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전자파 안전시험 실무 교육계획(안)

의료기기 CE Technical File 작성실무 교육 운영계획(안)
Ⅰ. 과정개요

Ⅰ. 과정개요

교육기간

2018.12.04.(화) - 12.05(수) *14시간 / 09:30~17:30

교육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체 담당자

강

RAMS 오현주 대표

사

수료조건

교육인원

교육기간

20여명

강사
교육대상

- 90%이상 수강 (미수료시 비용지원이 되지 않아 비협약 비용이 청구됩니다.)

2018.12.06.(목) ~ 2018.12.07.(금) (*14시간, 09:30~17:30)
표준품질원 김익수 대표
전기 의료기기 설계/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교육인원 20여명

◉ 개요 :

- 수료증은 교육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수업개요

◉
CE(MDD) 인증을 위한 과정을 이해하고, CE Technical File 작성의 주요 문서인
S/W Validation Report, Risk Management Report, Usability Engineering report
및 Clinical Evaluation Report를 포함한 기술문서를 작성하는 직무에 관한 과정

준 비 물

(권장 노트북)
의료기기 CE Technical File 작성실무를 수강하는 교육생은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여 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업방식

◉ 본수업은 이론 60%, 실습 40%로 구성된 강의입니다.

안내사항

◉
◉
◉
◉

협약기업에 한해서 무료 (비협약기업 수강불가)
무단불참시 다음 교육참여에 제한을 둡니다.
교육취소는 온라인 ‘교육취소 게시판’에서만 가능하며 청강은 절대 불가합니다.
문 의 : 산업인력팀 070-8892-3741, cjs@medinet.or.kr

교육안내

- 전자의료기기와 전자파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IEC60601-1-2 4판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설계 및 품질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 훈련 대상 요건 : 전기 의료기기 설계/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수료조건

- 90%이상 수강 (미수료시 비용지원이 되지 않아 비협약 비용이 청구됩니다.)

- 수료증은 교육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협약기업에 한해서 무료 (비협약기업 수강불가)

안내사항

◉ 무단불참시 다음 교육참여에 제한을 둡니다.
◉ 교육취소는 온라인 ‘교육취소 게시판’에서만 가능하며 청강은 절대 불가합니다.
◉ 문 의 : 산업인력팀 070-8892-3741, cjs@medinet.or.kr

Ⅱ . 교육 일정표
◉ 교육취소는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센터]-[교육취소]게시판 참조
일 자

◉ 문 의 : 산업지원팀 070-8892-3741

Ⅱ . 일정표
일자

시간

○ CE 마킹 제도 (MDR/IVDR)

11:30~12:30
1일차

중식

12:30~14:30

○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14:30~16:30

○ 안전성/유효성(성능) 요구사항

16:30~17:30

○ 사후관리(PMS/PMCF)

09:30~11:30

○ CE 기술문서 요구사항

11:30~12:30
2일차

09:30~10:30

◦ 전자파 개요 및 시험항목

10:30~11:30

◦ 전자파 국제표준

2일차

중식

12:30~13:30

◦ 의료기기 전자파 환경 및 피해사례

13:30~15:30

◦ 기기분류 및 용어 정의
◦ 전자파 표준 개정 내역

15:30~17:30

◦ 전자파4판 주요변경내용
◦ IEC60601-1-2, 4판 내용

09:30~11:30

◦ 의료기기 위험관리 요약
◦ 전자파 시험계획서 작성 항목

11:30~12:30

중식

교육내용

11:30~12:30

교육내용
1일차

09:30~11:30

시 간

중식

12:30~13:30

◦ 전자파 시험보고서 작성 항목

13:30~14:30

◦ 전자파 위험관리 문서 작성

14:30~15:30

◦ 전자파 시험계획서 작성 실습

12:30~13:30

○ 유럽 위험관리 규격(EN ISO 14971)

15:30~16:30

◦ 전자파 시험보고서 작성 실습

13:30~14:30

○ 임상평가보고서 요구사항 (MEDDEV 2.7/1)

16:30~17:30

◦ 전자파 위험관리 문서 작성 실습

14:30~17:30

○ CE 기술문서 작성

CE 임상평가 보고서 작성 실무 교육 운영계획(안)
Ⅰ. 과정개요
교육기간
강사
교육대상

의료기기 사후관리 실무 교육 운영계획(안)
Ⅰ. 과정개요

2018.12.11.(화) ~ 2018.12.12.(수) (*14시간, 09:30~17:30)

교육기간

2018.12.18.(화) - 12.19.(수) (*14시간 / 09:30~17:30)

DNV 엄수혁 심사원

교육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체 담당자

강

올림푸스 박성희 부장

의료기기 제조업

사

사내 허가 관련 실무자

수료조건

- CE 임상평가 보고서의 작성 시 MDD(MEDDEV2.7.1R4)및 CE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임상

수료조건

수업안내

◉ 1일차 : 강의 위주
- 90%이상 수강 (미수료시 비용지원이 되지 않아 비협약 비용이 청구됩니다.)

안내사항

- 수료증은 교육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무단불참시 다음 교육참여에 제한을 둡니다.
◉ 교육취소는 온라인 ‘교육취소 게시판’에서만 가능하며 청강은 절대 불가합니다.
◉ 문 의 : 산업인력팀 070-8892-3741, cjs@medinet.or.kr

일 자

1일차

2일차

- 회사 품질경영시스템(ISO 13485)을 구축,실행함에 있어 ISO13485및 의
료기기 사후관리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회사 품질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

시간

교육내용

09:30~10:30

임상평가의 서론

10;30~11:30

임상조사와 임상평가 및 PMCF 활동

11:30~12:30

임상조사와 임상평가 및 PMCF 활동

12:30~13:30

점심시간

13:30~15:30

임상평가의 일반 원칙

15:30~16:30

임상평가의 일반 원칙

16:30~17:30

임상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 / 문서화(Ⅰ)

09:30~10:30

임상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 / 문서화(Ⅱ)

10;30~11:30

임상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 / 문서화(Ⅱ)

11:30~12:30

임상데이터의 평가

12:30~13:30

점심시간

13:30~15:30

임상데이터의 평가

15:30~16:30

임상평가보고서의 contents

16:30~17:30

문헌검색 및 분석방법, 평가방법

◉
◉
◉
◉

협약기업에 한해서 무료 (비협약기업 수강불가)
무단불참시 다음 교육참여에 제한을 둡니다.
교육취소는 온라인 ‘교육취소 게시판’에서만 가능하며 청강은 절대 불가합니다.
문 의 : 산업인력팀 070-8892-3741, cjs@medinet.or.kr

Ⅱ. 교육 일정표

Ⅱ . 교육 일정표
일자

- 수료증은 교육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2일차 : 워크샵 진행 (조별활동)

◉ 협약기업에 한해서 무료 (비협약기업 수강불가)
안내사항

- 90%이상 수강 (미수료시 비용지원이 되지 않아 비협약 비용이 청구됩니다.)

◉ 과정 개요 :

평가보고서의 요건에 대해 파악하여 의료기기 임상평가보고서의 작성에 적용할 수 있다.
◉ 훈련 대상 요건 : 국내외 인허가 담당자, 인증 업무 담당자

교육방식

20여명

교육인원 20여명

◉ 개요 :
교육안내

교육인원

시 간

교육내용

09:30~11:30

고객 불만 시스템

11:30~12:30

중식

12:30~16:30

CAPA

16:30~17:30

모의리콜

09:30~11:30

모의리콜
PMCF 및 PMS

11:30~12:30

중식

12:30~13:30

PMCF 및 PMS

13:30~14:30

PMCF 및 PMS

14:30~15:30

PMCF 및 PMS

15:30~16:30

폐기절차

16:30~17:30

통계적기법

1일차

2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