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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국내 의료용 소프트웨어 관리제도의 취약점 개선 연구

본 연구는 각국의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관리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국내 의

료용 소프트웨어 관리제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의료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로서 관리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각국 관리제도의 주요 특징, 관리대상 내용 및 제출 서류 평가 등

에 대한 소개와 각국 관리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국내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유헬스

케어 및 모바일 의료용 앱과 같은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각국의 관리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위험분석 및 사이버 보안의 관리 부재에 따른 국내 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위험분석은 모든 주요 국가가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조속히 소프

트웨어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 국내 관리제도의 취약점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전문가 협의를 통한 제도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핵심되는 말 : 의료용 소프트웨어, 각국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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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의료 수준의 향상 및 의료 산업 발전에 힘입어 평균 수

명 연장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인류가 수명 

연장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고도화된 의

료 서비스의 발전을 야기 시켰다. 과거의 의료 환경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 문진 중심 및 건강이 악화되거나 질병이 발생 후 병원을 방문하는 치

료 중심적인 것에서 근래에는 평소 일상 생활에서 건강 지표를 관찰, 기록하

려고 함에 따라 개인 생체 정보 및 주변 환경 정보에 관한 모니터링에 쓰이는 

의료 센서 및 기기 등이 발전되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병원 방문 없이 

실시간으로 의료진들이 관찰하고, 필요 시 원격 진료 등을 통한 서비스가 증

대됨에 따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고 있다. 유

헬스케어 시스템은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기기관이 아닌 장소에

서 일반일, 만성질환자, 고령인 등이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

해주며,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안전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국

외는 물론 국내에서는 산업 및 병원 등 여러 분야에서 유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관심이 증대되고, 기기 발전에 힘입어 이를 이용하는 소프트웨

어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는 원격진료가 가능한 아파트가 

등장하여 아파트 내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여러 곳에 배치하

여 정보를 획득하고 미래형 홈네트워크가 의료기관에 연결되어 있어 원격진료

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고, 무인 전자 처방전 발생기, 무인혈압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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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등의 기기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등

을 이용하여 이동 중에도 의료인과 진료 상담 및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모

바일 주치의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원격 진료 등을 가능하기 위하

여 여러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단순히 혈압 및 심전도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내주는 정보를 의료인들에게 보내주는 소프트웨어부터 나아가 수집

된 생체신호를 바탕으로 모의진단까지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등장하였고, 적용

범위가 가정에서부터 나아가 핸드폰, 태블릿 PC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지표의 

관찰 등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등에 내장

되어 있는 플래시를 이용하여 손가락 끝에 흐르는 헤모글로빈의 빛의 흡수도

를 이용하여 맥파 등을 모니터하는 앱이나 ECG 파형 등을 분석하는 모바일 앱

이 있다. 이러한 진단․치료․처치 등의 사용목적을 갖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계․기구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FDA 등에서는 유헬스케어 및 모바일 의료용 앱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심사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헬스케어 및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힘

입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국내

외 여러 가이드라인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며 그 중 의료용 소프트웨어와 관

련된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내외에서 다수 

발간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방안의 현행

화가 더딘 실정이다. 또한 국가별 관리체제를 비교한 자료가 없어 국내 관리

방안의 취약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소프트웨어의 허가 

승인을 위한 필요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

며 주로 FDA에서 발간된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및 유럽의 CE와 중국에서 발

간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각국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유헬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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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및 의료용 앱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국내 소프트웨어 현 관리방안의 

안의 취약 실태를 파악하고 좀 더 나은 관리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최종적으로 

국내에 적용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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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의료용 소프트웨어 산업동향

  장소 및 시간에 구애 없이 이용이 가능한 유헬스케어 및 의료용 앱이 등장

함에 따라 병원이 아닌 환자의 가정집, 사무실 또는 이동 중에도 의사의 진단 

등이 가능함에 따라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

로 확산 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앞서 서론에서

도 밝혔듯이 과거의 의료 환경은 의료진 중심과 건강이 악화되거나 질병이 발

생 후 병원을 방문하는 치료 중심적인 것에서 근래에는 평소 일상에서 건강 

지표를 관찰, 기록하려고 함에 따라 개인 생체 정보 및 주변 환경 정보에 관

한 모니터링에 쓰이는 의료 센서 및 기기 등이 발전되었고, 아울러 원격 진료 

등을 통한 서비스가 증대됨에 따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 정보의 공유

가 확대되고,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이다.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8년 2020년

0~14세 21.1 19.2 16.2 12.7 12.4

15~64세 71.7 71.7 72.9 72.9 72.0

65세 이상 7.2 9.1 11.0 14.3 15.6

표 1. 우리나라 연령계층별 추이

* 데이터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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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양 과다 등으로 인한 성인병 발병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는 높

은 의료비 지출을 만들고 정부도 의료비 재정문제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실

정이다. 

구분

환자수 (만명, %) 진료비 (만원, %)

2003년 2007년 증가율 2003년 2007년 증가율

4

대 

질 

환

고혈압환자 265 410 55.0 17 19 31.3

당뇨환자 121 167 37.7 26 31 18.9

뇌혈관질환자 37 60 62.5 97 151 56.6

심장질환자 42 59 39.5 66 94 42.2

4대 만성질환자 465 696 49.7 34 40 31.3

전체환자 4,149 4,410 6.3

표 2. 국내 4대 만성질환 환자 수 및 진료비 증가 추이

* 데이터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2008. 12.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발된 의료용 소프트웨어 중 유헬스케어 서비스는 시

간적, 공간적인 한계점을 없애고 소비자(환자)가 다양한 생활 속에서 의료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서비스로서, 대표적 예로 로

체스터 대학의 미래 스마트 메디컬 홈 프로젝트가 있다. 스마트 메디칼 홈 프

로젝트는 그림과 같이 여러 생체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부, 수집된 생체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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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분석 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 및 보유하는 데이터 저장 부, 병

원과 가정과 데이터를 변환·전송하는 네트워크 및 인터페이스 부, 보안 유지

를 위한 방화벽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피부

상태를 항상 체크하여 피부암 발병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 복용 중인 의약

품에 대한 복용 유무 및 정보 등을 알려주는 여러 관련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림 1. 스마트 메디컬 홈 프로젝터(로체스터 대학)

* 데이터 출처 : University of Rochester, “Letting the Home Interface with the

Healthcare System: New Paradigms for Consumers and Providers,”

Though Leader’s workshop with pap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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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산업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여러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 GE사에서 그림과 같이 임산부 및 태아의 상태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2. GE사 u-헬스케어 서비스 구성도

* 데이터 출처 : GE Healthcare, http://www.gehealthcare.com

이 시스템은 가정이나 이동 중 태아의 심장박동, 임산부의 자국 수축 정도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GE Centricity Perinatal(QS)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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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 인터넷 네트워크로 의료기관의 PC 등으로 데이터

를 보내어 의료인이 임산부 및 태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도 원격진료 시대를 대비한 각종 유헬스

케어 분야 산업을 벌이고 있다.

표 3. 글로벌 기업의 u-Healthcare 분야 진출 동향

* 데이터 출처 : 강성욱․이성호․고유상, 유헬스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2007.

김승환,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기술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7.

김명남, u-헬스케어 서비스 동향,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2009.

손대일, u-헬스서비스, IT, BT, NT 융합기술 중심의 u-헬스,

U-Heal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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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원무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의료정보화 기술은 기업보다 병원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그 예로 연세의료원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개요를 보

면, 다른 지역의 환자, 지역의원 및 타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환자 데이터 및 

의료비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약국에서 발행되는 전자처방전 및 보험관리공

단 등에 모든 정보가 인터넷 상으로 공유되며 이 정보는 중앙의 연세의료원 

통합 의료정보시스템(u-Severance)으로 수집되고 이 시스템 안에서 병원정보

시스템(HIS)에서 일어나는 전자의료기록(EMR), 진단 ․ 처방 시스템(OCS) 등을 

기록하고 필요시 데이터를 PACS1)를 이용하여 각 과에 전달한다.

그림 3. 연세의료원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마스터플랜

* 데이터 출처 : 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

http://sev.iseverance.com/contents.asp?cat_no=19615

1) PACS : 영상의학적인 영상 진단장치를 통하여 진단한 영상을 디지털 상태로 획득․저장하

고, 그 판독과 진료기록을 함께 각 단말기로 전송․검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통

합적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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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병원 뿐 아니라 지역별 의료기관 및 민간 업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내놓은 서비스 모델도 진행 중에 있다.

 

표 4. 민간부분의 u-healthcare 서비스 모델

* 데이터 출처 : 송태민․장상현, u-Healthcare 이슈 및 연구동향, 보건복지포럼,

2011. 1.

국내 정부 주도의 보건복지 사업 중 유헬스케어 분야는 법제도 장벽 등에 부

딪혀서 활발하진 않지만,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국민의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제도 개선 및 과제 창출 등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작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가 취

약한 산간지방을 대상으로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한 홈네트워크 산업 중의 하나로 e-Health 산업을 육성하여 KT 등의 통신회사

와 연계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가능한 미래형 홈네트워크를 가능

케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며, 범위는 점점 확대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원격(화상)진료 서비스 및 u-방문 간호 서비스,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생체정보 원격 모니터링 및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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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전자로 공유할 수 있어 원격 상담 및 진단,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

게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그림 4. 공공부문(경상북도 영양군) u-헬스케어 서비스 모형 사례 

* 데이터 출처 : 송태민․장상현, u-Healthcare 이슈 및 연구동향, 보건복지포럼,

2011. 1.

아울러 충남 서산시에서는 고령자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건

강증진센터 등에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 방안을 주는 등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

공하며, 요양시설이나 고위험군인 환자 대상으로 지속적 처방 및 처치를 도와

주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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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충남 서산시 USN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시스템 모형 사례

* 데이터 출처 : 2009년도 u-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사업계획서 복지분야 사업계획서,

2009. 5.

  유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상용화되고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환경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세계는 모바일 앱이 빠른 추세로 발달하

고 있다. 그 중 모바일 의료용 앱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및 사

용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모바일 의료용 앱은 전체 모바일 앱 시장

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모바일 앱의 시장은 100백만 달

러 규모이나 2015년에는 400백만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불어 모바일 의료용 앱도 2010년에 비해 2015에 2배 이상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고 36.8%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존에 대부분

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애플이 차지하였지만 현재는 다른 경쟁업체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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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바일 앱 세계 시장 추이

* 데이터 출처 : Market for Mobile Medical Apps, Kalorama Information, 2010. 12.

또한 앱의 수도 2008년에는 만 건에 불과하였던 수가, 2010년에는 37만종으로 

증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2008-2010년도 모바일 앱의 수

* 데이터 출처 : Market for Mobile Medical Apps, Kalorama Information,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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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발 추세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업체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른 업체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차원 모바

일 앱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

는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의 관리를 돕는 모

바일 앱을 개발하여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같은 질환 뿐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등 알

레르기 질환을 폭넓게 다루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

라, 만상창상관리 앱, 경도인지장애 앱, 천식 관리 앱, 심전도 관리 앱 등을 

KT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도 유헬스케어, 모바일 의료용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정

부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건강관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국가

에서보다 활발히 시장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

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일반인에 대

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민간 중심의 의료산업이 형성되어 있어 

다른 나라보다 발전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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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국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관리배경 

2.1 미국 FDA 관리배경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많아지고, 모바일 플

랫폼이 점점 많아지면서 개발자들은 휴대용 모바일 플랫폼에 사용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바일 앱 중 개인의 건강을 보조할 수 있는 

특정 앱 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로서 사용하는 앱들이 생겨남에 따라 미국 FDA는 여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

다. 1989년 FDA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 기기를 의료기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 및 만약 의료기기로 관리한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될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FDA Policy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 Products intended to regulate it”의 정책적 문서

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그만큼 제품이 다양해지고 응용됨에 따라 FDA는 기존 문서가 적합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에 “Draft Software Policy”의 문서를 내놓

았다. 또한 2011년 2월 15일, 데이터를 전송, 저장, 조회, 변환 등에 쓰이는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을 Class III(high risk)에서 Class I(low 

risk)로 품목 등급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를 관리

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의료영상을 분석하는 단독 소프트웨어 경우 의료기기 

구성품 또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기처럼 해당 

제품이 공중보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다. 예를 들어 의료영상(X-ray, CT 영상 등)이 이미지가 특정 플랫폼에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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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상도나 낮은 대조도를 보이는 등 영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의료인들

은 환자 진찰 및 진단 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

한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들이 생겨남에 따라 FDA는 괸리 필요

성을 인식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관리 대상범위는 크

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1. 펌웨어와 의료기기 제어 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2. 단독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3. 범용 컴퓨터에 설치되는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

4. 의료기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용되는 프로그램

5.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의료기기에 연결되는 소모품

표 5. FDA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분류

* 데이터 출처 : FDA, Guidance for the Content of Premarket Submissions for

Software Contained in Medical Devices, 2005. 5.

  아울러 2013년 9월, FDA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쓰이는 모바일 앱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Mobile Medical Application”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

에서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의료용 모바일 앱 등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모바일 플랫폼이란 상용화된 컴

퓨터 플랫폼을 얘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또는 다른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일컫는다. 모바일 앱이란 앞서 언급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의료용 모바일 앱이란 21 CFR 801.42)에 따라 모바일 앱의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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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료기기 정의에 만족하는 앱으로서, 이는 제조자에 의해 라벨링, 광고, 

서류 등으로 보여지는 사용목적이 질병의 진단, 처치, 경감, 치료, 예방에 있

거나 인체의 기능이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의료용 

모바일 앱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LED 빛을 발생시키는 모바일 앱이 있다 가

정하자. 만약 제조자가 빛을 일반 조명 목적으로 앱을 사용한다면 이 경우에

는 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자가 빛을 안과에서 환자 

진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의료용 광원장치 등으로 분류되어 의료기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앱이 의료기기 기능을 구현한다면 구동되

는 모바일 플랫폼이 어떠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모바일 앱은 의료기

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EKG 파형을 분석하는 모바일 앱이 있다면, 그 앱이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것과 스마트 폰에서 구동되는 것에 상관없이 의료기기로 

관리가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기기로서의 기능을 하는 

모바일 앱이 의료기기로 간주되는 것이지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

일 플랫폼은 의료기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바일 앱이 환자의 안전

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면 의료기기로 간주하고 승인이 필

요하다는 관점이다. 이처럼 FDA는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러 의료기기 기능을 

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승인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소프트웨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로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행되고 있다. 

 

2) 21 CFR 801.4 : 이 규정은 “Meaning of intended uses”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intended

uses란 제조자가 labeling claims, advertising matter, or written documents(표시기재, 광고,

카달로그 등)에 표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제품의 사용목적은 판매자 등에 의해 요청

이 있을 경우 제조자가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변경사항을 적절한 표시기재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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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프트웨어 관리배경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3) 

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며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허가 및 심사에 대

한 여러 가이드라인이 발간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7년 8월 “의료용 

소프트웨어 심사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어 업체들로 하여금 「의료기기 기술

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제2007-55호, 2007. 7. 20)4)」에 의거하여 의료기

기 기술문서 작성 시 예시 및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민원인과 허가 심사자

간의 눈높이를 맞춤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를 꾀하고자 하였

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법」제2조(정의)5)에 따른 소프트웨어로

서 의료기기에 내장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적용

되며, 의료기기의 개발, 생산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에 사용되는 소프트웨

어는 제외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의료기술 및 IT 기술이 융합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2007년도부터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기술을 개발하

고 매년 가이드라인 발간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3)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의료

기기에 동법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에 따라 품목명 및 분류번호를 정하고 그 등급을 정한

고시

4)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의거

제조(수입)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술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고시로서, 현재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

정」으로 고시명 변경됨

5) 「의료기기법」(제2조) :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

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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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관한 규정」 에 유헬스케어 의료기기(U-healthcare medical device)를 

추가함으로서, 유헬스케어에 쓰이는 게이트웨이 또는 진단지원 시스템 및 혈

압계 ․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품목별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의료기기 허가 심사를 위한 평가

방법을 기술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

사 작성에서부터 심사 자료 및 방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유

헬스케어 의료기기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 장애인, 고령인 등의 

건강 상태체크 및 건강관리 등 원격진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라 

정의하고 있다. 

그림 8. 유헬스케어 개념도 

* 데이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0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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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FDA와 같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들의 발전과 이를 

이용한 모바일 앱의 활용도가 증가되면서 이 중에는 앱을 이용한 질병의 진

단, 치료 등의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기능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2013년 12월에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

하였다. 이 지침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앱의 경우 

경미한 오류가 진단 결과 값이나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앱 사용자에게 의학적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서는 의료기기 관리대상 범위 및 허가심사 ․ 품질관리, 그리고 유통판매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각 모바일 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모바일 의료

용 앱 제조․수입․판매업자의 판매업 면제, 사후관리, 무허가 의료용 앱의 유통 

차단 등 사후관리까지 관리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방향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무허가 의료용 앱의 유통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 데이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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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럽 및 중국의 관리배경

  미국 및 국내와 마찬가지로 유럽 및 중국에서도 의료목적으로 쓰이는 소프

트웨어를 의료기기로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CE라는 유럽공동체인증을 

통해 유럽연합의 통합규격을 인증하고,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

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

는 제품에 적용되며 대상 품목의 경우 CE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에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된다. CE 마크는 국가별/품목군별 인증

기관인 Notified Body에서 심사하며 대상 품목에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관리되

고 있다. 적용규격은 유럽규격인 EN(European Norm)을 인용하며, 1990년에 8

가지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록한 90/683/EEC는 내부제품품질관리인 A모듈에서

부터 총합적인 품질보증인 H모듈까지 분류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이식용 의료

기기를 제외한 각종 의료용품 및 장비와 진단, 예방검사, 치료 또는 병을 완

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약이나 면역혈청, 신진대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관리하며 관련 규격은 93/42/EEC에 따라 관리한다.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에 따라 Class I, Class IIa, Class IIb, Class III의 4개의 등급으로 각 등

급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이는 표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조합되어 사용하는 의료기기 및 부속품은 각각 분리하

여 별도로 등급분류한다. 특히 의료기기 작동에 필요하거나 사용에 영향을 주

는 소프트웨어는 그 적용 제품과 동일한 등급을 가진다. 당해 의료기기가 사

용방법, 적용되는 인체의 부위 등이 국한되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엄격한 사용방법, 사용부위,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중국의 경우 CFDA에서 의료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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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국 의료용 소프트웨어 관리제도

3.1 미국 FDA 관리제도

  미국 FDA는 기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구성품 등으로 포함

되어 있는 제품이거나, 단독으로 의료기기로 쓰이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

으로 제출 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본 가이드라인에서

는 제조 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기기의 사용목적에 의도하지 않는 제어 등

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승인

을 위한 제품에는 모두 적용된다.

․ Premarket Notification(510(k)) including Traditional, Special, and 

Abbreviated submissions

․ Premarket Approval Application(PMA)

․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IDE)

․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HDE), including amendments and 

supplements

승인 시 업체는 소프트웨어 기기의 사용목적, 위험단계, 승인 종류 등을 제출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 번째 

기기에 대한 디자인 문서이다. 구성품을 포함한 제품의 외관, 치수 등을 묘사

하고, 각 부분의 외관 설명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두 번째 디자인 실현이 어

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문서이다. 세 번째 제조 공정에 따라 만들어진 제

품의 성능 평가에 대한 문서이다. 네 번째 위험요소 및 위험관리 문서이다.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그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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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끝으로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사항들이 추적이 가능

하게 만들어진 문서가 마지막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생성

되는 문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업체가 제출하는 문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

경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문서화되는 것으로 제품 개발 시 만들어진 문서의 

복사본일 것이다. 특히 IEC 60601-1 3판이 도입됨에 따라 위험관리(ISO 

14971)6)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위험관리를 중점으로 소프트웨어 기기

의 경우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도식화하였다. 

소프트웨어 문서소프트웨어 문서
낮은 위험도낮은 위험도

(MINOR CONCERN)(MINOR CONCERN)

중간 위험도중간 위험도

(MODERATE CONCERN)(MODERATE CONCERN)

높음 위험도높음 위험도

(MAJOR CONCERN)(MAJOR CONCERN)

위험 단계 위험요소의 위험단계 선언 문서 제출

소프트웨어 

설명서
소프트웨어 요약설명 및 운영환경에 대한 문서 제출

위험분석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위험요소 도식화 문서 제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SRS)

성능 요구사항 

요약문서 제출
모든 SRS 문서

디자인 모식도 제출 서류 없음
모듈별 작동계통도 등 각 unit 설명 

제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SDS)
제출 서류 없음 소프트웨어 디자인 필수사항 문서 제출

추적성 분석
성능, 요구사항, 위험요소, 해결방안 및 Validation 및 

Verification test의 추적성 입증 

6) 위험관리(ISO 14971) : 전자의료기기 공통기준규격인 IEC 60601-1 3판 도입으로,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시스템 제조업자는 ISO 14971인 위험관리 규격(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to medical devices)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식별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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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문서소프트웨어 문서
낮은 위험도낮은 위험도

(MINOR CONCERN)(MINOR CONCERN)

중간 위험도중간 위험도

(MODERATE CONCERN)(MODERATE CONCERN)

높음 위험도높음 위험도

(MAJOR CONCERN)(MAJOR CONCERN)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설명서

제출 서류 없음

유지보수, 관리 

포함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요약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요약문서 제출

-- 개발 과정의 

문서 목록 제출

Validation 및 

Verification 

자료

소프트웨어 테스트 

계획, 적합/부적합 

변수 및 결과 제출

- unit, 

integration, 

system level의 

V&V 문서

- system level의 

테스트 프로토콜 

및 문서 제출 

- unit, 

integration, 

system level의 

V&V 문서

- unit, 

integration,  

system level의 

테스트 프로토콜 

및 문서 제출 

버전관리 문서
배포버전 및 배포일자를 포함한 버전관리(History) 문서 

제출

해결되지 않는 

변수 목록

(Bugs or 

Defects)

제출 서류 없음
남아 있는 미해결 버그 또는 결함 

리스트 제출

표 6. 위험단계별 제출문서 사항

* 데이터 출처 : FDA, Guidance for the Content of Premarket Submissions for

Software Contained in Medical Devices, 2005. 5.

크게 3단계 수준의 위험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낮은 위험도는 해당 위험요소로 

인하여 기기의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했을 시 환자 또는 사용자에게 어떠한 부

상을 안겨주지 않는 위험단계를 말한다. 한 단계 위인 중간 위험도는 기기의 

결함이나 고상 시 환자 및 사용자에게 경미한 부상을 안겨주는 위험단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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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최고 위험단계인 높은 위험도는 기기 결함 또는 고장이 환자 또는 사용

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단계를 말한다. 

첫 번째 업체는 기기의 위험요소를 명명하고 그 위험요소의 단계를 표시한다. 

그리고 위험단계를 판단하게 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의료기기 외관(화면 포함) 및 운영환경을 설

명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인터페이스가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각 화면과 주

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문서는 문단형식으로 제출하되 주요 기능을 

표시한다. 특히 제출문서에는 아래의 4가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언어

 2) 하드웨어 플랫폼

 3) 운영 시스템(범용인 경우)

 4)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범용인 경우)

세 번째로 모든 소프트웨어 기기는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

트웨어가 의료기기의 기능 발현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위험요소는 물론 제품과 연관된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개별 위험분석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위험요소를 표로 도식화하여 나열하는 형태로 작성하

고 예시로 위험관리 규격인 ISO 14971에서 묘사하는 양식형태와 유사한 양식

으로 작성하면 된다. 다만 보고서에 아래의 정보는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상황에 대한 명시

 2) 위험요소의 심각성 

 3) 위험요소의 원인

 4)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 방안(예. 알람, 하드웨어 디자인 변경)

 5) 위험한 상황을 제거, 경감, 경고하는 기기의 디자인/성능 등의 교정 조치 

및 설명

 6) 대처 방안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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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제품 자체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주의 및 사용법

의 미숙으로 인한 오동작 등 모든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는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앞서 위험요소별 위험단계를 명시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위험분석을 어떻

게 진행하였는지 도식화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네 번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SRS)7)을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일반

적으로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발, 하드웨어 등의 요구사항을 기

재한다. 낮은 위험도는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문서만 제출하며, 중간 이상 위

험도는 모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를 제출한다. 

 

표 7.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서(SRS) 관련 내용 제출문서

다섯 번째 디자인 모식도를 제출한다. 낮은 위험도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중

간 이상 위험도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개별 주요 unit별 작동계

통도를 작성한다. 하지만 모든 unit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주요 기능

을 표방하는 unit의 모식도를 제츨한다. 

7)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SRS) : 소프트웨어 설계

전 사용자가 필요한 필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결정하고, 제품비

용, 위험 등 개발 과정을 위한 기준 설립에 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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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SDS)8)문서를 제출한다.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서(SRS)가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소프트

웨어 설계 규격(SDS) 보고서는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게 하는지에 대한 문

서이다. 디자인 모식도와 마찬가지로 낮은 위험도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중

간 이상의 위험도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를 제출한다. 

일곱 번째 추적성 문서를 제출한다. 디자인에 대한 성능평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시험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추적성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 위험요소가 발

견되면 위험도 결정 및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필요 시 설계변경 등의 위험요

소를 제거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이 때 설계 변경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

거했다면 이 때 생성된 Validation 및 Verification test 문서를 제출한다. 위험

요소와 성능시험 테스트 문서 등 관련 문서는 서로 연결되어 확인될 수 있어

야 한다. 

여덟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환경에 대한 문서를 제출한다. 낮은 위험도는 

제출할 서류가 없으며, 중간 및 높은 위험도의 사항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문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유지보수 등에 대한 문서를 제출한다. 

아홉 번째 Validation9) 및 Verification10)(V&V) 문서를 제출한다. 낮은 위험도

는 시험 계획 및 결과 값이 기재된 요약문을 제출한다. 중간 위험도는 unit에

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V&V 문서와, 시스템 레벨의 테스트 계획 및 결과 문

서를 제출한다. 높은 위험도는 추가로 unit과 integration으 테스트 계획 및 결

과 문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8)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Software Design Specification, SDS)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서

(SRS)에서 정의한 성능에 대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사

항을 기재한 문서

9) Validation(검증) : 요구사항이 고객이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만들었는지 개발 중간이나 최종적인 단계에서 검증

10) Verification(확인) :　구성요소나 시스템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제품을 올바르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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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가 버그 수정 또는 성능 변경 등 모든 변경되는 사항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버전관리 문서를 제출하며,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버그나 결함 부분의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한다. 

  앞서 승인 시 소프트웨어 제출 문서에 대하여 알아봤다면, 모바일 앱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FDA는 2013년도에 환자 정보 등이 포

함된 의료용 소프트웨어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사항

을 좀 더 자세히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펌웨어

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로직이 내장된 기기에 적용되며 소프트

웨어 제조업자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사항에 도움을 주

고자 하고자 발간되었다. 최근 무선 인터넷(Wireless)의 사용 증대와 의료기기

가 인터넷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확보 및 그에 관련된 요구사항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 문서는 시판 전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 작성 시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인 모든 기기의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사이버 보안이란 승인되지 않는 접근, 사용 및 수정, 저

장, 접속 등 모든 승인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제3자에게 정보 교환을 방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이론에 대하여 말하자면, 제조자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하고 기기의 사이버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 사용자만이 컴퓨터 시스

템에 접근하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security control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기밀성(Confidentiality)란 데이터, 정보 또는 시스템의 구조에 오직 승인된 

자 또는 개체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시스템 접근 시간 등이 정해져 있어 데이

터와 시스템 보안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기밀성은 승인되지 않는 모

든 행위를 방지하고, 승인되지 않는 모든 자가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저장, 

접근, 수정 등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 무결성(Integrity)란 데이터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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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절하지 않는 수정이 없는 것을 말한다. 가용성

(Availability)란 데이터와 정보, 정보 시스템이 시기적절하게 접근가능하고 사

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림 10. 정보의 필요요소

사이버보안 유지가 실패하게 되면 기기의 결함이나, 데이터 사용 또는 무결성

의 손실, 외부로부터 네트워크나 연결된 기기 등을 통해 보안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나아가 환자에게 상처 등 위해를 발생시키고, 심한 경

우 사망을 야기할 수 있는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자는 기기 설계 시 사

이버 위험요소에 대하여 대비하고 안전장치 마련 등 이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

버 보안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조자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FDA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에 맞추어 사이버보안 위험분석 관리계획에 

대한 문서를 마련 및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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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이버보안 위험분석 관리계획 문서목록

필요한 security control의 정도는 어떠한 의료기기인지와 사용 환경, 여러 위

험요소 종류와 개연성 등에 의존한다. 다른 의료기기와 연결이 가능하거나,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그렇지 않은 의료기기보다 

사이버보안 위험에 더 취약하다. 

제조자는 의도하는 사용자에 맞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시스템과 

집에서 쓰는 기기인지 병원 등에서 쓰이는 기기인지 등에 대한 사용 환경 안

에서의 기기의 사용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어, security 

control이 긴급 상황에서 기기의 접근을 막아선 아니 된다. 유사하게 제조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방안을 세울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 31 -

표 8. 사이버보안 안전장치 및 secur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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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자는 승인 시 아래와 같이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문

서 목록을 제출한다. 첫 번째 위험요소 분석, 완화, 아래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의도적, 비의도적 사이버 보안 위험에 관련 설계 문서를 제출한다. 이 문서에

는 제품 디자인 시 고려된 모든 사이버보안 위험의 리스트 목록 및 모든 사이

버보안 통제 목록과 식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고려된 사

이버보안 위험과 사이버 보안 통제가 연결된 추적 매트릭스에 대한 문서를 제

출한다. 세 번째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기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계획 

문서를 제출하고, 네 번째로 소비자들과 사용자들에게 악성코드 없이 기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기기 자체의 고

유 바이러스 보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도 기기의 사용 환경에 적절한 방

화벽과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FDA는 위험도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보증하는 서류를 검토하

고 있으며 아울러 사이버 보안에 대한 권고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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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7년에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기술문서 작성방법과 

첨부자료 제출 등에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크게 범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단독형 소프트웨어), 사용자 화면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제어에 사용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에 대한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사용방법의 기술문서 작성 범위 및 

예시를 주고 있다. 

표 9. 의료용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문서 기재내용 및 대상

* 데이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본부, 의료용 소프트웨어 심사

가이드라인, 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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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도식화화여 각 기

능에 대한 모듈별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요기능을 빠짐

없이 기재한다.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 내에서 작동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소프트웨어가 분석, 진단, 측정, 변환 등의 기능이 포함

된 제품으로 제한한다. 작성방법은 플로우 차트로 기재할 수 있으며, 각 단계

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면 되고, 각 단계의 입․출력이 기

재되어야 한다. 원재료는 모든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명칭 및 버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내장형 소프트웨어 이외에 범용 컴퓨터 등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용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하드웨어(컴퓨터 등)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동일사양 이상에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일 사양 이상에 한하여 호환가능’ 등의 내용

을 기재한다. 아울러 국가가 인정한 컴퓨터 등만을 사용하게 될 경우 비고에 

‘국가 또는 공인 기관의 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이란 문구를 

기재한다. 사용방법은 사용자 화면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 각 화면의 사진과 

함께 각 아이콘, 메뉴 등이 수행하는 기능의 설명을 기재한다. 

아울러 업체는 이러한 기술문서 작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모

양 및 구조, 원재료 등에서 소프트웨어의 명칭 및 버전, 주요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요구사항명세서, 설계명세서 등 

개발 생명주기 내에서 산출되는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방법 등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은 사용자매뉴얼이나 제품설명서 등과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용 소프트웨어 변경 시에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

여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자료 및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

어 버전을 관리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수정 및 개선하는 과정에서 생

겨난 버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변경되는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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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의료용 소프트웨어 첨부자료 예시

* 데이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본부, 의료용 소프트웨어 심사

가이드라인, 2007. 8.

  또한 최근 모바일 앱의 개발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간한 “모바일 의료

용 앱 안전관리 지침”에서도 소프트웨어에 관련하여 제품이 표방하는 기능 및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필요로 하였다. 사용목적이 의료

기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은 동 안전관리 지침의 관리 대상

에 포함된다. 기술문서 심사 작성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문서 작성을 하되 개발 생명주기부터 시스템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요구

사항명세서, 설계명세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으로 쓰이

는 모바일 의료용 앱은 별도의 허가(신고) 대상이 되며, 의료기기 구성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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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은 의료기기 심사 시 구성품으로 검토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검증과 확인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등 관련 첨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치에 대한 전

기·기계적 안전 및 전자파 안전 등에 대한 내용과 기술문서 작성법은 기재되

어 있으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작성예시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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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럽 및 중국의 관리제도

  유럽의 경우 의료목적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NB-MED라는 규격을 

따라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의료기기의 악세사리로 쓰이는 

소프트웨어나 의료기기의 부분품 및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 의료기기로서 분류되거나 의료기기의 악세

서리로 간주되는 경우는 능동 의료기기(active medical device)11)일 때 적용

된다. 이러한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등급분류는 다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다. 의료기기의 부분품 또는 의료기기의 복잡한 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결함이 있을 경우 큰 위험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테스트 및 안전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적합

판정절차(CAP,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를 행해야 한다. 제조자

는 반드시 적합판정절차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선언해야 한

다. 첫 번째로 개발계획, 생명주기, 위험분석, Validation과 Verification 등 제

품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두 번째로 제어와 형상관리에 대

한 문서가 수립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권한 및 디자인의 

자원, 경역책임 등에 대한 내용과 위험분석에 대한 내용을 정의화하고 마지막

으로 소프트웨어의 버전 및 같이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 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은 물론 이를 위한 적절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품질관리 시스템은 단독 또는 의료기기의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에 맞는 필수 성능에 부합하

여야 한다. 특히 개발 생명 주기 문서 등에 대한 디자인 제어를 확보하고 이

11) 능동 의료기기(active medical device) : 중력 및 인체 자체 발생 에너지와 이들의 변환에너

지를 제외한 전기 및 공압 등과 같은 외부의 동력원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다만 능동 의료

기기와 환자사이에서 에너지, 물질, 다른 요소의 주요 변화 없이 전달만 하는 의료기기는 여

기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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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서화함으로서 모든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럽의 경우 최근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2013년도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전략을 발표함으로서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특

히 미국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공유 등으로 인하여 위험요소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네트워크 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안과 함께 사이버보안

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 침투를 통하여 데이터 침입 

시 사이버 복원력을 증대하고, 인증되지 않는 사이버 침투를 차단함으로서 궁

극적인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결론

적으로 유럽의 경우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제출 서류의 범

위를 차등화하진 않지만, 이와 관련된 품질관리 시스템의 확보와 더불어 사이

버 보안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의 구성

품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제조하는 자

는 의료기기 문서 중 기본정보를 포함하고 주요 알고리즘 및 프로세스 개발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안전 

레벨 및 복잡한 정도에 따라 그 등급 및 특수성이 결정되어 지는데 제조자는 

시스템 때문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 인하여 환자 및 조작자, 또는 다른 사

람들에게 발생될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각 소프트웨어의 안전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Class A는 부상 및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시스템의 안전도이며, Class B는 고장 시 심각하지 않는 부

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안전도, Class C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한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험도에 따라 제출서류를 차등화하고 있으며 Class B와 C에 대해서는 일부 

소프트웨어 설명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크게 세가지 종류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제품 정보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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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이름, 모델, 제조자 및 의료기기의 제조소 등 기본 제품의 식별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능 및 사용목적, 소프트웨어의 운영환경 등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안전도를 결정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모듈별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외부 인터페이스 장치와 모듈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도를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을 바탕으로 작성한

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버전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범용 컴퓨터와 하드웨어

의 통신망 관계 등 물리적 통신망 구성의 설명을 첨부한다. 단독 소프트웨어

의 경우 사용목적과 적용범위를 기재하고 소프트웨어가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품 전체의 기능 및 목적을 기재하되 의료기기로서의 목적을 기재하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금지되어야 할 사용법과 적용 가능하지 않는 범위를 기

재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제출해야 할 것은 개발과정에 대한 문서이다. 여기

에서 안전도에 따른 제출 서류의 범위가 달라진다. 개발 언어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한 개발 검토 문서를 제출하고, 위험관리문서를 제출한다. 

위험관리 문서에는 위험도, 이유, 완화 방법 등이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

도에 따라 요구사항 명세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Class A, B, C에 따라 생명 

주기 및 Validation과 Verification 문서를 제출한다. Class A의 경우 소프트웨

어 개발 생명주기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계획 요약본, task 설명, 

각 단계별 결과를 제출한다. Class B의 경우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및 유

지보수 계획에 대한 요약본을 제출하고, Class A 서류에 요구사항 및 흐름도

를 기재한다. Class C의 경우 Class B 기초서류 이외에 단계별 입력 및 출력 

제어 문서를 제출한다. 생명주기에 관련된 문서는 원본 제출을 필요로 하며, 

IEC62034-2006 이나 IEC60601-1-4를 참고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도 된

다. 만약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생명주기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 및 

Class B, C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험도에 따라 결함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문서 및 Revision History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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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으며, 위험도에 상관없이 주요 알고리즘 및 임상적 평가에 대한 

문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과 같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권고 사항 

또는 가이드라인은 아직 발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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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각국 의료용 소프트웨어 관리제도 비교

  앞서 살펴본 미국, 유럽, 중국의 의료기기로서 관리되고 있는 의료용 소프

트웨어에 대한 관련 제도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등 검토를 통해 국내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사항과 비교하여 제출서류 및 제출서류 범위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공통적으로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에 한하여 범용 컴퓨터 등과 같이 쓰이는 단독 소프트웨어부터 의료기기의 제

어 등 부분품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까지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주요 국가 소프트웨어 제출자료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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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부서는 각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미국, 

중국, 한국의 정부 산하의 국가기관에서 직접 허가 및 등록을 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CE Mark를 국가별 인증기관인 NB(Notified Bodies)에서 인증시

켜 주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CE 마킹제도를 모두 총괄하여 시행 및 운영하

고 주기적인 갱신 및 관리감독 하고 있는 곳의 EU 공동 기구는 없으며, 구체

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한 관리는 EEA회원국으로 하여금 시행하고 있다. 즉 

CE마킹은 각 국가별 EU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각 회원국마다 

시행 방법 및 주관기관이 다소 차이가 있다. 각 국가별 주관기관이 NB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별 등급에 따른 절차는 약간씩 다

르다. 각국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소프트웨어 중 의료목적으로 쓰이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표와 같이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 

핵심적인 주요 제출서류를 각국 제도에 따른 제출 의무사항에 대하여 비교하

여 표와 같이 나열해 보았다. 

  먼저 위험분석에 대한 문서이다. 미국의 경우 ISO 14971을 의무화 하고 있

지 않으나 그에 준용되는 위험분석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험

요소의 정도에 따라 제출 서류의 범위 및 내용들을 차등화 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럽

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의료기기나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위험분석

이 필수적인 제출서류에 해당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ISO 14971을 차용하는

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EN60601-1-4를 제출해야한다. 이를 통해 설계 각 

단계에서 제품의 위험요소를 식별 및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

으며 이를 문서화하여 사후에 일어나는 제품의 결함 및 위험요소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feedback 및 설계 자료로 사용한다. 보통 이를 위험분석보고서 또

는 위험관리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품질보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등급에 따라 위험관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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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등화 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범용 컴퓨터와 사용하는 단독 소

프트웨어 중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는 모든 등급에 대한 위험분석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문서에는 위험요소의 이름, 위험도, 위험요소로 

식별하게 된 이유와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

어야 하며, 각 위험요소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

다. 한국의 경우 위험분석에 대한 문서를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고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에서 나오는 주요 문서 중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및 Validation과 Verification에 대한 자료는 다른 주요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에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및 생명주기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각 국가의 차이점은 미국 및 중국의 경

우 위험도에 따라 제출서류를 차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 및 한국의 경

우 위험도의 정도에 따라 문서의 제출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출서

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중국의 경우 위험도의 정도에 따라 

Validation 및 Verification 자료와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의 차이를 두어 위험

도에 맞는 관리를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위험도가 낮을 

경우 테스트 계획 및 결과만 제출하면 되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라 

테스트 프로토콜 및 문서 제출의 범위를 unit에서 system level까지의 총괄적

인 문서를 차등 제출하도록 나누고 있으며, 중국도 위험도가 낮으면 테스트 

계획 및 결과 레포트를 제출하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각 단계별 테스트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차등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자료 제출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제 3

자가 승인되지 않은 접근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

어 있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보안 위험분석 관리계획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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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히 공용 네트워크 사용 등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소프트웨어 경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그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마찬가지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백업 확보 및 사이버 방어 정책 강화 등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아직 중국 및 한국의 경우 아직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문서를 제

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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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론에서 우리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시장 동향 및 세계 주요국의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세계 시장 및 수

요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각국 제도를 비교하여 국내 관

리제도의 취약점을 발견하여 정부차원의 관리대책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우리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주요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위험

분석에 대한 관리방안이다. 국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미국 FDA의 경우 가

장 눈 여겨 봐야할 것은 위험관리의 도입이었다. 또한 유럽 및 중국도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위험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허가 또는 품질관리 시 

위험분석에 대한 보고서는 필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EC 60601-1 3판을 도입하고 있으며 IEC 60601-1 2판과 3판의 가장 큰 차

이점은 위험도에 따라 위험요소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위험관리 및 위험분석

을 하는 ISO 14971에 상응하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실현이다. 이미 주요국에

서는 관련 제도를 도입 및 실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위험관리에 대한 제출 서류 등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며 

또한 허가 진행 시 위험분석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른 위험분석에 대한 심사 방안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구비서류

의 범위가 위험도에 따라 차등되어 제출되고 있다. 이는 위험도 판단부터 시

작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위험도에 대한 제출 서류의 차등은 없지만 실제 

품질관리 시스템과 병행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단계부터 최종 품질보증까지 

심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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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책 부재이다. 본론에서 다루었던 환자정보

를 포함한 의료용 소프트웨어인 경우 환자 데이터가 제 3자에 의해 조작되거

나 데이터의 완전성 등이 무너진다면 그 위험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

버 보안 위험요소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어떠한 형태의 개인 의

료정보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수정 없이 보호되어야 하며 제조자는 이에 합당

한 보안 방안을 필수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진 허가 신청 시 

환자 정보에 대한 사이버 보안 대책에 대한 권고사항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또한 업체가 사이버 보안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환자 이름, 나이, 주민번호 등 중

요한 개인정보와 진료차트 및 처방전 등의 기밀성이 높은 의료 정보가 포함되

어 있는 제품이 다수이므로, 승인된 자만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비 승인된 모든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무분별한 데이터 수정을 방지하는 등 제품에 맞는 사이버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유헬스케어 및 모바일 의료용 앱 등의 발

달로 인하여 공용 네트워크 등의 사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 보안 침해가 우려

되는 위험요소가 증대되며 이로 인하여 대두되는 문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위험분석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면, 위험분석과 사이버보안을 병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먼저 환자

정보 등에 대한 비 승인된 접근 위험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위험요소가 낮은 

위험도인지, 아니면 중간 위험도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위험도가 높거나 허용하지 못할 위험도라면 적절한 위험관리인 인증 및 암호

화 사용 등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하여 비 승인된 접근을 막는 수단을 마련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후 마련한 보호 수단이 올바르게 작동

하는지에 대한 Validation 및 Verification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성능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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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테스트 보고서, 소프트웨어 검증이 끝나게 되면 배포 버전 등이 수정된 

문서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모든 서류들이 위험관리 때 제출하는 첨부 자료가 

되는 것이다. 업체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서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및 관

련 서류를 관리하며 서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림 12. 사이버보안 위험분석 흐름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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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예시 등과 같이 위험분석과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내 제도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한 용역 

사업 일환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관리방안의 시급

성을 확인한 만큼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아가 위험도에 

따라 제출 서류의 차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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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Weakness Improvement of Management Regulation

in Domestic Medical Software

  Kim, Hyo seong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study weakness improvement and suggest the

management regulation in domestic medical software by comparison of major

countries of management regulation of medical software for example u-Healthcare

or mobile medical apps. We study regulations of USA, Europe and China which

countries that consider software as medical devices. Furthermore, we study

characteristic of each countries and find similarity and different among documents

to approve as medical devices.

As a results, there are weaknesses of our domestic regulations. It is Risk

management and Cyber security. By analyzing market on web site and global

data, software market contained in medical devices is increasing very sharply, so

we should provide guidelines to domestic medical companies for Risk management

and Cyber security by experts and government.


Key words : Regulation of each countries, Medical Softw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