4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시험 중 하나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5부: 금속과 합금으로부터 나온 분해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와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된 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ISO/TC 198(소독 및 멸균)에서 발간된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2부:
멸균을 위한 여과’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체외 진단 의료기기 ─ 교정 물질, 진도 관리 물질 및 인체 시료에
부여된 값이 측정학적 소급성 수립에 관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서 발간된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나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1부: 일반사항’과 관련한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국가표준 1종에 대하여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용어 등 개정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1부: 수성 고압
증기멸균의 용출물’과 관련한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
분야 국가표준 2종에 대하여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용어 등 개정

‘치과 ─ 니켈-크로뮴 합금판’ 등 치과 분야 국가표준 8종에 대하여 표준명,
서식, 인용표준 등 개정

‘외과용 칼’ 등 외과용 기구 분야 국가표준 17종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 등 개정

‘휠체어 ― 제1부: 휠체어에 관한 ISO 7176 시리즈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등 장애인용 보조기구 분야 국가표준 9종에 대하여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용어 등 개정

‘청진기’등 의료제품 멸균 분야 국가표준 6종에 대하여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용어 등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