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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및 법령

1-1 규제당국
규제기관
· 브라질 위생 감시국(ANVISA) 개요

- 1999년 1월 26일 법령 9782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브라질 보건부 산하기관으로,
행정·재정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위생 관련 제품의 생산, 유통, 작업환경
등에 대한 위법 및 위해여부 관리가 주 업무이며, 제품의 수출입 위생과
검역절차 주무기관임
<참고> ANVISA 정보
1) 설립년도 : 1999년
2) 인증마크

3) 인증대상품목 : 의료, 건강 및 미용제품, 식품, 화장품 등
4) 주소 : SIA trecho 5, Area especial 57 Brasilia DF, CEP:71205-050, Brasil
5) 연락처 : +55-61-3462-6000
6) 사이트 : www.anvisa.gov.br
7) 이메일 : ouvidoria@anvisa.gov.br*
*회신은 평균 5일~20일(주말, 공휴일 제외)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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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규제당국
규제기관

분류

역할
1) 브라질 연방정부의 개발 산업무역부
소속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기준에

국립산업품질도량연구소
(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Qualidade e Tecnologia, INMETRO)

의거하여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
2) 각종 산업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기전원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INMETRO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INMETRO의 승인을 받은
시험기관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inmetro.gov.br/
1) 브라질의 국립 기술표준협회로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규격을

관련기관

브라질기술표준협회
(Associao Brasileira de Normas
Tecnicas, ABNT)

갖추도록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2)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기관을 통해 자격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abnt.org.br

1) 브라질의 의료기기협회로 1962년에 설립됨.

ABIMO
(브라질의료기기협회, Brazilian
Association of Medical Supplies
and Equipment, Dental, Hospital
and Laboratory)

상파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병원 장비 등의 제조업자 협회임
2) 2009년 이후로 당시 449개 기업을 대표하는
병원소모품을 비롯하여 의료기기 병원장비,
정형외과장비 및 치과용 의료기기, 실험실
장비와 진단용 영상장치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기 무역기관임. 료기기 무역기관임.

※ 홈페이지 : http://www.abimo.or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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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규제당국
규제기관

분류

역할

IFBQ(Instituto Falcao Bauer da
Qualidade, 인스치투또 팔카싸 오
바우에르 다 콸리다지)
인증기관

팔카싸오 바우에르 품질기관(브라질 에서
처음으로 지정받은 제품인증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및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관)
브라질 연방 정부의 개발산업무역부 소속

INMETRO(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Normalizacao e
Qualidade industrial)

국립계량품질기술 관리기관으로서, 제품 및
시스템 인증기관을 지정 & 감독하고,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제정 및 품질규제를
시행하며

전기전자제품을

브라질에서

판매하기 전에 INMETRO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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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기기 정의
의료기기 정의

브라질 의료기기 정의

§ 2°는 부품 및 부속품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위생 감독 관리 하에서의
장비로 간주된다.
I - 인간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및 모니터링을 위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 치과, 실험실, 물리치료 목적을
지닌 장비
II - 미용 및 미학적 목적을 지닌 장비

※ ANVISA 홈페이지(법률)

http://portal.anvisa.gov.br/wps/content/Anvisa+Portal/Anvisa/regulacao+sanitaria/Assuntos
+de+interesse/Legislacao+Sanitaria RDC 27_2011

- 6 -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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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의료기기 등급분류
·

RDC 185에 의해, 인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

※ RDC 185_2001
http://bvsms.saude.gov.br/bvs/saudelegis/anvisa/2001/rdc0185_22 _10_2001_rep.pdf
등급
정의
Class I
Class II
Class III
Class IV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제공 가능성이 낮은 제품으로
ANVISA 신고(Notificacao) 필요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제공 가능성이 보통인 제품으로
ANVISA 약식 등록(Cadastro) 필요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제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ANVISA 정규 등록(Registro) 필요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제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으
로 ANVISA 정규 등록(Registro) 필요

룹

규칙 그
1-4

분

류

Non-invasive medical devices

8

5-

Invasive medical devices

9-12

Active medical devices

13-1

8

Speci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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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의료기기 등급분류
·

다음은

RDC 185/2001 부속서Ⅱ

(위험 수준 기반 의료기기 분류 지침) 내용임

II. 규칙
1. 비침습 의료기기
규칙 1
모든 비침습 의료기기는 등급 I로 분류하되, 다음 규칙들이 적용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규칙 2
신체 내 관류, 투여, 투입을 위한 혈액, 신체조직 혹은 체액, 유동물, 가스의 보관이나 전도
용도의 모든 비침습 의료기기는 다음의 경우 등급 II로 분류한다.
a) 등급 II 이상의 전동의료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
b) 혈액 혹은 여타 체액의 전도, 저장, 수송이나, 장기, 장기 일부, 신체조직 수송을
위한 의료기기인 경우 이외에는 등급 I로 간주한다.

규칙 3
신체 삽입을 위한 혈액, 체액, 유동물의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구성을 변경하기위한 모든
비침습 의료기기는 등급 III으로 분류하되, 해당 치료가 여과,원심분리, 공기나열 변화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등급 II로 간주된다.

규칙 4
손상된 피부에 닿는 모든 비침습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분비물 압축 혹은 흡수를 위한 기계적 장벽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등급 I
b) 피부파열로 이어져 2차 유합으로만 치유가능 한 상처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은 등급 III
c) 상처부 미세 환경에 주로 작용하는 제품 등 이외 모든 제품은 등급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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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의료기기 등급분류

규칙 5
여타 의료기기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체구용 침습의료기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단,
외과침습 의료기기는 예외로 한다.
a) 일시성 제품은 등급 I

까

나

막까지, 혹은

까

나

막까
투

b) 단기성 제품은 등급 II. 구강에서 인후 지 사용되거 , 외이도에서 고
비강에 사용되는 경우는 등급 II로 간주.

c) 장기성 제품은 등급 III. 구강에서 인후 지 사용되거 , 외이도에서 고
지, 혹은
비강에 사용되고
에 수되지 는 경우는 등급 II로 간주 구에 여되고 여
의료기기와 함 사용되지 는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이 분 한다. 단, 외과
의료기기는 외로 한다.

점막 흡
않
께
않 침습
예

체
류

타
침습

규칙 6
모든 외과침습 의료기기는 등급 II로 분류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심장 기능장애나 중앙순환계 이상을 진단, 모니터링, 교정용
제품은 등급 IV로 분류
b) 재사용 가능한 수술 도구는 등급 I로 간주

온
너
d) 생물학적 효과를 갖거나 전부 혹은 대부분 흡수되는 제품은 등급III으로 간주
e) 주입시스템을 통한 약물 투여용 제품으로 투여 방식이 잠재적인 위험성을 띌 때 등급
c) 방사능 이 화 방식의 에 지 공급용 제품은 등급 III으로 간주

III으로 간주

규칙 7

침습 의료기기는 등급 II로 분류하되 다음은 예외로 한다.
a)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심장 기능 장애나 중앙순환계 이상을 진단, 모니터 교정하는데

단기성 외과

사용되는 제품은 등급 IV로 간주

중추신경계와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등급 IV로 간주
c) 방사능 이온화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제품은 등급 III으로 간주
d) 생물학적 효과를 갖거나 전부 혹은 대부분 흡수되는 제품은 등급 III으로 간주
e) 유기체 내에서 혹은 약물 주입 시 화학적 변화를 겪는 제품은 등급 III으로 간주하되,
b)

치아에 적용되는 제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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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8
모든 이식형 제품 및 장기성 외과침습 의료기기는 등급 III으로 분류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치아에 사용되는 제품은 등급 II로 간주

중추신경계, 중앙순환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은 등급 IV로 간주
c) 생물학적 효과나 전부 혹은 대부분 흡수되는 제품은 등급 III으로 간주
d) 유기체 내에서 혹은 약물 주입 시 화학적 변화를 겪는 제품은 등급 III으로 간주하되,
b) 심장,

치아에 적용되는 제품은 제외

동
규칙 9
에너지를 주입 혹은 변경하기 위한 모든 치료용 의료기기는 등급 II로 분류하되, 에너지 주입과
변경의 특성, 강도,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등급
III으로 분류된 치료용 전동의료기기의 작동을 통제나 모니터링하거나, 이러한 제품의 작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용도의 전동의료기기는 모두 등급 III으로 분류된다.
규칙 10
진단 혹은 모니터링용 전동의료기기는 다음의 경우 등급 II로 분류한다.
a)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 주입용 제품. 단, 가시 스펙트럼에서 환자 신체를 밝히는
3. 전 의료기기에 적용 가능한 추가 규칙

기능을 하는 의료기기는 제외

선

b) 방사 의료기기

체내 확산 영상용 제품

c) 주요 생리적 과정의 모니터링 혹은 직접적인 진단용 제품. 단, 심장 기능,

호흡,

중추신경계 활동의 변수 등 환자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생리적 변수를 모니터링 하는 제품은 등급 III으로 간주 방사선 진단이나 방사선
치료를 위해 이온화된 방사선을 방출하는 전동의료기기, 이러한 의료기기를 통제
혹은 모니터링하거나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모두 등급 III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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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1
약물, 체액 등 물질을 유기체에 주입하거나 제거하는 용도의 전동의료기기는 등급 II로
분류하되, 약물 성질, 연관된 신체 부위, 주입방법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는
경우 등급 III으로 간주

규칙 12
이외 전동의료기기는 모두 등급 I로 간주
4. 특별 규칙
규칙 13
인체에 별도로 사용시 약물로 간주되고 해당 의료기기를 보완하는 기능을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의료기기는 모두 등급 IV로 분류한다.
규칙 14
피임이나 성관계로 전염되는 질병 예방용 의료기기는 등급 III으로 분류하되, 이식용 혹은
장기용 침습적 의료기기는 등급 IV로 간주한다.
규칙 15
콘택트렌즈를 소독, 정화, 세척, 보습용 의료기기는 등급 III으로 분류한다.
의료기기 소독용 제품은 등급 II로 분류한다.
본 규칙은 물리적 행동을 통해 콘택트렌즈 이외에 의료기기를 정화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규칙 16
방사선진단영상용 비전동의료기기는 모두 등급 II로 분류된다.
a) 현 등급 I은 기존 등급 1과 대응
규칙 17
동물질 조직이나 비활성 파생물을 사용한 모든 의료기기는 등급 IV로 분류하되, 손상되지
않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은 예외로 한다.
규칙 18
상기 규칙에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혈액주머니는 등급 III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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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적 요구사항 및 관련 규정

연번
１
２
３
４
５
６
７

관련 법령
Law No. 6360/2009
Resolution RDC NO.
1 5/2001
Resolution RDC NO.

8

16/2013
Resolution RDC NO.

8

1 5/2006
Resolution RDC NO.
15/2014
Resolution RDC NO.
39/2013
LEI 11.972/2009

양

류

의료기기 분 와 등록 요구사

요구사

항

의료기기 등록

절차를 위한 GMP 증거 요구사항

GMP 관리 절차
변경된 법 9782-1999 GMP

9

LEI 6.360/1976

건강 감시 표준

11
12

56/2001
LEI 6.437/1977

항

경제 정보 보고서(Economic Information Report)

소비자 보

27/2011
Resolution RDC NO.

항 법률

체외진단기기 GMP 요구사항

의료기기,

LEI .07 /1990

Resolution RDC NO.

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다 한 제품의 등록 요구사

８
10

8 8

내

호 코드

필수 장비 인증

효능 요구사항

안전 및

반 및 제재

위생 위

출처: https://www.emergobyul.com/resources/regulations-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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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적 요구사항 및 관련 규정
최신 규제 동향
Ÿ

ANVISA, MD 및 IVD 등록 요구사항 개정 발표

- 의료기기 분류 및 관련 요구사항 변경
ANVISA는 2001년 10월에 발행된 RDC 185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Public
Consultation 730/2019를 게시, 변경사항은 의료기기 분류, 등록 경로, 레이블
요구사항, 사용가이드라인이 있고, 의료기기 분류 규칙을 유럽 MDR규정에
가깝게 변경
- IVD 등록 절차
ANVISA의 IVD 등록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은 2015년 발행된 RDC 36을
업데이트하는 Public Consultation 734/2019에서 다루고 있으며, IVD의 분류,
통지, 등록 경로, 사용가이드라인, 라벨링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출처: https://www.emergobyul.com/blog/2019/10/brazils-anvisa-proposes-updates-medical-device-i
vd-registration-requirements
Ÿ

ANVISA,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 최종 승인

- 브라질위생감시국(ANVISA)은 맞춤형 의료기기(Custom-made Medical
devices)의 등록 및 상용화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음 이 규정의
최종 버전은 맞춤형 기기(Custom-made device), 환자별 기기(Patient-specific
device), 적응형 기기(Adaptable device) 사이의 차이점을 유지하며 이러한 각
기기 유형에 대한 ANVISA 등록 요구사항을 제시함

출처: https://www.emergobyul.com/blog/2019/10/brazils-anvisa-approves-formal-regulations-custo
m-made-medical-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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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적 요구사항 및 관련 규정
최신 규제 동향
Ÿ

ANVISA,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 신고 절차 시행

- ANVISA는 낮은 위험 등급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확장된 절차를
제공하는 RDC 270/2019을 규정하였으며 기술 서류와 INMETRO 인증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기술 검토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음

출처: https://www.emergobyul.com/blog/2019/03/brazils-anvisa-launching-notification-pathway-low
-risk-medical-devices-and-ivds
Ÿ

ANVISA, 의료기기 수정에 관한 새로운 규칙 시행

- ANVISA는 RDC 340/2020에 따라서 의료기기 수정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이 규칙은 건강에 관한 위험도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뉨
- 승인 후 수정: 수정사항이 건강과 높은 관련도를 보일 때 시행하며, ANVISA가
신청서를 분석하여 승인해야 수정이 가능함
- 제출 시 수정: 수정사항이 건강과 중간 정도 관련성을 보일 때 시행하며, 회사는
ANVISA에 적절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ANVISA는 변경된 기기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함
- 보고가 필요없는 수정: 수정사항이 건강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을 때 시행하며,
회사는 ANVISA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음

출처: https://www.emergobyul.com/blog/2020/03/anvisa-will-implement-new-rules-medical-devicemodifications-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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