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멸균밸리데이션 실무 교육 운영계획(안)
Ⅰ. 과정개요
교육기간

세부내용

2018.10.11.(목) ~ 2018.10.12.(금) (*14시간, 09:30~17:30)
- 1일차 : 고압증기(스팀) 멸균
- 2일차 : 방사선 멸균
◉ 개요 :

교육안내

- ISO 11135등을 기본으로 제품별 멸균의 종류 및 방법,원리 및 특성을 비교하여
특성에 맞는 멸균공정 개발,유효성 평가 및 멸균밸리데이션의 진행 능력 향상하는 과정
◉ 훈련 대상 요건 : 국내외 인허가 담당자, 인증 업무 담당자
- 90%이상 수강 (미수료시 비용지원이 되지 않아 비협약 비용이 청구됩니다.)

수료조건

- 수료증은 교육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1&2일차 선택하여 강의 신청 불가능 합니다!
(강의신청은 2일 모두 수강 가능하신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Ⅱ . 교육 일정표
일자

시간

교육내용

09:30~10:30

◦ 의료용품 멸균의 정의 및 종류

10:30~11:30

◦ 멸균방법별 원리 및 특성비교 (고압증기멸균)

11:30~12:30

중식

1일차
12:30~13:30

◦ 멸균방법별 원리 및 특성비교 (고압증기멸균)

13:30~15:30

◦ 멸균 공정 개발 및 제품 적합성 (고압증기멸균)

15:30~17:30

◦ 멸균의 적격성과 유효성 평가 및 IQ, OQ, PQ

09:30~10:30

◦ 의료용품 멸균의 정의 및 종류

10:30~11:30

◦ 멸균방법별 원리 및 특성비교 (방사선)

11:30~12:30

중식

2일차
12:30~13:30

◦ 멸균방법별 원리 및 특성비교 (방사선)

13:30~15:30

◦ 멸균 공정 개발 및 제품 적합성 (방사선)

15:30~17:30

◦ 멸균의 적격성과 유효성 평가 및 IQ, OQ, PQ
※ 조합 내부 사정에 의해 강의 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국 FDA510(k) 인허가 프로세스 교육 운영계획(안)
Ⅰ. 과정개요
교육기간
세부시간
준비물품

교육안내

수료조건

2018.10.18.(목) ~ 2018.10.19.(금) (*12시간)
- 1일차 : 09:30~18:30
- 2일차 : 09:30~14:30
개인 노트북 지참이 필수입니다.
◉ 본 과정은 노트북을 사용하는 ‘실습’이 포함된 강의입니다.
◉ 개요 :
- FDA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미국의 인증제도를 이해하고, FDA510(k)에서 요구하는
시험검사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FDA 510(k)를 작성, 관리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 과정
◉ 훈련 대상 요건 : 국내외 인허가 담장자, 인증 업무 담당자
- 90%이상 수강 (미수료시 비용지원이 되지 않아 비협약 비용이 청구됩니다.)
- 수료증은 교육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Ⅱ . 교육 일정표
일자

1일차

시간

교육내용

09:30~10:30

해외 의료기기 규제

10:30~11:30

FDA 510(k)란?

11:30~12:30

중 식

12:30~15:30

의료기기의 분류(EU & US)

15:30~17:30

General Controls (일반규제)
FDA 규제사항, Warning Letter

17:30~18:30

Warning Letter, 510(k)의 종류

09:30~10:30

510(k) 준비 및 절차

10:30~11:30

510(k) FDAProcessing510(k) U.S.Agent & MDR

12:30~12:30

중 식

12:30~14:30

510(k) FDAProcessing510(k) U.S.Agent & MDR

2일차

※ 조합 내부 사정에 의해 강의 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