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같은 디자인의 면지가 들어갑니다.

본 자료집은 유럽의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관한 규정･지침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내용은 융복합 의료제품에 특화된 자료를
중점으로 조사하여 기술하였으며,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특별한 규정 등이 없어
주작용에 따라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집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
(‘∼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1년 7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집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43-719-5362 FAX: 043-7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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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개 요

최근 국내외 의료제품 업계는 제품에 신기술을 접목하거나 기존 제품들을 결합하는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의약품에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의료기기에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할 수 있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유럽은 융복합 의료제품 자체의 독립적인 분류 및 규제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품을 주작용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해당 법령하에 관리하고 있다. 융복합 의료제품의 약리학적, 대사적 또는
면역학적 수단이 주작용을 한다면 이는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물리적, 간단한
화학반응(Simple Chemical), 기계적 또는 디지털 방법이 주작용을 한다면 의료기기로
분류한다. 융복합 의료제품 가운데 주작용 판단이 어려운 제품은 경계 제품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경계 제품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2017년 5월 26일 제정된 「Regulation (EU) 2017/745, MDR」(의료기기 규정)과
「Regulation (EU) 2017/746, IVDR」(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은 융복합 의료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의료기기에 의약품이 결합된 제품에 대한 추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의료기기 규정이 융복합 의료제품을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유럽 의약품 지침 및 규정은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이에 규제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집은 새롭게 제정된 의료기기 규정에 중점을 두고,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승인･심사 경로 등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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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정 및 지침

현재 유럽연합 법령에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관련 당국의 지침에 의해 융복합 의료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다음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범위와 정의를 지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지침
및 규정이다.

1) 의약품
유럽 내 의약품은 국가 규제기관(CA, Competent Authority) 및 유럽의약품청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관리하며, 의약품의 범위와 정의를
지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지침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침 2001/83/EC(개정, 규정 2004/27/EC): 인체용 의약품(MPD, Medicinal Product Directive)
규정 726/2004: 인체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MPR, Medicinal Product Regulation)

2) 의료기기
유럽 내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심사기관(NB, Notified Body)이 담당하며,
의료기기의 범위와 정의를 지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지침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침 90/385/EEC: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AIMDD,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
지침 93/42/EEC: 의료기기(MDD, Medical Device Directive)
지침 98/79/EC: 체외진단의료기기(IVDM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규정 2017/745: 의료기기(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규정 2017/7461): 체외진단의료기기(IVDR,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Regulation)

1) 규정 2017/746은 2022년 5월 26일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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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융복합 의료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정의를 변경･확장해 왔으며, 2017년 새로운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1

유럽연합의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문서 목록

구분

명칭
 EU Medicinal Product Regulation(MPR); Regulation 726/2004

규정

 EU Medical Device Regulation(MDR); Regulation 2017/745
 EU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Regulation(IVDR); Regulation
2017/746
 EU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AIMDD); 90/385/EEC

지침

 EU Medical Device Directive(MDD); 93/42/EEC
 EU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IVDMD); 98/79/EC
 EU Medicinal Product Directive(MPD); 2001/83/EC
 (MEDDEV 2.1/3 rev 3) EU Borderline products, drug-delivery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incorporating, as an integral part, an ancillary
medicinal substance or an ancillary human body derivative(2009)
 (MEDDEV 2.12-1 rev8) EU Guidelines on a Medical Devices Vigilance
System(2013)

가이드라인

 (MEDDEV 2.7/1 rev4) EU Guidelines on Medical Devices: Clinical
Evaluation(2016)
 European Commission(EC) Manual on borderline and classification in the
Community regulatory framework for medical devices(Version 1.21,
2019)
 EMA Guideline on
combinations(2019)

the

quality

requirements

for

drug-device

 규정(Regulation): 강제력 있는 법률적 행위로 유럽연합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함
 지침(Directive): 모든 유럽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법률적 행위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식(규정 개발 등)은 개별 회원국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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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어 설명

1) 의약품
유럽연합 지침 2001/83/EC(개정, 규정 2004/27/EC)는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람의 질병을 처치하거나 예방하는 특성을 가진 물질
약리학적(Pharmacological), 면역학적(Immunological), 대사적(Metabolic)
작용으로 생리학적 기능의 회복, 교정(Correcting) 또는 변형(Modifying)
시키거나 의학적 진단을 위해 사람에게 사용하는 물질

2) 의료기기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정(MDR)은 의료기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람에게 단독/조합하여 사용하도록 제조된 기구,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이식물(Implant),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제품
⁃ 질병의 진단･예방･모니터링･예측･예후･처치 또는 경감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모니터링･처치･경감 또는 보정
⁃ 해부학적･생리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의 조사, 대체 또는 변형
⁃ 인체에서 유래된 검체의 체외 검사를 통한 정보제공
사람의 피부 또는 체내(In or On)에서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대사적 작용에
의해 사용목적을 달성하지 않지만 그러한 작용이 의료기기 기능을 보조할 수
있음
※ 임신조절 기구 및 기기의 세척, 소독 또는 멸균을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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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복합 의료제품
현재 유럽연합 법령에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홈페이지2)
게시자료 및 공식 발표자료 등에서 융복합 의료제품(Combination Product) 용어를
사용하며, 융복합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단일체(Integral):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결합한 일체형 제품
합포장(Co-Packaged)/비단일체(Non-Integral):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개별 제품
으로 함께 포장된 제품
새롭게 제정된 의료기기 규정(MDR)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결합하여 시장에
하나의 제품으로 출시되는 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의약품을 필수적 부분(Integral Part)으로 포함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투여를 위한 의료기기(투약기기)
의약품을 필수적 부분으로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이 해당 제품에서
보조적 작용을 한다면 제품은 Ⅲ 등급 의료기기로 규제된다. 융복합 의료제품의
주작용이 의료기기로 규제되므로 제품에 CE 마크를 표시하며, 심사기관(NB)은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유럽의약품청 또는 국가 규제기관으로부터
보조작용을 하는 의약품 부분에 관한 과학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이 해당
제품에서 주작용을 한다면 제품은 의약품으로 규제되어 지침 2001/83/EC(MPD) 또는
규정 726/2004(MPR)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I에
명시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GSPR,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이 요구된다.

2) https://www.ema.europa.eu/en/human-regulatory/overview/medical-devices#medicinal-productsthat-include-a-medical-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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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투여를 위한 의료기기(투약기기)가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1. 단일체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주어진 조합으로만 사용되고, 2.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제품은
의약품으로 규제되어 의약품 지침(MPD) 또는 의약품 규정(MPR)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의료기기 부분에 대한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I에 명시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이 요구된다. 위에 나열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은 다른 모든
투약기기(의료기기)는

의료기기로

규제되며,

의료기기가

의약품과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았다면 의료기기에 CE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4) CE 마크(Conformité Européenne Marking)
CE 마크란 1985년 이후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특정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적합성 마크로, 인증주체에 따라 적합성 선언과 적합성 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으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직접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스스로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CE 마크를 부착한다.
유럽연합 내 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적합성 인증(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심사기관(NB)이 적합성 선언과 기술구조문서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규격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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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 및 관련 부서

현재 유럽엽합은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특정 규제기관이 없고,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주작용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나누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규제한다.

1) 규제기관(CA, Competent Authority)
규제기관은 규정상 발생하는 의무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유럽 내 국가별 규제기관으로는 영국 MHRA(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독일 BfArM(Bundesinstitut fu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프랑스 ANSM(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du
Médicament et des Produits de Santé) 등이 있다.

2)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유럽의약품청은 사람과 동물이 사용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하여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연합의 조직이다.

3) 심사기관(NB, Notified Body)
심사기관(NB)이란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공인기관을 말한다. 심사기관(NB)은 적합성 선언을
하는 제조업체의 (품질)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조업체가 주장한 절차 및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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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기조정그룹(MDCG, Medical Device Coordination Group)
의료기기조정그룹은 의료기기 규정(MDR)과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의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가이드라인 문서를 제공한다. 제공하고 있는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융복합 의료제품 관계자들에게 규정의 실질적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꾸준히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다.
심사기관의 역할 및 책임
다음은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시 보조적 구성부품과 관련한 심사기관의
역할 및 책임이다.

1. 규제기관 및 유럽의약품청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한 규제기관과 유럽의약품청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보조적 작용을 하는 의약품을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심사기관(NB)은
규제기관 또는 유럽의약품청에게 의약품에 관한 과학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
또한 통합절차(CP, Centralized Procedure)3)의 범위에 속하거나, 사람
혈액제제나 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유럽의약품청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내에 전신 흡수되는 물질이나 물질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심사기관(NB)은 규제기관 또는
유럽의약품청에게 과학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
동반진단의 경우, 심사기관(NB)은 규제기관 또는 유럽의약품청에게 과학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
유럽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의약품과 관련된 경계 제품의
규제적 지위를 심사할 때, 유럽의약품청과 협의할 수 있다.

3) 통합절차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유효한 의약품 시판허가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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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기관(NB)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한 심사기관(NB)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융복합 의료제품의 주작용이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 체계에 따라 규제된다.
이 경우, 의료기기 구성부품에 의료기기 규정(MDR)의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이 적용되므로, 심사기관(NB)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의료기기
구성부품에 대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심사기관(NB) 의견서를 발행한다.
의약품이 주작용을 하는 융복합 의료제품에서 의료기기 구성부품의 설계
또는

의도하는

목적에

실질적

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의료기기가

도입된다면 심사기관(NB) 의견서를 유럽의약품청과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융복합 의료제품 신청인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기관(NB)
의견서의 발행을 권고한다. 심사기관(NB) 의견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복 평가의 방지와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 중 고려할 요소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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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용이 의약품인 융복합 의료제품

제출서류

유럽의약품청은 2019년 5월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Guideline
on the Quality Requirements for Drug-Device Combinations(draft)」을
발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가 의약품의 투여, 투약, 또는 사용에 필요한
경우 판매 허가 신청(MAA, Marketing Authorisation Application)의 일부로
제출되는 의료기기에 관한 품질 요구사항의 주요 측면들을 다루며, 시판된 모든 유형의
의료기기 혹은 새로운 기술을 다루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의약품
규제기관이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결합된 융복합 의료제품(DDC, Drug-Device
Combination)을 평가하기 위해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부분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심사기관(NB)이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규제기관이 의료기기를 평가하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신청인은 국제공통
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에 의료기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며, 내용 중복의 방지를 위해 각 항목 사이에 상호 참조 표기를
사용한다. 다음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융복합 의료제품을 2가지 형태(단일체,
비단일체)로 분류하여, 판매 허가 신청에 포함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를 기술할 때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1과 모듈 3에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특정 항목과 내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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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Integral DDC)
1.1)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1
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1의
기술항목은 [표 2]와 같다. 다음은 모듈 1 항목 가운데 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
자체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특정
항목(1.3.1)과 내용이다.
표2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1
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
모듈 1. 행정정보 및 처방 정보
항목

하위항목

1.0. 서신
1.1. 목차
1.2. 신청서
1.3.1. 제품특성요약문, 표시기재 및 첨부문서
1.3.2. 시제품
1.3.3. 견본
1.3. 제품 정보
1.3.4. 표적 환자군과의 상담
1.3.5. 회원국에서 기승인된 제품정보
1.3.6. 점자
1.4.1. 품질
1.4. 전문가에 대한 정보

1.4.2. 비임상
1.4.3.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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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
모듈 1. 행정정보 및 처방 정보
항목

하위항목
1.5.1. 서지신청(Bibliographical Applications) 정보
1.5.2. 제네릭, 하이브리드, 혹은 바이오시밀러 신청서 정보

1.5. 신청 유형별 구체적
요구사항

1.5.3. (확장된) 자료독점권/시판독점권
1.5.4. 예외 사항
1.5.5. 조건부 허가
1.6.1. 비 GMO

1.6. 환경위해 평가
1.6.2. GMO
1.7. 희귀의약품 시판독점권
관련 정보

1.7.1. 유사성(Similarity)
1.7.2. 시판독점권
1.8.1. 약물 감시 체계

1.8. 약물감시 관련 정보
1.8.2. 위해 관리 체계
1.9. 임상시험 관련 정보
보완사항에 대한 답변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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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3. 제품 정보
(1) 1.3.1. 제품특성요약문, 표시기재 및 첨부문서
제품특성요약문(SmPC, Summaries of Product Characteristics)
⁃ 섹션 1: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 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의 표준 제형 용어에 따른 의약품 명칭을
의료기기 명칭과 함께 기술한다.
⁃ 섹션4.2: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사용방법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한다(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세척방법 포함). 의료기기 상품명을
표기할 수 있다.
⁃ 섹션6.3: 관련이 있다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사용기간 정보를
포함한다.
⁃ 섹션6.4: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보관조건을 기술한다.
⁃ 섹션6.5: 의료기기의 품목과 부품 재료를 기술한다.
⁃ 섹션6.6: 사용 전 준비사항이나 취급(의료기기 폐기 포함)과 관련한 제품 특성
정보를 기술한다.
포장 설명서
⁃ 제품특성요약문에 부합한 정보를 기술한다.
⁃ 환자나 의료전문가(HCP, Healthcare Professionals)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사용방법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며, 투약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작성한다.
⁃ 해당되는 경우, 의료기기 사용설명서와 일치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사용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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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설명서와 라벨
⁃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제품특성요약문에 부합한 정보(예, 사용방법)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홍보적 요소를 배제한 기호나 그림을 외부 포장과
포장 설명서에 포함할 수 있다.
CE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자체에 CE 마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CE 마크를 표시할 경우 제품 전체에 대한
CE 마크를 받은 것으로 오인되므로 단순히 의료기기가 CE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융복합 의료제품 자체에 CE 마크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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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3
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3의
기술항목은 [표 3]과 같다. 다음은 모듈 3 항목 가운데 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 자체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특정 항목(3.2.P,
3.2.R)과 내용이다.
표3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3
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
모듈 3. 품질평가자료
항목

하위항목

3.1. 자료목차
3.2. 본문
3.2.S.1. 일반정보
3.2.S.1.1. 명칭
3.2.S.1.2. 구조
3.2.S.1.3. 일반적 특성

3.2.S. 원료의약품

3.2.S.2. 제조
3.2.S.2.1. 제조원
3.2.S.2.2. 제조공정 및 공정관리
3.2.S.2.3. 원료 관리
3.2.S.2.4. 주요공정 및 중간체 관리
3.2.S.2.5. 공정 밸리데이션 및 평가
3.2.S.2.6. 제조공정 개발
3.2.S.3. 특성
3.2.S.3.1. 구조 및 기타 특성
3.2.S.3.2. 순도
3.2.S.4. 원료의약품의 관리
3.2.S.4.1. 기준
3.2.S.4.2. 시험방법
3.2.S.4.3.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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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
모듈 3. 품질평가자료
항목

하위항목
3.2.S.4.4. 배치 분석
3.2.S.4.5. 기준 설정근거
3.2.S.5.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
3.2.S.6. 용기 및 포장
3.2.S.7. 안정성
3.2.P.1. 완제의약품의 개요와 조성
3.2.P.2. 개발경위
3.2.P.2.1. 완제의약품의 조성(원료의약품, 첨가제)
3.2.P.2.2. 완제의약품(제제개발, 과다투입량,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3.2.P.2.3. 제조공정개발
3.2.P.2.4. 용기･마개 시스템
3.2.P.2.5. 미생물학적 특성
3.2.P.2.6. 적합성
3.2.P.3. 제조

3.2.P. 완제의약품

3.2.P.3.1. 제조원
3.2.P.3.2. 배치 조성
3.2.P.3.3. 제조공정 및 공정관리
3.2.P.3.4. 주요공정 및 반제품 관리
3.2.P.3.5. 공정 밸리데이션 및 평가
3.2.P.4. 첨가제의 관리
3.2.P.4.1. 기준
3.2.P.4.2. 시험방법
3.2.P.4.3.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3.2.P.4.4. 기준 설정근거
3.2.P.4.5. 사람 또는 동물 유래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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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
모듈 3. 품질평가자료
항목

하위항목
3.2.P.4.6. 새로운 첨가제
3.2.P.5. 완제의약품의 관리
3.2.P.5.1. 기준
3.2.P.5.2.
3.2.P.5.3.
3.2.P.5.4.
3.2.P.5.5.
3.2.P.5.6.

시험방법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배치 분석
불순물 특성
기준 설정근거

3.2.P.6. 표준품 및 표준물질
3.2.P.7. 용기･마개 시스템
3.2.P.8. 안정성
3.2.A.1. 시설과 장비
3.2.A. 부록

3.2.A.2. 외인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3.2.A.3. 첨가제

3.2.R. 지역별 정보
3.3.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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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2.P. 완제의약품
(1) 3.2.P.1. 완제의약품의 개요와 조성
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정보를 간결히 기술한다.
해당되는 경우,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관한 설명과 기능을 기술한다.

(2) 3.2.P.2. 개발경위
의약품에 통합된 의료기기의 개발 관련 정보(의료기기 선정 근거 포함)를
요약한다.
의료기기가 의도된 사용(예, 의도된 성능, 의약품 보호 등)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 정보를 관련된 모든 데이터(예, 새로운 의료기기의
타당성, 제형 등)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기술한다.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자체와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재질이 빛, 습기, 미생물 오염, 증기상 침투 등으로부터 의약품 제제 보호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해당되는 경우,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타당하게
기술한다.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ICH Q9 및/또는
DIN EN ISO 14971에 기술된 위험성 평가 원칙에 따라 요약하여 제시한다.

(3) 3.2.P.2.1. 완제의약품의 조성(원료의약품, 첨가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기술한다.
적절한 경우, 다른 섹션을 상호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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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P.2.2. 완제의약품(제제개발, 과다투입량,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신청인은 의료기기의 의도된 사용과 적합성을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치료 적응증(Therapeutic Indication),
표적 환자군 측면에서 고려한다.
해당되는 경우(예, 개발 과정에서 의료기기 디자인이 변경됨), 모듈 4나 모듈 5의
관련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며, 가교 데이터를 요약하여 제출한다.
주요

임상시험에

사용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프로토타입

(Prototype)의 전반적 성능이 판매 예정 제품과 동등함을 증명하는 근거
데이터를 제출한다.
주요 임상시험 시 의료기기 변경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기술한다.
의료기기 변경이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타당성을 제시한다.

(5) 3.2.P.2.3. 제조공정개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제조공정개발 경위를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결하게 기술한다.
관련이 있다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멸균 공정 개발
경위, 타당성, 적합성을 기술한다.
주요 또는 가교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공정과
판매용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공정을 비교한다.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제조공정 관리 전략의 개발 정보를 기술한다.

(6) 3.2.P.2.4. 용기･마개 시스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용기･마개 시스템(CCS, Container Closure System)
정보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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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개요 및 근거
용기와 의료기기의 구성요소 및 재질에 관한 근거를 포함한 용기･마개 시스템
정보를 간략히 기술하며, 다음 예시를 포함한다.
⁃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비단일체 의료기기
⁃ 투여 용량 전달 시의 확인 신호(예, 딸깍하는 소리), 날카로운 부위로 인한
부상의 예방 요소, 과다 투여 방지를 위한 안전/잠금 기능, 안전한 처리(폐기)에
관한 정보 등
⁃ 이식성/경피성 제품인 경우, 저장 부분과 매트릭스에 관한 정보(약물 방출
메커니즘 포함)
⁃ 중요 기능 요소의 요약 정보: 예, 전원 공급, 용량 설정 메커니즘, 제어 및 알람,
사용 방법 등
⁃ 관련 기술(예,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간단한 설명과 근거
⁃ 의료기기에 눈금 표시가 있다면, 유럽의약품청 웹사이트의 “의약품 품질,
질의/응답” 부분을 참조한다.
② 기능적 성능
의료기기가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능력을, 제품특성
요약문 4.2항에 기술된 용법/용량에 따라 증명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시험조건은 관련 보관조건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사용
상황을 최대한 시뮬레이션하여 정한다.
⁃ 투여 용량 전달의 일관성은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전반에 걸쳐 증명한다.
⁃ 사용 관련 문제점(흔들기, 사전분사(Priming), 낙하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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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환성
적절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호환성을 조사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물리적/화학적 호환성을 증명하며, 의약품과 접촉하는
모든 부분을 고려한다.
⁃ 상호작용 시험(예, 흡착, 원료의약품 침전, 안정성 등)을 수행한다.
⁃ 해당되는 경우, 추출물/유출물 시험을 수행한다.
⁃ 특정 의약품에 의료기기가 적합함(예, 의약품의 유동학적 특성)을 타당하게
기술한다.
의료기기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 내용, 관련 배치와 임상시험을 기술하고,
제품 품질에 미칠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설명하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술한다.

(7) 3.2.P.2.5. 미생물학적 특성
무균 제품은 사용/유효기간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완전성
(Integrity)을 미생물 오염 방지 측면에서 증명한다.

(8) 3.2.P.3.1. 제조원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결합, 포장, 멸균, 라벨 부착, 품질 관리
시설, 그리고 EU 배치 출하 승인 시설의 명칭과 주소를 기술한다.

(9) 3.2.P.3.3. 제조공정 및 공정관리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결합과 관련한 작업을 포함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제조공정을 기술한다. 제품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기술 및/또는 포장 작업을 자세히 기술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업체가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기술한다(예, 일부 결합 단계, 세척, 코팅, 멸균, 발열성물질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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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이 있다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업체의 멸균 방법과
조건을 기술한다. 사용된 멸균 방법을 밸리데이션한다.
⁃ 의료기기의 충전 단계와 최종 결합 단계를 주요공정 파라미터, 공정관리 (IPC,
In-Process Control), 허용기준(중요 단계)과 함께 자세히 기술한다.
⁃ 정보가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용기에서 라벨의 위치를 명시하고, 라벨
위치에 대한 허용 오차를 주요공정 관리로 규정하여 3.2.P.3.3.과 3.2.P.3.4.에
명시한다.

(10) 3.2.P.3.4. 주요공정 및 반제품 관리
중요 단계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의료기기 특이적 반제품을 규정한다.
의료기기 특이적 반제품의 규격,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정보를 기술한다.
보관 기간을 규정하고 타당성을 증명한다.

(11) 3.2.P.3.5. 공정 밸리데이션 및 평가
의료기기의 결합, 멸균(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충전 단계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제조공정 밸리데이션을 관련 유럽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다.

(12) 3.2.P.5.1. 기준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성상을 기술한다.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의도된 사용과 관련된 성능 시험(예, 실용량,
투여 용량 균일성, 출하 승인 시점과 유효기간 말기 시점에서의 의료기기 기능성)을
기술한다.
의약품 중요 품질특성과 관련된 다른 중요 시험 항목(예, 활주력, 바늘 침투력,
밀봉 완전성, 전달 시간, 의료기기 활성화 이후 노출된 바늘 길이(바늘 침투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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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경로 관련), 활성화 힘, 경피 접착력, 과다 투여 방지를 위한 잠금 시스템
제어 기능, 환자/사용자에게 투여 용량 전달을 확인하는 신호)을 기술한다.

(13) 3.2.P.7. 용기･마개 시스템
각 일차 포장 자재와 의료기기 구성요소의 재질과 규격을 포함하여 용기･마개
시스템을 기술한다.
무균 상태이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빈 용기･마개 구성요소를 구매한다면, 유럽
의약품청 멸균 가이드라인(EMA/CHMP/CVMP/QWP/BWP/850374/2015)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무균 CE 인증 표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심사기관
(NB)의 적합성 인증을 제출하여 무균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의료기기 및/또는 의료기기 구성요소의 품질관리 규격을 기술한다.
일차 및 기능적 이차 포장 자재의 구체적인 규격, 중요 치수, 도면, 사진, 그리고
시험 절차(개요, 확인, 기능 시험 포함)를 기술하며, 이차 포장은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사용과 기계적 저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해당되는 경우, 관련 유럽약전 기준 및/또는 식품 접촉 규정(Food Contact
Directive)에 부합한다는 증거(예, 공급업체의 적합성 선언)를 기술한다.

(14) 3.2.P.8. 안정성
다음과 같은 시험/연구를 포함한다.
기능성 시험(예, 매 작동 시의 투여 용량, 주사 성능, 소프트웨어의 커뮤니케이션)
복잡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이라면(예, 삼킬 수 있는 단일체
의료기기), 의약품의 의도된 사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기능성 시험이 필요하다.
별도로 타당성을 제시할 수 없으면, 제품특성요약문에 명시된 사용 시 안정성
시험을 수행한다.
해당되는 경우, 사용 기간과 전체 유통기한에서의 미생물 품질, 무균, 함량/역가,
순도 시험/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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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예, 분해) 안정성과 물리적(예, 진동) 안정성을 포함한 운송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나) 3.2.A. 부록
(1) 3.2.A.2. 외인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사람 또는 동물 유래 외인성 물질의 오염 가능성과 관련한 위험성 평가 정보를
기술한다.
전염성해면상뇌병증(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 적절한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구성요소가 「EMEA/410/01
(rev 3)」, 「Medical Devices Utilising Animal Tissues and Their
Derivatives – Part 3(EN ISO 22442-3:2007)」, 「Minimising the Risk of
Transmitting Animal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s Via Human
and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를 준수한다는 전염성해면상뇌병증
증명서를 제출한다.
바이러스 안전성
⁃ 해당되는 경우, 바이러스 오염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이 섹션에 기술한다.
유럽표준 「Medical Devices Utilizing Animal Tissues and Their
Derivatives – Part 3(EN ISO 395 22442-1:2015)」과 유럽약전 5.1.7
바이러스 안전성에 따라 바이러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사람 혈액/혈장 유래 성분이라면 관련 EU 지침(혈액 지침 2002/98/EC와 관련
기술 지침), 유럽약전, 유럽의약품청 가이드라인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기타 외인성 물질
⁃ 적절한 경우, 박테리아,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진균 등 기타 외인성
물질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의료기기 관련 섹션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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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2.R. 지역별 정보
MDR 부속서 1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의료기기가 부합함을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술한다.
가능한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발행한 EU 적합성 선언 또는 CE 마크를 의료
기기에 표시할 수 있는 심사기관(NB)의 적합성 인증 정보를 기술한다.
위의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술한다.
⁃ I 등급 의료기기(Im, Is, Irsi 제외): 의료기기 부분이 관련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신청업체의 확인 자료
⁃ Im, Is, Irsi, IIa, IIb, III 등급 의료기기: 심사기관(NB)이 발행한 의료기기가
관련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심사기관 의견서
첨단치료 의료제품(ATMP,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의
용기･마개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술한다.
⁃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발행한 EU 적합성 선언
⁃ 또는 심사기관(NB)이 발행한 적합성 인증
⁃ 또는 신청업체의 확인 자료(예, 체크목록 형식으로 요약 정보 제출)

(1) 심사기관 의견서
심사기관 의견서는 심사기관 의견과 관련한 이해를 돕고 중복 평가의 방지와 판매
허가 신청 중에 고려할 요소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심사기관
의견서가 권고되며, 심사기관 의견서의 견본양식은 본 자료집 참고자료나.
심사기관 의견서 양식에 있다.

(2) 사용성(인적 요소) 시험
사용성 시험4)을 하는 경우, 다음의 요소를 기술한다.
사용성 시험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듈 5에 기술한다.
4)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이 의약품을 대상에게 전달하기 위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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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시험의 요약 정보를 모듈 3.2.R에 정리한다(모듈 5의 상호 참조 세부
정보와 함께 제시).
사용성 증거가 요구는 경우, 시판 중인 동일/유사 의료기기 데이터를 근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3) 플랫폼 기술
플랫폼과 관련된 의료기기 부분의 데이터를 요약하여 제출한다.
표적 환자군과 특정 제품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품목 허가권자(MAH, 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허가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정보를 근거 정보로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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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Non-Integral DDC)
2.1)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1
비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1의
기술항목은 [표 4]와 같다. 다음은 모듈 1 항목 가운데 비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 자체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특정 항목(1.3.1)과
내용이다.
표4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1
비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
모듈 1. 행정정보 및 처방 정보
항목

하위항목

1.0. 서신
1.1. 목차
1.2. 신청서
1.3.1. 제품특성요약문, 표시기재 및 첨부문서
1.3.2. 시제품
1.3.3. 견본
1.3. 제품 정보
1.3.4. 표적 환자군과의 상담
1.3.5. 회원국에서 기승인된 제품정보
1.3.6. 점자
1.4.1. 품질
1.4. 전문가에 대한 정보

1.4.2. 비임상
1.4.3.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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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
모듈 1. 행정정보 및 처방 정보
항목

하위항목
1.5.1. 서지신청(Bibliographical Applications) 정보
1.5.2. 제네릭, 하이브리드, 혹은 바이오시밀러 신청서 정보

1.5. 신청 유형별 구체적
요구사항

1.5.3. (확장된) 자료독점권/시판독점권
1.5.4. 예외 사항
1.5.5. 조건부 허가
1.6.1. 비 GMO

1.6. 환경위해 평가
1.6.2. GMO
1.7. 희귀의약품 시판독점권
관련 정보

1.7.1. 유사성(Similarity)
1.7.2. 시판독점권
1.8.1. 약물 감시 체계

1.8. 약물감시 관련 정보
1.8.2. 위해 관리 체계
1.9. 임상시험 관련 정보
보완사항에 대한 답변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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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3. 제품 정보
(1) 1.3.1. 제품특성요약문, 표시기재 및 첨부문서
제품특성요약문(SmPC, Summaries of Product Characteristics)
⁃ 섹션4.2: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사용방법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한다(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세척방법 포함). 의료기기
상품명을 표기할 수 있다.
⁃ 섹션6.3: 관련이 있다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사용기간 정보를
포함한다.
⁃ 섹션6.4: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보관조건을 기술한다.
⁃ 섹션6.5: 의료기기의 품목과 부품 재료를 기술한다.
⁃ 섹션6.6: 사용 전 준비사항이나 취급(의료기기 폐기 포함)과 관련한 제품 특성
정보를 기술한다.
포장 설명서
⁃ 제품특성요약문에 부합한 정보를 기술한다.
⁃ 환자나 의료전문가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사용방법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며, 투약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작성한다.
⁃ 해당되는 경우, 의료기기 사용설명서와 일치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
제품의 사용정보를 포함한다.
포장 설명서와 라벨
⁃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제품특성요약문에 부합한 정보(예, 사용방법)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홍보적 요소를 배제한 기호나 그림을 외부 포장과
포장 설명서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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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3
비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3의
기술항목은 [표 5]와 같다. 다음은 모듈 3 항목 가운데 비단일체 융복합 의료제품 자체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특정 항목(3.2.P,
3.2.R)과 내용이다.
표5

국제공통기술문서 모듈 3
비단일체 DDC
모듈 3. 품질평가자료
항목

하위항목

3.1. 자료목차
3.2. 본문
3.2.S.1. 일반정보
3.2.S.1.1. 명칭
3.2.S.1.2. 구조
3.2.S.1.3. 일반적 특성

3.2.S. 원료의약품

3.2.S.2. 제조
3.2.S.2.1. 제조원
3.2.S.2.2. 제조공정 및 공정관리
3.2.S.2.3. 원료 관리
3.2.S.2.4. 주요공정 및 중간체 관리
3.2.S.2.5. 공정 밸리데이션 및 평가
3.2.S.2.6. 제조공정 개발
3.2.S.3. 특성
3.2.S.3.1. 구조 및 기타 특성
3.2.S.3.2. 순도
3.2.S.4. 원료의약품의 관리
3.2.S.4.1. 기준
3.2.S.4.2.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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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일체 DDC
모듈 3. 품질평가자료
항목

하위항목
3.2.S.4.3.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3.2.S.4.4. 배치 분석
3.2.S.4.5. 기준 설정근거
3.2.S.5.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
3.2.S.6. 용기 및 포장
3.2.S.7. 안정성
3.2.P.1. 완제의약품의 개요와 조성
3.2.P.2. 개발경위
3.2.P.2.1. 완제의약품의 조성(원료의약품, 첨가제)
3.2.P.2.2. 완제의약품(제제개발, 과다투입량,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3.2.P.2.3. 제조공정개발
3.2.P.2.4. 용기･마개 시스템

3.2.P. 완제의약품

3.2.P.2.5. 미생물학적 특성
3.2.P.2.6. 적합성
3.2.P.3. 제조
3.2.P.3.1. 제조원
3.2.P.3.2. 배치 조성
3.2.P.3.3. 제조공정 및 공정관리
3.2.P.3.4. 주요공정 및 중간체 관리
3.2.P.3.5. 공정 밸리데이션 및 평가
3.2.P.4. 첨가제의 관리
3.2.P.4.1. 기준
3.2.P.4.2. 시험방법
3.2.P.4.3.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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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일체 DDC
모듈 3. 품질평가자료
항목

하위항목
3.2.P.4.4. 기준 설정근거
3.2.P.4.5. 사람 또는 동물 유래 첨가제
3.2.P.4.6. 새로운 첨가제
3.2.P.5. 완제의약품의 관리
3.2.P.5.1. 기준
3.2.P.5.2. 시험방법
3.2.P.5.3.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3.2.P.5.4. 배치 분석
3.2.P.5.5. 불순물 특성
3.2.P.5.6. 기준 설정근거
3.2.P.6. 표준품 및 표준물질
3.2.P.7. 용기･마개 시스템
3.2.P.8. 안정성
3.2.A.1. 시설과 장비

3.2.A. 부록

3.2.A.2. 외인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3.2.A.3. 첨가제

3.2.R. 지역별 정보
3.3.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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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2.P. 완제의약품
(1) 3.2.P.1. 완제의약품의 개요와 조성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투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간략하게 설명
하고 기능을 기술한다.

(2) 3.2.P.2. 개발경위
의도된 사용을 준수하여 의약품 지정 투여 용량을 재현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품질 정보(안전성 및 성능 포함)를 요약한다.
의료기기가 의도된 사용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 정보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기술한다.
의료기기가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기술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기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3) 3.2.P.2.1. 완제의약품의 조성(원료의약품, 첨가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기술한다.

(4) 3.2.P.2.2. 완제의약품(제제개발, 과다투입량,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의도된 사용(사용성), 의료기기 선정 근거 등을 포함한 의료기기 선정 정보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기능적 측면은 의료기기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증명하며, 디자인과 성능의 선정
근거와 최적화 정보를 포함한다(예, 투여 용량 전달 성능, 기계적 기능성).
사용 예정 의약품으로 투여 용량의 정확성과 균일성을 증명한다.
제품특성요약문 4.2항에 기술된 용법/용량에 따라 마킹/눈금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관련이 있다면, 의료기기 세척에 관한 세부 정보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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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2.P.2.5. 미생물학적 특성
무균 의약품이라면 비단일체 의료기기의 무균성을 확인한다(예, CE 증명서).
최종 의약품의 사용기간과 유효기간 동안 무균성 유지를 증명한다.

(6) 3.2.P.2.6. 적합성
사용 시 안정성 관점에서 적합성을 검토하고, 물리적/화학적 적합성(예, 수착,
원료의약품 침전, 안정성 등)을 입증한다.
상호작용 시험은 위험성 기반 방식으로 수행한다.
의약품과 접촉하는 모든 물질을 고려한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기의 적합성(예, 의약품의 유동학적 특성 고려)을
타당하게 기술한다.

(7) 3.2.P.7. 용기･마개 시스템
비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서 의료기기는 용기･마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지만, 의료기기 정보를 제품명, 식별 번호를 포함하여 간략하게
기술한다(예: 0.05mL 눈금 표시가 있는 1mL 유리 주사기).
의료기기 입고 시 의약품 제조업체가 적용하는 규격을 기술한다.

(8) 3.2.P.8. 안정성
관련이 있다면, 의료기기와 접촉하는 의약품의 사용 시 안정성 자료를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기 기능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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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2.A. 부록
(1) 3.2.A.2. 외인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관련 정보를 직접 제출한다면, 사람 또는 동물 유래 외인성 물질의 오염 가능성과
관련한 위험성 평가 정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렇지 않다면, EU 기준 준수의
증거로 심사기관(NB)의 적합성 인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전염성해면상뇌병증(TSE)
⁃ 적절한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구성요소가 「EMEA/410/01
(rev 3)」, 「Medical Devices Utilising Animal Tissues and Their
Derivatives – Part 3(EN ISO 22442-3:2007)」, 「Minimising the Risk of
Transmitting Animal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s Via Human
and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를 준수한다는 전염성해면상뇌병증
증명서를 제출한다.
바이러스 안전성
⁃ 해당되는 경우, 바이러스 오염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이 섹션에 기술한다.
유럽표준 「Medical Devices Utilizing Animal Tissues and Their
Derivatives – Part 3(EN ISO 395 22442-1:2015)」과 유럽약전 5.1.7
바이러스 안전성에 따라 바이러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사람 혈액/혈장 유래 성분이라면 관련 EU 지침(지침 2002/98/EC와 관련
기술 지침), 유럽약전, 유럽의약품청 가이드라인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기타 외인성 물질
⁃ 적절한 경우, 박테리아,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진균 등 기타 외인성
물질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의료기기 관련 섹션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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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2.R. 지역별 정보
3.2.P에 기술한 정보나 시험 자료를 상호 참조하여 정리한 목록을 제출한다.
가능한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발행한 EU 적합 증명서를 CE 마크의 증거로
제출한다.
의료기기 위험성 등급이 I 이상인 경우(Im, Is, Irsi, IIa, IIb, III), 심사기관(NB)의
적합성 인증을 제출한다.
해당되는 경우,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의료기기 디자인의 변경사항이 제품
성능 특성(예, 전달되는 투여 용량, 피하/근육 주사의 바늘 침투력, 기타 사용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다.
임상시험 당시와 승인 이후의 성능이 서로 유사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필수 항목이거나 해당되는 경우(예, 의료기기 디자인의 변경), 모듈 4나 모듈 5의
관련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는 정보가 포함된 가교 시험 데이터를 요약하여
기술한다.
의료기기 임상조사가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과 관련이 있고 의약품 임상조사와
분리시킬 수 없어,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주요 임상시험에 통합시킨 경우, 이에 관한 근거를 모듈 5에서 타당하게
설명한다.

(1) 사용성 자료
표적 환자군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의료기기이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경우, 사용성 시험을 해야 한다.
사용성 증거가 요구는 경우, 시판 중인 동일/유사 의료기기 데이터를 근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공식적인 사용성 시험이
필요하다.
사용성 시험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듈 5에 기술한다.
플랫폼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보와 타당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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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인･심사 경로

주작용이 의약품인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 승인･심사 경로를 따르고 있으며,
유럽의약품청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약품의

경우

의료기기에

대해

CE

인증(Certificate) 또는 심사기관(NB)의 검토의견을 요구한다. 융복합 의료제품의
승인･심사 경로를 유럽연합을 중점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5)

1) 유럽의 의약품 허가심사 체계
유럽의약품청을 통한 유럽연합 시판허가는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 부여된다.
통합절차 승인 대상 의약품
새로운 주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중대한 치료적･과학적･기술적 혁신이 있는
의약품, 또는 유럽연합에서의 의약품 허가가 유럽연합 내 환자의 건강에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선택 사항)
통합절차를 통해 허가된 의약품의 제네릭 또는 하이브리드 의약품

표6

유럽의 의약품 허가심사 체계

허가주체

유럽연합 시판허가

절차

통합절차

과학적 평가

유럽의약품청

적용 국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별 시판허가
분산절차

상호인정 절차
국가별 허가당국

1개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

1개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

5) 유럽의약품청 의약품허가제도, APEC 규제조화센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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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의약품 시판허가 절차
특성
 유럽의약품청에 의약품 허가신청 자료를 제출함

통합절차

 유럽의약품청이 의약품 허가신청 자료를 과학적으로 평가함
 유럽위원회에 의해 발행된 의약품 시판허가는 EU 전 지역에서 유효함
 첨단의약품, 신약을 포함한 특정 치료군 해당 품목에 대해 강제적으로 적용됨

 n개 회원국에 의약품 허가신청 자료를 병렬적으로 제출함
분산절차

 참조회원국6)이 의약품 허가신청 자료를 과학적으로 평가함
 관련 회원국7)(들)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회원국(참조회원국과 관련 회원국)에서 국가별 시판허가권을 부여함

 1개 이상의 참조회원국에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임
 관련 회원국은 참조회원국에서의 시판허가 내용을 상호인정함
 참조회원국은 이전의 평가내용을 업데이트함
상호인정
절차

 관련 회원국은 의약품이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해당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정은 상호인정절차 및 비단일 절차 조정그룹(CMDh, Co-ordination Group
for Mutual Recognition and Decentralised Procedures-Humans)으로
위임됨. 또한 상호인정절차(MRP, Mutual Recognition Procedure)에
참여하지 않는 EU 회원국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관련 회원국에서 국가별 시판허가권을 부여함

 1개의 회원국에 의약품 허가신청 자료를 제출함
국가별 절차  1개의 회원국에서의 국가별 시판허가권이 부여됨
 다른 회원국에서 동일 제약사의 기허가된 의약품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6) 첫 번째로 판매 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회원국
7) 신청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의약품 시판허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각 회원국의 의약품 허가당국에 판매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참조회원국이 아닌 기타 회원국은 관련 회원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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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절차
통합절차에 따라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판매될 수 있다.
신약허가신청 시 통합절차에 따라야 하는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2.1) 필수 범위
첨단의약품(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및 다음과 같은 생명공학
기술 중 하나를 이용하여 개발된 의약품
⁃ 재조합 DNA 기술
⁃ 형질전환 포유동물 세포를 포함한 원핵생물(Prokaryotes) 및 진핵생물
(Eukaryotes)에서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발현
조절
⁃ 하이브리도마(Hybridoma) 및 단클론항체 방법
⁃ 상기의 생명공학 기술 중 하나를 이용하여 개발된 바이오시밀러
유럽연합에서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주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환에 적응증을 가진 의약품
⁃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 암
⁃ 신경퇴행성 장애
⁃ 자가면역질환 및 기타 자가면역장애
⁃ 바이러스 질환
⁃ 희귀의약품

2.2) 선택 범위
기타 유럽연합에서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주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중대한 치료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혁신을 가진 의약품

/ 44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작용이 의약품인 융복합 의료제품

Ⅱ

⁃ 질병의 치료, 예방 또는 진단에서 환자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는 의약품
⁃ 중요하고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거나 이를 적용하여 개발된 의약품
⁃ 의약품 개발이나 제조에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거나 기술이 새롭게 적용된 경우
통합절차에 의한 시판허가가 유럽연합 수준에서 환자의 건강에 이익이 있는 경우
⁃ 유럽연합에서 특정한 건강 관련 이슈를 제기하거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환자 케어에 특정 유형의 기여를 제공한 의약품

2.3) 통합절차에 따른 신약허가신청 절차
유럽연합에서 신약허가신청을 위한 절차는 그림 1와 같으며 단계별 세부 내용은
[표 8]과 같다.
그림 1

통합절차에 따른 신약허가신청 절차

/ 45 /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허･심사 체계 -유럽편-

표8

통합절차에 따른 신약허가신청 절차

순번

항목

시기/기간

1

자격요청서
제출

신약허가신청서 제출
 통합절차 해당 품목 여부 확인
7~18개월 전

2

신청서 제출
의사 통보

신약허가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사전신청요청서를 유럽의약품청에 이메일로 제출
7개월 전
하여 신약허가신청서 제출예정일을 공지함

3

평가위원 임명

신약허가신청서 제출  CHMP와 PRAC는 과학적 평가를 수행할 평가위원을
7개월 전
임명함

신약허가신청서
제출 6~7개월 전

내용

 신청자가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절차 및 규제적 조언을
구할 수 있음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검증과정(Validation Process)을 신속히 함

4

사전 회의

5

제출일 재확인

신약허가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처음 유럽의약품청에 전달된 제출일을 재확인
2~3개월 전
하거나 유럽의약품청에 제출일 연기 또는 취소를 공지함

6

신청서 제출 및
검증

 신청자는 전자공통기술문서 형식을 사용하여 eSubmission
gateway 및 Web Client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함

7

신청서에 대한
기술적 검증

신약허가신청서 제출  유럽의약품청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함
 유럽의약품청의 신청서의 검증을 위해 추가적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기한 내에 이를 제공하도록 요청함

8

9

10

과학적 평가

근무일 기준
210일까지

 CHMP는 통합절차에 따라 제출된 신약허가신청서를
평가함
 PRAC는 위해관리 관련 내용을, CAT는 첨단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함

CHMP
검토의견

 평가 후 CHMP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여부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제시함
 유럽의약품청은 검토의견을 시판허가서를 발행하는 유럽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 검토의견 요약문을 발표함

유럽위원회
최종결정

 유럽 위원회 최종결정을 인간 사용 의약품 레지스터
(Community Register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에 공개함
 유럽의약품청은 유럽공공평가보고서(EPAR, European
Public Assessment Report)를 발행함

CHMP 의견 수령
67일 이내

CHMP: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약물사용위원회
PRAC: 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
CAT: 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첨단의약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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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2017년 5월 26일 제정된 의료기기 규정(MDR)과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은
기존의 의료기기에 대한 3개 지침(MDD, IVDMD, AIMDD)을 대체한다. 해당
규정은 제조자, 심사기관(NB), 관계당국이 관련 변경사항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의료기기 규정은 2021년 5월 26일에 전면 시행되었으며,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은 2022년 5월 26일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의료기기 규정(MDR)과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에서 제시한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시 필요한 문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사기관(NB)이 평가한 의료기기에 관한 기술문서
규제기관 및 유럽의약품청이 평가한 의약품 자문 문서
위험성 분석, 위험성 평가, 위험성 통제 서류
부적합 위험성에 대한 위험 통제 고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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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신청인은 유럽 의료기기 CE 마크 인증절차를 위해서 기술문서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Ⅱ에
명시된 기술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기재사항이다.(상세내용은 해당 규정
참고)
표9

순번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른 기술문서 기재사항
기재사항

항목별 요건

1

설명 및 규격

의료기기 설명 및 규격, 제조자가 생산한 기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 국제 시장에 존재하는 유사 의료기기

2

제조자의 제공 정보

현지 언어로 기재된 라벨 및 사용설명서

3

설계 및 제조 정보

설계 및 제조 정보, 사업장 식별 정보

4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Ⅰ에 명시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위한 정보

5

유익성-위해성 평가 및
위험관리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Ⅰ 섹션 1과 8에 명시된
유익성-위해성 평가, 섹션 3에 명시된 위험관리 결과

6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모든 검증 및 유효성 확인 검사, 의료기기의 적합성 입증을
위해 실시한 시험의 결과 및 분석(전임상 및 임상 자료,
특수한 경우에 필요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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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성 선언
다음은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Ⅳ에 명시된 적합성 선언 시 요구되는 기재
사항이다.(상세내용은 해당 규정 참고)
표 10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른 적합성 선언 기재사항

순번

기재사항

1

제조자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단일 등록 번호(SRN, Single Registration
Number), 사업장 등록 주소와 설립 위치

2

EU 적합성 선언이 제조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발급되었다는 진술

3

부속서 VI의 PART C에 명시된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

4

식별 및 추적을 위한 제품명 및 상품명, 제품 코드, 카탈로그 번호 또는 기타 모호하지
않은 참고사항(예, 사진)

5

부속서 Ⅷ에 따른 의료기기의 위험 등급

6

해당 선언이 적용되는 의료기기가 본 의료기기 규정(MDR)과 적합성 선언에 관한 다른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한다는 진술

7

사용된 공통규격 및 적합성 선언과 관련한 참조사항

8

심사기관(NB)의 명칭과 식별번호,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 발급된 인증서의 확인

9

추가 정보

10

선언서의 발급 장소 및 일자, 서명인의 이름, 역할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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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 또는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유럽의약품청 자문 신청서
다음은 유럽의약품청이 배포한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융복합 의료제품에서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 또는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자문 신청서 양식 「Application
Form for Consultation by a Notified Body on an Ancillary Medicinal
Substance/ Ancillary Human Blood Derivative Used in a Medical Device or
in an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EMA/75225/2020)이다. 유럽
의약품청이 이 신청서에 관한 의견을 심사기관(NB)에 제출한 후 의약품에 관한
변경(특히 제조공정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본 자료집 참고자료 다 항목을 참고하여
사후 협의 절차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 또는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유럽의약품청 자문 신청서
이 신청서는 규정 2017/745에 따라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 또는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위해 유럽의약품청에 제출하는
신청서이다.
결합 형태는 의료기기/다양한 의료기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의약품/
혈액제제의 다양한 함량/농도 및 동일 제조자의 동일 의약품/혈액제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사 의료기기에 대해 허용된다.
 의약품/혈액제제의 다양한 함량/농도 예시: 다양한 체외수정배지(In-Vitro Fertilisation
Media) 내 알부민(Albumin)의 각기 다른 함량
 다양한 유사 의료기기 예시 :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카테터

주: 절차적 측면과 서류 요건에 대한 유럽의약품청 권고사항(EMA/CHMP/578661/2010 Rev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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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서명
의료기기 명칭

<명칭>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

<보조>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의 함량/농도:

<함량/농도>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의 판매단위:

<판매단위>

심사기관(NB):

<기관명(성명)>

심사기관(NB) 연락담당자:

<성명>

의료기기 제조자:

<의료기기 제조자>

심사기관(NB)이 의료기기의 일부로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이 검증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임상/유익성 위해성 프로파일에
포함되었던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의 품질 및 안전성과 관련된 기존의 모든
자료를 이 서류에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심사기관(NB)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위에 언급된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송장 수령 시 유렵연합 규칙에 따라 해당 절차에 대한
수수료를 유럽의약품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심사기관(NB)은 유럽의약품청과의
현재 자문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심사기관(NB) 대표:

서명
성명: <성명>
직책: <직책>
소재지 및 일자 <소재지>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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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유형
이 신청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 새로운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에 대한 통합절차 최초 자문(즉, 특정 제조자의 의약품/
혈액제제가 이전 판매허가 및/또는 이전 심사기관(NB) 자문과 관련하여 유럽의약품청의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출처가 있는 보조 혈액제제에 대한 최초 자문(즉, 특정 제조자의 의약품/혈액제제가 이전
판매허가 및/또는 이전 심사기관(NB) 자문과 관련하여 유럽의약품청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전 허가/자문
□ 통합절차에 의해 허가된 의약품(3.1 항목에 자세히 서술).
□ 보조 의약품/혈액제제를 포함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자문(3.1 항목에 자세히 서술)

□ 출처가 있는 보조 의약품에 대한 최초 자문(즉, 특정 제조자의 의약품/혈액제제가 이전
판매허가 및/또는 이전 심사기관(NB) 자문과 관련하여 유럽의약품청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전 허가/자문
□ 통합절차에 의해 허가된 의약품(3.1 항목에 자세히 서술).
□ 보조 의약품/혈액제제를 포함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자문(3.1 항목에 자세히 서술)

신청 담당자:
심사관: <성명>

공동심사관: <성명>

(약물사용위원회 위원 성명)

(약물사용위원회 위원 성명)

□ 신속심사
약물사용위원회위원회 승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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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세부사항
2.1.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 설명
이 신청에 하나 이상의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가 포함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만약 ‘예’이면, 의료기기 제조에 사용되는 보조 의약품/혈액제제를 포함한 의약품 개수를
기재: <개수>

2.1.1.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를 포함한 의약품 명칭
이 신청이 보조 의약품 또는 보조 혈액제제로 사용되는 활성물질과만 관련되는 경우,
'해당없음(N/A)'을 선택
<N/A>
<의약품 명칭>

2.1.2.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의 명칭
<명칭>
주: 각 물질/혈액제제는 국제일반명, 유럽약전, 국가약전, 일반명, 학명 순으로 한 가지
명칭만 기재한다.

2.1.3. 의료기기 내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의 사용 목적
<상세내용>

2.1.4. 보조 의약품(들)이 사람 혈액 또는 혈장에 안정적인 제제인가?
□ 예

□ 아니오

2.2.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
이 신청에 하나 이상의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만약 ‘예’이면, 의료기기 개수를 기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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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유럽공동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에서 예정된 의료기기/
다양한 의료기기의 (상표) 명칭
<명칭>
여러 (상표) 명칭으로 예정된 경우, 아래에 작성한다:
회원국

명칭

일련번호(가능한 경우)

2.2.2.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예정된 (상표) 명칭
<상세내용>

2.2.3. 의료기기/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상세내용>

2.2.4. 의료기기/다양한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상세내용>

2.2.5. 투여경로
<상세내용>

2.2.6. 의료기기 내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의 함량/농도/판매단위
함량/농도: <상세내용>
판매단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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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의료기기를 구성하는 재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의료기기/다양한
의료기기의 포장 구성품
각 의료기기 및 포장 형태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2.2.7.1. 포장크기
<상세내용>

2.2.7.2. 예정 유효기한(미개봉)
<상세내용>

2.2.7.3. 예정 유효기한(사용 중)
<상세내용>

2.2.7.4. 예정 보관조건
<상세내용>

2.3. 심사기관(NB), 담당자, 의료기기 제조자
2.3.1. 심사기관(NB)
심사기관(NB):
담당자:
주소: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기관명>
<담당자명>
<주소>
<주소2>
<국가명>
<+XX XX XXXX XXXX>
<이메일 주소>

2.3.2. 유럽의약품청 자문 중 심사기관(NB)을 대신하는 연락담당 개인/회사
담당자*:
주소:
주소2: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명>
<주소>
<주소2>
<국가명>
<+XX XX XXXX XXXX>
<이메일 주소>

*□ 위의 2.3.1과 다른 경우, 위임장 첨부(부속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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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의료기기 제조자
제조자:
주소:
주소2: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제조자명>
<주소>
<주소2>
<국가명>
<+XX XX XXXX XXXX>
<이메일 주소>

유럽의약품청에 의해 중소기업 자격을 부여받았는가?
○ 아니오
○ 예
EMA-SME 번호: <번호>
만료 일자: <년-월-일>
□ 중소기업증 사본 첨부(부속서 4.2)

2.4. 제조자
2.4.1.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 제조자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정보를 섹션 2.4.1.1부터 2.4.1.3에 작성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로 사용되는 활성물질 정보는 섹션 2.4.1.1a), b)와 2.4.1.3만 작성

2.4.1.1. a) 지침 2001/83/EC 제40조와 제51조에 따라 유럽 경제 지역에서 배치
출하를 담당하는 허가받은 제조자(또는 수입업자)
한곳 이상의 제조소라면 섹션을 복사하여 사용
제조자:
주소:

<제조자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2>
<국가명>
<+XX XX XXXX XXXX>
<이메일 주소>

제조허가번호: <번호>
□ 제조허가서 사본 첨부(부속서 4.3)
또는
□ EudraGMP 제조 허가 정보 기재: <정보>
가능한 경우,
□ 최신 GMP 인증서 사본을 첨부(부속서 4.5)
또는
□ EudraGMP 인증서 참조번호 기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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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b) 혈액제제에 대한 공식 배치 출하
공식시험기관(OMCL, Official Medicines Control Laboratory) 또는 공식 배치 출하를
위해 지정된 시험실에 대한 세부사항(지침 2001/83/EC 제111(1)조, 제113조, 제114(1),
(2)조, 제115조와 규정 2017/745 부속서 Ⅸ 섹션 6)
시험기관:
주소:

<시험기관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2>
<국가명>
<+XX XX XXXX XXXX>
<이메일 주소>

2.4.1.1.1. 유럽 경제 지역 내 제품 결함 및 리콜 담당자
이전 통합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만 해당
담당자:
주소:

<담당자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2>
<국가명>
<+XX XX XXXX XXXX>
<이메일 주소>

2.4.1.1.2. 배치 관리/시험 준비
지침 2001/83/EC 제51조에 따라 배치 관리/시험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럽 경제 지역
또는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나 기타 공동체 합의가
적용되는 국가의 시험장소
회사:
주소:

<회사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2>
<국가명>
<+XX XX XXXX XXXX>
<이메일 주소>

해당 시험실에서 수행한 대조시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설명>
□제조허가 또는 기타 GMP 준수 증거 사본 첨부(부속서 4.3)
또는
□ EudraGMP 제조 허가 정보 기재: <참고자료>

/ 60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융복합 의료제품

Ⅲ

2.4.1.2. 보조 의약품 제조자 및 제조소
별도 용기에 담겨 있지만 보조 의약품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희석제/용제의 제조소,
품질관리/공정 중 시험 장소, 그리고 수업업자를 포함한다.
회사:
주소:

<회사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2>
<국가명>
<+XX XX XXXX XXXX>
<이메일 주소>

수행된 기능 간략 설명:
<설명>
□ 시험 장소를 포함한 제조공정 관련 여러 현장의 활동과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차트
첨부(부속서 4.4).
• 제조소가 유럽 경제 지역 내에 있는 경우
- 제조허가 번호: <번호>
□ 제조허가서 첨부(부속서 4.3)
또는
□ EudraGMP 제조 허가 참조사항 기재: <참조사항>
가능한 경우:
□ 최신 GMP 인증서 첨부(부속서 4.5)
또는
□ EudraGMP 인증서 참조번호 기재: <번호>
- 담당자명: <성명>
(제조허가서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 제조소가 유럽 경제 지역 이외에 있는 경우
□ 지침 2001/83/EC 제8(k)조에 따라 제조허가서와 동등한 것을 첨부(부속서 4.3)
- 제조소가 유럽 경제 지역 당국 또는 상호인정협정이나 기타 공동체 합의가 적용되는 국가
당국에 의해 합의 조건 내에서 GMP 준수에 대한 실사를 받았는가?
○ 아니오
○ 예
만약 ‘예’이면, 부속서 4.5 자료 제출:
□ 실사를 수행한 규제기관의 3년 이내의 확인서
또는
가능한 경우:
□ 최신 GMP 인증서 첨부(부속서 4.5)
또는
□ EudraGMP 인증서 참조번호 기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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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가 다른 당국(상호인정협정이나 기타 공동체 합의가 적용되지만 해당 지역 내에
있지 않은 국가의 당국 포함)에 의해 GMP 준수에 대한 실사를 받았는가?
○ 아니오
○ 예
□ 만약 ‘예’이면, 부속서 4.5에 요약 정보(와 가능한 경우 GMP 인증서 또는 실사를
수행한 규제기관의 확인서)를 제공

2.4.1.3. 보조 활성물질 제조자 및 제조소
품질관리/공정 중 시험 장소를 포함하여 활성물질의 각 출처의 제조공정에 관여하는 모든
제조소를 기재해야 한다. 중개인 또는 공급자 정보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생명공학제제의
경우, 마스터세포은행(MCB, Master Cell Bank)과 제조용세포은행(WCB, Working Cell
Bank)의 모든 보관장소 및 제조용세포은행의 제조 장소를 포함한다.
활성물질
회사:
주소:

<명칭>
<회사명>
<주소>

<주소2>
국가:
<국가명>
전화번호:
<+XX XX XXXX XXXX>
이메일:
<이메일 주소>
제조소에서 수행되는 제조단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설명>
□ 배치 관리 현장을 포함한 제조공정 관련 여러 현장의 활동과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차트
첨부(부속서 4.4)
□ 각각의 보조 활성물질이 출발물질에 관한 GMP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 제조되었다는
담당자의 선언서 첨부(부속서 4.12)
- 제조소가 유럽 경제 지역 당국 또는 상호인정협정이나 기타 공동체 합의가 적용되는 국가
당국에 의해 합의 조건 내에서 GMP 준수에 대한 실사를 받았는가?
○ 아니오
○ 예
만약 ‘예’이면, 부속서 4.5 자료 제출:
□ 실사를 수행한 규제기관의 3년 이내의 확인서
또는
가능한 경우:
□ 최신 GMP 인증서 첨부(부속서 4.5)
또는
□ EudraGMP 인증서 참조번호 기재: <번호>
- 제조소가 다른 당국(상호인정협정이나 기타 공동체 합의가 적용되지만 해당 지역 내에
있지 않은 국가의 당국 포함)에 의해 GMP 준수에 대한 실사를 받았는가?
○ 아니오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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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예’이면, 부속서 4.5에 요약 정보(와 가능한 경우 GMP 인증서 또는 실사를
수행한 규제기관의 확인서)를 제공
- 활성물질에 대하여 유럽약전을 준수하는 적합성 증명서가 발급되었는가?
○ 아니오
○ 예
□ 부속서 4.6에 사본 제시
만약 ‘예’이면:
-

물질:
제조자:
참조번호:
최신 업데이트 일자:

<물질>
<제조자명>
<참조번호>
<년-월-일>

- 원료의약품등록(ASMF, Active Substance Master File)을 활성물질 참조/원본를 위해
해야 하는가?
○ 아니오
○ 예
만약 ‘예’이면:
<물질>
- 물질:
- 제조자:
<제조자명>
- 유럽의약품청/규제기관
<참조번호> <규제기관>
참조번호:
<년-월-일>
- 제출 일자:
<년-월-일>
- 최신 업데이트 일자
- □ 신청이 이루어진 공동체/회원국 관계당국의 참조권 첨부(활성성분에 관한 유럽
원료의약품등록 절차 참조, 부속서 4.6)
- □ 지침 2001/83/EC 부속서 I에 따라 제조 공정 또는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 보조
활성물질 제조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확인서 사본을 첨부(부속서 4.7)

2.4.1.4. 해당되는 경우, 임상시험 생체이용률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위해 활용되거나,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 제조 공정의 밸리데이션에 활용되는 위탁업체
각 위탁업체의 경우, 분석시험을 수행하고 임상 데이터가 수집되는 위치를 명시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시험 제목:
프로토콜 코드:
EudraCT 번호:
업체명:
주소:
주소2: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에 따른 의무:

<제목>
<코드>
<번호>
<업체명>
<주소>
<주소 2>
<국가명>
<+XX XX XXXX XXXX>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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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의료기기/다양한 의료기기 제조자*
회사:
주소:

<회사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2>
<국가명>
<+XX XX XXXX XXXX>
<이메일 주소>

*의료기기에 보조 의약품을 포함한 제품

2.5.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가 포함된 의약품 정보
2.5.1.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의 정성적, 정량적 조성
의약품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음: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 명칭

품질

단위

참조/모노그래피 표준품

<명칭>

<품질>

<단위>

<참조사항>

<명칭>

<품질>

<단위>

<참조사항>

의약품의 기타 성분 명칭

품질

단위

참조/모노그래피 표준품

1. <명칭>

<품질>

<단위>

<참조사항>

2. <명칭>

<품질>

<단위>

<참조사항>

3. <명칭>

<품질>

<단위>

<참조사항>

4. <명칭>

<품질>

<단위>

<참조사항>

5. <명칭>

<품질>

<단위>

<참조사항>

과량투입(Overages)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열에 포함하지 말고, 아래에 기재:
•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
<명칭>
•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의 기타 성분
<명칭>

2.5.2. 원료 설명을 포함한 의약품의 포장 구성요소
각 포장 유형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

2.5.2.1. 포장 크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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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예정 유효기간(미개봉)
<상세내용>

2.5.2.3. 예정 유효기간(사용 중)
<상세내용>

2.5.2.4. 예정 보관조건
<상세내용>

2.5.3.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 또는 의약품의 다른 성분으로 제조공정에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동물 및/또는 사람 유래 물질의 목록
없음:

□

3개 이상이라면 섹션을 추가한다.
명칭

기능*
AS OI

전염성해면상뇌병증에
R 민감한 동물 유래

1.

□

□

□

□예**

□아니오

□

□

2.

□

□

□

□예**

□아니오

□

□

3.

□

□

□

□예**

□아니오

□

□

기타 동물 유래 사람 유래

* AS: 보조 의약품/보고 혈액제제, OI: 기타 성분, R: 시약/미생물배양기
** 전염성해면상뇌병증에 대한 유럽약전 적합성 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부속서 4.8에 첨부

2.5.4. 사람 혈액제제: 지침 2001/83/EC 부속서 I 파트 III에 따라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PMF, Plasma Master File)에 대한 유럽의약품청 인증서가 발급 또는
제출되었는가?
○ 아니오

○ 예

□ 부속서 4.9에 사본 제시

하나 이상의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을 교차 참조하면 섹션을 복사하여 사용한다.
만약 ‘예’이면:
-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 참조 물질:
기능
AS OI R
○ ○ ○
•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 인증서 소유자/신청인의 성명: <성명>
• 신청/인증서 참조번호:
<참조번호> <인증서>
• 제출 일자(보류 중인 경우):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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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또는 최종 업데이트 일자(승인된 경우):
<년-월-일>
□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 변경 및 룩백(Look Back) 절차로 인한 제품 회수 시, 의료기기
제조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혈액제제 제조자의 확인서 사본을 부속서 4.10에 첨부

2.5.5.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가 지침 2001/18/EC에 정의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포함하거나 구성하는가?
○ 아니오

○ 예

만약 ‘예’이면, 제품이 지침 2001/18/EC를 준수하는가?
○ 아니오
○ 예
□ 위에 언급된 지침 파트 B(부속서 4.11)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 환경 방출에 동의한 관계 당국의 동의서 사본 첨부(부속서 4.11)

3. 동일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에 대한 그밖의 신청
주: “동일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란 동일 제조자의 동일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에 대한 판매 허가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자문을 의미한다.

3.1. 유럽 경제 지역 내 동일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에 대한 신청 세부사항(유럽
의약품청 신청 포함)
□ 허가
국가:
허가/자문 일자:
특허명:
허가번호/유럽의약품정 자문번호:

<국가명>
<년-월-일>
<명칭>
<번호>

□ 보류
국가:
제출 일자:

<국가명>
<년-월-일>

□ 거부
국가:
거부 일자:

<국가명>
<년-월-일>

□ 철회(허가 전 신청인에 의한)
국가:
철회 일자:
특허명:
철회 사유:

<국가명>
<년-월-일>
<명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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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허가 후 신청인에 의한)
국가:
철회 일자:
허가번호:
철회 사유:
특허명:

<국가명>
<년-월-일>
<번호>
<상세내용>
<명칭>

□ 정지/취소(규제기관에 의한)
국가:
정지/취소 일자:
정지/취소 사유:
특허명:

<국가명>
<년-월-일>
<상세내용>
<명칭>

Ⅲ

3.2. 유럽 경제 지역 이외에서 동일 보조 의약품/보조 혈액제제에 대한 신청 세부사항
□ 허가
국가:
허가/자문 일자:
특허명:

<국가명>
<년-월-일>
<명칭>

□ 보류
국가:
제출 일자:

<국가명>
<년-월-일>

□ 거부
국가:
거부 일자:

<국가명>
<년-월-일>

□ 철회(허가 전 신청인에 의한)
국가:
철회 일자:
상품명:
철회 사유:

<국가명>
<년-월-일>
<명칭>
<상세내용>

□ 철회(허가 후 신청인에 의한)
국가:
철회 일자:
특허명:
철회 사유:

<국가명>
<년-월-일>
<명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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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취소(규제기관에 의한)
국가:
정지/취소 일자:
정지/취소 사유:
특허명:

<국가명>
<년-월-일>
<상세내용>
<명칭>

4. 부속서(적절한 경우)
4.1

□ 심사기관(NB) 연락을 담당하기 위한 위임장

4.2

□ 중소기업증 사본

4.3

□ 지침 2001/83/EC 제40조(또는 상호인정협정이나 기타 공동체 합의가 적용되는
유럽 경제 지역 이외 지역의 동등한 지침)에 따른 제조허가서; 지침 2001/83/EC
제8(k)조에 따른 허가서의 증거

4.4

□ 보조 의약품과 보조 활성물질의 제조공정과 관련된 모든 제조소 및 관리 현장을
나타내는 플로차트

4.5

□ GMP 인증서 또는 기타 GMP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수행한 기타 GMP 실사 요약

4.6

□ 원료의약품등록 또는 유럽약전 적합성 증명서 사본에 대한 참조권

4.7

□ 지침 2001/83/EC 부속서 I에 따라 제조공정 또는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 보조
활성물질 제조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확인서 사본

4.8

□ 전염성해면상뇌병증에 대한 유럽약전 적합성 증명서

4.9

□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 인증서

4.10

□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 변경 및 룩백 절차로 인한 제품 회수 시, 의료기기
제조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혈액제제 제조자의 확인서 사본

4.11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관계당국의 동의서

4.12

□ 각각의 보조 활성물질이 출발물질에 관한 GMP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 제조된
출발물질로 사용되었다는 섹션 2.4.1.1 및 2.4.1.2에 따른 제조허가권 보유자(즉,
유럽 경제 지역 내에 위치)의 선언서 첨부 또는 관련된 전체 담당자를 대표하여
1명의 담당자가 서명(이 사항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한 선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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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심사 경로

다음은 의료기기 지침(MDD) 및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른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융복합 의료제품의 심사 절차이다.8) 주작용이 의료기기기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경우, 심사기관(NB)은 보조적 의약품에 관한 유럽의약품청과의 초기 협의
절차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신청인 역할을 한다. 신청서 제출이 예상되면,
심사기관(NB)은 기술문서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소 6개월 전에 제출의향서(Intention
to Submit Letter)를 유럽의약품청에게 제출하여, 보조적 의약품에 대한 최초 자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보조적 의약품과 관련한
심사기관(NB)과 유럽의약품청의 협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uropean Medicines
Agency

recommendation

on

the

procedural

aspects

and

dossier

requirements for the consultation of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by a
notified body on an ancillary medicinal substance or an ancillary human
blood derivative incorporated in a medical device or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문서를 참조한다. 보조적 의약품 사전상담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3월 새롭게 개정된 유럽의약품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한다.9)

8) Considerations on regulatory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drug-device combination products
i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Olguta Stanescu, 2020
9) https://www.ema.europa.eu/en/human-regulatory/overview/medical-devices/consultation-proce
dure-ancillary-medicinal-substances-medical-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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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융복합 의료제품의 심사 절차(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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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용이 의료기기인 융복합 의료제품의 심사 절차(영문)

/ 71 /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허･심사 체계 -유럽편-

다

의료기기 규정(MDR) 시행에 관한 질의응답

유럽의약품청은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하여 허가 신청인, 의약품 품목 허가권자,
심사기관(NB)이 의료기기 규정(MDR)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고려사항을 다루는 질의응답(Q&A) 문서 「Questions &
Answers for applicants, 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s of medicinal
products and notified bodies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cal Devices an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Regulations ((EU)
2017/745 and (EU) 2017/746)」을 발간하였다. 이 문서는 질의응답의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문서로 새로운 사항을 게시할 때 게시일과 함께
“신규(New)” 또는 “개정(Rev)”으로 표시하고 있다. 다음은 2021년 6월 23일 개정된
질의응답(Q&A) 문서의 내용이다.

1)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결합된 제품
Q 1.1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모두 포함하는 제품은 어떤 규제체계(Regulatory Framework)가
적용되는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결합된 제품은 주작용에 따라 의료기기 규정(MDR) 또는
의약품 지침(MPD)에 의해 규제된다.
융복합 의료제품의 여러 유형 가운데 의약품을 필수적 부분(Integral Part)으로
포함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체계는 의료기기 규정(MDR) 제1조제8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의 작용에 의약품이 보조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 제품은 의료기기로
규제되며, CE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심사기관(NB)은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국가 규제기관 또는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보조 물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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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유럽의약품청이 과거에 검토한 제품의 목록과 더 자세한 정보는 의료기기
내 보조 의약품(Ancillary Medicinal Substances in Medical Devices)에
대한 유럽의약품청 웹 페이지를 참조한다.
의약품의 작용이 주요하고, 의료기기의 작용에 보조적이지 않은 경우,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 체계에 따라 규제된다. 이 경우, 의료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규정(MDR)의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의약품 투여를 위한 의료기기(투약기기)에 대한 규제체계는 의료기기 규정 제1조
제9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과 투약기기가 주어진 조합에서만 사용하도록 단일체 제품으로 판매되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 체계에
따라 규제된다. 이 경우, 의료기기 부분에는 의료기기 규정(MDR)의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그 밖의 모든 경우 투약을 위한 의료기기(예, 의약품과 함께 포장된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과 별도로 구입하는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정보에
기입된 특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체계에 따라 규제된다. 따라서 의료기기
규정(MDR)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CE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단일체 제품이 의료기기 규정(MDR) 제1조제8항10) 및 제9항11)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고, 약리학적, 대사적 또는 면역학적 수단이 주작용이라면 해당 제품은 의약품
체계에 따라 규제하며,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DDC)으로 명시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2차 포장으로 함께 포장되었지만 단일체 제품을 형성하지 않고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도 있다(예, CE 마크가 있는 (빈) 주사기와 의약품을 함유한
바이알). 이 제품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규정(MDR) 제1조제9항 첫 번째 단락12)에
10) 의약품의 작용이 의료기기의 작용에 보조적이지 않고, 제품에 주요한 작용을 한다.
11) 의료기기가 의약품 투여를 위해 존재하고, 단일체 제품으로 구성되어 주어진 조합만으로 사용 가능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12)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한 모든 의료기기는 의약품 지침(MPD)과 의약품 규정(MDP)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 규정(MDR)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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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므로 (제1조제9항 두 번째 단락에서 의미하는) 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의약품 사용정보에 의료기기가 언급되었거나
의료기기 사용정보에 의약품이 언급되었다면 (참조된 의료제품이 다른 의료제품과
결합한 형태가 아니므로) 이러한 제품 유형 또한 (제1조제9항 두 번째 단락에서
의미하는) 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조합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Q 1.2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심사기관(NB)은 어떻게 지정
하는가?

유럽연합 내 심사기관(NB)은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의료기기 규정(MDR)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에 따라 지정된
적합성 평가 기관이다. 업체는 이용할 심사기관(NB)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유일한 기준은 인증 또는 심사기관(NB) 의견을 받고자 하는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기관(NB)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NANDO(New Approach Notified and Designated Organizations)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관련 지침/규정을 선택하여 코드/범위에 따라 지정된 심사기관(NB)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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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DDC)

Q 2.1 의료기기가 의약품과 단일체 제품을 구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의료기기 규정(MDR) 제1조8항 및 제9항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
제품을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1. 의료기기와 단일체 제품을 형성하는 물질(의약품)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물질이 해당 제품에서 주작용을 한다면, 단일체 제품은 의약품으로 규제된다.
이러한 예로 의약품에 포한된 섭취 가능한 센서가 있다.
2. 의료기기 규정 제1조제9항의 두 번째 단락은 의약품 투여가 목적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시장 출시 시점에 충족해야 하는 3가지 조건을 규정한다.
i.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단일체 제품을 구성한다.
ii. 단일체 제품이 주어진 조합으로만 사용된다.
iii. 단일체 제품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위의 조건을 하나 이상 만족한다면13), 제품은 의약품으로 규제되어 지침 2001/83/
EC(MPD) 또는 규정 726/2004(MPR)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I에 명시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이 요구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단일체 제품의 예로는 프리필드 시린지, 프리필드 펜, 특정
의약품이 사전에 충전된 네뷸라이저, 경피 약물 전달을 위한 패치, 프리필드 흡입기
등이 있다.
일부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결합하여도 단일체 제품이 아닌 용기･마개 시스템으로
13) 해당 질의응답 문서에 서술된 내용과 달리 의료기기 규정(MDR) 제1조제9항은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
제품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2021년 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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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된다. 예를 들면 안약용 용기 상단의 노즐, 의약품 투여 목적이 없는 주사기 등이
있다. 이 경우 의료기기 규정(MDR) 제1조제8항 또는 제9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에 의해 수정된 의약품 지침(MPD) 부속서 I 섹션 3.2.
제12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Q 2.2 제117조는 무엇이며, 이 조항은 의약품에 어떤 의미인가?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는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 서류에 가능한 경우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결과(즉, 적합성 선언
또는 심사기관(NB)이 발행한 관련 EU 인증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류에 적합성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료기기가 별도로 사용되어
심사기관(NB)의 EU 인증서가 필요하면, 신청인은 판매 허가 신청의 일부로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Ⅰ의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심사기관(NB)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7조는 제1조제8항 및 제9항의 두 번째 단락을 만족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적용되며, 규정 (EC) No 1394/2007의 제2조제1항제d호에
정의된 복합 첨단치료 의료제품은 제1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Q 2.3 의료기기 규정(MDR)과 특히 제117조는 판매 허가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21년 5월 26일 이후에 제출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판매 허가
신청은 의료기기 부분이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I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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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분에 CE 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면, 신청인은 적합성 선언 또는
의료기기 부분에 대해 심사기관(NB)이 발행한 EU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 부분에 CE 마크가 없고, 서류에 적합성 선언 또는 멸균 I 등급과 I, IIa,
IIb, III 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심사기관(NB)이 발행한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인은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I에 명시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분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기관(NB)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유익성위해성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표 11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판매 허가 신청의 변경사항
의료기기 등급

I 등급(멸균, 측정, 재사용 수술기구*)
IIa 등급
IIb 등급
III 등급

I 등급(비멸균, 비측정, 재사용 불가능
수술기구)

2021년 5월 26일 이후 신규 제출서류
 판매 허가 서류에 해당 의료기기 유형에 대한
심사기관이 발행한 EU 인증서를 반드시
포함한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면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기관(NB)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 허가 서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의료기기 규정(MDR) 제1조제9항에 언급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14)
**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I에 명시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분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서

14) I 등급 의료기기로 취급되는 재사용 수술기구는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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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 판매 허가 신청과 함께 적합성 선언, 심사기관(NB)이 발행한 EU 인증서, 심사기관(NB)
의견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2021년 5월 26일 이후에 제출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판매 허가
신청서는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에 따른 의약품 지침(MPD) 부속서 I 섹션
3.2. 제12항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정된 의약품 지침(MPD)에 따라 요구되는 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판매 허가 신청 서류에 포함되는 의료기기 규정(MDR)의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증거 제출은 2021년 5월 26일 이전에 제출된 판매 허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2.5 판매 허가 신청의 어느 단계에서 심사기관(NB)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유럽의약품청과 국가 규제기관은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최초
판매 허가 신청 서류에 적합성 선언, EU 인증서, 심사기관(NB) 의견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신청인이 판매 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시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유럽의약품청과 국가 규제기관과 진행하는 사전상담
시 서류의 제출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 요구된 서류가 없으면 절차 중에 심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Q 2.6 의료기기 규정 제117조는 현재 승인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에 의해 수정된 의약품 지침(MPD) 부속서 I 섹션
/ 78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융복합 의료제품

Ⅲ

3.2. 제12항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또는 2021년 5월
26일 이전에 제출된 판매 허가 신청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 허가 승인 후 의료기기 부분의 설계 또는 의도한 목적에 실질적 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의료기기가 추가된 경우, 적합성 선언, EU 인증서, 심사기관(NB)
의견서를 규제 절차의 일부로 유럽의약품청과 국가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Q 2.7
참조).
품목 허가권자는 변경사항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또는 효능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등록 정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변경사항이

등록된

정보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또는 효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변경 필요성 및/또는 변경 범주가 불분명하다면 판매 허가를
발급한 의약품 규제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통합절차 신청인을 위한 승인 후 절차적 조언에 대한 유럽의약품청 Q&A 내용에
따라 변경 절차가 비교적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에 관한 (신규/업데이트된) 적합성 선언, 심사기관(NB)이 발행한 EU 인증서,
심사기관(NB) 의견서를 변경 신청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한다.

Q 2.7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최초 시판 허가 후 의료기기(또는 의료기기 일부분)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규/업데이트된) EU 적합성 선언, 심사기관(NB)이 발행한 EU 인증서,
심사기관(NB)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 요구사항은 최초 판매 허가 신청 시점에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에 의해 수정된 의약품 지침(MPD) 부속서 I 섹션 3.2. 제12항을
이미 준수했는지와 관계없이 의료기기 부분의 안전성, 효능, 의도된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대한 모든 허가 후 절차(변경허가)에 적용된다. 품목 허가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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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사 간의 계약은 의료기기 부분의 변경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사소통과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은 의약품의 변경허가에서 (신규/업데이트된)
EU 적합성 선언, 심사기관(NB)이 발행한 EU 인증서, 심사기관(NB)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두 가지 상황이다.
① 의료기기 부분의 추가 또는 전면 교체
의료기기(또는 의료기기 부분)가 교체되거나 새로운 의료기기가 추가된 경우 신규
EU 적합성 선언, 심사기관(NB)이 발행한 EU 인증서, 심사기관(NB) 의견서를 변경
또는 확장 신청서의 일부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 부분의 변경
의료기기 제조자가 의료기기 부분의 안전 및 성능 또는 의료기기 부분의 의도된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을 도입할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조업체의 EU 적합성 선언에만 해당하는 의료기기(심사기관(NB) 참여 없음):
의료기기 부분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부분 변경을 포함하여 의료기기 규정(MDR)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EU 적합성 선언은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심사기관(NB)이

발행한

EU

인증서가

적용되는

의료기기:

의료기기

규정(MDR)의 관련 부속서(Ⅸ, Ⅹ, Ⅺ)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사항 평가로 EU
인증서가 신규/업데이트 되었다면 해당 인증서를 변경 허가 규제 절차의 일부로
제공해야 한다.
심사기관(NB) 의견서를 보유한 의료기기: 변경사항 평가로 심사기관(NB)
의견서가 새롭게 발급되었다면 해당 의견서를 변경 허가 규제 절차의 일부로
제공해야 한다.
심사기관(NB)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간의 계약 약정은 의료기기 변경의 평가와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를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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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품목 허가권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또는 효능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등록 정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변경사항이 등록된 정보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또는 효능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변경 필요성 및/또는 변경 범주가
불분명하다면 판매 허가를 발급한 의약품 규제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통합절차 신청인을 위한 승인 후 절차적 조언에 대한 유럽의약품청 Q&A 내용에
따라 변경 절차가 비교적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에 관한 (신규/업데이트된) 적합성 선언, 심사기관(NB)이 발행한 EU 인증서,
심사기관(NB) 의견서를 변경 신청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한다.

Q 2.8 제117조를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기 지침(MDD 또는 AIMDD)에 따라 발급된 심사기관(NB)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의료기기 지침(MDD 또는 AIMDD)에 따라 발급되고 의료기기 규정(MDR) 제120조
제2항 경과 규정을 만족하는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의료기기는 여전히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에 의해 수정된 의약품 지침(MPD) 부속서 I 섹션 3.2. 제12항의
요구사항 준수를 보조(Support)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기기 규정(MDR) 제120조제3항은 2021년 5월 26일 이전에 의료기기
지침(MDD)을 준수하여 작성되었고,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심사기관(NB)의 참여가 처음으로 요구되는 적합성 선언을
보유한 I 등급 의료기기도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즉 해당 의료기기의 적합성 선언은
2024년 5월 26일까지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에 의해 수정된 의약품
지침(MPD) 부속서 I 섹션 3.2. 제12항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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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9 심사기관(NB) 의견서는 유럽공공평가보고서(EPAR)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유럽공공평가보고서는 의약품 평가 방법을 포함한 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유럽
의약품청/국가 규제기관의 과학적 결정을 반영한다.
유럽공공평가보고서는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의 일부로 적합성 선언 또는 해당하는
경우 EU 인증서 또는 심사기관(NB) 의견서가 제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는 의료기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다. 신청인/품목 허가권자는 유럽공공
평가보고서에서 상업적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삭제/대체
문구의 정당성을 포함하는 제안을 하도록 요청을 받을 것이다. 심사기관(NB) 의견서는
별도로 게시되지 않는다.

Q 2.10 2021년 5월 26일 이후에 제출된 상호인정절차와 관련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의 영향은 무엇인가?

상호인정절차/반복사용절차(RUP, Repeat Use Procedure)는 관련 회원국들의
판매 허가를 위한 새로운 신청으로, 서류는 상호인정절차/반복사용절차 신청 시
적용되는 회원국들의 규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최초 국가절차, 개별허가절차
(Decentralised Procedure), 또는 상호인정절차 이후 요구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따라서 2021년 5월 26일 이후에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신청이 상호인정절차/반복사용절차에 제출되면 의료기기 규정(MDR)의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및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에 의해 수정된 의약품
지침(MPD) 부속서 I 섹션 3.2. 제12항이 적용되고, 적합성 선언, 적합성 인증,
심사기관(NB) 의견서와 같은 보조 문서가 반드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호인정절차/반복사용절차가 발효되기 전 참조회원국과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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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의 원본 서류를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적합성 선언, 적합성 인증,
심사기관(NB) 의견서 추가에 따른 변경 신청서가 요구된다.

Q 2.11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의 요구사항은 유럽연합(제58조 또는 EU-M4all) 이외의
의약품 신청에도 적용되는가?

유럽의약품청 약물사용위원회는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하여 의약품 규정(MPR)
제58조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하며, 그 기준은 유럽연합의 의약품 기준과 동일하다.
따라서 의료기기 규정(MDR) 제117조에 의해 수정된 의약품 지침(MPD) 부속서 I 섹션
3.2. 제12항 요구사항은 제58조와 유사하게 적용된다(이를 EU-M4all으로 부름).

Q 2.12 주작용이 의약품인 융복합 의료제품 중 의약품에도 고유식별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er) 요구사항이 적용되는가?

의약품법으로 규제되는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료기기 규정(MDR)
고유식별코드 관련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의 패키지에 의료기기 부분 관련 고유식별코드를 표시하면 안 된다.
의료기기 규정(MDR) 제1조제8항, 제9항 및 제10항에 명시된 의료기기 부분의
고유식별코드 적용에 관한 상세내용은 가이드라인 「MDCG 2019-2」에 반영되어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중 의료기기 부분만 CE 인증을 받았다면 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제품 표시기재사항(Labelling)은 문서 품질
재검토에 관한 실무위원회(QRD, Working Group on Quality Review of
Document) 템플릿에 요약된 의약품 표시사항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의료기기
부분에 이미 고유식별코드가 표기되어 있다면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융복합
의료제품의 라벨이나 외부 포장에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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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판 의약품이 2차 포장으로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의약품(합포장)

Q 3.1 의료기기 규정(MDR)은 합포장된 의료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에 의료기기(예, 흡입기(Inhaler), 스페이서(Spacer))를 2차
포장으로 함께 제공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단일체 형태가 아니라면, 해당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인은 제품을 시장에 계속 출시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 법률에 따라
합포장된 의료기기에 CE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심사기관(NB)에 의해 인증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규정(MDR) 제120조제3항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지침(MDD),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지침(AIMDD)에 따른 유효 인증서가 있는 의료기기는 2024년
5월 26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단, 의료기기 제조자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의료기기 규정(MDR)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FAQs – MDR
Transitional Provisions 참조).
자체 CE 마크 I 등급 의료기기는 2021년 5월 26일까지 의료기기 규정(MDR)을
준수해야 한다. 자체 CE 마크 I 등급 의료기기가 의료기기 규정(MDR)에 의해
등급이 상향되었면 의료기기 규정(MDR) 제120조제3항에 명시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Q 3.2 의약품과 함께 합포장된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의료기기 라벨 표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합포장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 지침(MPD), 의약품 규정(MPR), 또는 의료기기
규정(MDR)이 적용되는 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과 구별해야 한다
(Q2.1 참조).
합포장 융복합 의료제품에 존재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규정(MDR)을 반드시
/ 84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융복합 의료제품

Ⅲ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I에 명시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의 일부인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I 챕터 Ⅲ 섹션 23.1. 제b항에 따라 의료기기 라벨에
필요한 정보(예, CE 마크, 의료기기 식별, 제조자(및 위임인) 식별, 로트/일련번호,
고유식별코드 식별표시(UDI Carrier) 등)는 의료기기 자체 또는 자체 포장으로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기와 함께 합포장

융복합 의료제품을 구성하는 의약품의 제품정보

부속서(제품특성요약문, 표시기재사항, 그리고 패키지 인쇄물)는 의약품 지침(MPD)을
따라야 한다(문서 품질 재검토에 관한 실무위원회 템플릿 참조). 의료기기
제조자/위임인, CE 마크(심사기관(NB) 번호 포함), 의료기기 기호(Symbol), 고유식별
코드, 의료기기 자체 또는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의료기기 안전성 보고(Vigilance
Report)에 대한 참고자료와 같은 관리 정보는 위의 제품정보 부속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I 챕터 Ⅲ 섹션 23.1. 제b항에 따라 I 등급 및 IIa
등급 의료기기를 사용설명서가 없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섹션 23의 다른
조항에서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IFU, Instructions For Use)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는 요구되지 않는다. 만약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가 요구된다면
의료기기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합포장 의료기기 관련 정보, 특히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의도된 사용에 필요한
정보라면 의약품 패키지 인쇄물 및 제품특성요약문의 해당 섹션에 포함되어야
한다(상세내용은 제품특성요약문 가이드라인 및 문서 품질 재검토에 관한 실무위원회
템플릿 참조).
품목 허가권자는 자체적으로 의약품과 합포장된 의료기기의 제조자 이거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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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MDR) 제16조제1항제a호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자의 책임을 떠맡을 수 있다. 이
경우 품목 허가권자는 의료기기의 전주기(Lifecycle) 동안 의료기기 규정(MDR)을
준수해야 하고, 품목허가권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면 된다.
품목 허가권자가 합포장된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아닌 경우 의료기기 제조자는
의료기기의 수명 동안 의료기기 규정(MDR)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기기 라벨 및/또는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Q 3.3 합포장된 의료기기에 관한 서류의 일부로 적합성 선언/EU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의약품과 함께 포장된 의료기기가 의료기기 규정(MDR) 부속서 I에 명시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와 합포장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의료기기
규정(MDR)을 전체적으로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신청인/품목 허가권자의
책임이다.
의료기기와 합포장된 의약품의 판매 허가 시, CE 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이
포함되어 2021년 5월 26일 이전에 제출 또는 승인된 경우, 새로운 EU 인증서 또는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른 적합성 선언의 변경을 위해 품목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3.4 합포장된 의료기기 등급이 상향되어 심사기관(NB) 인증을 처음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의료기기 지침(MDD)에 따라 의료기기가 합포장된 제품의 시판 허가에 심사기관
(NB) 평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라 필요하게 된 경우,
의료기기 지침(MDD)을 계속 준수하고 있고 의료기기의 설계 및 의도한 목적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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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없다면 2024년 5월 26일까지의 유예기간에 시판될 수 있다. 그러나 시판 후
감시, 시장 감시, 의료기기 사업자에 대한 감시 및 등록과 관련한 의료기기
규정(MDR)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4) 의료기기 내 보조 의약품에 대한 협의 절차(제1조제8항)
Q 4.1 의료기기 지침(MDD)에 따라 이미 협의한 보조 의약품은 어떤 유형의 협의 절차를
제출해야 하는가?

의료기기 규정(MDR) 제25조제9항에 따르면 「MDCG Guidance 2020-12」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심사기관(NB)은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른 적합성 평가의
일부로 의료기기 지침(MDD)에 따라 이미 보조 의약품에 대하여 협의하였더라도
의약품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 요청은 향후 예정된 변경사항이 의료기기 규정(MDR)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전반적인 초기 협의 절차 또는 후속(변경) 협의 절차 제출
여부를 결정하려면 아래의 표를 참조한다.
해당 안내는 유럽의약품청 상담에만 적용된다. 국가 규제기관 상담의 경우 국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국가 규제기관과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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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의료기기 지침(MDD)에 따라 이미 협의한 보조 의약품에 대하여 의료기기 규정
(MDR)에 따른 유럽의약품청과의 협의 절차

절차 유형

기간

요건

서류

유럽의약품청에서 발행한 이전
의견서
IA 등급 변경 30일

의료기기 변경 없음
보조적 작용 변경 없음
심사기관(NB) 평가 변경 없음
또는 행정절차만 변경
 제조공정 설명 및

IB 등급 변경

유럽의약품청에서 발행한 이전

의료기기에 의약품을

의견서

결합하는 것에 관한 유용성

경미한 변경(위원회 규정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30일

1234/2008과 유사하게

서류(의료기기 규정(MDR)

(최대 60일까지

분류됨)

부속서 Ⅸ 섹션 5.2에

RSI 및 응답 평가 또는/및
가능)

60일 또는 90일
II 등급 변경

(최대 210일까지
RSI 및 응답 평가
가능)

전반적인
초기 협의

최대 210일

절차

심사기관(NB) 적합성 평가의

 해당하는 경우, 변경 요소에

변경(심사기관(NB) 평가가

대한 제조사 및

의료기기 지침(MDD)

심사기관(NB) 선언

협의내용과 다른 경우 포함)

상세내용

유럽의약품청에서 발행한 이전
의견서
중대한 변경(위원회 규정
1234/2008과 유사하게
분류됨)

다른 규제기관에서 의견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RSI: Reference Safety Information, 안전성 정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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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심사기관(NB) 목록

심사기관(NB)은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업체의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기기 기술문서 검토
품질시스템 평가(ISO 13485)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감시(매년 사후심사)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설계문서 검증
5년주기 갱신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른 심사기관(NB)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회원국이 의료기기 규정(MDR) 제39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 기관을 심사기관
(NB)으로 선정
② 선정 후 회원국이 NANDO 웹사이트에 선정된 심사기관(NB)을 발표
③ 심사기관(NB)을 담당하는 각 기관은 심사기관(NB) 평가 후 다음 항목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평가 결과
⁃ 시정 및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 평가 당시 불일치한 의견의 내용
⁃ 회원국이 지정하는 심사기관(NB)의 평가 범위
다음은 의료기기 규정(MDR)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에 따른 의료기기
심사기관(NB) 목록이다.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기관은 제외하였으며, 해당 규정
외 다른 규정에 따른 심사기관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5)
15)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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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른 심사기관(NB) 목록(2021년 6월 기준)

NB 코드

기관 이름

국가

NB 2265

3EC International a.s.

Slovakia

NB 2797

BSI Group The Netherlands B.V.

NB 2409

CE Certiso Orvos- és Kórháztechnikai Ellenőrző és Tanúsító Kft.

NB 1912

DARE!! Services B.V.

Netherlands

NB 0344

DEKRA Certification B.V.

Netherlands

NB 0124

DEKRA Certification GmbH

Germany

NB 2460

DNV Product Assurance AS

Norway

NB 0297

DQS Medizinprodukte GmbH

Germany

NB 0537

Eurofins Expert Services Oy

Finland

NB 0459

GMED

France

NB 0051

IMQ ISTITUTO ITALIANO DEL MARCHIO DI QUALITÀ S.P.A.

Italy

NB 0373

ISTITUTO SUPERIORE DI SANITA'

Italy

NB 2862

Intertek Medical Notified Body AB

Sweden

NB 0483

MDC MEDICAL DEVICE CERTIFICATION GMBH

Germany

NB 0482

MEDCERT ZERTIFIZIERUNGS- UND PRÜFUNGSGESELLSCHAFT
FÜR DIE MEDIZIN GMBH

Germany

NB 0050

National Standards Authority of Ireland (NSAI)

Netherlands
Hungary

Ireland

NB 0598
SGS FIMKO OY
(ex-0403)

Finland

NB 0197

TÜV Rheinland LGA Products GmbH

Germany

NB 0123

TÜV SÜD Product Service GmbH Zertifizierstellen

Germany

NB 2696

UDEM Adriatic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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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Ⅳ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에 따른 심사기관(NB) 목록(2021년 6월 기준)

NB 코드

기관 이름

국가

NB 2797

BSI Group The Netherlands B.V.

Netherlands

NB 0344

DEKRA Certification B.V.

Netherlands

NB 0124

DEKRA Certification GmbH

Germany

NB 0197

TÜV Rheinland LGA Products GmbH

Germany

NB 0123

TÜV SÜD Product Service GmbH Zertifizierstellen

Germany

/ 93 /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허･심사 체계 -유럽편-

나

심사기관 의견서 양식

1.1) 심사기관 의견서 견본양식(한글)

심사기관 의견서 견본양식
NB 로고
NB 명칭 및 주소
NB 번호

심사기관 의견서
(의료기기 규정(EU 2017/745) 제117조)

단일체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포함된 의료기기가
의료기기 규정(EU 2017/745) 부속서Ⅰ(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부합함

관리 참고번호(버전 번호 포함) :

심사자 이름 및 직책 :

NB 승인(서명) :

승인 일자(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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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심사기관 의견서 요약
<의견을 명확히 기술한다(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의 근거를 강조하고 관련 조건이나 기타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요약>

Ⅱ. 약어
<약어 목록>

Ⅲ.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a. 평가 근거, EU 2017/745 제117조

의료기기 규정(EU 2017/745) 제117조 참조: “서류에 적합성 평가 결과가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기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 규정 (EU) 2017/745에
따라 심사기관(NB)의 개입이 요구된다면, 당국은 신청인이 해당 의료기기
품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심사기관(NB)으로부터 부속서 I의 일반
안전성 및 성능 요구사항에 의료기기 부분이 부합한다는 의견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평가 대상 제품의 상호 이해를 위한 요약 정보: 제품의 구체적 설명 포함,
특히 의료기기의 용도, 투여 방법 등>
c. 평가 범위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적용 항목 목록, 제외의 근거>
d. 평가

<보고서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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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제출된
데이터를 요약하고 최종 평가 결과를 기술>
<주요 임상시험 시 의료기기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과 일정을 기술하고
관련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미친 영향을 설명>
e. 심사기관 의견

<의견을 명기하고 심사기관 의견의 근거 요약>

Ⅳ. 참고문헌
<ISO 표준을 포함하여 관련 참고문헌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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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사기관 의견서 견본양식(영문)16)

Proposal for Notified Body Opinion
template
NB logo
NB name and address
NB number

Notified Body Opinion
(Article 117 of the 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
Compliance of device(s) incorporated into an integral drug-device
combination product with
Annex I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

Administrative reference number:
(including version number)

Reviewer name and position:

NB authorisation(signature):

Authorisation date(YYYY/MM/DD):

16) Guideline on the quality requirements for drug-device combinations, EM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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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UMMARY OF NOTIFIED BODY OPINION
<Clearly state opinion i.e. acceptable or not acceptable>
<Include a brief summary highlighting the basis of the opinion, with any
relevant constraints or other considerations>

Ⅱ. LIST OF ABBREVIATIONS
<Insert list of abbreviations>

Ⅲ. ASSESSMENT OF THE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GSPR)
a. Basis of assessment, Article 117 of Regulation EU 2017/745.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text from Article 117 of the
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 [sic]… “Where, if the
dossier does not include the results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and where for the conformity
assessment of the device, if used separately, the involvement of a
notified body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U)
2017/745, the authority shall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an
opinion on the conformity of the device part with the relevant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GSPR) set out in
Annex I to that Regulation issued by a notified body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that Regulation for the type of device in question.”
b. General Drug-Device Combination product information.

<Summary information to ensur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product under assessment including a detailed descri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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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 particular the device component(s) indications, method
of administration, intended use, etc.>
c. Scope of assessment

<List of applicable GSPRs, with justification for any omissions>
d. Assessment

<This should form the main body of the report>
<For each applicable GSPR, summarise the data presented, and
final outcome(s) of the assessment>
<Any changes made to the device during pivotal clinical trials
should be described (changes, timelines) and the impact on relevant
GSPRs discussed>
e. Notified Body Opinion

<Clearly state the opinion and a summary of the justification for
the NB opinion>

Ⅳ. REFERENCES
<List relevant references, including ISO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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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심사기관 의견서 표지 견본양식(한글)
이 문서는 다음 2가지 상황에서 작성한다.
1. 독립적인 의약품 신청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품목 허가권자가 이 항목을
작성한다.
2.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의 신청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품 기술
소지자가 이 항목을 작성하고, 품목 허가권자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동의서를 제공한다. 유럽연합 절차에서 유럽약전 인증서(CEP)
보유자가 주성분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일반 정보
제품 세부 정보
의약품 상품명

신청업체

<판매 허가 신청에 따라 작성>
<품목 허가권자의 명칭/주소; 판매 허가를
소지한 업체>

판매 허가 종류

<예, 통합 신청>

판매 허가 번호

<예, ….>

의약품 분류 코드(ATC 코드)

<예, D08A C52>

적응증

<SPC 4.1에 따라 작성>

제형 및 함량

활성 성분의 INN(또는 일반명)

심사기관 의견서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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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사기관 의견서 표지 견본양식(영문)
It is intended that this document is completed in two situations:
1.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for a stand-alone medicinal product.
In this case, the MAH completes this section.
2.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that utilises a platform technology. In
this case, it is the technology owner who completes this section,
effectively providing a letter of authorisation to the MAH to use the
data, similar to the approach used where a CEP holder authorises
the use of the active substance in an EU procedure.
GENERAL INFORMATION
PRODUCT DETAILS
Invented / Trade name of the medicinal
product
Applicant
Marketing authorisation type
Marketing authorisation procedure
number
Pharmaco-therapeutic group
(ATC code)
Indication(s)
Pharmaceutical form(s) and strength(s)
INN(or common name) of the active
substance(s):

<as per MAA>
<Name and address of MAH i.e. legal
entity holding the MA>
<e.g. Centralised application>
<e.g. ….>
<e.g. D08A C52>
<As per SPC4.1>
<e.g. 10mg, 20mg INN solution for
injection, pre-filled syringe>
<as per MAA>
<Suitably authorised / signed by either

Authorisation to use NBOp

the MAH, applicant or the platform
technology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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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적 의약품에 관한 사후 협의 절차 양식

유럽의약품청이 심사기관(NB)에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융복합 의료제품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의약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의약품에 관한 변경(특히 제조공정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심사기관(NB)은 유럽의약품청과 상의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유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사후

협의

절차(Post-Consultation

Procedure)라고 한다. 유럽의약품청은 사후 협의 절차에 관한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a Post-Consultation Procedure Ancillary Medicinal Substance
Medical Device」(EMA/75252/2020) 양식을 배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사후 협의 절차 양식(한글)

신청서 양식
보조적 의약품에 관한 사후 협의 절차
EMA 절차번호: EMEA/H/D/<번호>
다음에 따른 자문 절차(다음 중 하나를 선택)
☐ 지침 93/42/EEC 또는 지침 90/385/EEC
☐ 규정 2017/745
신청 유형(해당 항목 모두 선택)
☐ 경미한 변경(IA형에 해당)
☐ 경미한 변경(IB형에 해당)
☐ 중대한 변경(II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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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고려사항(IB형과 II형만, 해당 항목 모두 선택)
☐ 품질
☐ 비임상
☐ 임상
☐ 기타

심사기관 명칭 및 주소:

연락담당자 성명과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우편번호> <도시>

<우편번호> <도시> <국가>

<국가>

전화번호: <번호>
E-mail: <이메일 주소>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의료기기
EMA 번호

(특허)
명칭

용량

(특허)
명칭

용량

제형

투여
경로

포장

함량
(농도)

포장
크기

<EMA 절차번호
{EMEA/H/D/0000/00/00/00}>

또는
EMA 번호
<EMA 절차번호
{EMEA/H/D/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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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서에 포함된 변경
본 신청서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의료기기에 포함된 보조적 의약품의 변경

절차 유형

☐

a) 경미한 변경(IA형에 해당)

IA

☐

b) 경미한 변경(IB형에 해당)

IB

☐

c) 중대한 변경(II형에 해당)

II

규정 (EC) 1234/2008과 「Classification Guideline for variations on
marketing authorisation for medicinal products」를 근거하여 경미한/중대한
변경으로 분류한다.
위와 유사하게, 변경 요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변경 번호

절차 유형
☐ IA ☐ IB ☐ II

변경의 정확한 범위 및 배경:
<상세내용>
현행

요청

<상세내용>

<상세내용>

개정에 따른 다른 신청(해당할 경우):
<상세내용>
제출 문서: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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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선언
본인은 상기 제안에 따라 자문 절차가 변경될 수 있도록 통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해당 선언 선택).
☐ 이 신청서에 기입된 것 이외의 다른 변경은 없다(동시에 제출된 다른 변경사항
제외).
☐ 이 변경은 심사기관(NB)이 초기에 확인한 바와 같이 의료기기의 일부로서
보조적 의약품의 유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당되는 경우, 관련 변경에 대해 설정된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 IA형 통지의 경우: 「Classification Guideline for variations on marketing
authorisation for medicinal products」에 비추어 관련 변경사항에 관한
필수서류를 제출하였다.
☐ 심사기관(NB)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의
맥락에서 이 신청서의 제출을 확인한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연합 규칙에 따라
송장을 수령 받은 후 수수료를 유럽의약품청에 지불해야 하므로 심사기관
(NB)은 유럽의약품청과의 현재 합의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변경 시행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다음 생산가동/다음 인쇄
☐ 일자: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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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명자의 서명:

지위(직책): <직책>
일자: <연월일>

성명: <성명>

제2 서명자의 서명:

지위(직책): <직책>
일자: <연월일>

성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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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후 협의 절차 양식(영문)

`Application form
For a post-consultation procedure on an ancillary medicinal substance
in a medical device
European Medicines Agency(EMA) procedure number: EMEA/H/D/
<Number>
Post-consultation according to (tick one option)
☐ 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 or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 90/385/EEC
☐ Medical devices Regulation (EU) 2017/745
Type of application (tick all applicable options)
☐ Minor amendment (equivalent to Type IA)
☐ Minor amendment (equivalent to Type IB)
☐ Major amendment (equivalent to Type II)
Changes concern (for Type IB and Type II variations only, tick all
changes applicable)
☐ Quality
☐ Non-clinical
☐ Clinical
☐ Other

/ 107 /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허･심사 체계 -유럽편-

Name and address of the notified body:

Name and address of contact person:

<Name>

<Name>

<Address>

<Address>

<Postcode> <City>

<Postcode> <City> <Country>

<Country>

Telephone number: <Number>
E-mail: <E-mail address>

Medical device(s) concerned by this application
EMA number

(Invented)
Strength
Name

<EMAproduct number
{EMEA/H/D/0000/00/00/00}>

<Name>

Pharmaceutical
form

Route of
administration

Packaging

Content
Package
(concentration) size

Or,
EMA number

(Invented)
Strength
Name

<EMAproduct number
{EMEA/H/D/0000/00/00/00}>

<Name>

Changes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The changes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are classified as:
Changes in an ancillary medicinal substance incorporated in a
medical device (post-consultation procedure)

Procedure
type

☐

a) Minor change (equivalent to type IA)

IA

☐

b) Minor change (equivalent to type IB)

IB

☐

c) Major change (equivalent to type I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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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consultation procedures on an ancillary medicinal substance
in a medical device are classified as minor/major amendments by
analogy to Commission Regulation (EC) 1234/2008 and the Commission
Classification Guideline for variations on marketing authorisation for
medicinal products
By analogy, the proposed changes could be classified as:
Variation number

Procedure type
☐ IA ☐ IB ☐ II

Precise scope and background of the changes:
<Text>
Present
<Text>

Proposed
<Text>

Other applications under revision (if applicable):
<Text>
Documentation provided: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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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the Notified body
I hereby submit a notification/application for the above consultation
procedure(s) to be var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sals given
above. I declare that (please tick the appropriate declarations):
☐ There are no other changes than those identified in this application
(except for those addressed in other variations submitted in
parallel).
☐ The changes do not adversely affect the usefulness of the ancillary
medicinal substance as part of the medical device as initially
verified by the notified body.
☐ Where applicable, all conditions as set for the variation(s)
concerned are fulfilled.
☐ For type IA notifications: the required documents as specified for
the changes concerned in analogy to Commission Classification
Guideline for variations on marketing authorisation for medicinal
products have been submitted.
☐ 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notified body submits thi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an assessment of conformity of the
above referred medical device upon request of the medical device
manufacturer. The notified body has not charged the medical
device manufacturer for the present consultation with EMA, as the
medical device manufacturer shall pay directly to EMA the fees for
this procedure according to the Union rules upon receipt of an
invoice.
Changes will be implemented from: ☐ Next production run/next printing.
☐ Date: <DD Month 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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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job title): <Job title>
Date: <DD Month YYYY>

Print name: <Name>
Second signatory:

Status (job title): <Job title>
Date: <DD Month YYYY>

Print nam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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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랑스의 경계 제품 심사 절차

프랑스 규제기관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프랑스 보건부 산하의 공공
기관으로 모든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체외진단기, 바이오 제품)의 안전을 담당
하며, 안전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고 의료제품의 감시와 시험 진행 및 제조시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의 이전 명칭은 Afssaps(Agence française
de sécurité sanitaire des produits de santé)이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은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경계 제품 심사를 진행한다. 경계
제품 분류 신청인은 경계 제품에 포함된 의료기기에 관한 제품 정보, 표시기재사항
정보, 설계와 제조 정보 등이 기재된 기술문서를 심사기관(NB)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임상평가자료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경계 제품에 포함된 의약품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심사기관(NB)이 유럽의약품청 또는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에 자문를
요청한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이 2012년 10월 개정한 가이드라인 「Dispositif
Médical incorporant une substance médicamenteuse à titre accessoire」은
보조적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기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에 새로운 사항이 있다면
성분의 정성적･정략적 정보, 제조 방법 등의 품질 자료, 비임상 및 임상 자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위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경계 제품 내 의약품 부분에 대한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의 심사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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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제품 내 의약품 부분에 대한 ANSM의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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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NB)은 가장 먼저 제조사가 주장한 의료기기 내 의약품 성분의 유용성을
검사한 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에 의료기기 내 의약품 성분의 유익성-위해성
프로파일을 포함한 의약품 성분의 품질 및 안전성 의견서, 즉 QS(Quality Safety)
의견서를 최초신청 및 추가 통지 최소 3개월 전에 요청한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은 해당 요청서 및 신청서를 수령 후 신청서의 적합성
(요청 처리 가능성)을 평가한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의 관할 범주에 속하는 의료
기기와 보조 기능을 가진 의약품 성분의 평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기관(NB)은
신청서 거부 통보를 받게 된다. 평가에 부합하는 경우, 심사기관(NB)의 신청서가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에 등록되며 등록 통보를 받게 된다. 제품에 관한 전체
자료는 해당 일자(등록일+3개월)에 심사기관(NB)이 발송한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은 자료를 접수한 시점(J0)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의 처리
가능성을 검토한다. 검토 작업은 가이드라인 부속서에 명시된 신규 의견서 또는 보충
의견서의 모든 평가요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또한 자료가 처리
가능하기 위해서 심사기관(NB)은 포함성분의 유용성 평가 보고서를 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은
의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기관(NB)에 자료 보충을 요청하거나, 만남을 제안할
수 있다. 처리 기한(210일)은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이 처리 가능한 자료를 검토
하기 시작한 시점(J1)부터 계산하며, 심사기관(NB)이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내는
기간에는 중지된다.
자료가 처리 가능해지면, 의료기기 품목과 포함성분에 따른 관할 부서로 자료가
전달된다. 특히, 의약품 성분이 동물성분 또는 인체성분이거나 제조공정에서 동물성분
또는 인체성분 성분이 사용되었을 경우,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 관할기관에 시료를
전달하여 바이러스 안전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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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 청장은 심사기관(NB)이
제출한 유용성 의견서를 고려하여 의료기기에 의약품 성분이 추가됨에 따른 유익성위해성 프로파일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한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이 최종 의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심사기관(NB)은
절차 진행 중 DMTCOS-DMCHIR(ANSM 담당자)에게 평가 요청 철회를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하여 언제든지 의견서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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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Ⅴ

한글

AIMDD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지침

ANSM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du Médicament et
des Produits de Santé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

ASMF

Active Substance Master File

원료의약품등록

ATMP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첨단치료 의료제품

CA

Competent Authority

규제기관

CAT

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첨단의약품위원회

CCS

Container Closure System

용기･마개 시스템

CHMP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약물사용위원회

CMDh

Co-ordination Group for Mutual Recognition and
Decentralised Procedures-Humans

상호인정절차 및 비단일 절차
조정그룹

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인증

Centralized Procedure

통합절차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국제공통기술문서

DDC

Drug-Device Combination

의약품-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제품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

European Commission

유럽 위원회

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EEA

European Economic Area

유럽 경제 지역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유럽의약품청

EPAR

European Public Assessment Report

유럽공공평가보고서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체

GSPR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HCP

Healthcare Professionals

의료전문가

IFU

Instructions For Use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IPC

In-Process Control

공정관리

CoC
CP

EC
ED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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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IVDMD

영문

한글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침

IVDR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Regulation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

MAA

Marketing Authorisation Application

판매 허가 신청

MAH

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

품목 허가권자

MCB

Master Cell Bank

마스터세포은행

Medical Device Coordination Group

의료기기조정그룹

MDD

Medical Device Directive

의료기기 지침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Regulation

의료기기 규정

MPD

Medicinal Product Directive

의약품 지침

MPR

Medicinal Product Regulation

의약품 규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MRP

Mutual Recognition Procedure

상호인정절차

Notified Body

심사기관

Official Medicines Control Laboratory

공식시험기관

PMF

Plasma Master File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

PRAC

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

QRD

Working Group on Quality Review of Document

문서 품질 재검토에 관한
실무위원회

RSI

Reference Safety Information

안전성 정보 참고 문헌

RUP

Repeat Use Procedure

반복사용절차

Summaries of Product Characteristics

제품특성요약문

SRN

Single Registration Number

단일 등록 번호

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병증

UDI

Unique Device Identifier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Working Cell Bank

제조용세포은행

MDCG

NB
OMCL

SmPC

W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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