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카트리지형주사기
(관련규격 : ISO 11608-1:2012)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소분류
A54030.01 카트리지형주사기 중 주사침 및 교체형 혹은 비-교체형 용기와 함께 사용되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적용된다. 용기는 제조자 혹은 사용자에 의해 채워지는
1회(single-)/수회(multi-) 용량 주사기 기반 및 카트리지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다.
전자식 또는 전기기계식 구성품이 장착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과 자동화 기능이
장착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사침을 사용하지 않는
주사기와 치과용 국소 마취제 주입을 위해 사용되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규격에서 주사침 기반 주사기 시스템(NIS)은 카트리지형주사기를 의미한다.
2. 용어 및 정의

이 규격에서는 다음의 용어 및 정의를 사용한다.
2.1 캡(cap)
주사기 및 그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
2.2 용기(container), 카트리지(cartridge)
주사용 의약품을 담는 1차 포장(단일 구획이나 다중 구획)
2.3 용량 전달 효율(dose delivery efficiency)
채워진 부피에 대한 배출된 용량의 비율
주1) 용량 전달 효율은 백분율로 표현된다.
주2) 용량 전달 효율은 사용자가 채운 1회 용량 용기를 완전히 비우도록 설계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용량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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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이얼 해상도(dialling resolution)
용량 간에 선택될 가능한 최소 증가분
2.5 용량 정확도(dose accuracy)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설정된 의약품의 용량을 전달하는 정확도
2.6 “전달된 용량” 표시(“dose delivered” indication)
전달된 의약품의 양을 표시하는 용량 창에 나타난 용량 번호
주1) 이는 잔여 부피보다 더 큰 용량을 설정할 수 있는 가변형 수회 용량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적용된다.
주2) 용량표시창이 전달되고 남은 약물의 양을 표시한다면, “전달된 용량”은 “의도된
용량-전달되고 남은 약물의 용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
2.7 제조자 충전식(manufacturer-filled)
의약품의 제조자에 의해 미리 채워져서 사용자에게 공급된 용기
주) 이런 의약품은 액체 형태이거나 동일한 용기 내에서 희석제로 동결 건조된 것일 수
있다.
2.8 최소 전달가능 용량(minimum deliverable dose)
제조자가 용기를 완전히 비우기 위해 설계된 1회 용량 제조자 충전식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안에서 전달하기로 보장한 최소 용량
2.9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needle-based injection system)
주사침과 수회 용량 혹은 1회 용량 용기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주입함으로써 비경구적 투여를
목적으로 하는 주입시스템
주) 이 용어를 “카트리지형주사기”라고 할 수 있다.
2.10 사전 설정(pre-setting)
사용자가 주사하기 위해 의약품 개개의 양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
주) 용량은 제조자나 사용자에 의해 사전 설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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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잔류 눈금(residual scale)
용기 속에 있는 의약품의 잔량을 표시하는 눈금
2.12 사용자 포장(user packaging)
사용설명서를 포함하여, 동일한 품목이며 동일한 제조단위로부터 나온 기기 1대 혹은 기기
컬렉션과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
2.13 사용자 충전식(user-filled)
별도 의약품 혹은 희석제 용기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채워지거나 재구성되는 용기(동결 건조
형태인 경우)
3. 기호 및 약어

3.1 NIS, 주사침 기반 주사시스템.
3.2 Vset,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용량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전에
설정된 3개의 용량(부피로서 표현되며 단위는 ml) 중 하나. Vset은 다음 중 하나로 정한다.
1) 최소 용량(Vset = Vmin) (사용설명서에서 지정됨)
2) 최대 용량(Vset = Vmax) (사용설명서에서 지정됨)
3) 중간점 용량(Vset = Vmid), Vmid는 (Vmin + Vmax)/2에 가장 가깝도록 설정된 상태
주 1)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권장 용량은 용량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전에
설정된 용량과 상이할 수 있다.
주 2) B1 및 D1의 시스템 설계에서는 Vset을 제조자-충전 또는 사용자-충전 부피와 동일하게
정의한다. B2 및 D2의 시스템 설계에서는 Vset을 제조자-충전 또는 사용자-충전 부피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사전에 설정된 하나의 용량과 동일하게 정의한다. A 및 C의 시스템
설계에서 최종 용량 정확도 평가의 경우에서는 Vset을 Vmid, TP 또는 용량 오차(TP의 명시된
백분율 내에서 용량범위를 넘어서 평가된)와 동일하도록 한다.
3.3 Vmeas, 해당 Vset에 대한 부피 측정값(ml)
3.4 Gmeas, 해당 Vset에 대한 중량 측정값(g)
3.5 ρ, 밀도(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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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 확률 함량(Probability content).
3.7 Y, 해당 시험에 필요한 주사기의 수
3.8 R, 해당 시험에 필요한 반복 횟수. 한번 반복은 무작위 순서의 Vmin, Vmid 및 Vmax를
포함한다. 반복 횟수는 6이다.
3.9 n, 각각의 Vset에 대해 행해질 측정(Vmeas) 횟수.
3.10  , 시료의 평균값; 무작위 시료를 바탕으로 할 때 실제 평균의 추정치:







3.11 s, 샘플의 표준편차; 무작위로 샘플을 시험하였을 때, 실제 표준편차의 추정치:


 


 
       

3.12 k, 각 용량 설정에서 사용된 신뢰수준(95%), 확률 함량(p), 정확도 측정 횟수(n)로부터
결정된 k 값, 또는 허용오차 한계 계수(tolerance limit factor).
3.13 k , 다음 방정식으로부터 결정된 실제 k 값:


양쪽

   
 
   
    








한쪽
  
   
   
 
혹은   








3.14 k , ISO 16269-6:2005(부속서 D 및 E) 또는 부속서 B에 있는 검색표에서 찾은, 목표
k 값.


3.15 DR, 다이얼 해상도,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최소 다이얼 증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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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α, 절대항으로 사전 설정 용량의 규격상한(upper specification limit) 및 규격하한(lower
specification limit) 정의하는 데 사용된 절대오차(ml).
3.17 β, 상대항으로 사전 설정 용량의 규격상한(upper specification limit) 및 규격하한(lower
specification limit)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상대오차(%).
3.18 TP, Vset에서의 규격상한(upper specification limit) 및 규격하한(lower specification
limit)이 절대항에서 상대항으로 바뀌는 전이점 부피(ml)(즉, α와 β가 같을 경우 Vset):
   ×  

3.19 USL, 주어진 Vset에서의 규격상한(upper specification limit).
3.20 LSL, 주어진 Vset에서의 규격하한(lower specification limit).
3.21 RF, 무선 주파수
4. 요구사항

4.1 일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성능을 증명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시스템이 이 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제조자는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명시된 적절한 부속품(예, 주사침과 용기) 및 특성이 규격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4.2 시스템의 명칭
기기 설계 및 용기의 차이점(예, 수회 용량, 부분적으로 배출되는 1회 용량, 그리고 완전히
배출되는 1회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 및 용량 정확도 방법을 고려중인
주사시스템과 명확히 연관시키기 위해 다음 시스템 명칭을 제공한다. 용기는 제조자
충전식이거나 사용자 충전식일 수 있다.
표 1은 다양한 주사침 기반 주사기 시스템(NIS)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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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스템 명칭
수회 용량 용기

A
교체가능 용기를 사용하는 주사침 기반
주사기.

1회 용량 용기

B1
교체가능 용기를 사용하는 주사침 기반
주사기.

각 용기는 수회 용량을 보유하며, 그 크기는 각 용기는 1회 용량을 보유하며, 전달
고정형 혹은 가변형일 수 있다 (사용자에 가능한 약물이 한번에 배출된다.
의한 용량의 사전 설정).
B2
교체가능 용기를 사용하는 주사침 기반
주사기.
각 용기는 1회 용량을 보유하며, 전달 가능한
약물이 부분적으로 배출된다.
C
D1
통합형으로 교체 불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통합형으로 교체 불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주사침 기반 주사기.
주사침 기반 주사기.
각 용기는 수회 용량을 보유하며, 그 크기는 각 용기는 1회 용량을 보유하며, 전달 가능한
고정형 혹은 가변형일 수 있다 (사용자에 약물이 한번에 배출된다.
의한 용량의 사전 설정).
D2
통합형으로 교체 불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주사침 기반 주사기.
각 용기는 1회 용량을 보유하며, 전달 가능한
약물이 부분적으로 배출된다.

4.3 측정 불확도 및 규격의 준수
ISO/IEC 가이드 98-3(GUM)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실험실에서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고
표현한다.
규격에 대한 적합성은 ISO 14253-1에 따라 설정된다.
4.4 일반 설계 요구사항
1) 용기 홀더는 전달할 수 있는 부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조자는
잔류된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의 필요 여부, 그리고 전달가능 부피를 얼마단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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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2) 시스템 명칭 B2 및 D2를 제외하고,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용기에서 기재된
전체 부피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3) 용기가 사용자 충전식이며, 시스템 명칭이 B1인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기재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용기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최대 부피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4) 주사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용량을 사전 설정하도록 요구한다면, 주사기는 설정된 용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단위(예, ml, mg, 국제단위) 또는
의사가 전달되는 약물에 적절하다고 명시한 설정방법(예, 숫자, 문자, 백분율)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조자가 용량을 사전에 설정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그 용량을
기기 또는 시스템에 라벨링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시각적인 방법과 촉각적 및/또는 청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사전 설정사항을
표시해야한다.
6)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최소한 시각적인 방법으로 주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7) 용량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을 때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상태와 용량이
전달이 완료된 후의 상태는 달라야 한다. 이 차이점은 가시적이어야 한다.
8)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시각적, 청각적 혹은 촉각적 방법, 혹은 이 방법들의
조합으로 주사 스트로크(stroke)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9) 시스템 명칭이 D2인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작동된 후에는 남아있는 약물
전달이 불가능하고, 기기를 재작동 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10) 가변형 수회 용량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시스템 명칭 A 및 C)은 다음과 같이
설계해야한다.
가) 용기에 남은 것보다 더 큰 용량이 사전 설정될 수 없도록, 혹은
나) 사전 설정된 용량이 용기 속에 남은 의약품의 양을 초과한다면, 약물 전달이
불가능하도록, 혹은
다) 전달된 의약품의 양을 표시하도록, 혹은
라) 전달되지 않은 의약품의 양을 표시하도록(사전 설정 용량 중에서).
11) 고정형 수회 용량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전체 고정된 용량에 부족한 양이
남아 있다면, 용량의 사전 설정을 할 수 없어야 한다.
12)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명시된 주사침과 함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다.
13)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명시된 용기와 함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다.
14) 3세 미만의 아동이 삼킬 수 있는 소형 부품이 설계되어있다면,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기재사항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경고를 포함시켜야 한다.
15)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과 의약품 접촉과 관련한 부작용은 제조자에 의해
평가되고 완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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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생물학적 요구사항은 ISO 10993-1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7) 이 규격의 요구사항이 허용기준이 없는 시험방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기기의
의도된 사용목적에 적절한 규격과 허용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5. 시약 및 기구

5.1 일반
요구되는 정확도(교정) 및 정밀도(Gauge R&R)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적합한
시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시험 장치의 반복성 및 재현성(Gauge R&R)은 어떤 측정
시에도 허용된 오차범위의 20 % 이하여야한다. 파괴시험 측정의 경우에는 Gauge R&R이
허용된 오차범위의 30 % 이하여야한다. 최소한, 정밀도(Gauge R&R)는 표준편차 ± 2를
보장해야 한다(그것에 의해 변동의 약 95 %를 보장한다).
예) 측정 규격 한계가 ± 0.01 ml(0.02 ml의 범위)인 측정시스템은 정밀도(Gauge
R&R)/허용오차 범위 비율이 20 %인 정밀도(Gauge R&R)로부터 나오며, 이는
정밀도(Gauge R&R)[4개 표준 불확도] 0.02 ml/5 = 0.004 ml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의
불확도는 표준편차 ± 2이며(GUM), 이는 0.002 ml와 같다.
전달된 모든 용량(Vset)은 중량 Gmeas(g으로 표현)로 기록한다. 이 기록은 환경조건에서 시험
용액에 대한 밀도(ρ) (g/ml으로 표현)를 이용하여 부피(Vmeas)로 변환된다.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중량 측정값을 부피측정값으로 변환할 수 있다.
Vmeas = Gmeas/ρ

(1)

5.2 시험 용액
시험 용액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이 주사되는 원래의 의약품 혹은 유사한 특성의
용액이다.
5.3 저울
저울은 최소 전달 용량의 1 %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5.4 자유 낙하 시험을 위한 시험 표면
시험 표면은 매끄럽고, 단단하며 견고한 3 mm 두께의 강철로 만들어야 하며, 두께 10 mm
이상인 목재로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 1699 -

6. 용량 정확도(Dose accuracy) 결정

6.1 일반사항
설계 규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용량 정확도 시험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이
충족해야 할 요소이다. 규제 요구사항이 더 엄격한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시스템이 이를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용량 정확도 허용기준을 조절해야 한다. 이런 규제
요구사항이 덜 엄격하다면, 제조자는 허용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
용량 정확도는 다양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수를 선택하고 시험하여 결정한다.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수는 해당 시험에 대한 용기 및 정확도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용기를 완전히 비우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충전식 1회 용량 주사침 기반
시스템의 경우, 정확도는 용량-전달 효율로서 평가될 수 있다. 용기를 완전히 비우기 위해
설계된 제조자 충전식 1회 용량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경우, 정확도는 최소
전달가능 용량(즉, 기재사항의 부피)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확도 측정치는 정규분포(혹은 정규분포로 변형될 수 있다는)라는 것과 각 측정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다음 방법은 정확도 측정이 각 Vset에 대한 통계적 허용오차
구간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 구간이 샘플을 채취하는 실제
모집단의 최소비율(확률 함량, p)을 포함할 고정 확률(신뢰수준)이 있는 경우의 구간이다.
통계적 허용오차 구간은 양쪽 또는 한쪽(예, 용량 효율 및 최소 전달가능 용량 평가)이며,
구간의 한계를 “통계적 허용오차 한계” 혹은 “자연 처리 한계”라 한다.
표 2는 시스템 명칭별 용량 정확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하위조항의 요약이다.
표 2. 용량 정확도 평가 매트릭스
시스템 명칭
용량 정확도 매트릭스
A
B1
B2
C
D1
D2
필요한 용량 결정
6.3.1 6.3.2 6.3.2 6.3.1 6.3.2 6.3.2
정확도 한계 결정
6.4.2.1 6.4.2.2 6.4.2.1 6.4.2.1 6.4.2.2 6.4.2.1
최종 용량 정확도 한계 결정 6.4.3 N/A N/A 6.4.3 N/A N/A
(가변형 용량에만 적용)
최종 용량 오차 계산
9.3
N/A N/A 9.3
N/A N/A
(가변형 용량에만 적용)
용량 효율 계산
N/A 6.4.4 N/A N/A 6.4.4 N/A
(사용자 충전식에만 적용)
허용오차 구간 계산
6.4.5 6.4.5 6.4.5 6.4.5 6.4.5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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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입 부분
수회 용량 용기의 경우, 주입 부분은 그림 1에 정의된 바와 같다.

1. 전면 1/3
2. 중간 1/3
3. 후면 1/3

그림 1. 3개 부분을 나타내는 개략도

주1) 최대 설정된 용량이 라벨링된 부피의 1/3 이상을 차지한다면 용기는 3개 구간이
아닌 2개 구간으로 분리될 수 있다.
주2) 제시된 용기의 설계는 예시이다. 이와 다른 용기 설계는 모든 3개 부위(가득함, 절반
사용 및 거의 비었음)가 예상대로 수행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한다.
6.3 용량 설정
6.3.1 수회 용량 용기(시스템 명칭 A 및 C)
6.3.1.1 가변 용량 기기
1) 3개 용량이 사용된다; Vset은 최소(Vmin), 중간(Vmid) 및 최대(Vmax) 중 하나와 같다.
2) 각 Vset 1개 용량은 각각의 용기로부터 채취한다.
3) 모든 반복 순서대로 시험한다(Vmin, Vmid, Vmax; Vmax, Vmin, Vmid; 등.). 세부내용은 부속서
A에 제공되어 있다.
4) 투여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Vset이 용기 포장의 전면 1/3, 중간 1/3 및 후면 1/3
부분으로부터 전달되도록 하거나, 용기의 전달가능 부피를 나타내는 부위로부터
일정하게 샘플을 채취한다.
6.3.1.2 고정 용량 기기
1) 1개 용량을 사용한다. Vset은 고정 용량과 같다.
2) 1개 용량은 각 용기로부터 얻는다.
- 1701 -

3) 투여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Vset이 용기 포장의 전면 1/3, 중간 1/3 및 후면 1/3
부문으로부터 전달되도록 하거나, 용기의 전달가능 부피를 나타내는 부위로부터
일정하게 시료가 채취된다.
6.3.2 1회 용량 용기(시스템 명칭 B 및 D)
6.3.2.1 완전 배출
시스템 명칭 B1 및 D1에 대해서는, 1개 용량을 사용한다. Vset은 전달된 용량과 같다.
6.3.2.2 부분 배출
6.3.2.2.1 가변 용량 기기
3개 용량을 사용한다. Vset은 최소(Vmin), 중간점(Vmid) 및 최대(Vmax)와 같다.
6.3.2.2.2 고정 용량 기기
1개 용량을 사용한다. Vset은 사전 설정 용량과 같다.
6.4 평가
6.4.1 일반
용량 정확도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달된 모든 용량들의 확률 함량(p)이
3개 용량 설정(고정 용량 시스템의 경우에는 1개 용량 설정)에 대해 제안된 상한 및 하한 규격
한계 이내에 해당할 것이라는 95 %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최소 전달가능 용량 요구사항(제조자 충전식 용기가 있는 시스템 명칭 B1 및 D1에 대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달된 모든 용량들의 확률 함량(p)은 최소한 의약품 기재사항에 명시된
최소 전달가능 용량으로 정의된 하한 규격 한계 이상이라는 95 %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용량 전달 효율 요구사항(사용자 충전식 용기를 사용하는 시스템 명칭 B1 및 D1에 대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달 효율의 확률 함량(p)은 최소한 용량 효율의 하한 규격 한계
이상이라는 95 %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6.4.4에 따라 용량 전달 효율을 계산한다.
최종 용량 정확도 요구사항(시스템 명칭 A 및 C에 대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기가 남아있는
부피 이상으로 용량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용량 오차 계산의 확률 함량(p)은 최소한
제안된 허용가능 용량 오차에 대한 상한 및 하한 규격 한계 이내라는 95 %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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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각 Vset 1개 용량은 1개 주사기에서 채취할 수 있다.
확률 함량(p)은 특정 시험에 의해 규정되며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6.4.2 용량 정확도 한계 결정
6.4.2.1 양쪽 용량 정확도 한계(Two-sided dose accuracy limits)(시스템 명칭 A, C, B2, D2)
규칙 1: 절대오차(α)(ml)는 기기의 최소 다이얼 해상도(DR)와 같고, Vset이 TP 이하일 때
사용된다.
규칙 2: 상대오차(β)(%)는 Vset의 5 %와 같고, Vset이 TP를 초과할 때 사용된다.
와 β가 같은 경우에 TP는 Vset과 같다:

α

TP =

 × 



규칙 3: 고정 용량 기기의 경우, 고정 용량이 0.2 ml 미만이라면 절대오차(α)는 0.01 ml며
고정 용량이 0.2 ml를 초과한다면 5 %이다.
예 1) 다이얼해상도(DR)가 0.01 ml인 경우, α는 0.01 ml이고, β는 5 %이므로:
 × 
TP = 
= 0.20

예 2) 다이얼해상도(DR)가 0.005 ml인 경우, α는 0.005 ml이고, β는 5 %이므로:
TP =

 × 



예 3) 상한 및 하한 규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Vset ≤ TP이면:
U = Vset + α
L = Vset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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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Vset > TP이면:
U = Vset + (β ⋅Vset)/100
L = Vset - (β ⋅Vset)/100
제조자가 시스템 명칭 A, C, B2 및 D2에 대한 의도된 투여량 및 정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절대적 혹은 상대적 범위보다 개별적으로 더 적절히 규정한다면(즉, 규칙 1, 2 및 3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시험된 투여량 및 그 규격 한계(specification limit)를 기재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 한계는 주사침 기반 시스템의 다이얼해상도(DR)보다 더 클
수 없다. 시스템 명칭 D2에 대해서는, 다이얼해상도(DR)가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스템 명칭 A 및 C에 대해서는 만약 제조자가 특정 투여가 다른 투여 시와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면(예, 시스템의 사용목적상 준비단계가 필요 없을 경우, 첫
번째 투여 용량), 이러한 특정 데이터 값을 분석할 때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고려한다(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용량 정확도를 수행한 후):
1) 용기의 특정 용량으로부터 취한 각각의 데이터 값은 제조자가 정한 규격 한계를 바탕으로
용량 정확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2) 특정 용량 데이터 값은 모두 모든 기타 용량의 통계적 분석에서 배제될 수 있다.
6.4.2.2 한쪽 용량 정확도 한계(One-sided dose accuracy limits)(시스템 명칭 B1 및 D1)
1) 사용자 충전식 용기의 경우, 용량 전달 효율 평가용 한쪽 하한 규격 한계는 제조자가
결정한다.
2) 제조자 충전식 용기의 경우, 최소 전달가능 용량에 대한 한쪽 하한 규격 한계는 의약품
기재사항으로부터 결정된다.
6.4.3 최종 투여량 오차와 최종 투여량 정확도 한계의 결정(시스템 명칭 A및 C)
잔여 부피를 초과하는 용량의 설정이 불가능한 가변 용량 기기의 경우, Vmin 혹은 TP
용량과 같은 Vset을 이용하여 6.4.2에 기술된 바와 같은 용량 정확도 한계를 설정한다.
잔여 부피를 초과하는 용량의 설정이 가능한 가변 용량 기기의 경우, 최종 용량은 용량
오차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시스템 치수 내에서의 정상적인 변동에서는 한 기기 또는
용기에서 다음까지 정확하게 동일한 최종 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동일한 최종 용량 평가의 불확도를 설명하기 위해, TP의 10 % 이내에
해당하는 다양한 다른 최종 용량을 평가하여, 평균 용량 오차(이상적으로는 0에 맞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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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용량별로 계산되도록 한다. 개별 최종 용량 오차(백분율로 표현)는 0.20 ml의 TP를
이용하여 다음 예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산 한다 :
1) 최종 용량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용량의 범위는, TP가 0.20 ml인
경우, 0.18 ~ 0.22 ml이다. 이 범위는 TP의 ± 10 %다.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이
이 범위 이상이나 미만의 값을 나타내는 용량은 최종 용량 정확도 결정에 사용될 수
없다.
2) 각 최종 용량 측정값(Vmeas)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백분율로 최종 용량 오차를 계산 한다
:
  전달된용량표시
× 

전달된용량표시

3) TP 이상의 평균 최종 용량 오차에 대한 상한 규격 한계(U )(즉, 상대오차):

U=5%
4) TP 미만의 평균 최종 용량 오차에 대한 하한 규격 한계(L)(즉, 다이얼 해상도(DR)를
바탕으로 한 절대오차이며 음의 백분율로 표현):



최종용량범위의하한값

이 예시에서, 다이얼 해상도(DR)는 0.01 ml; 최종 용량 범위의 하한값은 0.18 ml이다.


   ×    


주) 다른 최종 용량 측정 범위가 사용된다면(예, TP의 약 20 %), 최종 용량 오차에 대한
규격 한계는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6.4.4 용량 전달 효율 계산(시스템 명칭 B1 및 D1, 사용자 충전식)
1) 사용자가 받은 대로(즉, 비어있는 상태로) 용기의 질량을 측정하여 m1이라 한다.
2) 채워진 용기의 질량을 측정하여 m2라 한다.
3) 용기 및 약물 전달 후 잔류물의 질량을 측정하여 m3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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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사항에 의해 용량 효율을 계산한다.
  
× 

  

주) 시스템 명칭 D1에 대해서는, 용기는 사용자가 충전하기 전의 전체 기기(즉, 비어있는
통합형 교체불가능 용기가 있는 기기)라고 규정한다.
6.4.5 허용오차 구간 계산
해당 시험의 용량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1) 평균값(  ), 그리고 표준편차(s)를 결정한다.
2) 실제 k 값, 혹은 허용오차 한계 계수를 결정한다.
3) 양쪽 통계적 허용오차 구간은 평균값(  )에 허용오차 한계 계수(k)를 곱한 표준편차(s)를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다.



± k・s

(2)

시스템 명칭 B1 및 D1에 대해서는, 한쪽 통계적 허용오차 구간은 평균값(  )에 허용오차
한계 계수(k)를 곱한 표준편차(s)를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다.



−k・s 혹은  + k・s

(3)

여기서

 는 시료의 평균값
k는 허용오차 한계 계수
s는 시료의 표준편차.
허용오차 한계 계수는 신뢰수준(95 %), 확률 함량(p), 그리고 취해진 측정 횟수(n)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주 1) 예를 들어, 용량 효율에 대해, 한쪽 평가는 최소한 모든 용량의 97.5 %가 x % (x의
값은 제조자가 결정) 이상의 용량 효율을 갖는 95 % 확률을 필요로 한다.
주 2) ISO 16269-6:2005, 부속서 E는 실제 모집단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모를 때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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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허용오차 구간을 구축하기 위한 허용오차 한계 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부속서 A는
정확도 평가 예시를 제공한다. 표 B.1은 0.95 및 0.975 확률 함량(p)에서 95 % 신뢰수준에
대한 한쪽 허용오차 한계를 제공하며, 표 B.2는 95 % 신뢰수준에 대한 더 포괄적인 양쪽
허용오차 한계를 포함한다.
7.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준비 및 조작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준비한다.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작동이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작동법을 따르도록 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수동으로나 자동으로 조작한다.
주사 스트로크를 완료한 직후 혹은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저울을 이용하여 전달된
용량(Gmeas)을 결정한다.
교체가능 용기를 사용하고, 내장형으로 작동횟수가 제한되어있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최대 작동횟수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
8. 시험 매트릭스

표 3은 4.1에 기술된 시스템 명칭에 대한 시험 요구사항을 요약한다. A.3항은 요구된
시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1) 각 Vset별로, 목표 k는 Vset당 측정 횟수(n)에 해당한다. 전체 측정 횟수가 변경되면, 해당
목표 k도 변경된다.
2) 양쪽 허용오차 구간에 대한 목표 k 값을 ISO 16269-6 혹은 표 B.2에서 선택한다.
3) 한쪽 허용오차 구간에 대한 목표 k 값을 ISO 16269-6 혹은 표 B.1에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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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험 매트릭스
시스템 명칭
A

B

C

D

간략한 설명

저온, 표준, 고온 저온, 표준, 고온 저온, 표준, 고온 저온, 표준, 고온 5 °C, 23 °C 및 40 °C에서
환경 (9.2)
환경 (9.2)
환경 (9.2)
환경 (9.2) 용량 정확도(DA)시험
최종 용량
최종 용량
용량 표시에서 용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최종
정확도(9.3)
정확도(9.3)
정확도(DA)
수명주기
수명주기
x 예상 수명,
(life cycle)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5주기
시험(9.4)
표준
용량
정확도(DA)
시험(9.4)
자유낙하[9.5 1) 자유낙하[9.5 1)
1m 낙하 x 3개 방향 후,
및 3), 시스템 및 3), 시스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검사 및 표준 용량
명칭 A, B1, B2] 명칭 A, B1, B2]
정확도(DA)
자유낙하[9.5 2) 자유낙하[9.5 2) 1m 낙하 x 3개 방향 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및 4), 시스템
및 4), 시스템 검사 및 표준 용량
명칭 C, D1, D2] 명칭 C, D1, D2] 정확도(DA)
°C 혹은 -40 °C에서
건열/냉온
건열/냉온
건열/냉온
건열/냉온 70처리한
후 표준 용량
보관(9.6)
보관(9.6)
보관(9.6)
보관(9.6)
정확도(DA)
40 °C, 93%
습열(9.7)
습열(9.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RH에서 처리한 후, 표준
용량 정확도(DA)
6일 이상 5∼55 °C 사이의
주기(9.8)
주기(9.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기 x 6회 후, 표준 용량
정확도(DA)
진동 후 검사 및 표준 용량
진동(9.9)
진동(9.9)
진동(9.9)
진동(9.9)
정확도(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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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당

V set 당

반복수

총 측정

R

n

0.975

1
최종 용량
1개에만 해당

0.95

확률 함량

양쪽 목표

한쪽 목표

k

k

60

2.670

2.384

60

2.670

2.384

1

20

2.760

2.396

0.95

1

20

2.760

2.396

0.95

1

21

2.731

2.371

0.975

1

60

2.670

2.384

0.95

1

20

2.760

TBD

0.95

1

20

2.760

2.396

0.95

1

20

2.760

2.396

P

0.975

9. 시험 설명

9.1 일반사항
9항에 기술된 각 시험에 대해, 각 전처리 및 시험 요구사항 후에 다음 평가를 수행한다.
1) 10.1에 따라 육안 검사를 수행한다.
2) 10.2에 따라 용기 검사를 수행한다.
3) 10.3에 따라 용량 정확도 시험을 시행하고 용량 정확도 허용기준을 평가한다.
4) 9.3 및 9.4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전처리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설명서를 바탕으로 전체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5) 해당 시험 설명에 대해 별도로 지시되지 않는 한, 다음 환경조건을 적용한다(용기 및
부착되지 않은 주사침이 조립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최소한 4시간 동안
시험 환경조건에 적응을 시킨다):
- 온도: (23 ± 5) °C
- 상대습도: (50 ± 25) %RH.
시스템 명칭 A 및 C에 대해서는, 용기의 전면에서 1/3이 투여되고, 중간에서 1/3이
투여되며 후면에서 1/3이 투여되는 방식으로 주사를 준비한다(그림 1 참고). 모든 반복
순서는 용기의 각 구간으로부터 전달되지만,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요구사항이 아니다.
주 1) 9.2, 9.3, 9.4, 9.6 및 9.7에 대해서는, 용기 검사가 필요 없다.
주 2) 자유 낙하 시험에 대해서는, 9.5에 기술된 바와 같이 평가를 이미 수행하였기 때문에
용기 검사가 필요 없다.
9.2 저온, 표준 및 고온 환경시험
9.2.1 전처리
용기와 부착되지 않은 주사침을 조립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표 4에 제시된
환경조건에서 최소한 4시간 동안 시험 챔버 속에 넣어둔다.

- 1709 -

조건
온도(°C)
습도(%RH)

표 4. 시험조건

저온
(5 ± 3)
습도 요구사항
없음

표준
(23 ± 5)

고온
(40 ± 2)

(50 ± 25)

(50 ± 10)

9.2.2 시험
시스템 명칭 A 및 B에 대해서는, 표 4에 명시된 각 조건에서 동일한 세트로 정확도 측정을
수행한다. 시스템 명칭 C 및 D에 대해서는, 표 4에 명기된 각 조건에서 3개 다른 세트로
정확도 측정을 수행한다.
수회 용량 시스템(시스템 명칭 A 및 C)에 대해서는 1/3은 용기의 전면에서 투여되고, 1/3은
중간에서 투여되며 1/3은 후면에서 투여되는 방식으로 주사기를 준비한다(그림 1 참고). 모든
반복 순서는 용기의 각 구간으로부터 전달되지만,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요구사항이 아니다.
9.3 최종 용량 시험(시스템 명칭 A 및 C만 해당)
9.3.1 일반
고정 용량 기기는 이 요구사항에서 제외된다[일반 설계 요구사항은 4.4 10)에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최종 용량 정확도는 일반 용량 정확도 요구사항의 일부며, 일반 용량 정확도
시험은 이러한 최종 용량의 대표 샘플을 포함해야 한다.
9.3.2 전처리
9.2에 따라 용량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된 동일한 주사기를 선택한다(시스템
명칭 C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사기를 사용한다).
잔여 부피 이상의 용량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가변 용량 기기에 대해서는, Vmin 혹은
전이점(TP) 용량과 같은 용량인 Vset이 남을 때까지 각 기기를 조작한다(제조자가 어떤 용량을
사용할지 결정한다.)
잔여 부피 이상의 용량 설정을 허용하는 가변 용량 기기에 대해서는, 잔여 전달가능 부피가
TP의 10 % 이내일 때까지 각 기기를 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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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시험
잔여 부피 이상의 용량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가변 용량 기기에 대해서는, TP 혹은 Vmin과
같은 Vset를 이용한다.
잔여 부피 이상의 용량 설정을 허용하는 가변 용량 기기에 대해서는, Vmax와 같은 Vset,
혹은 플런저 드라이브 메커니즘 이동 한계가 TP의 10 % 이내에서 연동한다는 것을 보증할
만큼 충분히 높은 용량을 이용한다.
9.4 수명주기 시험(시스템 명칭 A 및 B만 해당) - 전처리
9.2에서 이용한 것과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한다(용기는 새로운 것을 사용). 이 시험은
시스템 명칭 A 및 B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주사기 각 특징(캡 및 주사침 제거와 부착, 주사 등)의 조작을 선택하고 실험한다. 주사기는
수명주기 동안에 예상되는 최대 조작횟수의 1.5배만큼 작동시켜야 한다. 시험절차는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사용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이 한정된 시간 혹은 조작횟수 동안 작동 이후에 정지되도록 설계된 경우, 전체
조작횟수동안 시험해야 한다.
9.5 자유 낙하 시험
다음 목록은 원통형 기기를 수직 및 수평으로 자유 낙하 시험을 기술한다. 제조자가 특정한
방향이 “최악의 경우”라고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시험해야 한다.
주) 비원통형 기기(예, 6각형)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다루기 위해 3개 이상의 방향이
필요할 수 있다.
새로운 용기와 함께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준비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시스템 명칭 A 및 B
가) 보호용 덮개(예, 캡)를 제거하고, 용기를 삽입하며, 주사침을 부착하고 사용설명서에
따라 시스템을 준비한다.
나) 주사침이 분리 가능하다면, 침을 제거 하고, 캡을 다시 씌운다.
다) 2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1,000 mm 높이에서 시험대와 수평으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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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으로 두 번(두 번째 수직 낙하 시 180° 회전) 3회 자유낙하 시킨다. 주사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낙하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용기가 완전히 부서지도록 파손되면, 용기를 교체하여, 3회가 될 때까지 낙하를
수행한다. 각 시험 방향별로 교체 가능한 횟수는 3번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시험은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2) 시스템 명칭 C 및 D.
가) 보호용 덮개(예, 캡)를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주사침을 부착하며 시스템을
준비한다.
나) 주사침이 분리 가능하다면, 침을 분리하고, 캡을 씌운다.
다) 다음의 (1), (2) 및 (3)에 따라 시험대(5.4 참고) 1,000 mm 높이에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자유낙하 시킨다.
(1) 수평 - 10개의 새로운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2) 수직 A - 새롭게 추가된 1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3) 수직 B - [(2)의 방향에서 180° 회전] 새롭게 추가된 1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4) 각 시험 방향별로 교체 가능한 횟수는 3번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시험은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3) 시스템 명칭 B1 및 B2.
가) 무균 상태가 파괴될 때까지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준비한다.
나) 2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1,000 mm 높이에서 시험대와 수평으로 한번,
수직으로 두 번(두 번째 수직 낙하 시 180° 회전) 3회 자유낙하 시킨다. 주사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낙하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용기를 교체하여, 3회가
될 때까지 낙하를 수행한다. 각 시험 방향별로 교체 가능한 횟수는 3번이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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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면 그 시험은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4) 시스템 명칭 D1 및 D2:
가) 무균 상태가 파괴될 때까지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준비한다
나) 다음의 (1), (2) 및 (3)에 따라 시험대(5.4 참고) 1,000 mm 높이에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자유낙하 시킨다.
(1) 수평 - 10개의 새로운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2) 수직 A - 새롭게 추가된 1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3) 수직 B - [(2)의 방향에서 180° 회전] 새롭게 추가된 10개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낙하시킨다.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다면, 시험에서 제외시킨다.
(4) 각 시험 방향별로 교체 가능한 횟수는 3번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시험은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주) 시스템 명칭 C 및 D의 경우, 모든 방향에서 용량 정확도 평가가 병행된다.
9.6 건열 및 냉온 보관 시험 - 전처리
용기와 주사침이 없이 조립된 새로운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표 5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소한 96시간 동안 시험 챔버에 둔다.
조건
온도(°C)
습도(%RH)

표 5. 건열 및 냉온 보관 온도
건열

냉온

(70 ± 2)

(-40 ± 3)

(50 ± 10)

습도 요구사항 없음

제조자 충전식인 시스템 명칭 C 및 D는 허용 가능한 높고 낮은 보관 온도에서 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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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용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9.7 습열 시험(시스템 명칭 A 및 B만 해당) - 전처리
용기와 주사침이 없이 조립된 새로운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표 6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소한 96시간 동안 시험 챔버에 둔다.
조건
온도(°C)

표 6. 습열조건

습열
(40 ± 2)

습도(%RH)

(93 ± 5)

9.8 주기 시험(시스템 명칭 A 및 B만 해당) - 전처리
주사침 없이 용기만 장착하여 조립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변형(variant) 1 [IEC 60068-2-30:2005, 그림 2 a) 참고]
2) 온도 하한선: (25 ± 3) °C (습도 요구사항 없음)
3) 온도 상한선: (55 ± 2) °C 및 (50 ± 25) %RH
4) 6회 주기
주) 시험 챔버, 시험조건 및 회복단계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각각 IEC 60068-2-30:2005, 4, 7
및 9항에서 찾을 수 있다.
9.9 진동시험 - 전처리
용기와 주사침을 장착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IEC 60068-2-6 및 표 7에 따라
3개 축 각각에서 진동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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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차(cross-over) 주파수가 더 낮은 진동 진폭
전위/가속
주파수 범위
방향 별 스윕 횟수
(피크 값)
a

3 Hz – 8 Hz

7.5 mm

4

8 Hz – 300 Hz

2 g

4

주) IEC 60068-2-6:2007의 표 IV 및 그림 1 참고.
a 스윕 속도 = 분 당 1 옥타브.
10. 검사

10.1 육안 검사
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필수적인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상의 표시는 9항에 기술된
전처리를 받은 후 여전히 가시적이고, 읽기 쉬우며 지울 수 없어야 한다. 40 ～ 70 cm
판독거리와 (215 ± 20) lx의 조명조건에서 육안 검사(정상 혹은 교정)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정상 혹은 교정시력으로 유의한 결함이 있는지 검사한다. 검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유의한 결함 확인을 포함한다 :
1) 더 이상 볼 수 없거나 쉽게 읽을 수 없는 표시(안전한 기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2) 안전한 기능발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본체 및/혹은
부품 내 균열
3) 안전한 기능발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된 조립 접착제, 이음매 및 조절
10.2 용기 검사
용기가 사용자가 보기에 명백한 정도로 완전히 부서지거나 내용물을 손실이 일어났다면,
시험을 완료하기 위해 용기를 교체한다. 시스템 명칭 C 및 D에 대해서는, 시험을 완료하기
위해 추가된 샘플은 전처리를 해야 한다. 명백하지 않은 손상은 용량 정확도 평가의
일부로서 평가된다.
10.3 용량 정확도 허용기준
해당 Vset에 대해 다음 사항이 충족될 때,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모집단은 정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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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양쪽:



한쪽:



+ (k・s) ≤ U 및  - (k・s) ≥ L

(4)

- (k・s) ≥ L 혹은  + (k・s) ≤ U

(5)

각 Vset에 대해서는, 시험 방정식 (6) 혹은 (7)에 따라 k 를 분석한다.


양쪽:

    
   
 
k =  




(6)



한쪽:

   
    
 
혹은   
k =  






(7)



그리고 해당 Vset에 대해 다음 사항이 충족될 때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모집단은
정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k ≥ 선택된 확률 함량 및 측정횟수에 대한 목표 k


11. 시험 보고서

ISO 13485:2003, 6항에 따라 시험 보고서를 관리한다. 각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시험에 대한 참고자료(예, ISO 11608-1:2012)
2) 물리적 제조자(통상 시험 개시자) 정보
3) 시험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정보
4) 사용한 시험 시스템의 증명자료
5) 사용한 시험 용액의 증명자료
6) 이용한 시험조건 요약을 포함한 시험결과
7) 본 규격과 다른 점에 대한 세부사항
8) 시험 시설의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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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험일자
10) 용량 수준
11) 시험한 주사기의 수
12.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12.1 일반사항
잠재적인 사용자의 훈련정도 및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수반되어야 한다. 제조자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사용설명서는 사용자 포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12.2 기재사항
12.2.1 일반사항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사용자 포장상의 기재사항은
뚜렷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 (215 ± 20) lx의 조명에서 40∼70 cm 판독거리로부터
육안검사(정상 혹은 교정시력)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첨부문서가 포장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2.2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기재사항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기재사항은 최소한 다음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제조자의 이름 혹은 상호명
주) 상표나 로고로 제조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용자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3) 적합한 기호에 이어서 배치 코드, 로트번호, 혹은 일련번호
12.2.3 외부 포장의 표시
외부 포장의 기재사항은 최소한 다음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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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내역
3) 포장의 내용물
4)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으로 주사할 목적인 의약품 종류에 관한 정보
5) 적합한 기호에 이어서 제조단위 코드나 제조번호, 혹은 일련번호
6) 특별한 보관조건이나 취급조건
7) 필요하다면 사용기한(YYYY-MM으로 표현된 년월, 예를 들면 2008-12와 같이 표시하는
연도와 월)
8) 적절한 경우,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일회용이라는 표시
9) 별도로 제공된 경우,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시험한 특정 주사침 및 용기에
관한 정보.
12.3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 사용기한(만약 있다면), 제조번호, 제조단위 코드 혹은 생략할 수 있는 일련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12.2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2) 취해야 하는 경고나 주의사항, 예를 들면 사용자가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된 경우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주사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
3)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위험도:
가) 투여량이 미리 고정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주사할 때 정확하게
조작횟수를 계산할 수 있는 자만 사용한다.
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전자기 방사 구역(사용 중인 이동전화와 같은)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지 않으면, 전자 부품이 장착된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은 전자기 방사 구역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4)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부품 및 관련 장비를 안전하게 조합하기 위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한 충분한 내역
5) 용기 교체, 세척 및 소독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공정에 대한 정보
6)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 필요한 준비 내역, 예를 들면:
가) 제품의 조립/해체, 용기 교체 및 주사침 부착
나) 용기 검사와 현탁액 혼합
다) 작동준비에 대한 필요성, 예를 들면,
(1) 공기 제거,
(2) 플런저와 리드 나사 사이의 접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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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를 들면,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가) 용량 설정
나) 잔류 눈금 판독
다) 단계적 주사 절차, 예를 들면,
(1) 주사 스트로크 조작,
(2) 용량 종료 확인,
(3) 주사 부위로부터 주사침을 빼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
8) 용량 설정 범위
9) 허용된다면, 9.6[(70 ± 2)℃ 및 (-40 ± 3)℃]에 명기된 온도 이외의 보관 온도 및
의약품이 없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을 보관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온도
10) 주사할 부피보다 용기에 남아있는 액체의 부피가 작을 때, 용량 전달 절차
11) 특별한 보관 요구사항
12) 특수한 특징에 관한 설명
13)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이 다음과 같도록 설계되는지 여부:
가) 용기에 남은 것 보다 사전 설정할 용량이 더 클 수 없도록 하거나,
나) 사전 설정 용량이 용기에 남은 의약품의 양을 초과하면 용량이 전달될 수 없도록
하거나,
다) 전달된 의약품의 양을 표시하거나,
라) 사전 설정 용량 중 전달되지 않은 의약품의 양을 표시한다.
14) 일반적인 문제점 해결 방법, 예를 들면,
가) 용량 수정
나) 주입하는 힘과 주입 완료와 관련된 사항
다) 기포 및 주사침 끝의 주사액 방울의 중요성
15) 시스템 폐기처분과 관련된 특수하고 보통이 아닌 위험도에 대해 취해질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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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참조)
용량 반복, 정확도 및 시험의 이론적 근거

A.1 가변형 수회 용량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에 대한 용량 반복
해당 시험별로, 주사 주기 혹은 용량 반복(사전 설정된 3개 용량(Vset)의 무작위 순서)을
조합하여, Vset을 전달하고 측정하여 용량 정확도를 평가한다. 3개 사전 설정 용량의 무작위
순서는 6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다(R1, R2, R3, R4, R5 및 R6).
R1: Vmin, Vmid, Vmax
R2: Vmin, Vmax, Vmid
R3: Vmid, Vmin, Vmax
R4: Vmid, Vmax, Vmin
R5: Vmax, Vmin, Vmid
R6: Vmax, Vmid, Vmin
용기의 3개 구간 각각에서 이런 반복을 모두 시험하지만, 각 용기로부터는 오직 1개 반복만
취한다.
A.2 정확도 평가(ml로 표현)
Vset ≤ TP인 경우,
U = Vset + α
L = Vset - α
Vset > TP인 경우,
U = Vset + (β・Vset)/100
L = Vset - (β・Vset)/100
해당 Vset에 대해 다음 사항을 만족할 때,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 모집단은 정확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양쪽 실례를 사용한다).



+ (k・s) ≤ U

(A.1)




- (k・s) ≥ L

(A.2)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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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용량 정확도 허용오차 한계 계산
Vset(DR = 0.01 ml)인 경우:
Vmin = 0.01 ml
Vmid = 0.16 ml
Vmax = 0.30 ml
그리고
α = 0.01 ml
β = 5%
라면(ml로 표현),
TP = (100×0.010 ml)/5 = 0.200
Vmin ≤ TP 인 경우, U = (0.010 + 0.010) = 0.020
L = (0.010 - 0.010) = 0.000
Vmid ≤ TP 인 경우, U = (0.160 + 0.010) = 0.170
L = (0.160 - 0.010) = 0.150
Vmax > TP 인 경우, U = 0.300 + (5×0.300 ml)/100 = 0.315
L = 0.300 - (5×0.300 ml)/100 = 0.285
A.3 시험의 이론적 근거
A.3.1 표준, 저온 및 고온 환경시험
이 시험의 목적은 실내외의 조건이 제어되거나 제어되지 않은 “사용 중” 환경과
합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온도와 습도 범위에 걸쳐 주사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옥외 조건은 계절적(겨울에서 여름까지) 변동을 포함하고 실내 조건은 일 년 내내 “실내
온도”의 변동을 반영한다. 라벨링을 통해 “사용 중” 조건을 제어할 수는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규격에서는 제조자가 시험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A.3.2 최종 용량 정확도 시험
최종 용량은 다른 용량만큼 중요하다고 간주되므로, 제조자에 의해 결정된 특정 허용량이
없다면, 동일한 정확도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기기 설계를 바탕으로, 최종
용량 정확도를 시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잔여 부피 이상의 용량 설정을
허용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상이한 방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량 전달 이전에는
최종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시험은 최종 용량 부피를 예측하거나 알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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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정확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유의 통계적 난관을 수용하기 위해 최종 용량을 특별히
고려한다.
A.3.3 수명주기(Life-cycle) 시험
수명주기 시험의 목적은 수명주기 중에 예상된 최대 조작횟수의 1.5배를 사용한 후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사용 중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1.5는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예상 사용율(duty cycle) 이상의 합리적인 안전계수다. 이 시험은 제조와
환자가 최초로 사용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의 보관은 다루지 않는다.
A.3.4 자유 낙하 시험
자유 낙하 시험의 목적은 외부 포장(또는 운반 케이스)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낙하했을 때 충격 후의 주사침 기반 주사 시스템(NIS)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용
준비를 하면서 보관 장소에서 꺼내는 상태와 일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기를
시험한다. 주사침(제거형인 경우)은 없이 용기는 창착하고, 캡(제공된 경우)이 있는 기기는
캡도 장착하여 시험한다. 일반적인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수회 용량 기기를
준비한다(주사침을 빼내고 캡을 교체하여). 1회 용량 기기는 무균 상태가 파손되기 전
지점까지 조립하고 준비한다. 다른 과정(활성화(arming), 열기, 용량 설정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공칭 높이 1 m를 사용한다(기기를 테이블 윗면에 유지할만한 높이일 가능성이 있는 높이다).
제한된 사용 중 수명으로 인해 시스템 명칭 C 및 D를 오직 1개 방위에서만 시험하는 반면,
시스템 명칭 A 및 B 기기는 여러 방위에서 시험한다.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충격에 따라
일부 유리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에서 수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실패는
사용자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며 사용자는 용기나 전체 주사기를 교체한다.
기기가 일차 용기(the primary container)를 절대적 보호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보호는 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명백한 실패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개 방위에서
3번 이상의 실패가 있다면, 시험은 불합격으로 간주된다. 이 외에도, 사용자가 용기 파손을
명백히 알 수 없는 경우(예, 의약품 무균 상태 혹은 2차 액체 경로를 위태롭게 하는 미세
균열)는 육안 및 성능 평가를 통해 불합격으로 간주된다. 기기가 의도한대로 조작되지 않는
기타 경우는 모두 불합격으로 간주된다.
A.3.5 건열 및 냉온 보관 시험
이 시험의 목적은 잠재적으로 극단적인 사용자 상호작용(예, 더운 날씨에 기기를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두거나 우연히 기기를 냉동기 속에 보관하는 경우)은 물론, 극도의 고온 및
냉온 보관과 운송 조건에 노출된 후 NIS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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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제품의 운송 및 보관 조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라벨에 명시된 운송 및 보관
조건이 시험에 사용된 조건과 일치한다면, 이런 시험 조건은 조정될 수 있다. 의약품이
제조자 충전식이거나 NIS와 동일한 포장 속에서 공급될 때, 그리고 효능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운송 및 보관 조건 관리가 필요할 때 보통 이 실험이
시행된다. 이와 유사하게, 원자재 및/또는 부품이 이런 극한상황에 견딜 수 없는 경우와
제조자에 의해 이런 원자재 사용이 정당화되고 문서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한 시험조건을 수정 할 수 있다.
가령 라벨링을 수정하고 다른 조건 하에서 검증 시험을 수행하더라도, 이런 극한상황에서
제품을 시험하면 궁극적인 기기 성능을 이해하는 면에서 추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공급
체인 전반에 걸쳐 관리된 보관 및 운송 조건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A.3.6 습열 시험
이 시험의 목적은 동일한 고온 시험 온도지만 훨씬 더 높은 습도에 노출된 후 주사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높은 습도와 관련된 수분의 정도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기기
부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시험은 때때로
“담그다(soak)"라고 지칭된다.
의약품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 충전식인 시스템 명칭 C 및 D에 대해서는 필요 없지만,
주사기 설계의 견고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대해 여전히 이 시험을 권장한다. 많은
부품과 부품조립이 관리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운송되고 보관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험은 잠재적 문제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A.3.7 주기 시험
이 시험의 목적은 기기 설계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이다. 사용할 원자재와 부품의 적합성,
그리고 기기 부품의 표면에 응결을 생성할 수 있는 주기적 온도 변화와 결합하여 높은 습도
조건 하에서의 운송 및 보관을 결정하기 위해 시험조건(IEC 전기기계 표준을 차용)을
설계한다. 전자식 기기에 대해서는 응결 형성이 특별한 관심사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온도
변화로 인한 응결(예, 응결이 용량 창 렌즈를 통해 용량 번호를 볼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 팽창과 수축의 영향은 모든 기기에 적용될 수 있다.
의약품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 충전식인 시스템 명칭 C 및 D에 대해서는 필요 없지만,
주사기 설계의 견고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대해 여전히 이 시험을 권장한다. 많은
부품과 부품조립이 관리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운송되고 보관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험은 잠재적 문제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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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8 진동 시험
진동 시험의 목적은 환자가 하루 중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예,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거나
달릴 때) 휴대할 때와 같이 보행중인 환자 보관을 모의 실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모든 기기에 대한 것이며(전기기계뿐만 아니라) 포장 없이 기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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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규정)
한쪽 및 양쪽 허용오차 한계 계수, k

표 B.1 - 한쪽 허용오차 한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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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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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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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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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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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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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2 - 양쪽 허용오차 한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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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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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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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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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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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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