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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2019년 주요 성과

1 개요

1

■ 의약품 현지실사 : (’18) 28개소 → (’19) 36개소
■ ’19년 의료기기 기획감시 : (1분기) 양압기 등 개인임대용, (2분기) 혈관용 스텐트 등 인체삽입용,
(3분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4분기) 다빈도 이물혼입 품목

○ 국제기준과 신기술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약전 전면개정, 의료기기 표준코드 기반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9.11)
■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 (’19) 4등급 → (’20) 3등급 → (’21) 2등급 → (’22) 1등급

 계란 산란일자 표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규제 등 국민체감 정책 추진
○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19.6),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위한
○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미등록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19.1)
및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도 본격 시행(’19.2)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시행(’19.10)
■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범위 : (’17) 요양급여 → (’19) 요양급여 + 비급여

■ 농산물 농약 부적합률 : (’18.10) 1.2% → (’19.10) 1.1%
■ 계란 신선도 A등급 비율 : (’12) 32.5% → (’19) 82.0%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국가공급 시행,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 전체 가공식품의 약 86.5%까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 확대, HACCP 업체 대상
전면 불시점검 시행(’19.1~)
■ HACCP 적용식품 생산율 : (’13) 45.9% → (’17) 83.9% → (’19) 86.5%
■ HACCP 기준 부적합률 : (’18) 4.4% → (’19.11) 8.7%, 23개소 인증취소

○ 소아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국가공급 시행(’19.6),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19.3) 및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확대
■ 대마성분 의약품 취급승인 현황 : CBD-OS 973병(12.31 기준)
■ 국가필수의약품 : (’16) 109개 → (’17) 211개 → (’18) 315개 → (’19) 403개

○ W
 TO 분쟁 최종 승소(’19.4)로 일본식품 수입규제 지속 유지, 위생관리 및 식습관 개선으로
식중독 환자수 및 당·나트륨 섭취량 감소
■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 (’16) 139명 → (’18) 222명 → (’19, 예상) 80명
■ 나트륨 섭취량 : (’16) 3,669mg → (’18) 3,244mg / 당류 : (’16) 73.6g → (’18) 60.2g

 의약품 등 해외 현지 관리제도 확충, 부작용 피해구제 확대 시행

○ 체중감량, 탈모방지 등 온라인 판매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기획점검 및 광고내용
검증·공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실시(연중)
■ 온라인 유통 수소수, 탈모샴푸, 방탄커피, 천연생리대 등 점검(30회) 및 사이트차단
■ ’19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 노니 분말·환, 천연화장품 에센스, 단백질보충제

○ 화장품 원료목록 유통·판매 전 사전보고제 시행(’19.3) 및 생리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19.9), 보건용마스크 품질 점검 강화

○ 의약품 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 시행(’19.12~) 및 현지실사 강화, 잠재적 위해를 고려한

■ 보건용마스크 성능모니터링 : (’18) 점검 92건, 적발 5건 → (’19) 점검 181건, 적발 2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시행(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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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19.1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프로포폴

1 개요

주요지표로 보는 정책성과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 집중관리 추진(연중)
성과목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식품안전법령 재위반율(%)

10.4

5.9

5.6

5.3

사전안전관리 식품 수입률(%)

2.3

2.8

3.3

5.1

식품 이력추적 등록업체 수(개소)

5,901

6,493

7,341

7,966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율(%)

52.1

57.7

64.9

72.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규모 어린이시설 지원율(%)

55

62

67

78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개소, 누적)

-

710

2,069

5,194

원료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관리대상(종, 누적)

-

-

70

110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이력정보 수집(천건, 누적)

968

1,531

2,430

3,210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현황(개, 누적)

109

211

315

403

-

-

제도
도입

12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제공(건, 누적)

2,227

2,389

2,522

2,872

의료제품 제품화 지원허가 품목수(건, 누적)

33

47

57

62

식품안전나라 개방데이터 이용건수(만건)

13

45

94

177

가공식품 중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유형(개, 누적)

108

115

115

115

-

-

-

14

1,477

2,177

2,777

3,377

171

175

232

522

ICH 가입

IMDRF
가입

ICH 관리
위원회
선임

EU화이트
리스트
등재

■ 마약류 취급기관 감시 : (’18) 감시 118개소,적발 22개소 → (’19) 감시 168개소,적발 60개소

 공유주방 허용, 첨단3법 제정 및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혁신성장 지원
○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여 영업하는 공유주방을 시범 허용하고, 주기적
위생관리 실시(서울 만남의광장, 위쿡 등, 19.4~)
*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19.11)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료기기산업법(’19.4), 첨단재생바이오법(’19.8)을 제정하여 첨단
의료제품에 대한 맞춤형 허가·안전관리 체계 마련

○ 국산

의약품의 세계 7번째 EU 화이트리스트 등재(’19.5), 한-스위스 상호신뢰협정
체결(’19.12) 및 베트남 국가 입찰등급 유지(’19.7)
■ 의약품 수출액 증가 : (’17) 4.6조원 → (’18) 5.1조원(전년대비 14.8%↑)
■ 바이오의약품 WHO 품질인증 제품(누적) : (’17) 22개 → (’18) 23개 → (’19) 26개

○ 화학물질 등의 독성정보 대폭 확충, 인체각막모델 이용 국내개발 동물대체시험법 OECD
가이드라인 채택(’19.4) 및 기술보급
■ 위해우려·유해물질 독성정보 확대 : (’18) 2,777건 → (’19) 3,377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건, 누적)

통합위해성평가 물질(종, 누적)
인체적용 물질에 대한 독성정보(건, 누적)
의료기기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명)

국제 규제협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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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사항

○ 수입

원료의약품 등에서 NDMA* 등 유해물질이 지속 검출되고, 마약 등 불법유통이

1 개요

2

이슈화되면서 의약품 안전에 대한 신뢰 하락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

 안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규제혁신 및 국제협력 필요
 일상 속 건강한 생활의 기반으로서 식품안전망 재정립 필요

○ 안전과 무관한 규제로 인해 규제이행에 필요한 영업자 부담이 과중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등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 식품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식품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과 일상 속 건강관리를 위해
기존 식품안전 제도 보강 및 확대 필요
* 우리 국민 중 5명 중 4명이 고혈압, 당뇨 등 식습관 관련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

○ 관세

등 통상장벽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규제 선도와 국제협력 강화로 품질좋은
우리 제품의 세계진출 지원 필요

○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새로운 식품과 유통형태, 스마트 공장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새로운 관리체계 도입 필요
* 스마트공장 : 설계·개발, 제조,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생산공장

 환자 중심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필요
○ 그 간 제품 자체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 파악과
보호, 피해구제장치 미흡으로 국민불안 확대
* 난항 겪는 인보사 장기추적관찰... 환자가 직접 등록해야(’19.6.2, 이데일리), 거친 표면 인공유방 이식환자 9.3%만
안전성정보 통보받아(’19.10.1, 연합뉴스) 등

○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제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 제도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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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경제 확산 및 국가 간 통상협력 네트워크 강화

1 개요

○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건강과 편의성 중심의 생활방식이 확산되어 외식, 가정간편식 등의

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수요가 급증
* 외식업 매출액(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5) 108조원 → (’17) 128조원
* 가정간편식 생산실적(식약처) : (’15) 1.9조원 → (’18) 3조원

○ 상품과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공유경제와 함께, 월정액 이용료를 지불하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경제* 등 플랫폼 서비스 확산

○ 가격·품질·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윤리를 고려하게 되면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 구독경제 : 일정액을

지불하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유통서비스, 미디어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화장품, 자동차 등 전영역으로 확산

화장품, 식물성고기 등 대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
* 전세계 비건(vegan)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8% 성장, ’25년 208억달러 규모 전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
활성화로 수입위생조건 등 간소화 요구 증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제품 출시 및 제조공정 개편

○ 미-EU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 체결 등 주요국간 협약 확대로 우리
제품에 대한 상대적 무역장벽 강화 우려

○ 기존 치료제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극복하고 질병의 사전예측 및

* 미국은

EU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을 체결(’19.7월)하여 양국 간의 GMP 평가 결과 인정,
연간 200여건의 GMP 실태조사 면제 효과

진단을 위한 첨단 의료제품 개발·출시 확대
-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진단기기 등장,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등 개발 활성화
* AI 헬스케어 시장규모(전세계/국내) : (’15) 800억원/18억원 → (’20) 8,475억원/256억원

○ 사물인터넷 등을 이용한 스마트 공장, IT 기술을 활용한 무인매장, 자동서빙 시스템을
갖춘 음식점 등 새로운 제조·판매 형태 등장
* 헤마 프레시(중국) :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식품마트로 전용 모바일앱으로만 주문·결제하고 매장에서
셀프계산하거나 온라인 구매 시 매장에서 30분내 배송

○ 세계 주요국가는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고품질의
제네릭의약품 제조·유통환경 조성 필요
* 미국 제네릭 처방률 : (’08) 72% → (’17) 90%(약7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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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1 개요

1

어린이 먹거리 안전수준을 높이겠습니다.

1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거리 안전

 어린이 급식, 간식 등 위생안전관리 철저
■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주변 식품안전 환경 조성
○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전체(약 48천개소)로 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 식재료부터

조리·배식까지 위생관리 지원, 성장단계별 균형잡힌 식단 제공, 손씻기 및
당·나트륨 저감화 등 식생활·영양교육 지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지원율 : (’16)55% → (’18)67% → (’20)90%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8,321곳)* 내 프랜차이즈 등에서 고카페인, 탄산음료 등 판매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우선지정 추진
❶ 어린이 먹거리 안전수준을 높이겠습니다.
❷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을 혁신하겠습니다.

❸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20.9)

○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위생관리·조리상태 전수점검 실시(6·10월), 키즈카페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6월)

○ 지역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음식점 등의 위생수준 및 규제 준수율 등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및 공개(12월)
* 평가지표·방식 등 평가계획 수립(2월) → 지역별 평가(5~11월) → 공개(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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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어르신, 장애인 등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40종) 사용금지(1월~), 어린이 의약품 중

■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위생안전 추진

1 개요

■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 강화

타르색소 저감화 실적 점검(분기별)
○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287개소)에 대해 급식관리 서비스를 지속제공하고, 노인의
○ 매출액 1억 미만 소규모 업체까지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기준
(HACCP)을 적용하여 사전 안전관리 실시(12월)

- 인증 준비업체의 위생수준을 사전에 진단하고, 기술 지원부터 인증까지 행정적 자문 및

건강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 마련(4월)
-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지속 추진

수준별 컨설팅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등 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11월)
○ 영유아 식품은 성인이 아닌 영유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영양성분의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10월)

■ 영유아식품 등 제조·유통단계 점검 내실화

■ 노인, 환자용 식품 개발 및 안전관리 지원
○ 환자의 식품 섭취에 도움을 주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여
다양한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제품개발 지원(9월)

○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우유 등에 대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본격 시행(7월~)
* 국가잔류물질검사 대상 : (~’19) 계란, 식육 → (’20) 우유(원유), 수산물 추가

- 밥·국·반찬으로 구성된 식단도 환자용으로 개발·제공될 수 있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 신설 및 당뇨 등 질환명 표시 허용
* 섭취·소화능력이 제한되거나 특별한 영양섭취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제조·가공한 식품

○ 성장기용 조제식 등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해외제조소 사전점검제를 통해
위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허용 추진(5월~)
-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등에 대한 통관단계 무작위 검사 강화*

○ 고령친화식품 표방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영양성분 함량, 경도 등
기준규격 및 위해우려 항목 중점검사(연중)

* 무작위검사 비율 : 조제유류(6→12%) / 영·유아 식품, 고열량·저영양식품(6→8%) 등

○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식의약 안전교실’ 지속 운영, 지자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통한
○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국내제조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5월)

어르신 식생활 교육 확대(3월~)
*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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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을 혁신하겠습니다.

○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수입한 제품 중 부적합 없는 제품의 경우 통관 시 서류검사를

1 개요

2

면제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1월~)

■ 위해정보 분석 및 사전예방 체계 구축
○ 해외 위해정보, 수거·검사 결과, 부작용, 환경정보 등을 종합하여 잠재이슈를 예측하는
위해정보 감시 시스템(K-RISS) 구축(4월~)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전시스템 고도화
○ 식품안전 정보와 폐광지역 등 환경·공간정보를 융합·분석하는 지도기반 모니터링 및

■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현장 안전관리체계 도입

위해예측 시스템 구축·운영(11월~)
* (’20)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1)위해예측 알고리즘 개발 → (’22)사전예측시스템 구축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HACCP 공정 모니터링 기록을 실시간 자동입력·
분석하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확대(3월~)
* (’20) 알가공업 → (’21) HACCP 의무 업종 → (’22) HACCP 비의무 업종

○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이력정보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식품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 지원
■ 농·축·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제도 확충

기술을 활용하여 이력추적시스템 고도화 추진
○ 축산물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해 온 HACCP 기준에 대한 사전인증제 시행(8월),

■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효과성 제고

식육포장처리업에 HACCP 의무화*(12월)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20.12)

○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위해정보, 검사정보
등을 분석하여 검사대상 선정, 집중검사(3월~)
- 장기간 서류검사로 통관되었거나 이상사례가 발생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단계
수거·검사 및 영업자 지도·점검 대폭 확대
* 수거·검사/지도·점검 : (’19) 7,000건/800개소 → (’20) 7,500건/1,500개소

○ 주요 교역품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서 교환시스템 운영(한-호주, 4월~), 블록체인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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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에 이어 축·수산물의 항생제 등 오·남용 개선을 위해 등록 약품만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추진
- 실태조사, 기준신설 등 부처별 준비 및 합리적 도입방안 마련(~9월)
*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국무조정실,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참여)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를 확대하여 농산물 경매 전 신속검사 실시, 검사결과

통한 증명서 위·변조 방지* 추진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차단

* ’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한국인터넷진흥원)

* 검사소(거래물량비율) : (’18) 17개소(87.4%) → (’19) 24개소(95.8%) → (’20) 26개소(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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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용 슈퍼마켓,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 기획점검(2·6월), 온라인 유행제품과

1 개요

○ 신선한 계란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2월~)

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배달음식 대상 식중독균 검사 실시(분기별)

■ 수입식품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식 전환

- 배달 유령업소*, 행정처분 이력업소 등 집중 점검(연중)
* 다수 상호로 배달영업을 하나, 실제로는 한 업소에서 모든 음식을 조리·판매

○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 해외공장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연중)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20.상), 시행(’21.7월)

○ 전년도 통관검사 시 사용금지물질 및 이물(유리, 금속 등) 검출로 2회 이상 부적합을 받은
해외제조업소 전수 현지실사(연중)

신선식품 새벽배송(택배) 및 조리식품 배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배송을 위한 위생
○
가이드라인 제작·배포(4월)

○ 휴대 반입식품(보따리상 등)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외국식료품점 대상 무신고 해외식품
판매행위 등 집중단속(연중)
*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점검 : (’19) 1,200여개소 → (’20) 1,400여개소

○ 수출국 정부가 위생안전을 확인한 수산물만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위생약정 확대(중국 등
7개국 → 노르웨이 추가, 8개국)

■ 국민 안심을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

■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차단조치 실효성 강화
○ 온라인 포털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위해식품 판매금지 및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조치
의무화, 법 위반사실 공표 등 추진(6월~)

○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유통단계의 방사능 측정 기준시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제출(’20.하)

개선(1,800초 → 10,000초, 8월)
○ 숙취해소·다이어트 제품, 홈 케어 표방제품 등 온라인 유행 또는 국민 관심제품
○ 후쿠시마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지속 유지,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등

기획점검 및 주기적·반복적 모니터링 실시(연중)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공동대응 추진
○ 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하여 유해·불법제품 판매사이트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관리대상 품목도 식품 등으로 확대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새로운 유통형태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현재) 유튜브·트위터/마약류 → (향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식품·화장품·의약품으로 확대

○ 고질·반복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실시,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등 후속조치(연중)

○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인 편의점·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대상 식품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3월), 위생 가이드라인 마련(~8월)

- 허위·과대광고에

취약한 소상공인·창업자, 광고대행사 등에 대해 온라인 광고·유통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5월~)
* 중기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권역별 현장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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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 강화

1 개요

3

○ 햄버거 패티를 충분히 익혀 제공하도록 조리기준(신설) 적용(1월~), 햄버거 프랜차이즈 등
위생관리·조리상태 전수점검 실시(6·10월)

○ 피자·햄버거 등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 판매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단계적 확대 추진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대규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위생등급제 확대, 공항·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

*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 → (’22) 50개 이상 → (’24) 전체 프랜차이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20.12)

○ 한식·일식·양식 등 외식업종과 프랜차이즈·뷔페·급식 등 다양한 영업형태*별 맞춤형
안전관리 기준 설정·관리 추진(’20~’24)
* 조리식품 기준·규격 체계 개편 연구(~6월), 중장기 로드맵 수립(9월)

위생등급제 우선구역*으로 지정, 확대 추진(2월~)
-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평가항목 교육 등 기술 지원
* 공공시설(공항·기차역 등)과 쇼핑몰·백화점 내 음식점 총 2천개소

 식품을 통한 일상적 건강관리 지원
○ 문체부와 협업하여 음식점 관광품질인증 시 위생등급 평가결과를 활용토록 하고, 호텔
등급결정시에도 가점으로 반영토록 추진*

■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

* 「호텔 등급 결정」(문체부 고시) 개정(’20.3)

○ 가정간편식 등 가공식품과 국민 다소비 외식의 나트륨·당류 함량을 조사·발표하여
○ 지자체가 지정·운영하는 모범음식점(16천여개)을 위생등급제로 통합*, 위생등급제
평가기관을 시·도로 확대 추진
- 지자체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기준을 위생등급제 추진실적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적극적 동참 유도
* 「식품위생법」 개정(’20.10)

시장의 자율적 나트륨·당류 저감화 유도
-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가공식품에 대한 포상 및 홍보(7월),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실천음식점 확대

○ 김치, 떡 등 다소비 및 나트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중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현행 115개 → 150개 식품유형, 11월)

○ 샌드위치 전문점 등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업종부터 개인의 체질·건강상태 등에
적합한 메뉴를 추천하는 사업 시범실시(6월~)
* 주문자 질병, 알레르기 등 키오스크 입력 → 분석 → 메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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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국민 참여형 식습관 개선운동*을 본격 실시하고, 소비자·전문가·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저당저염 실천본부’를 통해 확산(5월~)
* 나트륨 하루 섭취량 3,000㎎ 달성하는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

■ 안전하고 품질좋은 건강기능식품 출시 및 유통 지원
○ 안전하고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최신 과학수준으로 재평가 실시(3월~)
* 재평가 대상 : 홍삼·인삼·밀크씨슬·식이유황(MSM) 등 총 12종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인과관계 조사·공개, 결과에 따라 회수,
기능성 원료 재평가 및 인정 취소 등 조치

2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6월)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까지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의무화 확대(12월)

○ 개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형태로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소분·혼합하여 판매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범운영(1월~)

○ 건강기능식품 개발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실시(5월~),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제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 지원(연중)

❶ 환자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❷ 의약품 등 허가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❸ 유통 제품은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❹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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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 비의도적 유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한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업계-의약계 간

1 개요

1

사회적 비용분담체계 구축 추진(1월~)
* 민관협의체(식약처, 복지부, 제약바이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운영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미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9월),
복약지도서 등을 통한 제도안내 강화

 환자 보호장치 확충
■ 투약환자 정보등록 및 추적관리 체계 구축
○ 유전자치료제, 인체이식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 투약환자 정보 등록 등 상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보호 기반 마련
- (첨단바이오) 모든 투약환자를 규제과학센터에 등록, 환자의 부작용 발생 등 건강상태를
지속 관찰하는 장기추적조사 시행(8월~)
의료기기)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파악과
- (인체이식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추적관리체계 완성(10월)
* (현행) 의료기기 출고부터 의료기관까지 공급내역 관리→ (개선) 의료기관의 사용내역 추가

- (인체조직)

기증부터 가공·분배, 이식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체계적 추적관리 기반 마련(7월)
* (’20) 인체조직 보고자료 DB 구축 → (’22)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 전면개편

■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구제 지원 강화
○ 의료기기 등 사용으로 부작용 등 건강 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원인조사를 위한

 첨단제품 등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 획기적 치료제품 개발 및 출시 지원
○ 신기술을 활용하여 치료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첨단제품 등에 대해 맞춤형 심사 등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한 제품의 신속한 출시 지원
* 「의료기기산업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5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8월)

-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조건부허가 도입(8월)
- 혁신의료기기 대상 단계별* 심사,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 심사(5월~)
* 제품설계·개발검토, 안전성·성능검토, 임상계획서검토, 임상시험자료 검토

○ 의료기기 허가신청 이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보의연), 급여대상 확인(심평원)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심사*로 전환 가능토록 허용(5월)
*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여부를 동시에 심사하는 제도

○ 첨단바이오의약품, 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임상시험, 허가·심사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연중)
* (의약품) 팜나비 점프-업, (바이오) 바이오챌린저, (의료기기) 허가도우미·통합정보뱅크 등

전담기구 구성·운영
* (식품) 원인조사반 운영(’20.3~), (의약품) 의약품안전관리원(’14~), (의료기기) 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20
의료기기법 개정, ’21 시행)

○ 의료기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업체 과실이 있는 경우, 원활한 배상을 위한
업체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개정(~’20.12), 시행(’21.12), (식품) 정책연구(~’20.12)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중단 사전예측 시스템 운영
○ 감염병 대응과 환자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의 자발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확대* 및 비축현황 실시간 점검(2월~)
- 인공지능 기술 기반 의약품 공급중단 사전예측 시스템 운영(11월~)
* 국가필수의약품(품목수, 누적) : (’18) 315개 → (’19) 403개 → (’20) 500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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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지정 및 보고절차 등 마련(12월)

■ 희귀·필수치료제 국가공급 지원 강화

1 개요

○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도 공급중단 사전보고제를 도입하고(4월),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등 허가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생산 중단된 의약품은 정부가 제약사에 위탁 생산, 희소긴급 도입 의료기기는 정부가
사전 구매하여 비축하는 등 안정공급 체계 운영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16~),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20~)

 선진국 수준의 허가·심사제도 도입·운영

○ 국가필수의약품 중 방사능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관리가 필요한 우선
관리품목의 공급관리 방안 마련(10월)

■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20.3. 기준)
○ 정부합동 현장점검단 운영(1.30.~),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2.5.~)
* 매점매석 금지고시 제정(기재부, 2.5.), 마스크 불법반출 관리 강화(관세청, 2.6.)

○ 마스크 등 생산·유통 투명화를 위한 제1차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2.12.)

■ 첨단제품 심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투명성 제고
○ 첨단제품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전문인력 단계별 확충,
첨단 융복합제품 전담 심사체계 구축 추진
* 공무직 심사관 확충(’20), 융복합혁신제품심사부 신설 추진(’20.1월~)

- 최초

개발신약 등 심층심사 필요 시 품목별 특별심사팀 운영, 선진국형 공동심사 확대,
의료기관 등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 실시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제정

○ 마스크 공적유통 및 수출제한을 위한 제2차 조정조치 시행(2.26.)
-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하 의무화
- 유통업체 수출 전면금지, 생산업체는 생산량의 10%로 제한
○ 공적유통 확대 및 1인당 구매물량 제한을 위한 제3차 조정조치 시행(3.6.)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직무윤리서약서 작성·관리 강화(연중)

○ 허가·심사 자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약사법 최고양형(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적용 등 제재 강화(6월)

- 공적 판매처 출하비율 80% 이상으로 확대, 수출 전면금지
- 약국 중심 유통, 주당 1인 2개로 구입물량 제한(마스크 5부제, 3.9. 시행)
○ 구호용, 기업의 직원배포용 마스크 수입절차 간소화(수입요건확인면제, 3.6.)
*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 발급실적: 5,107.4만개(3.25., 누적)

■ 글로벌 스탠다드로 허가·심사 제도 개편
○ 임상시험 중 발생한 모든 안전성정보 평가결과 정기보고(DSUR)를 의무화하여 위험에
대한 사전 관리기반 강화 추진

○ 증산 인센티브 및 인력 지원, 원자재 수급안정화 조치(산업부·국방부·고용부·조달청 등)

40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 마련(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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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제네릭 제조·유통 지원

1 개요

○ 임상시험계획 변경 시 현행 승인을 보고제로 전환하여 임상시험 관리를 효율화, 환자

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중점 관리*(9월~)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자료 제출, 변경 적정성 사후심사 실시 등

○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의약품집 등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도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평가를 받도록 허가요건 강화 추진(2월~)

○ 의약품 허가 신청 시 국제기준(국제공통기술문서, CTD)에 따른 자료 제출대상을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 전문의약품 전체로 확대(3월)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고시) 개정(3월)

○ 전문의약품의 경우 대한민국 약전의 품질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에도 시험법 적용을
위한 검토내용, 시험결과 제출 의무화(6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

○ 혈관용 스텐트 등 의료기기를 변경허가 없이 안전범위 내에서 형태·크기 등을 환자
맞춤형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개선(10월)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8월→10월)

○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6월)

■ 새로운 제네릭 개발 및 사용 활성화 촉진

 제네릭의약품 제조·유통환경 적극 개선
○ 오리지널약의 등재특허권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 등

■ 제네릭 품질혁신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특허·허가정보의 주기적 분석·공개(연 2회)
- 개발의사 있는 품목은 허가·신고자료 사전·신속검토 지원

○ 제네릭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생동시험자료 면제(위탁(공동)생동) 품목수 제한* 추진,
생동시험 대상을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6월)
* (’19) 제한없음 → (’20) 원 제조사 1품목+제네릭 3품목 이내
** (’19) 전문의약품 일부 제형 → (’21) 경구용 → (’22) 무균제제 → (’23) 기타 제형

○ 생동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정비*하고,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동등성
판정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3월)

○ 중소업체가 특허에 도전할 경우 특허분석·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금액: 중소제약기업 10개사 / 컨설팅비용의 70%(1천만원 한도)

○ 상급종합병원 등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내 개발 제네릭의 제조·관리 과정을
공개하는 등 제네릭 품질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제네릭 인식개선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식약처, 제약바이오협회, 의사·병원협회, 1월~)

* 함량만 높이거나 낮추는 제네릭에 대해 비교용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건 축소

42

43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유통 제품은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 인플루엔자 검사키트 등 의약품·공산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실제 효과가

1 개요

3

있는지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 재검증
* (’19) 고위험 4등급 의료기기→ (’20) 3등급 의료기기→ (’21) 2등급 의료기기

○ 시기별·계절별 위해요인, 국민 관심 등을 분석하여 유통 의약품·의료기기 품질관리
실태 등 집중 점검(연중)

 의료현장 정보를 활용한 주기적 재검증 강화

○ 수입 한약재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법상 수입·유통이 통제되는 사향에
대해 제조·유통현황 보고시스템 운영(3월~)

■ 실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부작용 등 수집·관리
○ 심평원·건보공단 보험청구자료, 병원의무기록 등 실제 의료현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원료 등 안전 취약분야 집중 관리

의약품 등 부작용 정보 수집·분석 실시(1월~)
* 보험청구현황, 표준화된 병원의무기록(CDM)을 활용하여 부작용 실마리 탐지

○ 노인·임산부 처방제한 등 금기의약품 사후 모니터링 실시*(3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 비의도적 유해물질 총조사 및 관리제도 신설·운영
○ 원료의약품의 NDMA 등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을 제약업체가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백신 부작용 정보까지 통합 분석·평가(4월~)

식약처에 제출(~5월)

* 지역의약품안전센터(27개)를 통한 모니터링 및 금기의약품 사용 후 정보까지 기록하는 심평원 DUR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과 연계한 부작용 분석·평가 실시

- 정부는 유통 원료의약품 중 NDMA 등 유해물질 목록을 마련, NDMA 등 유해물질이
발생 가능한 원료 집중관리
* NDMA 발생가능 원료 선정(9월), 시험방법 마련·공개(12월)

○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단계에서 제품별로 수립·승인받는 위해성
관리계획(RMP)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 추진(3월~)
- 의료현장 정보를 활용한 조사방법을 추가하여 보완(10월)
* (현행) 일률적 방법의 재심사 및 제품별 위해성 관리계획 병행 →
(개선) 제품별 맞춤형 위해성 관리계획 중심(재심사 제도 흡수·개편)

■ 유통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점검 강화

○ 원료의약품 신규허가 또는 공정 변경 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자료 검토 후 허가(9월~)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고시) 개정(’19.3), 시행(’20.9)

○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는 공정상 불순물,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 변경 등을 하도록 조치(3월)

○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으로 약효에 의문이 제기되었거나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드라인 개정(3월)

경우 특별 재평가 실시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9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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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 의약품, 인체조직 등의 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 본격 시행(1월~), 제조소가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수입 차단*(12월~)

1 개요

■ 해외제조소 사전등록 및 현지실사 강화

4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통합공고」(산자부 고시) 개정(12월)

- 백신 제조목적의 수입 원료의약품 등 사전등록 대상 확대 추진

○ 주사제 등 무균제제 제조소 및 위해우려 높은 의약품·의료기기 해외 제조소를 집중

 의료용 마약, 담배 안전관리 강화

현지실사하고, 부적합 시 수입중단 등 조치(연중)
* 의약품 : (’19) 36개→ (’20) 50개, 의료기기 : (’19) 18개 → (’20) 20개

■ 백신, 세포 등 바이오의약 분야 안전성 제고

■ 마약류 등 불법유통 근절 추진
○ 마약류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수 의료기관에서 과량 처방받은 환자와
특정인에게 과다 처방한 병·의원 등 기획점검(연중)

○ 적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수두백신에 대해 공장부터 의료현장까지 콜드체인 도입
추진(2월~), 보관·수송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9월)
* 수두백신 안전관리 민관협의체 및 현장점검단 구성·운영(5월)

○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하여 세포 등 전문관리업 신설, 세포 동일성 확인절차 도입
등 전주기 안전시스템 구축(8월)

○ 에토미데이트(마취제) 등 오·남용 의심 의약품의 의존성과 사용실태를 평가, 마약류 또는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관리 추진(1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동물병원의 비정상적 마약류 처방행태를 분석·
발굴하여 효과적 현장감시 지원(10월)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지원
○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서비스
개시(6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5월)

- 의사

자신의 마약류 처방을 다른 의사와 비교하여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분석
서비스 확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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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부적합뿐만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으로 위해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용 지원

선제적 판매 차단 및 회수제도 도입 추진

*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 프로포폴(4월), 졸피뎀 및 식욕억제제(8월) → 식욕억제제(4월), 졸피뎀(8월), 프로포폴(11월)

*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12월)

○ 마약류 투약사범 대상 의무교육 시행(12월)에 대비하여 중독재활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1 개요

○ 프로포폴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마약류에 대해 적정 처방량 등 의료현장 오·남용

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 다소비 생활용품 안전감시 강화

(7월), 재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내실화

○ 보건용 마스크 안전 및 성능 점검을 위해 수거·검사 대폭 확대, 냄새 또는 알레르기

■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

예방을 위해 부직포 등 관리방안 마련(9월)
* 보건용 마스크 수거·검사(품목수) : (’18) 116 → (’19) 226 → (’20) 300

○ 액상형 전자담배 배출물 중 니코틴,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유해성분(15종)
분석·공개(6월)

○ 생리용품에 대해 유해성분(PCBs) 12종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인체 위해성 평가 실시
(~12월)

○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 판별법을 개발하여 담배와
유사담배 구분 지원 및 니코틴 정보 제공(12월)

■ 경계제품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전환(10월)하고, 생리컵(의약외품) 관리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생활용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생활용품 안전기준 강화

지정·관리 추진(10월)

○ 화장품으로 전환된 고형비누 및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산모패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10월)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및 생리용품에 대해 특성에 맞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신설(11월)하고, 단계적 적용 확대 추진
- 최근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치아매니큐어의 효능 평가방안 및 휴대용 산소의 품질기준
마련(11월)

○ 공산품인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등 미용기기에 대해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기준 마련
* LED 마스크(3월), 두피관리기·눈마사지기·플라즈마 미용기(10월)

* 치아매니큐어 : 치아에 일시적으로 색상을 입히는 제품

○ 물티슈, 세척제 등의 미생물,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 및 관리기준 마련, 키친타올 등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의 안전기준 강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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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1 개요

1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3
공감과 혁신을 더한
식의약 안전

 국민 수요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정책 추진
■ 국민이 원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확대
○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커피와 박카스 등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표시 시행(10월)

○ 항우울제,

정신신경용제 등 노인 다빈도 사용약물에 대해 병원·약국 등 처방·조제 시
주의정보 개발·제공 확대(9월, 28개→60개)

○ 환자

자신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별 표준코드 입력 시
허가, 회수정보 등 확인서비스 개시(10월~)
❶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❷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소비자 중심으로 표시제도 개편

❸ 식의약 안전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❹ 선제적 연구개발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제출(’20.9)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GMO 표시제
단계적 강화방안 마련 추진(11월)
- 소비자·업계 의견수렴 후 관련법령 제·개정 추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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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분 표시대상 : (’17) 신규 제조·수입 의약품 → (’20) 유통 중 의약품

■ 국민 소통제도 활성화

- 의료기관별

마약류 취급통계를 심평원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비급여 마약류

1 개요

○ 모든 의약품에 대해 전성분 표시제도 전면 시행(7월~)

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처방내역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식품에 이어 의약품도 위해제품 정보를 관세청의 통관위험관리시스템(IRM-PASS)에
연계하여 신속한 통관차단 실시(4월~)

○ 식의약 안전정책과 이슈에 대한 「열린포럼」을 매달 개최하고, 국민생각함*과 연계하여
국민이 원하는 주제 발굴 및 소통 활성화

■ 식의약 안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 국민·전문가·부처가 참여하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권익위, 회원수 29만여명)

○ 업체가 HACCP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면 정부가 그 결과를 검증, 지원하는 HACCP 운영
○ SNS, 대중매체 등을 통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적극 홍보하고, 채택기준(2,000건)
미만 청원에 대한 체계적 안전정보 제공(5월~)

민관 협력체계 구축
* HACCP 자체 점검방법 교육 실시 및 평가매뉴얼 보급(1월)

○ 국민(소비자단체)이 직접 참여하여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생

 부처 협업, 민관 협력으로 정책효과 제고
■ 부처 간 정책연계로 정책 성공기반 마련

취약점 및 개선방안 발굴(4~11월)

○ 대기업의 식품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지원(3월~)하고, 우수기관 포상·홍보(12월)

○ 유해물질(프탈레이트 등 14종) 통합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별 안전기준 강화, 저감화

* 사례: ㈜CJ는 (재)식품안전상생협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현장지도, 교육 등 지원

등 공동대응 방안 마련(3월~)
* 식품·화장품·생활제품 등 유해물질 노출경로를 종합 고려하여 위해성 평가

○ 국가표준실험실*과 민간검사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운영(10월~), 대형-중소형 검사기관
간 멘토링 및 기술교류 지원(5월)

○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확대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중기부)과 연계하여 시스템

* 국제수준의 검사체계를 확보한 실험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팀 등 14개소)

도입비용(60억원) 지원(연중)
* 식약처-중기부 업무협약 체결(6월), 스마트 공장 60개소 구축

○ 부처 합동*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마약류 불법유통 수사·단속부터
불법유통 예방, 중독자 치료까지 체계적 추진(연중)
* 국무조정실, 식약처(간사),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검·경, 관세청, 등 14개 부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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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2·9월), 조제관리사 전문 교육기관을

1 개요

2

지정·운영하여 조제·판매 전문인력 양성 지원(10월~)
*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 (’19) 52명 → (’22) 5,000명

○ 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책임판매업자 외에 제조업자 정보는 자율표시로 전환 추진
(6월~)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 수출 시 필요한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원료 사용기준 및
사용가능 색소의 국제조화 추진*

■ 안전기준 신설로 시장 활력 제고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20.12)

○ 일반식품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일반식품 자체의 기능성이
확인된 경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7월)

 개방과 공유로 산업혁신 지원

*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20.7)

- 기능성 표시식품은 품목제조보고 등을 통해 별도관리(12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 민간 활용도 높은 식·의약 정보 적극 개방

위해 표시·광고 자율심의 의무화 및 처분 강화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영업정지 7→15일)

○ 식품·의약품 보유정보 전수조사 및 민간의 개방수요 조사(~9월), 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 구축 추진*

○ 식품의 위생안전 등에 위해가 없는 경우 카페, 음식점 등에서의 옥외영업 허용 추진(1월~)

* (’20)

기 공개자료(154종) 이용편의성 제고 → (’21)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탑재, 데이터 추가 개방 → (’22) 「식의약
빅데이터 웹사이트」 개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2)

○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어 심전도 등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품목
신설,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방안 마련(10월)

■ 화장품 규제개선을 통한 K-뷰티 확산 지원
○ 개인 피부상태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매장에서 화장품을 혼합·소분하여 판매할 수

○ 부처별 최신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서 통합 제공 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메뉴 등 영양성분 제공식품 대폭 확대(2월~)
* 영양성분 제공식품 : (현행) 16,000개 → (확대) 30,000개

○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상세정보 서비스(e약은要)를 개발(10월)하여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원

있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본격 시행(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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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DB화하고 키워드 검색으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 개요

■ 영업장 및 시험실 공유 확대

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유권해석 검색서비스’ 제공(4월~, 식품안전나라)
○ 계절요인 등으로 인한 유휴 식품제조시설의 수요-공급 정보를 제공하는 공유플랫폼을

* 식품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매달 업데이트하고, 각 부서에서 지침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시스템에 등록·공개

구축·운영(9월)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 수입식품 신고 사전진단 시스템을 통해 경미한 하자 등으로 인한 신고보류 등 영업활동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등 유사한 안전관리 기준을 가진 업종 간 시설
공유를 통해 시설투자 비용 절감 지원

지연 방지, 수입신고업무 효율성 제고(3월~)
* 수입식품 위해정보 확인, 수입신고서 입력오류 정보 및 수입검사 관련 정보 제공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등(10월),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제조업(1월) 등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가 무상으로 공동 사용하는 개방형 시험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운영(3월~)

○ 식품 영업자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추진(6월)

■ 현장 전문인력 육성 및 취업 지원

* 이의제기 → 확인검사(타 검사기관2곳 이상) → 부적합 판정 철회검토
*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제출(’20.6)

의약품 품질 고도화시스템(QbD : Quality by Design)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약품
○
제조현장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스마트 제조공정 이론·실습교육(’20.9), QbD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20.12)

○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자격시험을 연2회로 확대 (7·12월), 협약기업(50개)을

○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항목 중 HACCP 인증과 유사한 항목은 상호
인정하도록 개선하여 중복평가 부담 해소(1월)

○ 완제의약품부터 의약품 전자허가증(e-허가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허가정보의

통한 현장실습 및 구인-구직 연계 지원

신뢰성을 제고하고 허가증 관리비용 절감

* 의료기기 RA 전문가 : (’18) 232명 → (’19) 522명 → (’20) 540명

* (’20) 완제의약품 허가(신고)증 등 → (’21) 원료의약품 → (’22) 임상 및 GMP 적합판정서 등

○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한 의약품에 별도로 부과되었던 추가 부담금 제도 폐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행정서비스 개선

추진(3월~)

■ 신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서비스 효율성 제고
○ 식품유형별 표시도안 시뮬레이션 시스템(표시봇*)을 통해 영업자의 표시사항 규정준수
유도 및 원료의 적정성 사전확인(12월~)
* 식품유형별 의무표시사항 자동제시, 사용금지 원료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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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년 성과와 ’20년 주요업무 계획

식의약 안전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식·의약 안전기준 국제조화 추진

1 개요

3

○ 신통상규범(RCEP 등) 발효 대비 국내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정비, 국내 시험·검사
평가체계를 국제기준(ISO 17025)과 조화 촉진
* 식품안전제도 동등성 평가기준(안) 마련(11월), 수입규제관련 법령 개정(’21) 등

○ 의약품 허가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국제의약용어(MedDRA)를 정식으로 도입하고, 신규

 국가 간 규제조화로 우리 안전기준의 세계화 추진
■ 국제 안전프레임 주도 및 국제 네트워크 참여 확대

허가부터 시범 적용(4월~)

○ 국내 의료기기 기준규격 중 국제규격(ISO, IEC 등)과 기술방식이 상이한 기준규격에 대한
일괄 정비 추진

○ 국제식품기준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

* 품목별 기준규격 표준양식(안) 마련(~’20.7),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20.10)

실행규범 등 국제규범 채택 추진
* 제8차 특별위원회 개최 및 실행규범(안) 마련(’20.12월), 국제규격 채택(’21.7월)

 주요 교역국 대상 식품·의약품 수출 지원
○ 한·중·일 기준규격 및 HACCP/GMP 인증제도 조화, 양자협의* 및 공적개발협력(ODA)
확대** 등 ‘원아시아 프로젝트’ 추진(1월~)

■ 수출식품 국가인증 등 적극적 역할 수행

* 식품안전협력위원회 : (현재) 중국 → (확대)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 ICT 기반 베트남 식품안전행정시스템 구축 지원(~’22)

○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가인증제를 시범실시 하고(4~10월), 향후 일반식품으로
○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제품에 유리한 국제기준 및 제도 확보

단계적 확대 추진
* 인증 대상·절차 등 업무 매뉴얼 마련(’20.7), 법적 근거 마련(’20.6~)

추진
-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 신설 제안(11월), 인삼의 농약잔류기준 개정(10월) 등 CODEX
기준 제·개정 추진으로 수출 유망식품 규제 선도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의장국(’21년) 수행 사전준비 및 국제화장품
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가입 추진(6월)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활용 등 전략적 지식·정보 공유로 식·의약품의 혁신 성장
지원 및 수출시장 접근성 제고
* 미국 내 의약품 특허도전 사례 분석·공개(11월), 축산물 수출단계별 맞춤 지원(연중), 의료제품 영문증명서
표준화로 정부증명서의 신뢰도 제고(5월) 등

○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 분야 규제선도국으로 인정하는 국가(WLA)에 우리나라 등재를
위한 액션플랜 마련·추진(4월~)
* WHO의 의료제품 조달을 위한 평가(PQ)시 기존 SRA(Stringent Regulatory Drug Authority) 개념을 대체하는
WLA(WHO Listed Authorities) 도입 예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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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사법에 마련
*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지원 및 국가 간 협약체결 근거 신설(’20.12)

1 개요

○ 의약품 분야 체계적·안정적인 국제협력, 해외수출 및 기술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선제적 연구개발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국가 간 상호인정 확대 및 소통의 장 마련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기반하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사 면제’ 시범사업 추진(7월)

○ 의약품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보건부, 러시아 보건감독국 등과 양해각서
체결(10월)

■ 새로운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연구 확대
○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을 정확하게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 DB 확충,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망 구축(12월)
*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 DB : (’18) 1,000건 → (’20) 5,500건 → (’22) 12,000건

○ 전세계 정부기관의 규제당국자·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GBC)’
개최(11월)

○ 공중낙하 미세먼지에 취약한 식품원료의 위험요인 분석, 길거리 식품에 대한 오염수준
조사 및 위해요인 저감기술 개발 추진

○ K-POP 등 한류와 연계하여 부처협업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10월, 러시아) 및 「글로벌

*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 위해요소 분석 및 저감화 기술 개발(’19~’21)

코스메틱 포럼」(11월, 한국) 개최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상승 시 발생하는 ‘아자스필산’ 등 신규 해양생물독소
검출시험법 및 표준품 개발
* 테트라민, 사이클릭이민 등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망 구축(’20~’24)

○ 살균보존제등에 대한 독성시험 실시 및 독성정보(600건) 수집·분석
* 독성정보 DB : 매년 600건 수집·분석하여 ’22년까지 총 3,000건 목표

■ 식의약 안전 기반연구 강화
○ 축·수산물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 항생제 등 국내 미등록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잔류물질 분석법 개발
* 축·수산물 금지물질, 면제물질 현황조사 및 카보마이신 등 24종 시험법 개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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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관리대상 (종, 누적)

■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확산하고,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여 외식의 위생수준이 높아집니다.
■ 유통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총조사를 실시하고, 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를 본격 시행하여
위해 의약품 유통을 원천 차단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마약류
과량처방 병·의원을 집중 점검합니다.

■ 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을 추진하고, 국가 간 규제조화를 주도하여 우리 제품의
글로벌 진입장벽이 해소됩니다.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거리 안전

150

968

'16

'18

5.6
5.2

2.3

'20(목표)

'16

64

57
33

109

'16

'18

'20(목표)

'18

'20(목표)

'18

'20(목표)

115

'16

'18

'20(목표)

통합위해성평가 물질 (종, 누적)

'16

'20(목표)

'18

47

'16

'20(목표)

의료기기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 (명)

540

미시행

2,069

'18

150

108

10,000

'16

가공식품 중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유형(개, 누적)

94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 (개소, 누적)

미시행

'20(목표)

'16

200

232
14

'18

'20(목표)

72

315

55

'16

'18

의료제품 제품화 지원 허가 품목수 (건, 누적)

13

90
67

'16

500

3.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규모 어린이시설 지원율(%)

'20(목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현황 (개, 누적)

5.3

'18

2,430

70

식품안전나라 개방데이터 이용건수 (만건)

10.4

'16

3,960

 공감과 혁신을 더한 식의약 안전
사전안전관리 식품 수입률 (%)

식품안전법령 재위반율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이력정보 수집 (천건, 누적)

미시행

■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첨단 의료제품 신속출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단계별 심사,
조건부 허가제도가 시행됩니다.
■ 개인 맞춤형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시행하고, 환자 식사를 돕기 위한 특수 의료용 식품
활성화 기반이 마련됩니다.

1 개요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8

171

'20(목표)

'16

'18

'20(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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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section 1

2 식품

아울러, 인터넷·모바일 시장은 거래 비용과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효용은 높이면서 영업자에게는 새로운 기업이윤 창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최근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의 데이터모델링을 통해 광고 타겟팅 대상을
선정 후 광고하는 등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온라인
감시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나)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제품 유통 등 불법행위 성행
익명성과 비대면 거래, 무국경, 시장진입의 편리성 등 온라인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법행위 특정이 어렵고 제재의 실효성도 미약하여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제품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안전성 검증 없이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는 경계성 물품(공산품) 등은 사각지대에

1. 온라인 식·의약 유통 안전 확보

놓여 있어 정부의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식품·화장품 등의
효능·효과 표방제품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궁금증을

가. 온라인 시장의 성장 및 불법제품 유통 등 불법행위 성행

해소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1

1) 추진배경

1) 추진성과

가) 온라인 시장의 지속 성장과 환경 변화
기술발달로 상품 광고·판매 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식약처 소관

가) 소비자 관심제품 대상 집중 기획조사로 안심 구매 환경조성에 기여

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 실시된 허위과대광고 근절 아이디어 공모전 및 국민소통단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점검테마를 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2019년 온라인 중점 기획점검분야를

표 2-1-1

선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온라인 시장 규모
(2019.12.31. 기준, 단위: 조,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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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38.4

45.3

54.0

65.6

94.2

113.7

식품·화장품

6.5

7.5

10.2

14.0

21.3

28.6

비중(%)

17

16

19

21

23

25

1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관심제품 집중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의학적 효과 표방제품의 객관적ㆍ과학적 검증을
추진하며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업체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대표 혁신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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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온라인 중점 기획점검 분야

분야

표 2-1-3

커피, 다이어트 표방 식품 등

미세먼지

다류, 황사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크림 등

탈모

(2019.12.31. 기준, 출처: 사이버조사단)
일자

발모영양제, 탈모약, 탈모샴푸·린스, 탈모식품 등

여성 건강

수소수, 노니, 키성장, 어린이화장품, 체온계 등

이에 온라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상생활 사용제품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방지 샴푸,

온라인 판매 ‘점빼는 기계’ 무허가 적발
- 공산품을 점 등 피부질환 치료 가능하다고 광고·판매한 제품 15종
및 판매 사이트 310곳 적발, 차단 등 조치

SBS, JTBC, MBN,
채널A, 연합TV 등

2

2019.3.5.(화)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
- 검·경·식약처 합동점검 및 인터넷·SNS 등 온라인 단속 강화

KBS, 연합뉴스, 세계,
아주, 뉴시스 등

3

2019.3.6.(수)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
-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안약·콘택트 렌즈·개인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KBS, 중앙, 동아,
국민, 한국경제 등

4

2019.3.7.(목)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점검결과 발표
- 온라인 광고 823건 점검하여 ‘탈모 방지 효능, 유해성분 제로‘ 등
과대광고 699건 적발, 차단 등 조치

SBS, MBC, TV조선,
연합, 경향 등

5

2019.3.20.(수)

온라인 의약품·마약, 식약처로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및 정보 게시판 운영

YTN, 연합, 서울,
아시아, 아주경제 등

6

2019.3.21.(목)

식약처·경찰청 합동, 인터넷·SNS·다크넷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
- 물뽕, 수면마취제 등 마약류 모니터링 통해 1,848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YTN, 중앙, 한국,
매일, 서울 등

7

2019.3.27.(수)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질병 치료 효과 근거 없어
- 질병치료, 건기 오인 허위·과대광고하는 수소 함유 음료 13개 제품,
판매업체 24곳 적발, 347개 사이트 차단 등 조치

KBS, MBN, SBS,
YTN, 중앙, 한국 등

8

2019.3.28.(목)

1분기 보건용 마스크 허위광고 점검결과
-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있다고 광고하는 1,478건
차단조치

서울, 중앙, 매일,
서울경제 등

9

2019.4.4.(목)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자 적발
- SNS 통해 스테로이드를 판매한 도매상 등 12명 적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KBS, YTN, 연합,
국민, 중앙, 한국 등

10

2019.4.18.(목)

‘나이아신’ 함유 음료베이스 제품 점검 결과
- ‘나이아신’ 일일 상한 섭취량을 최대 5배 초과한 6개 제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 84곳 차단 등 조치

동아, 의학, 연합,
조선, 매일 등

11

2019.4.24.(수)

여성건강 관련 화장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 소염, 질염치료·예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과대광고
753건 적발

MBN, 뉴스1, 매일,
아주, 문화일보 등

12

2019.5.1.(수)

노니제품 대상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적발
- 항암 등 질병예방 치료 등 허위광고 사이트 196곳 적발, 65개 제품 및
104개 판매업체 적발, 차단 등 조치

KBS, SBS, MBC,
MBN, YTN 등

13

2019.5.16.(목)

온라인 마약류 단속 결과 발표
-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 198,379건, SNS 계정 755개
삭제·차단

KBS, SBS, 연합,
동아, 중앙 등

14

2019.5.22.(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일제단속 추진
- 수입금지 축산물의 온라인 유통판매 조사

KBS, YTN,
정책브리핑 등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점빼는 기계), 활성산소 제거·아토피 등 질병 예방을 표방한 제품(수소수),
항암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광고하는 제품(노니), 탈모 치료 효능을 표방한 식품·의약품·화장품,
SNS(사회관계망) 인플루언서 판매제품, 의료 전문가를 동원·광고한 제품,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식품·화장품, 주름개선 등 효과를 표방한 공산품인 ‘LED마스크’ 등이 있다.

주요 기획점검 언론보도 사례

수소수

의료전문가 동원 광고제품

SNS 인플루언서 판매 점검

다이어트 표방 제품

탈모 치료 효능 표방 제품

LED 마스크

또한,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적발업체 및 제품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28회
언론 보도함으로써 향후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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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실적

2019.2.20.(수)

미세먼지 마스크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기획검검하였다.
온라인 식·의약 기획점검을 총 30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기획점검 사례는 점·기미·주근깨

제목/내용

1

여성생리대, 여성청결제, 피부미용기기, 가슴크림 등

취약계층(영유아·노인)

그림 2-1-1

온라인 식·의약 기획점검 결과 등 언론보도 현황

세부 품목

다이어트

2 식품

표 2-1-2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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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보도 실적

2019.5.22.(수)

SNS 마켓 인기제품 기획점검 예정
- 질병 예방치료효과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 점검

SBS, MBC, KBS,
연합, 조선, 뉴스1 등

16

2019.5.30.(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 이갈이, 코콜이 방지 등 효능효과 표방 오인광고 판매사이트 416건
적발

KBS, 세계, 서울,
아시아경제 등

17

2019.6.13.(목)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판매 사이트 등 1,412건 적발

KBS, SBS, 연합뉴스,
뉴스1 등

18

2019.6.18.(화)

SNS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제품 점검 결과
-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광고 판매사이트 1,930건
적발, 차단 등 조치
- 새싹보리분말의 의학적 효능광고에 대한 외부검증단 검증결과 발표

KBS, SBS, MBC,
YTN, TV조선 등

19

2019.6.27.(목)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KBS, SBS, 연합,
동아, 중앙 등

15

20

2019.7.3.(수)

식약처-특허청,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 허위·과대광고 437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 적발

MBC, MBN,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

21

2019.7.10.(수)

의료전문가까지 동원한 허위·과대광고 점검 강화
-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하는 161개 사이트,
36곳 판매업체 적발

KBS, SBS, MBC,
YTN, TV조선 등

22

2019.8.7.(수)

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발표
- ‘다이어트’ 효능 표방 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725건 적발

MBC, KBS, 연합뉴스,
채널A 등

23

2019.9.9.(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조치
- 공산품을 ‘주름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광고, 제품 구매 시 현혹 주의

MBC, KBS, 연합뉴스,
채널A 등

24

2019.9.30.(월)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 적발, 사이트 차단·행정처분 등 조치

KBS, MBN, 서울경제,
뉴스1 등

2019.10.4.(금)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 ‘여성질환, 피부질환’의 예방·완화 효능 표방 생리대 허위·과대광고
869건 적발

KBS,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세계일보
등

2019.10.16.(수)

고의·상습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결과 발표
- 가짜 체험기, 인플루언서 이용 허위·과대광고 업체 12곳 적발

SBS, MBN, 연합뉴스,
JTBC 등

2019.11.14.(목)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품질검사 강화
- 공산품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등 보건용 마스크처럼 광고한 185건
적발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25

나) 상시적인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사이버조사단은 2018년 2월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1)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의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운영 2) 온라인 및 간행물 허위·과대광고
판단기준 마련, 적발 및 차단 조치 3) 온라인 유통 위해우려 제품 신속 차단 4)
소비자·관계부처·업체 등 협력체계 구축 5) 온라인 불법 광고 관련 소비자 및 업체 교육
6) 온라인 불법 광고 등 관련 민원처리 등이다.
사이버조사단의 운영체계는 국민신문고, 1399 등 민원제보, 사회적 이슈 등을 통해
감시대상을 선정하고 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오픈마켓, 개인쇼핑몰, 포털사 게시물 등을
검색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 위법성 등을 검토한 후
위법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사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고발과 수사의뢰, 현장조사가 병행되기도 한다.

그림 2-1-2

사이버조사단 운영체계

민원 신고

27

28

2019.11.28.(목)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 소염·진통, 근육 이완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553건 적발

개인사이트,
해외사이트

사이버조사단

차단요청

민원(1399,
국민신문고 등)

신고내용 확인

조사/통관

위반사항 모니터링

포털사(쇼핑,
블로그, 카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인허가기관
위반사항 조치

지방청
지자체

불법 수입
제품
통관금지

기획 감시
점검 대상 분석

26

2 식품

일자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수사요청
고의상습적 위반,
불법제품 유통

적용 법률 검토

위해사범중앙조사관

계획 수립

MBC, 중앙일보,
연합뉴스, TV조선 등

모니터링/검사

시기별 다소비,
위해정보 등

제도개선

결과 보도/홍보

품목별 관리부서
[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기획 점검 요청

2019년 상시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에 대해 총
141,090개 사이트를 차단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는 2018년 대비 45% 증가한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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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온라인상 불법유통 적발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사이버조사단)

구분

2017

2018

2019

비고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건수

81,233

97,276

141,090

2018년 대비
45% 증가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12호, 제62조(벌칙) 제1항 제3호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는 제외)

그 결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하였으며, 경찰청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보다 SNS를 통한 가짜 체험기 광고, 제품의
효능·효과 과장광고 등이 성행하고 있고, 적발되었음에도 허위·과대광고를 지속하는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사이버조사단에서는 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하였다.
* 검거 유형별 분류: ①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②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③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사이버조사단은 경찰청에서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하여 불법 마약류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였다. 이는 2019년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였으며, SNS를 통한 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하여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었다.

점검한 결과였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 키 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 다이어트 광고, 탈모 예방 등이다.
향후, 온라인 특성을 이용하여 적발 이후에도 사이트 변경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등

또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하여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다.
이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 등 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으로 기존
감시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이다.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표 2-1-5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 적발 현황

다)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온라인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의 경우 개별판매자, 해외 소재 판매자 등의 특정이

구분

계정 수

게시글 수

어렵고 주기적으로 판매사이트를 변경하는 등 단속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전체

755

198,379

물뽕(GHB)

252

96,614

대마

227

20,083

졸피뎀

64

22,506

필로폰

157

56,646

의료용 마약

25

896

엑스터시

24

1,590

기타

6

44

제재의 실효성도 미미한 점을 이용하는 등 감시체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2019년 초 언론 등을 통해 물뽕(GHB) 등의 마약류 및 ‘스테로이드’, ‘프로포폴’,
‘삭센다’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감시체계에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식약처와 경찰청 합동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집중단속(2019.3.11.~5.13.)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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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학적 효능 표방제품 과학적 검증으로 허위·과대광고 인식 계기 마련

안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업체 및 유관단체와 개별 간담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과학을 상품 판매·광고에

등을 개최하였고, 정부의 불법유통 정책 홍보 및 불법유통 자율 근절방안을 사업자 중심
기반으로 마련하여 2018년에 온라인 유통협회, TV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 및 회원사 등
31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 식품

라) 민관협력 강화로 위법사이트 신속차단 및 불법 유통 신고창구 개설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검증되지 아니한 의학적 효능·광고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식품·화장품 등 효능·효과 광고

2019년에는 추가로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협약기관인 포털사 등에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유통제품 판매 사이트를 직접 차단 요청하여 62,899건을 자체

검증을 위한 ‘민간 광고검증단’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효과 검증으로 광고 점검의
객관화·과학화를 추진하였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사·교수·언론인·소비자단체·업계 등 민간 전문가 총 43명

삭제 또는 차단 조치하였다.
불법사이트 차단 소요 일수가 2017년에는 88일이 소요되었으나, 2018년은 27일 소요,

으로 분과는 4개 분과로 위촉·운영하였다.

2019년은 24일이 소요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차단소요일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2-1-6

민간 광고검증단 구성 현황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를 개설(2019.3.~)하고
분과

위원

검증 제품

검증 분야

*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품목별 확인 필요사항 중점 안내

다이어트

10명

과채주스 등

■ 체지방 감소, 독소배출 등 효과

또한,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활성화를 위해 홍보 동영상·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여성안심

11명

여성청결제, 생리대 등

■ 질병(질염 등) 치료·예방 효과
■ 천연, 유기농 원료 사용 여부

미세먼지

11명

차류, 마스크, 화장품 등

■ 화장품의 미세먼지 차단효과
■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염 등 효과

건강증진

11명

홍삼, 수소수, 노니, 숙취음료,
탈모삼푸 등

■ 면역력, 황산화, 항암 등 효과
■ 키성장, 숙취해소, 탈모 등 효과
■ 기타 질병 치료·예방 등

가이드라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 지하철, 전광판 등으로 송출하였다.
그림 2-1-3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민원처리 절차

부적합

소비자 신고

신고접수

위반사항 확인

(온라인 신고방)

(대표메일)

(모니터링)

소비자

식약처

식약처

사후조치
(사이트차단·고발,
사업부서 공유)
식약처

적합

검증 대상은 식품, 화장품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각종 질병 치료·예방, 건강 증진,
다이어트 등 효과를 표방하거나 천연·유기농 원료를 첨가한 광고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검증 분야 전문가가 관련 논문 분석, 자료조사 등 광고내용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총 8회 발표함으로써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결과통보(문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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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온라인 거래의 편리성으로 온라인 쇼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행위는 정부의 감시·감독만으로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근절에

사이버조사단
표시광고자문위원회

광고정책 자문

소관 관리과

기획조사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대한 소비자의 공감이 필요했다.
2019년 초 주요 일간지에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주요 계획을 기관장 인터뷰와
함께 기획기사로 제공하고, 연말에 성과중심의 기사를 배포하여 소비자의 정책 이해도를

광고검증
(식품/화장품 등)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 취약계층)

식품(건식)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광고검증단

* (계획공유)

국민일보·동아일보·아시아경제(2019.1.∼2.), (성과홍보) 서울경제·위클리공감(2019.10.∼11.)
다이어트

여성안심

미세먼지

건강증진

또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근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역·오송역 등 주요
역사 옥외광고와 출퇴근 시간 라디오 음성 홍보, 홈쇼핑 및 지하철 영상광고 등 소비자

검증회의

분과별

접점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혹 하지말고 혹시 하세요,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아야 진짜 스마트한

단속 및 검증 결과 발표

소비자’라는 단순·명료한 메시지 전달로 「대한민국 OOH(옥외광고) 광고대상」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2019.11.8.)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림 2-1-5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근절 광고 결과

광고 검증결과 발표 8회

수소수:
연구결과의 임상적·학술적 근거 부족, 사용권장 불가하며,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 없음
새싹보리분말: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필요, ‘폴리코사놀’ 성분의 효능을 광고하려면
객관적 입증 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필요
다이어트 커피: 과학적 근거 미약, 低탄수화물·高지방의 장기적 유해성으로 안전성 우려
다이어트 크림/패치: 체지방감소와 관련 있는 식품·의약품 성분과 열감을 주는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하였다고 다이어트에 효과 입증 없음
가슴 크림: 통계적 유의성 관련 효과 인정 어려움
키성장 식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미흡하며,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된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적 효과 내기에 그 양이 매우 적음
유기농·천연 생리대: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생리통·피부발진 등의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 근거 없음
스포츠·마사지 크림: 화장품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은 내세울 수 없으며,
사용된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의 과학적 근거가 미약함

78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캠페인 : 서울역, 오송역, 버스정류장 등

「대한민국 OOH 광고대상」에서 공공부분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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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다.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유통 근절
한눈으로 보는 2019년도 성과
1) 추진계획
■ 소비자 관심제품 집중 기획조사 강화
생활 밀접 5대 분야 중점 점검

SNS 불법 마약·의약품 감시 강화

가) 소비자 중심 온라인 감시 역량 강화
온라인 쇼핑시장 증가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판매사이트를 변경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탈모

이에 반복 위반제품, 국민 관심제품, 언론·국회 등 이슈 제기제품 등을 파악하여

여성건강

미세먼지
다이어트

계획적 기획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며 기획점검 대상제품은 특정기간 동안 주기적·반복

취약계층

다이어트 식품, 보건마스크, 탈모샴푸, 천연 생리대,
키성장 식품 등 5대 분야 기획단속 30회

경찰청-식약처 간 온라인 불법마약 합동단속 및 SNS
마약판매 계정 755개 삭제조치

모니터링 실시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표 2-1-7

■ 의학적 효과 표방제품의 객관적·과학적 검증 강화

2020년 기본 추진방향 및 기획점검
2019

민간 전문가로 검증단 구성

객관적 검증으로 공감대 형성

◇ 사회적 이슈, 소비자 관심 등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
◇ 일회성·단발성 점검

연번

분야

1

SNS·인플루언서

2

온라인 판매 의약품·마약

의학·법률·언론인·교수·소비자·업계

의사·교수·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43명으로
건강증진·여성안심 등 4개 분과 위촉·운영

2020
◇ 허위광고 등 불법 행위가
반복적·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 지속적·반복적 점검

주요 점검 대상
인플루언서(온라인 유명인)의 거짓 체험후기, 허위광고 공동구매 등

다이어트 커피, 가슴확대 크림, 키성장 식품 등 소비자
관심제품의 의학적 효능광고 검증 발표 8회

■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및 업계 자율 감시

체험 후기 영상·사진을 동반한 키성장, 다이어트 등의 허위·과대광고
식품·화장품
(의약품) 의약품 전문 판매 사이트, 국내 유통 금지 의약품(낙태약 등)
판매·광고
(마약) 물뽕(GHB), 대마 등의 판매·광고

정보 제공 통한 올바른 선택 유도

업계 교육으로 자율감시 강화

3

쇼닥터

쇼닥터·의료인을 동원한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특정 질환(습진 등), 특정 성분(성장인자 등)을 내세우며 의학적 효능
광고 제품 등

4

의학적 효능 표방
셀프 박피 등 홈케어 표방 화장품, 의학적 효능 표방 공산품(LED,
저주파) 등

5
소비자 신고 창구 등 가이드라인 제공 및
기획기사 5회, 보도자료 28회 등 대국민 홍보

온라인쇼핑몰·홈쇼핑사 모니터링 및 판매광고
담당자 대상 법령, 위반사례 등 교육

고질·반복업체 중점 단속

부당한 광고를 자체 제작·유포, 반복 민원 접수 업체는 별도 중점관리

아울러, 온라인 특성상 적발 이후에도 사이트 변경을 통한 불법유통이 가능한 점,
SNS상 광고 행위 적발이 미약한 점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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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의 생산·제조 안전성 강화

2 식품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SNS를 활용하여 부당한 광고 게시물을 유포하는 업체, 국민신문고 및 1399 등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업체, 2019년 기획감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등을 파악하여

가.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조성

고의·상습 위반업체를 선정한 후 모니터링 요원별 전담제를 실시하고 직접 현장조사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 활성화

나)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및 업계 협력 강화

가) 추진배경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기획단속 결과 및 검증단 검증결과 발표 등으로 뉴스 또는
기사로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유튜버 또는 포털사와 협력을 통한 온라인
중심의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1) 해썹(HACCP) 제도 개념

해썹(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은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유튜버·인플루언서가 직접 식약처 보도자료를 리뷰하고 적발된 광고의 허와 실을

우주 비행사들에게 100% 안전한 식품

공개하는 형태로 홍보하고 네이버 쇼핑 메인페이지에 사이버조사단 점검결과 발표 등

공급을 위하여 최초로 개발된 과학적이고

보도자료 배너 링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기법이다.
현재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그림 2-1-6

HA
위해 요소 분석

해썹(HACCP) 개념

CCP

HACCP

Hazard Analysis

중요 관리 점
Critical Control Point

다) 맞춤형 교육으로 부당한 광고관리 강화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019.3.15.)에 따라 동일한 부당한 광고에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대해 지자체별 상이한 조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기관(지방청, 지자체 등)의 업무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처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당한 광고 지도·점검 현황, 위반 유형별 사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분석한 뒤

행정처분 적용 사례, 영업자 사후관리 조치 등 내용으로 관리·감독기관 대상으로 연 2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업체,
광고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위반사례 공유 등 내용 중심
맞춤형 교육을 연 3회 실시할 예정이다.

(2) 해썹 제도 도입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해썹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 세계 회원국에 해썹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또한, 영업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적발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하고자 한다.

「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 신설, 1996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해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조사단 단장 김현선 ☎ 043-719-1901

식품과 국민 다소비식품 등을 대상으로 해썹 의무적용 제도를 도입하였다.
* 축산물 HACCP 제도 도입(축산물 위생관리법, 1998.)

해썹 의무적용 도입은 2002년 「식품위생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2003년 8월 어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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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식육가공업 단계별 해썹 의무적용 시기

10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의무적용 식품의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배추김치는 2008.~2014. 시행완료).
2014년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의무적용

2 식품

1

등 6개 식품을 의무적용 대상 식품 (2006.12. 배추김치 추가)으로 지정하였으며, 2005년

(2019.12.31. 기준,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단계

대상기준

시행 시기

1

2016년 매출액 20억 원 이상

2018.12.1.

2

2016년 매출액 5억 원 이상

2020.12.1.

3

2016년 매출액 1억 원 이상

2022.12.1.

4

제1단계부터 제3단계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2024.12.1.

대상 식품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대상 식품의 2013년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다(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은 2017.12. 시행).

표 2-1-8

2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 의 단계별 해썹 의무적용 시기
(2019.12.31. 기준,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단계

대상기준

시행 시기

1

2013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2014.12.1.

2

2013년 매출액 5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2016.12.1.

3

2013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

2018.12.1.

4

제1단계부터 제3단계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2020.12.1.

나) 추진성과
(1) HACCP인증업무처리 절차 등 일원화로 영업자 불편 해소 및 HACCP인증제 활성화

그간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식품 및 축산물 양 해썹 인증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을 출범(2017.2.13.)함으로써 HACCP인증 등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HACCP 인증업무처리 절차 등의 일원화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그림 2-1-7

해썹 관리사업 추진 절차
(2019.12.31. 기준,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축산물은 2001년 1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도축업을 해썹 의무화하고 2014년에는
집유업, 유가공업(4단계, 2015.1.~2018.1.)을, 2016년에는 알가공업(2단계, 2016.12.~2017.12.)을
의무화하였고, 2017년 8월 살충제 검출 사건 등을 계기로 계란 유통관리체계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해썹 인증을 의무화(2017.10.24.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2018.4.25. 시행)하였으며, 2017년 12월 분쇄가공육(햄버거패티 등) 등

식육가공업에 대하여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썹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1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배추김치
2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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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HACCP제도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식품 및 축산물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등 관리체계
(2019.12.31. 기준,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구분
식품 HACCP

축산물 HACCP

인증

2 식품

표 2-1-10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제조업체: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사후관리

(의무) 인증원
(자율) 인증원

(의무) 지방청
(자율) 지방청

(의무) HACCP 충족요건으로 자치단체에서 인허가 시 확인

(의무) 지방청 검역본부

(자율) 인증원

(자율) 인증원

표 2-1-12

※ 도축업, 집유업, 농장 HACCP인증 등 업무를 농식품부에 위탁하였음

또한 지속적인 해썹 인증 확대 추진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해썹 인증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누계),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5,851

8,161

10,461

12,024

13,991

15,566

17,152

18,491

19,513

식품

1,163

1,809

2,408

3,029

3,734

4,358

5,031

5,762

6,566

축산물

4,688

6,352

8,053

8,995

10,257

11,208

12,121

12,729

12,947

10개의 제품 중 8개 이상이 해썹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까지
HACCP제품 생산비율 88.5%를 목표로 해썹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표 2-1-13

해썹 시설개선자금 지원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표 2-1-11

HACCP제품 생산비율

구분
(2019.12.31. 기준, 단위: %,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목표

2023 목표

HACCP제품
생산비율(%)

68.7

83.9

85.2

86.5

87.5

88.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억원

15.0

35.0

25.0

23.1

23.1

37.1

36.8

37.0

55.5

개소

150

350

250

231

231

331

340

393

579

억원

-

-

-

-

-

4.3

5.7

6.0

6.0

개소

-

-

-

-

-

34

43

64

65

식품

축산물

* 2017년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총 생산량 30,863천 톤 대비 26,710천 톤 HACCP제품 생산(2019년 말 기준)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80% 이상이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고,
이들 영세업체의 경우 해썹 적용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해썹 적용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HACCP 제도의 우수성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국민의 30% 정도가 해썹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매체별 홍보효과 및 연령별 홍보방법 등 분석을 통해 지상파 방송,

따라서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소의 안정적인 해썹 인증과 자율업소의 해썹 적용의 확대를

다중이용시설,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썹업체 견학

도모하고, 영세업체의 원활한 해썹 인증을 위하여 매년 시설개선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프로그램 등 체험형 홍보 및 소비자단체 등을 이용한 연령별 교육·현장캠페인 등을 통해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해썹 적용 준비업소 및 기존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해썹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운영 기술지원, 교육·홍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수행하였다.

표 2-1-14

해썹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

그 결과, 해썹 인증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5,851개소에서 2019년

86

(2019.12.31. 기준, 단위: %,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19,513개소로 대폭 증가하였다. 다만, 전체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중 해썹 인증업체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2016

2018

비율은 아직도 낮은 실정[전체 제조업체* 40,323개소 대비 10,168개소 25.2% 인증]으로

비율

18.1

25.6

30

40.2

48.3

51.6

64.7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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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6

2 식품

다) 추진계획

주요 안전 조항

(1) 해썹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무적용 확대 및 인증 관리 강화

(2019.12.31. 기준,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해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축업(2002.7. 시행), 2006년부터 어묵류 등 6개 식품(배추김치는
2008.~)을 제조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썹 의무시행을 완료하였고, 2014년부터 집유업(2017.7.
시행), 순대·알가공업 및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업체(2017.12. 시행), 유가공업(2018.1.
시행), 식용란선별포장업(2018.4. 시행)에 대해 의무 시행하였다.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2014.12~2020.12), 식육가공업에
대해서도 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별 해썹 의무화를 추진 중(2018.12.~2024.12.)에 있다.

표 2-1-15

■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재료·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의무적용 확대 식품 의무적용 추진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HACCP 의무적용 확대 계획
구분

간편식, 어린이 기호식품
8개 식품

또한, 2016년 2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해썹 인증에 대해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3년마다 재심사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시기

대상규모

2020.12.1.(4단계)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2020.12.1.(2단계)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

2022.12.1.(3단계)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

식육가공업
2024.12.1.(4단계)

그 외 영업소

(2) 해썹 사후관리(정기 조사·평가) 강화

2019년 총 4,886개소(식품 1,029, 축산물 3,857)에 대한 연장심사를 완료하였다.

표 2-1-17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결과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구분

총 대상

식품
축산물

2019년 연장심사 결과
계

적합

부적합

유예

기타*

1,029

1,029

894

13

-

122

3,857

3,857

3.122

29

-

706

* 기타: 인증취소, 자진반납 등

해썹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2015년 8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주요안전조항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조사평가 결과 만점의 60% 미만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2018년 9월 해썹 적용 제품인 초콜릿 케이크가 집단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됨에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썹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따라 해썹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한 ‘HACCP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말까지 88개소 HACCP인증을 취소하였다.

추진하였으며, 적용업체가 해썹 기준을 철저하게 상시 운영하도록 2019년부터는 사후관리
대상 업체에 대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하고 중요한 해썹 기준 위반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3) 해썹 지원사업 강화

식약처는 해썹 의무적용 식품을 제조하는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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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이물 보고 제도 도입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하여 업체의 해썹 인증 및 운영에

2008년 생쥐머리 새우깡, 참치캔에서의 칼날 검출 등 식품에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아울러, 해썹 인증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2009년 2월 6일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역할 및 해썹 심사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식품 중 이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식품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과

2 식품

개·보수 비용의 일부(투자금액의 50%, 1천만 원 한도)를 무상으로 국고 지원하는 사업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그림 2-1-8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직 및 인력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조직 및 인력: (본원) 5본부 18팀, (지원) 6지원 2출장소 18팀, 총 252명

나) 추진성과
이사회

원장

감사(비상임)

(1) 산업체 이물관리 지원 및 이물조사 담당자 역량강화

식품업체의 이물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 대상으로 ‘우수업체 벤치마킹

감사팀

프로그램’을 총 3회(75개 업체 참석) 운영하여 이물제어 기술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 할 수
기획경영이사

전략기획본부

인증사업이사

경영관리본부

인증심사본부

기술사업본부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물 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이물 담당자
교육개발본부

(2) 소비자 대상 이물 예방 홍보

6지원 2출장소

서울 지원

부산 지원

경인 지원

대구 지원

강릉 출장소

대상으로 6개 권역별로 ‘이물 원인조사 역량 강화 교육(3월)’을 실시하였다.

광주 지원

대전 지원

제주 출장소

이물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벌레, 곰팡이의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벌레,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소비자 대상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블로그 등 SNS 등을 활용하여 ‘식품 이물 예방’ 홍보를 하였다.
한편, 2019년 이물발생 신고(기업체 보고 및 소비자 신고) 건수는 3,898건으로 지난

(4) 해썹 제도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2014년(6,419건)에 비해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물별 신고현황은 벌레(25.5%),

해썹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제도의 우수성을 알고, 해썹

곰팡이(13.7%), 금속(10.0%), 플라스틱(8.5%) 등의 순이었고, 식품에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소의 자발적인

조사한 결과(잠정) 제조단계 혼입은 465건, 제조단계 미혼입 1,057건, 소비·유통단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혼입은 15건,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여 신고한 경우 371건, 판정불가 1,160건, 이물

정부에서는 해썹 제품의 안전과 신뢰 이미지 전달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분실· 소비자 조사거부 등 조사자체가 불가한 경우는 793건이었다.

활동을 전개하고 소비자,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3) 이물 관련 고시 합리적 개선

2) 식품 중 이물관리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9.6.25.)하여, 이물보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현재는 살아있는 곤충은 영업자가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가) 추진배경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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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영업자가 살아있는 곤충이 발견되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통·소비단계 조사방법과 절차를
추가하여 이물 혼입원인조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다) 추진계획

2 식품

관리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보고의 의무가 없더라도

(1) 식품 이물 혼입 예방·관리 강화

식품안전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최고의 관심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 이물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이물
문제는 식품업체의 투자에 대비하여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는 않는 특성이 있으나, 식품 이물은

표 2-1-18

식품안전의 바로미터로서 영업자가 무시할 수 있는 사안 또한 아니다. 따라서 식품 영업자는

연도별 이물 보고 및 신고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식품안전관리과)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 다행히 지난

연도

계(건수)

기업체 보고

소비자 신고

2009년 식품 이물보고 제도 시행 이후 식품업계의 이물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이물 신고

2015

6,017

2,993(49.7%)

3,024(50.3%)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식품 이물 저감화는 생산자의 역할이

2016

5,332

2,347(44.0%)

2,985(66.0%)

2017

3,236

1,048(32.4%)

2,188(67.6%)

가장 중요한 만큼 업체 자율적으로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18

3,061

980(32.0%)

2,081(68.0%)

예를 들어, 이물 관리에 취약한 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이물 저감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2019

3,898

1,220(31.3%)

2,678(68.7%)

이물관리 우수업체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 이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별 관리,
포장기술, 주변환경 관리 등을 포함하는 이물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2-1-19

연도별 이물별 신고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식품안전관리과)

연도

계

벌레

곰팡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

기타

2015

6,017

2,251(37.4%)

622(10.3%)

438(7.3%)

285(4.7%)

95(1.6%)

2,326(38.7%)

2016

5,332

1,830(34.3%)

552(10.3%)

436(8.2%)

310(5.8%)

56(1.1%)

2,148(40.3%)

2017

3,236

938(28.9%)

371(11.5%)

303(9.4%)

275(8.5%)

60(1.9%)

1,289(39.8%)

2018

3,061

843(27.6%)

383(12.5%)

299(9.8%)

243(7.9%)

59(1.9%)

1,234(40.3%)

2019

3,898

995(25.5%)

534(13.7%)

388(10.0%)

330(8.5%)

47(1.2%)

1,604(41.1%)

표 2-1-20

총 신고
건수

2015

조사결과

가)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사전 안전관리 강화
농·축·수산물과 연관된 위해요소는 유통 등의 과정에서 그 위해요소를 저감화하거나

소비/유통
취급 부주의

제조사
책임

제조단계
미혼입

판정불가

오인신고

조사 불가1)

미결

6,017

1,199

481

-

1,998

650

1,689

-

2016

5,332

1,028

473

-

1,635

536

1,660

-

2017

3,236

24

418

1,267

612

431

484

-

2018

3,061

39

419

943

924

347

389

-

2019

3,898

15

465

1,057

1,160

371

793

37

1) 조사 불가 : 소비자의 조사 거부, 오인신고, 이물훼손 등으로 이물 혼입 원인조사 불가

92

나.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안전관리
1) 추진배경

연도별 이물 조사결과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식품안전관리과)

연도

식품안전관리과 과장 김용재 ☎ 043-719-2051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과장 오정완 ☎ 043-719-2851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 재배·사육·양식 등 생산단계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최종 소비자에게 이행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생산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농·축·수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용수·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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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나) 축산물 안전관리

2) 추진성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조사는 생산단계 500,885건, 가공·유통단계 24,438건 총
가) 농산물 안전관리

525,323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생산단계는 도축장(식육) 및 집유장(원유)을 중심으로

2019년 농산물의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다소비 품목, 부적합 빈발 품목 및 공영도매시장

검사가 이루어졌다.

반입 농산물 등 총 114,600건에 대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1,239건(검사 건수 대비 1.1%)의 기준 초과된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폐기 등 조치하였다.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전국 17개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및 말고기 등 168,444마리에 대하여

유통·판매단계 다소비 및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 53,613건에 대해 잔류농약,

항생물질 47종, 합성항균제 58종, 호르몬제 3종, 기타 약물 8종, 농약 61종 등 총

중금속, 이산화황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된 고수, 당귀잎, 방풍나물 등 478건(검사

176종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졌다. 168,444마리 중 417마리에서 잔류허용

건수 대비 0.9%)의 부적합 농산물을 폐기처분 등 조치하였다.

기준이 초과(잔류 위반율은 0.25%)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전국 농산물의 유통 길목인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검사소 7개소
설치 예산 49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였으며, 2020년 추가 2개소 설치를 위한 예산 14억 원을
확보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차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 확대하였다.

출하제한 및 출고보류검사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식용란은 14,819건에서 농약, 항생물질 등 79종을 검사한 결과, 총 16건이
검출되어(잔류위반율은 0.11%) 출고 보류 검사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개학철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부적합 빈발 농산물, 명절 제수·선물용 농산물,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검증하는 한편, 식육의 위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절별 다소비 농산물 등 위해우려 품목 및 시기에 집중관리하였고, 식품으로 사용

실시하는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도축장(109,945건), 식육포장처리장(2,190건) 및

불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령시장을 중심으로 식품판매업체

식육판매장(4,520건)에서 이루어졌으며, 권장기준 초과는 99사례(1.48%)였다. 권장기준이

37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초과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원인분석 및 미생물 오염 저감화를 위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일본산 수입식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식품에 대한

기술지도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유통 중인 축산물가공품 등 17,039건을 수거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파, 양파 등 생산단계 농산물

검사한 결과, 66건(0.4%)이 기준·규격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 회수·폐기 및

300건과 유통·판매단계 양파, 당근 등 국내 유통 농산물 3,27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으며, 기준치 이하 미량검출 농산물의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또한, 식용란 살충제 성분에 대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및 유통 계란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유통된 부적합 식용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에 따라
부적합 다발 품목 등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총 60,987건에 대하여 잔류농약,

회수·폐기를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농장의 출하 식용란에 대해 출하 전
규제검사를 실시하여 유통 식용란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고 기준초과 부적합 농산물 761건(검사 건수 대비 1.2%)에
대하여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유통·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다) 수산물 안전관리

분석하여 매월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수산물의 안전관리는 다빈도처방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 수산물, 부적합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부적합 품목 주생산지 현장 점검과 생산자(단체) 대상

이력 품목 등 총 28,635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패류독소, 비브리오패혈증균,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노로바이러스 등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160건(부적합률 0.5%)에

아울러, 생산·유통단계 부적합 농산물 정보를

대하여 출하제한·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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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자 등에 위생교육 및 생산자단체 검사원 대상으로 시험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유통·판매단계에서는 다소비 및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은 국내 수산물 13,714건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농지·용수 등 재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2 식품

또한, 생산자 자율 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

실시하고, 부적합 발생 이력이 있는 품목 등에 대한 일상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 6만여
건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등 부적합 49건(부적합률 0.4%)에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품목 및 데이터를

대하여 해당제품을 폐기 등 조치하여 위해우려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였다. 아울러,

기반으로 분석한 월별 10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로 지정하여 위해우려 농산물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예보지수를 활용한 고위험지역에 대한

대해 집중관리하고,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검사 등 유통 농산물 총 5만

집중관리를 통해 비브리오균 식중독 사고 예방에 노력하였다.

건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수산물 중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먹을거리 안전관련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쌀, 감자 등

수산물에서 용수·어장·자재까지 확대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재검사

다소비 품목과 고추, 오이 등 노지재배 농산물 등 국내 생산·유통 농산물 2,400건에

확인 후 출하 및 생산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는 넙치, 뱀장어,

또한, 식품으로 사용 불가능한 농산물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소비자

조피볼락, 송어, 미꾸라지 등 14,921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항생물질, 니트로푸란 등 금지물질,

위해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신선 농산물 등의 온라인 유통·판매가

중금속 등을 검사하였다. 그 결과 패류독소 50건, 엔로플록사신 등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등 61건 등 총 111건(부적합률 0.7%)의 부적합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및
나) 축산물 안전관리

출하(채취)금지 등 조치하고 유통·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축산물 안전성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험검사기관 등
표 2-1-21

여러 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검사대상, 검사물량, 검사항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2019년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검사 실적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구분
계
생산단계
유통·소비단계

계

농산물

축산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에 반영하는 등 협업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 방안으로 일괄적인 검사 건수와 항목의 증가보다는 국내 다소비

수산물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

668,558

3,525
(0.5%)

114,600

1,239
(1.1%)

525,323

2,126
(0.4%)

28,635

160
(0.6%)

576,793

2,833
(0.5%)

60,987

761
(1.2%)

500,885

1,961
(0.4%)

14,921

111
(0.7%)

91,765

692
(0.8%)

53,613

478
(0.9%)

24,438

165
(0.7%)

13,714

49
(0.4%)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검출빈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집중 검사 등 검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는 유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에
대해서도 국가잔류물질관리프로그램(NRP)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수거검사 이외에 유통 축산물로 인한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이력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등에 대한 집중관리, 명절

3) 추진계획
가) 농산물 안전관리

다) 수산물 안전관리

2020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다소비·부적합 빈발 농산물 등 11만여 건에 대한

2020년 수산물 안전관리는 양식수산물, 온라인판매 수산물, 사각지대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96

성수기와 하절기 등 위생관리 취약시기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97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2019

2020

실적

계획

114,600

110,000

5,912

6,000

중금속(배지 포함)

130

70

다이옥신

30

30

식중독균(퇴비)

29

0

항생물질(퇴비 포함)

40

0

잔류농약

60

0

중금속

60

0

식중독균

120

260

잔류농약

5,588

0

중금속

1,505

0

-

0

친환경 인증

13,095

15,000

GAP 인증

2,095

4,000

2,300

0

345

350

수출 지원

4,843

5,000

로컬푸드 농산물

1,505

3,000

공동브랜드 농산물

2,000

2,000

509

0

601

1,500

360

300

3,082

-

식자재 우수관리

500

200

소비자 지원

150

210

53,613

50,000

18,690

16,590

27,092

27,000

898

870

3,573

2,400

772

700

717

600

1,871

1,840

구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점차 생산량이

조사대상

중금속(오염우려지역)

판매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계절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하여 패류독소,
비브리오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농지/자재

위생·안전관리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인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에 대한 현장 맞춤형
재배환경관리

위생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생산자 단체 자율검사원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미생물 검사법 교육을 통해 생산·유통 수산물의 자율검사를 확대하는 등 유해 수산물의

용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 유통·판매자 대상 맞춤형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 위생관리 능력 향상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잔류실태조사

농산물

해양수산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는 안전관리 대상을 다소비
품목 및 부적합 이력 품목 등으로 선정하여 차등 관리하고, 부적합 양식 수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생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성 조사 결과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연계·공유함으로써

쌀소득직불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표 2-1-22

정책지원관리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농축수산물안전과)
2019

2020

실적

계획

114,600

110,000

60,987

60,000

잔류농약

11,453

17,500

중금속

2,630

2,500

곰팡이독소

708

700

방사능(Cs, I)

300

300

핵종(Pu, Sr)

90

30

식중독균 등

425

620

다이옥신

30

30

이산화황

31

30

조사대상

계

생산

사전예방관리

재배환경관리

98

농산물

농지/자재

지역특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조사항목

총계

잔류농약 등

유통 쌀 관리

2020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검사 계획

구분

조사항목

총계

증가하고 있는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터넷

항생물질

40

40

잔류농약(배지 포함)

421

330

잔류농약 등

인삼
학교급식 관리

계
일상검사

유통
·
판매

일반 수거검사

공영도매시장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등

단성분 농약 검사
유통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방사능

식약공용 농산물
기획 수거검사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테마별 농산물 등

2 식품

계획이다.

잔류농약,
중금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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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물 안전성 조사·검사 계획

표 2-1-24

2020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검사 계획

(2020.1.1. 기준, 단위: 건, 출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구분

조사대상

조사품목

2019

2020

실적

계획

(2020.1.1. 기준, 단위: 건, 출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구분

조사항목

총계

525,323

270,799

500,885

252,679

2 식품

표 2-1-23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조사대상

조사항목

총계

생산

축산물 방사능 검사

원유, 식육,
식용란

방사능

10,135

-

출하 전 가축검사

가축

항생제, 썰파제

118,406

56,515

식육 잔류물질 모니터링

식육

항생물질 등 143종

39,903

-

식육 잔류물질 규제검사

식육

항생물질 등 143종

135,171

9,900

식육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식육

항생물질 등 143종

426

-

식육 잔류물질 탐색조사

식육

클렌부테롤 등
17종

3,552

1,340

식용란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

식용란

항생물질 등 51종

326

-

식용란 잔류물질 규제검사

식용란

잔류물질

11,267

4,350

식용란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식용란

항생물질 등 51종

192

-

식용란 미생물 모니터링

식용란

살모넬라

4,265

4,039

식용란 이물, 변질, 부패란검사

식용란

이물, 변질, 부패란

4,292

4,039

식육 미생물 모니터링

식육

일반세균, 대장균

109,945

97,796

식육 미생물 탐색조사

소, 돼지,
가금도체

미생물 16종

4,700

4,700

식용란 미생물 탐색조사

식용란

살모넬라

58,305

70,000

원유검사

원유

항생물질

24,438

18,120

689

600

계

유통
판매

축산물 방사능 검사

축산물 가공품

방사능

2,190

1,190

식육 미생물 모니터링(식육포장처리장)

식육

일반세균, 대장균

4,520

4,330

식육 미생물 모니터링(식육판매점)

식육

일반세균, 대장균

17,039

12,000

축산물 수거검사

축산물가공품등

성상, 일반세균 등

17,039

12,000

생산

실적

계획

14,921

14,500

중점관리

16품목(넙치, 조피볼락 등)

항생물질, 중금속, 패류독소 등

4,604

다소비품목

60품목(양식27, 해면28, 원양5)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금지물질 등

1,951

취약분야

40품목(해면30, 원양9, 비식용1)

메틸수은, 방사능

2,396

1,700

유해미생물 관리

수산물, 해수

비브리오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514

250

위해요소 모니터링

어류, 갑각류, 해조류 등

다이옥신, 히스타민, 디코폴,
엔도설판 등

495

300

패류생산해역관리

패류, 피낭류

패류독소

4,961

1,850

인증수산물 등

인증수산물, 수출수산물 등

항생물질, 중금속 등

4,961

3,400

13,714

10,000

소계
유통
·
판매

2020

28,635

소계
계

2019

7,000

기본검사

다소비 수산물 등

항생물질, 중금속, 방사능 등

9,544

4,000

기획검사

양식수산물 인터넷 판매 수산물
계절별 위해우려 수산물 등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패류독소,
비브리오균, 노로바이러스 등

4,170

6,000

농축수산물안전과 과장 최대원 ☎ 043-719-3240

3. 유통·소비식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가. 전국 합동단속
1) 추진배경
가) 기획 및 합동단속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사고 시 파급력이 크거나 위생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기획단속과 더불어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단속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식품, 부적합 이력이 많은 식품, 고의·상습적 위반업체 등에 대해서 시기·계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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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나.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2 식품

특성을 반영하여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단속에 앞서 영업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등을 통한 합동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단속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2) 추진성과

1) 추진배경
가) 과학적 방법을 통한 수거검사로 식품 안전 확보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는

가) 기획·합동단속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2019년도 합동단속은 명절 및 여름철 성수식품,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청소년 수련원

지방식약청은 기획조사를 위한 수거·검사 등, 시·도(시·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등 총 9회에 걸쳐 51,0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위생관리가 미흡한

따른 세부계획 수립 등을 전담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중이다.

752개 업체(위반율 1.5%)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

2) 추진성과
표 2-1-25

연도별 전국합동단속 실적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식품안전관리과)

가) 과학적 통계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수거검사로 식품 안전 확보
2019년에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총 172,132건을 수거·검사하여 기준 및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점검업체 수

32,829

31,492

44,915

52,037

51,007

적발업체 수

740

780

1,227

1,001

752

위반율(%)

2.3

2.5

2.7

1.9

1.5

규격에 부적합한 991개 식품 등을 회수 또는 압류·폐기 조치하였다. 부적합률은 0.6%로
전년과 동일한 실정이다.

표 2-1-26

연도별 수거·검사 실적

3) 추진계획
가) 과학적기반 단속 대상 선정으로 위해우려 식품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에 총 10회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합동단속
외에도 그간의 위반 이력, 수거·검사 부적합, 위해도 등의 통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단속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위해우려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식품안전관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수입유통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주류안전정책과)
연도

수거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2017

168,096

1,064

0.6

2018

172,132

957

0.6

2019

172,132

957

0.6

또한,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HMR),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 콩국수, 빙과류 등, 설·추석 성수식품 등 특정일에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에 대해 계절별(시기별)로 맞춤형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정보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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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2) 추진성과

가) 과학적 기반 수거대상 선별 등 기획검사 강화

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단계적 의무화

2019년에는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가정간편식,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건강기능식품에

배달앱을 통한 조리식품, 온라인 쇼핑몰 판매식품 등 소비자 관심 식품에 대해 식중독균 등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2013.) 하여 일정 매출규모 이상의 영·유아식품 및

수거·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수입업소와 일정 매장 면적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또한, 생산실적·지도점검 위반율 등 식품유형별 안전관리 영향요인에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여 특별관리 식품유형을 선정하고 집중 수거·검사함으로써 유통단계 식품에 대한

2 식품

3) 추진계획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의무화하였고, 2016년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조제유류도 의무적용을 도입하였다.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표 2-1-27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의무등록품목

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운영

(2019.12.31. 기준,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구분

1) 추진배경

적용
대상
적용
법률

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일반식품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기타식품판매업자
식품위생법 제49조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조제유류(축산물)
-조제유류 가공업자
-기타식품판매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

수입식품
-영유아식, 건기식,
조제유류 입·판매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식약처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이력추적정보를 관리하여
식품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위해우려가 큰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수입·판매업체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제유류 가공업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그림 2-1-9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조치 체계도

대상 품목을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까지 식품이력추적 관리
제조/수입 정보

생산자

A

유통과정
A→B→C

생산자

유통(도매) 정보

•식품 생산/수입정보
- 식품명, 제조/유통 일자
- 원재료명, 출고 기록
B

생산단계
(생산/수입)

역추적

판매(소매) 정보

•식품 유통정보
- 식품명
- 입고, 출고기록

•식품 판매정보
- 식품명
- 입고, 출고기록

유통 단계

판매 단계
역추적

기타식품판매업소

대상을 확대하였다. 영·유아식품 제조·수입업자 및 기타 식품판매업소 의무화는
4단계(2017.12.)까지 완료하여 2019년 기준 총 7,966개 식품관련 업체가 등록하였다.

C

역추적

제조가공(수입)업소

소비 정보

최종소비자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8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서 이력추적을 의무화하였으며(2019.7.31.

(제조업소)
자체물류센터

기타식품판매업소

개정, 2020.6.1. 시행),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가 준수하여야 할 이력추적관리기준을

물류센터(도매업)

기타식품판매업소

명확하하기 위하여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고시)을 개정하였다(2019.12.3.). 아울러,
식품이력추적 등록 이후의 정보연계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2~3년마다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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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현황

그림 2-1-10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등록업체 수(누계)

65

1,282

3,287

5,901

6,493

7,341

7,966

식품 및 농·축·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통합 로고
기존 로고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2 식품

표 2-1-28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통합 로고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식약처는 영업자가 원활한 등록 준비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체 현장(방문)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시스템의 정착과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개선 및 주요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산업체·협회

3) 추진계획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2016.6.~)하였다.
2019년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체를 대상으로 34회의 설명회(교육)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3,660개소에 지원 및 홍보부스 운영 등 대국민
홍보(5회) 등을 지원하였다.

가) 단계별 의무화 확대 추진 및 현장지원
2020년에는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식품 제조·가공업소에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의무 등록될 예정이다.
영업자 등 제도 지원을 위하여는 정기설명회, 업체대상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tfood.go.kr)의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 정보연계방안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9년 총 2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방안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추적 협의회 논의결과 부처 간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해양수산부, 식약처로 구성된 이력추적관리 실무협의체를 반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 식품기본안전법 개정(제18조제6항 신설), 이력추적관리 정보공유 및 범부처 합동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 및 연구사업을

홍보 (식품안전의 날)를 실시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식품 원재료)까지 이력추적관리

통하여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또한, 이력추적관리 표지 도표(로고)의
경우 각 부처별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로고를 식약처 연구사업 및 부처협의를 통해 결정한

라. 위해식품 회수체계 마련 및 소비자 정보 공개 강화

로고로 통합(2016.3.)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유도하였으며, 영업자에게는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도모하였다.

1) 추진배경
가) 회수체계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해식품 발생 시 관계기관,
유통업체, 소비자 등에게 해당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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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그림 2-1-11

2 식품

유통·판매 차단과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

위해식품 정보공유 체계
배너연계

2) 추진성과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

가) 위해식품 등의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영업자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식약처
17개 시·도
6개 지방식약청

부적합
검사결과

보도자료

식약처
식품행정통합
시스템

확인하고 있다.

SMS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들은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 식품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정보를 실시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17개 시·도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지역 소비자
정보제공

관련
행정기관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

언론사
TV방송

소비자,
언론공개

문구점,
중소형
판매업체 등

판매 중단

전국
식품판매
매장

위해식품 정보(바코드 포함)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계산대로 전송하여 소비자가 해당

자동

판매 차단

통보

식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1-12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식품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한 신속한 회수를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부적합통보

위해식품정보

정보전송

판매차단!

197건의 위해식품 등에 대한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표 2-1-29

검사기관

연도별 부적합 가공식품 등의 회수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식품안전관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24

283

202

193

197

식품

310

252

169

177

197

건강기능식품

14

31

33

16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상공회의소 서버

※ 계산단말기: 카드결제 장치, 바코드 인식기가 장착된 계산 장치

3) 추진계획
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해식품 유통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식품이 확인되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유통차단 및 판매중단 조치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회수를 통해서 위해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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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서 위임한 실증자료 요건, 실증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식품등의 표시

2 식품

마.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식품 표시제도 개선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7호, 2019.7.30.)을 마련하고,

1) 추진배경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신청방법, 심의절차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가)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심의절차 및 결과처리 등을 규정하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식품 표시제도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에 올바른 표시를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3호, 2019.3.22.)을 마련하였다.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소비환경의
변화로 식품의 선택이나 소비여부의 판단에 있어 표시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식품의 표시기준은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식품산업 활성을 위해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규정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되고

또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96호,
2019.10.28.)을 제정하였다.

있다.
나) 표시기준 개선

2) 추진성과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임법령 및 상향입법에 따른 조문 정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
가) 식품등 표시·광고 법령 기반 구축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 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019.3.1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2019. 4. 25. 시행)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내용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 규정을 명시하는 등 고시 조문이 정비되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또한 위 법률 시행 (2019.3.14.) 에 따라 전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18-108호,

제29622호, 2019.3.14.)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535호,

2018.12.19.) 가 미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2019.4.25.)을 제정하였다.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일부개정고시에 따른 개정사항(제2017-99호, 제2018-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대상
및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기준,

제2018-32호, 제2018-108호)에 대한 유예기간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과 동일하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다.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요건 및 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방법,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등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2) 소비자를 위한 표시기준 강화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2019년 2월 23일에 시행되었다. 달걀 껍데기에
식용색소(식품첨가물)로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총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식품등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2018.3.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35호, 2019.4.2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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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산란일 8월 23일, M3FDS 농장, 평사 환경에서 얻은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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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한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식약처 고시 제2019-67호,

지속적 면담과 협의를 통해 살충제 달걀 사건 이후 달걀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2019.7.30.)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농가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책임하에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2019년 8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다. 계도기간

도입되었다.

2 식품

시행일을 앞두고 생산농가 등은 달걀 재고 발생 등의 문제를 사유로 반대하였으나,

동안 국내 유통 달걀의 실태조사를 5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시행 초(3월) 84%이던
표시율이 계도기간 부여 후 시행 한 달째(9월) 99%로 상승하여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3) 영업자 규제 기준 합리적 개선

확인되었다. 또한 본격 시행 전 식용란수집판매업,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산란일자

기내식의 경우,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전정보인 알레르기 원재료에 대한 주의사항만을

표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 계도하였다. 관련 협회, 지자체에서도

표시하도록 개선하였다. 그간 냉장 및 냉동 축산물에 대해서는 ‘냉장제품’ 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 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달걀

‘냉동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하였으나, 제품의 보관방법이 표시된 경우에는 ‘냉장’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신선도를 향상시키고, 유통 질서를 개선하는 데에도

또는 ‘냉동’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여하였다. 특히, 소비자시민모임에서 2019년 12월 달걀의 신선도를 조사한 결과, A급
비율이 82%로, 같은 단체가 2011년과 2012년 조사한 A급 비율 36%, 33%와 비교하여

다) 식품 표시제도 교육·홍보

뚜렷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점에도 A급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대국민 홍보를 위해 TV 프로그램, 언론기고, 보도자료 배포,

신선도가 유지되어 산란일자가 며칠 지나더라도 달걀의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홍보동영상, 리플릿·포스터·카드뉴스·컨슈머뉴스 제작·배포 및 SNS 퀴즈 이벤트,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와 함께 현장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또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7%는 산란일자 표시제가 달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87.9%는

협회에서도 55,686개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해 자율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이 달걀 신선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소비자들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단체에서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2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 83.0%가
구입한 달걀 품질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바 있어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냉동 수산물에 대한 내용량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얼음막에 대한 정의를

SBS 백종원 골목식당

YTN 뉴스

국회의사당역 조명광고

카드뉴스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집합교육

주요역사 캠페인

신설하고, 얼음막을 처리한 식품의 내용량 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 얼음막은 수산물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수분 증발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막을 씌운 것으로 내용량 시험법 적용 시 얼음과 함께 포장하거나, 얼음막을
처리한 식품은 액체 또는 얼음(막)을 제외한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고시 조문의 용어 중 ‘가식부위’는 ‘먹을 수 있는 부위’ 등으로 일부 어려운 한자 용어를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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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경우, 이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JTBC, 채널A)와

이 밖에 식품용 기구·용기 전면시행에 따라 식품용 기구에 대한 구분 표시제도에 대해

2 식품

또한, 알레르기 사전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메뉴판에도 알레르기 원재료를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활용하여 지속 홍보하였다.

정부서울청사 옥외광고를 송출하고, 알레르기 표시 홍보 포스터, 리플릿, 노트를 제작하여
협회를 통해 각 음식점에 배포하였다.

3) 추진계획
가) 식품등 표시제도 소비자 중심 합리적 개선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후 신선도 및 국민 만족도 향상 등 정책 홍보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산란일자 표시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커피전문점 카페인 표시 등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TV 송출 광고 스틸컷

알레르기 바로 알기

알레르기 예방 포스터

알레르기 홍보 리플릿

표시제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식품 표시제도 운영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식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 5~7세 아동,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학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문화센터 등에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다(120회, 3,670명 교육).

바. 민관 합동 감시 체계 구축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가) 추진배경
소아용

초등학생용(저학년)

초등학생용(고학년)

학부모 등 조력자용

소비자의 적극적인 식품위생 감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 단체 등의 인력 및
식품안전에 지식이 있는 자를 활용하여 식품위생 감시 업무의 공정성·신뢰성·투명성을

영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 2,235명을 대상으로 통합된 법률체계, 신설된 제도, 적용시기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및 개정된 사항 등에 대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7회).
나) 추진성과
2019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인원은 총 9,417명으로 연인원
83,901명이 식품위생감시활동에 참가하여 식품접객업 등을 포함한 식품취급업소
635,763개소에 대한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 무허가 영업,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적발하였다.
5.2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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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현황

표 2-1-31

2 식품

표 2-1-30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연도별 포상금 지급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명, 건, 출처: 식품안전관리과)
위반내용
연도

위촉인원

활동 연인원

점검 업체 수

(2019.12.31. 기준, 단위: 건, 천 원, 출처: 식품안전관리과)
연도

지급 건수

지급액

위반 업체 수
무허가

표시기준

광고

기타고발

2015

332

24,990

2015

11,895

159,730

691,142

11,775

826

164

222

10,563

2016

307

19,431

2016

9,307

122,935

606,120

11,282

741

287

99

10,183

2017

78

4,340

2017

9,515

124,734

631,717

7,382

292

128

33

6,929

2018

218

16,160

2018

9,510

100,976

590,783

7,275

415

132

21

6,731

2019

536

22,470

2019

9,417

83,901

635,541

12,003

293

49

7

11,308

다) 추진계획
다) 추진계획
앞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소비자의 식품 위생관리
업무 참여를 강화하고 식품 위생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향후에도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면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신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식품안전관리과 과장 김용재 ☎ 043-719-2051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과장 오정완 ☎ 043-719-2851
식품표시광고정책TF 과장 최종동 ☎ 043-719-2191

가) 추진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감시 활성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4. 주류 안전관리 강화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1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 주류 안전관리 기반 강화
나) 추진성과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내부공익신고자의 보상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1) 추진배경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식품 관련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에는 536건 22,470천 원의 신고포상금을

가) 주류 관리 관련 부처 간 협력과 법령 조화 필요

지급하였다.

식약처는 주류 시장 여건 변화와 주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따라 2010년
6월 국세청과의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을 체결하고,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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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영세업체를 집중

식품 제조·가공업자로 관리하도록 법령을 개정·시행(2013.7.)하였다.

지원하였고,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양성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류제조업체의 지원을

식약처에서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면서 전반적인 위생수준은 점차

2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류 제조 면허자를 「식품위생법」상

강화하여 주류 업계의 위생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개선되었으나, 대다수가 생산량이 적은 소규모 제조업체로 위생·안전관리 인식 및
준수율이 비교적 낮다.

(1) 주류제조업체의 지속적인 위생수준 향상

대부분의 전통주 제조업체는 발효 기술 등을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가족 전수, 타 업체

식약처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고,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는 총

벤치마킹 등의 경험에 의해 습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주류 안전관리 및 품질 향상을

1,241개(2019.12.31. 기준)이며,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전체의 90% 이상을

위한 기술지원 교육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차지하고 있다.

있다.
또한, 주류 관리체계가 ‘안전관리’는 ‘식약처’, ‘면허 및 세원관리’는 ‘국세청’, ‘전통주

표 2-1-33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 업체 현황

진흥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력과 주류 법령 간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 2-1-32

부처별 주류 담당 업무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주류안전정책과)
주류 구분

합계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업체

1,241

197

162

116

169

279

318

(2019.12.31. 기준, 출처: 주류안전정책과)
부처

면허(영업) 종류

면허(등록) 기관 및 대상

소관법령 및 관리

주류제조업체는 업체별로 위생 수준의 편차가 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행정력으로 이들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체별로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는

식약처

기재부
(국세청)

농식품부

식품제조가공업

주류제조 면허

전통주
제조면허추천

식약처(지방식약청)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주류제조업체 안전 관리

국세청(세무서)
■일반제조업, 전통주 제조, 소규모 주류
제조

주세법
■주류의 제조 면허 및 세원관리

국세청(세무서)
■전통주 제조(민속주, 지역특산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 주류 산업 진흥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 전체 주류업체 위생평가를 통해 위생등급을
자율·일반·중점으로 분류하고, 2018년부터 제조업체를 위생등급별로 차등 관리하였다.

표 2-1-34

2) 추진성과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을 위해 전체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현황

2017

정
기
평
가

위생등급 분류
(자율·일반·중점)

차
등
관
리

위생등급

2018

2019

자율업체

자율점검

자율점검

상위

자율점검

공무원점검

하위

공무원점검

자율점검

공무원점검

공무원점검

일반
업체

중점업체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맥주 제조업체의 ‘이취 자율관리제’, ‘테마별·계절별
기획점검’ 등을 통해 주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또한, 지역거점형 주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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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향상되는 등 주류 업계의 위생관리 준수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맞춤형
지도·교육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에 대한 영업자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다.

비해 위생관리 수준이 낮고, 유해 물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와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식품

위생 수준이 미흡한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주류의 위생 및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이에 따라, 주류제조업체의 현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류 전문기관을 지역 거점형(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였다. 지원센터의 주류

전문가가 중소 주류제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위해예방관리계획 보급, 위생·안전·품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점 분석 후 업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생관리 준수율(%) 지속 향상: 2016년 88.6% → 2017년 90.0% → 2018년 91.1% → 2019년 93.4%
지도단속 재위반율(%) 감소: 2016년 11.5% → 2017년 11.7% → 2018년 8.3% → 2019년 6.5%

또한 업체 실정에 맞는 위생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위생법령 교육 및
분석 실습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수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주류의

맥주의 이취 종류 및 제조공정별 이취 관리방법 등을 수록한 ‘맥주 이취 자율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기업 맥주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수제맥주 제조업체에도

HACCP 적용을 확대시켰으며,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자율적으로 이취 관리제를 확대·운영한 결과, 이취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지속적으로

수제맥주 및 탁주 등 소규모 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위생·안전관리를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소주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이취 자율관리제를 함께

위한 기술지원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맥주 유통에 사용되는 생맥주통(KEG) 세척에

시행(2019.5.)하고 있다.

대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였으며, 세척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수제맥주 창업 증가에 따라 신규 영업자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2) 주류 사각지대 집중점검으로 주류안전사고 사전예방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 주류 및 설·추석 등 특정시기에 많이 유통되는

주류제조업체의 자주적 안전관리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수행할

선물용·제수용 주류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였고, 국내외 위해정보 및 민원신고

독립적인 전문인력인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

현황 분석을 통해 신속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에 대해서도 품질·안전 보수교육을

계절별 다소비 주류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조업체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고,
주류 유통·판매점(직매장·도매점·소매점)에서 주류의 보관 및 취급기준을 준수하는지

실시하였다. 교육실시 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먼저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세미나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좋은 호응도를 보였다.

지도·점검하여 주류의 제조부터 유통단계까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는 등 주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주류안전 관련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사전

새로운 온라인 채널인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인

안전관리 차원으로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지하수 사용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담금주 담글 때 주의사항, 빈병 취급요령, 봄철 산행 시 음주 금지, 올바른 술의 보관

기한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방법, 건전한 음주습관 119, 유해물질 바로알기, 연말연시 건전한 음주방법 등 실생활에

위한 수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하수 사용 주류제조업체에 배포하였다.

필요한 주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3) 주류제조업체 맞춤형 지원을 통한 영업자 인식 제고

주류제조업체는 대부분 시설의 노후화 및 영업자의 고령화라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식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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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품질·이취 관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동시에 맥주 이취 자율점검제를

주류안전 관련 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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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확대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제조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주류제조업체의
안전·품질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신규 양성 및 보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올바른 음주습관, 담금주 안전하게 만들기 등 생활밀착형 주류 안전정보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주류 보관방법

봄철 산행 시 음주사고

건전한 음주습관

주류안전정책과 과장 나안희 ☎ 043-719-6051

맥주 ‘글리포세이트’

매실주 시안화합물

연말연시 똑똑한 음주

그리고 주류의 특성상 빈병 재사용으로 인한 이물 혼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빈병 깨끗하게 반환하기’라는 슬로건하에 주요 6개
도시에서 한국주류산업협회·회원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소비자 약 200여 명과
함께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여 소비자 행동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추진계획
(1) 주류 제조·유통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주류제조업체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 수준에 따라
자율·일반·중점 등급으로 분류하여 우수업체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흡업체는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시기·계절별 소비 트렌드에 따른 다소비 주류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주류의 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교육 실시, 이물 혼입
방지 홍보 캠페인 실시 등 주류제조업체의 이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 주류안전관리 지원 및 홍보강화

소규모 지원업체 지원을 위해 4개 권역별로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보급하고, 현장 애로사항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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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지실사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 식품

section 2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등 특별관리영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비해 우수영업자에
대한 혜택이 미미하여 불량 영업자에게는 강화된 검사기준을, 우수한 영업자에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완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김치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있으나, 수입김치는 그러하지 않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특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추진성과

1.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확충
수출국 생산단계에서 위생적인 식품제조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요청에 무응답하는

1) 추진배경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수입식품을 수입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수입중단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작업장 등록 시 해당 해외작업장이

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강화

수입위생요건에 맞추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식약처장에게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해외식품 수입이

수출업소로 등록하기 이전에도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
제정(2016.2.4. 시행)되었다.
수입식품법 시행으로 그간 통관단계 검사 중심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전(前)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여 수입중단이 되었거나, 유해물질 함유 식품을 제조함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단계, 수입(통관) 단계, 수입 후(後) 유통 단계 등 3중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수출국가에서는 비식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여

있으며,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기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법령 및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법을 개정(2018.12.), 시행(2019.6.)하였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범위에 어류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지정하였다. 또한,

그러나, 최근 국회 등에서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요청에 무응답하여 고의적으로 현지실사를 받지 않고도 한국으로의 식품 수출이 가능한

124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수입수산부산물에 대한 수입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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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수입신고하는 자 등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해당영업자를

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1년간 특별관리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하여 매 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관리영업자에 대한 지정 대상 여부는 지방식품 의약품

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

안전청(이하, ‘지방청’)의 업무 수행과정(행정처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청에서 특별관리영업자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탁하여 특별관리 영업자에

과정에서 오염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식산업 확대 등에 따라 김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있는

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국내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고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 신고한 품목 중 부적합 이력이 없어

있는 중국산 김치에 대하여 2021년부터 HACCP을 의무적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안전성이 담보되었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연간 수입 계획물량을 사전에 승인받는 경우,

계획이다.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없이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위생 취약계층인 영유아 대상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수출국 현지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우수수입업자에게는

안전관리를 위해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혜택을 부여하였다.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해외제조업소는 신규 등록 시 현지실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 제조식품의 해외 수출 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관리제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 정보 제공 및 수입국의 현지실사 대응 등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최근 정부는 신 통상규범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수출지원 업무를 식약처장이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수출지원

Partnership, 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 Progressive Agreement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이 곤란하였다. 이에 국내 식품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체결을 추진 중에 있는데, RCEP 등 신 통상규범

제공,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기관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의

협정 이행 시 식품 수입국가의 의무사항이 추가 발생하여 협정 이행에 대비한 수출국

수출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식품안전관리 제도 동등성 평가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신규로 받으려고 하는 자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해외직구 품목 중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해외직구 식품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대신 받을 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주택용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물품창고나 영업장

위해우려 식품 통관차단 등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전시·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수입식품법의 관리 사각지대다. 이에 국내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해외직구

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대하여 위해식품 중개·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축산물 수입판매업자가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식품접객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식육의 종류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였으나, 식육의 종류 등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의무를 삭제하여 중복 규제를 해소하였다.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시행(2020.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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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2 식품

앞서 정보공개의 범위와 기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때에 마련하여 국민의

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 일본산 식품 한일 WTO 분쟁 승소

나. 일본산 식품 WTO 분쟁 상소 대응

2018년 4월 상소 제기 이후 관계부처와 분쟁대응팀을 구성하고 1심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패널이 고려하지 않았던 일본산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1) 추진배경

재분석하고 상소 심리에서 상소기구를 충분하게 이해시킬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우리의 일본산 식품 안전조치를 유지할

가) 일본산 식품

수 있는 중요 쟁점에서 2019년 4월 11일 최종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 진도 9.0의 대지진이 강타하고, 초대형 쓰나미가
후쿠시마 지역을 휩쓸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었다. 2011년 3월 14일부터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 등 식품안전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2013년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2013년 9월 9일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방사능 미량 검출 식품에 대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여 일본산 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식품안전 조치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우리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규정에 비해 과도하며 일본산에 차별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2015년

5월 21일 WTO에 제소하였다. WTO 분쟁해결기구 절차는 1심(패널)과 2심(상소기구)으로
진행됨에 따라 패널 단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고이며
이로 인해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영향으로 일본산 식품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식품안전 조치는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1심의 판정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8년 4월 9일 패널의 판정은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서 생산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1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상소를 제기하고

일본산 식품 한일 WTO 분쟁의 주요 경과
- 20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조치 실시
(일본 정부증명서 첨부 의무, 매 건 방사능 검사, 일본 출하제한 품목 수입금지)
- 20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2013.8.8.) 후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식품 중 세슘 기준 강화(370→100㏃/㎏)
- 2015.5.21. 일본 정부, 우리 측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분쟁과정에서 일부 조치*만 제기
* ① 8개 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20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공개
* 일 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20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20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공개
* 일 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분쟁에 대응하였다.
WTO 분쟁 대응과 함께 향후 분쟁결과에 대비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별 식품안전 대책을 검토하였다.

2019년 4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상소심의 판정보고서가 최종
채택되어 우리의 일본산 식품 안전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으나, 2013년 9월 9일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 발표 내용이 수출국 입장에서 충분한 내용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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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현재 외부 환경에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도록 완전히 폐쇄할 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재공표하고 2019년 6월 4일 WTO 사무국에 식약처가 일본산 수산물

없는 상황이며 30~40년 기간 동안 원전 폐로를 목표로 다양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임시특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표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방사능 오염 토양 등을 제거하는 제염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WTO 분쟁을 종료하였다.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과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2 식품

어렵다는 상소 판정 결과에 따라 임시특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1

한일 무역분쟁 승소 후 대통령 및 총리의 대응단 격려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선 방사능 정밀검사 장비와
인력이 도입되는 시점에 일본산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방사능 정밀검사를 현행보다 6배
분석시간을 늘려 촘촘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식품공전 시험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
대통령,
“적극·현장·공감행정 실천한 분들” 격려

국무총리,
한일 WTO분쟁 대응팀 격려

1) 추진배경
가) 일본산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증가

한일 WTO 분쟁 승소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토 유실 사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사고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방사능

등으로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2019년 8월 21일 과거 5년간

오염 정도와 관계없이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2013년 8월 일본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 2배로 검사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시점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귀 없는 토끼, 기형 토마토 등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기형 생물 사진과 함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우려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2015년 일본의 WTO 분쟁 제소와 더불어 2018년 2월 우리의 식품안전조치가 WTO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방사능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입한 신속검사법을 2020년 중 방사능

SPS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1차 패널 판정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이 수입될

분석 시간을 6배 늘리는 식품공전시험법으로 환원하기 위해 필요한 방사능 정밀 분석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2019년 최종 상소심 결과 발표 시점 전후로 다양한

장비 도입 예산(44억 원)과 실험실 정밀분석인력(12명)을 확보하였다.

시나리오를 고려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였다.
2019년 4월 11일 한일 WTO 분쟁 최종심 결과 우리가 승소함에 따라 방사능 오염에

3) 추진계획

대한 국민 우려가 다소 해소되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및 주변지역에서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의 유실, 방사능 오염수 관리 부실 등으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가)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오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관리 정책에 대한 소통과

2015년부터 시작된 일본과의 WTO 분쟁은 우리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으나 일본산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식품 방사능 정보(기준, 검사관리 등)를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조치는 WTO SPS 협정에 따라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상황을

홍보를 추진하였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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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2 식품

2) 추진성과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홍보 영상 광고

가) 온·오프라인 활용한 정보전달로 양방향 소통 활성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한일 WTO 분쟁 이후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식품 중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9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체험을 통한 오프라인 소통 등을 추진하였다.

네이버 배너광고

그림 2-2-4

KTX 열차광고

아파트 승강기 광고

카드뉴스

한일 방사능 WTO 분쟁 승소 등 대국민 소통

한일 WTO 분쟁 최종 결과 발표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정책홍보 컨설팅을
통해 소통 메시지 및 세부 홍보전략을 개발하였으나, WTO 승소로 현 조치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최종 승소 결과 설명과 향후 소통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수입식품 검사 현장체험을 통해 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슈 발생 시 객관적인 정보 전달자 역할을 유도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였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일본산 식품 등 방사능 검사 결과와 식품 중 방사능 관련 정보를

일본산 식품 WTO분쟁 승소(2019.4.12., KBS)

안전한 식탁 “이상무”(2019.4.25., KTV)

TVN 커버스토리 “후쿠시마 국제분쟁
기적의 승소”(2019.5.9., TVN)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강화(2019.8.21., MBC)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내부 직원 및 외부 어벤저스와 파트너 그룹 활동 등 개방형 소통을 추진하였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일본산 불매운동,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방사능 이슈에 대해 식약처의 노력과 관리를 설명할
수 있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정부청사 옥외 전광판, 언론사 및 주요 포털 사이트
배너, TV다시보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KTX·SRT, 영화관 광고 등을 통해
그림 2-2-5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하였다.

그림 2-2-2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온라인 이벤트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현장체험

3) 추진계획
현장체험

활어패류 수거

냉동 수산물 검사

가)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지속 추진
정부의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조치 등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검사결과, 기준 등)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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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한국으로 많은 양의 식품을 수출한 해외제조

예정이다. 식약처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의지와 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는 높이고 식품

업소를 중심으로 2019년 21개국 286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실사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양방향 소통,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 60개소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고,

방사능 인식도 조사,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등 대국민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정조치의 경우 시정완료 시까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검사를

2 식품

지속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부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현지실사 업무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사전
수입식품정책과 과장 최현철 ☎ 043-719-2170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표 2-2-2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현지실사 현황

2.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국 현지실사 강화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현지실사과)

가.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연도

2016

2017

2018

2019

업소 수(계)

365

406

407

458

식품

199

234

237

286

수산물

82

85

86

86

축산물

84

87

84

86

해외제조업소

1) 추진배경
해외작업장

가) 수입 전(前) 사전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통관단계 검사 강화만으로는 수입식품의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수입식품법을 제정·시행하여 한국으로 식품을

위하여 매년 2회 식품 수입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 및 계획수입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수입 전(前)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신속통관 제도 정책에 대해 설명회를 통해 신규 등록을 유도하여 우수수입업자를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해 위생점검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육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전 안전관리된 식품의 수입량이 증가하도록 하였다.

2) 추진성과

그림 2-2-6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6.00

가)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및 효율성 증대

5.00

식품 등을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주요정보(업소명, 주소, 생산품목 등)를 의무

4.00

등록하게 하여 해외제조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00

5.05

5.30

3.31
2.84
2.30

2.00

표 2-2-1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황

1.00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현지실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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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75,255

15,605

12.274

34,380

3,036

6,840

19,232

0.00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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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2 식품

현지실사 점검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실무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하였고, 현장 사례 위주의 사이버교육 심화과정을 개발하여 2020년부터는
운영하고자 한다.

그림 2-2-7

1) 추진배경
가) 축산물 해외제조업소 위생안전 확인

해외제조업소 점검관 역량강화 및 상향평준화 교육

축산물의 수입 전(前)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별 수입허용 절차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6단계의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와 위생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축산물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작업장 등록제도를 통해 사전 안전관리가 확인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정책방향

HACCP의 이해 및
선행요건 관리기준

제조업소 모의실사

모의실사 결과 토의 및
점검관 역량 평준화

축산물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해외작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수출국 국가체계부터 작업장 위생관리까지 촘촘한 위생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김치 등 국민다소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산 김치에 대해

2) 추진성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김치 제조업소 중 희망
해외제조업소 10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을

가) 수입축산물 수입위생평가체계 개선

실시하였다.

2019년 12월 말 현재 아르헨티나 등 51개국 105건의 수입위생평가가 진행 중이며,
2019년에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3) 추진계획

완료하였고, 아르헨티나,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3개국 8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덴마크, 러시아 등

가) 다소비 수입식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5개국 6건의 신규 수출위생증명서를 협의하여 완료하였고 미국, 태국 등 6개국 12건의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우려 해외제조업소를 중점적으로

수출위생증명서식을 개정하였다.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잠재적 위해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우수수입업소를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입위생평가 진행을 위하여 우선 식육에 대하여 수출국의

확대하여 품질 및 위생안전이 우수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함을 수출국이 우선적으로 입증하도록 평가체계를

계획이다.

개선하였다.

2021년부터 수입김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앞으로 김치

표 2-2-3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현황

외의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의무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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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현지실사과)
총계

수입허용
신청

설문서 송부
(1단계)

답변서 검토
(2단계)

현지조사
(3단계)

수입허용결정
(4단계)

위생요건/증명서식
협의(5단계)

51개국
105건

8/10

31/46

23/31

3/8

2/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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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수산물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2 식품

미국, 브라질 등 13개국의 등록된 해외작업장 86개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위생관리를 점검하였으며, 현지실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설 개보수 등 현지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다.

표 2-2-4

1) 추진배경
가)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위생안전 확인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현지실사과)
포장처리장

총계

12,723

도축장

2,075

보관장

식육가공장

1,302

8,342

유가공장

2,126

알가공장

180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2019년 칠레 정부와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2020년 2월 현재 베트남,

식용란

식육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6개국 7개 약정(중국은 수산물 및 활어 위생약정)을

178

2,412

운용하고 있으며, 매 수출제품마다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 전(前) 사전 안전관리를

※ 총계 16,615개소 중 업종별 중복업소 3,892개소를 제외하여 12,723개소

강화하고 있다(2020년 3월 칠레 위생약정 시행 예정).
또한, 수입식품법 및 위생약정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3) 추진계획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등 위해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집중 현지실사하여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수입중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가) 수입축산물 사전안전관리 강화
현재 수입위생평가 진행 중인 51개국 105건과 신규로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국가·품목에

표 2-2-5

위생약정국(6개국)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현황

대하여 상대국의 답변서 검토, 현지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안전한 축산물 수입을 위해 수입이 허용된 모든 축산물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수출국의 위생증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표준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현지실사과)
구분

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등록업소

4,452

1,985

715

491

216

876

169

공장

1,433

1,433

715

491

216

876

169

양식장

552

552

-

-

-

-

-

수출위생증명서식을 마련하고, 대상국가와 수출위생증명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입위생평가를 위해 식육에 이어 축산물 가공품 등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수출국의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함을 수출국이 우선적으로
입증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0년 본격 운영하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시 각

표 2-2-6

위생약정 비약정국(120개국)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현황

단계별 진행사항, 수출국 제출자료, 수출위생증명서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철저한 수입위생평가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작업장 점검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축장 등 업종별 현장실습을 강화한 현지실사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현지실사과)
계

일본

대만

미국

칠레

베트남

노르웨이

캐나다

모로코

기타

7,029

1,165

537

374

372

283

276

260

201

3,561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지실사단의 역량을 제고하겠으며, 수입위생평가로
신규 허용된 국가의 축산물과 부적합 및 위해정보 등으로 중점관리 대상 품목·국가로
선정된 해외작업장 위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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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작업장)이 상대 국가별로 상이한 수입위생

2 식품

2)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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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수입절차 등 비관세장벽과 정보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가) 수입식품 법령 및 하위규정 제·개정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13개국 86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및 수산부산물 해외제조업소 점검 시 시설 개보수 등 지적사항에 대해

2) 추진성과

현지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해외에서는 비식용이지만 우리나라 식습관에 따라 식용으로 수입되는

가) 축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국내 작업장의 수출작업장 등록은 수출희망 업체가 등록신청서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수입이 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만 수입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수입식품 법령 및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내 기준과 상대국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하위규정을 제·개정하였다.

식약처는 상대국 정부에 수출작업장 등록을 요청한다. 요청받은 상대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 법령, 조직, 위생관리시스템을 평가하고 국내 작업장

3) 추진계획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자국 내 위생관리시스템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 작업장
등록을 승인하고 있다.

가) 수입수산물 사전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를 확대하여 수출국의 수산물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출국 수산물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수출국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직접

현재 수출 축산물은 가금육 (가공품), 쇠고기 (가공품), 돈육 (가공품), 식용란 (가공품),
유제품이 9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상대국 현지실사 대응,
사후관리 및 수출정보 제공, 교육 등을 통해 수출업체를 연중 지원하였다.

확인할 계획이다.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된 수입 냉동식용어류머리·어류내장 등에 대하여 축산물과

그림 2-2-8

축산물 수출 절차 흐름도

같이 수입위생평가를 통하여 수입 허용을 결정하고, 기존에 특별위생관리식품을 수출하여
수입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3개국 12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것이다.
상대국
수출위생요건 확인

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

축종 및 품목
등록
수출작업장 등록
축종 및 품목
미등록

수출개시

수입허용요청

1) 추진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업체가 참여하는 국내 축산물 수출 지원을

140

가) 수출축산물 국내제조업소 등록지원

위한 ‘수출 축산물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여 對EU 가금육 수출, 對미국 삼계탕 및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작업장 등은 품목별로 상대국 정부가 요구하는

對싱가포르 삼계탕 수출 국내 작업장 현지실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미국

수출위생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상대국 정부에 수출작업장, 축종, 품목 등이 등록되어야

농무성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의 수출 삼계탕 작업장

하며 국가 간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가 발급되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현지실사,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의 수출 돈육가공품, 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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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

2 식품

식용란 작업장 현지실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축산물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신규 수출국가 및 품목 시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2020년 2월부터는 캐나다

가.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정부기관의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2개 업소가 삼계탕을 첫 수출 준비 중에 있다.

1) 추진배경
표 2-2-7

삼계탕 수출실적
(2019.12.31. 기준, 단위: 톤,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검역 통계)
연도별

가)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 중요성 대두
2019년 기준 수입 건수는 738,090건, 수입물량은 18,605천 톤으로 2014년 대비

2017

2018

2019

미국

610

643

733

일본

932

1,010

727

대만

345

376

302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위해정보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

홍콩

197

195

161

강화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

67

79

65

기타*

78

52

61

총계

2,229

2,355

2,049

국가별

수입 건수와 수입물량이 각각 33.2%, 13.7%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수입식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2) 추진성과

* 기타: 호주, 미얀마, 태국, UAE

가) 중점항목 집중검사로 수입식품 안전 강화

3) 추진계획

국가별·품목별·유해물질 검출 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른 무작위표본
검사를 차등 실시하고,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상과 중점검사항목을 선정 및

가) 수출기업 지원 확대

집중검사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위해정보 발생 시 국내

수출작업장 등록 이후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수출작업장의 위생 안전관리를

수입 이력 등을 분석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이 국내에

도모하여 부적합 등 반송 사례 없이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판매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관계기관 (농식품부, 지자체 등) 및 수출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 상대국의 국내
수출작업장 현지실사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수출국과의 축산물관리시스템의 동등성을

표 2-2-8

최근 5년간 수입식품(축·수산물 포함) 검사 현황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다.

(2019.12.31. 기준, 단위: 건, 천 톤, 백만 불, 출처: 수입검사관리과)

특히 2020년에는 수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작업장 등록을 위한 서류 검토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p)

상대국 수출위생요건 및 시설요건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하고, 수출 상대국 정보

검사 건수

598,082

625,443

672,273

728,114

738,090

제공 및 현장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수출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중량

17,064

17,261

18,296

18,554

18,605

금액

23,295

23,438

24,972

27,337

28,205

부적합 건수

1,397(0.23)

1,250(0.20)

1,279(0.19)

1478(0.20)

1,296(0.18)

수출지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 국가·품목
확대 등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괄호 안은 부적합률(%), (p)는 추정치

현지실사과 과장 신용주 ☎ 043-719-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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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2 식품

나)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

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전자위생증명서 발급시스템 흐름도
(출처: 수입검사관리과)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전(全)
3일(항공)에서 20일(선박) 소요

주기 통합·관리 및 분야별 (식품·축·수산물) 시스템 통합을 위해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 TF팀을 신설·운영(2018.12.~)하고,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호주 정부관

생산자

수출자

화물 운송자

수입자

한국 정부관

구축(2019.12.)하였다.
또한, 수입식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입식품법
종이로 된
위생증명서
출력

개정을 추진(2019.7. 의원입법)하였으며, 새로이 구축되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위해정보, 검사정보 등을 분석하여 검사대상 선정 및 집중검사에 활용하여 보다 더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호주
위생증명서
발급 시스템

다) 전자위생증명서 교환·인증 시스템 구축

발급 즉시

전자
위생증명서
전송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등의 수출·입 시 각 국가의 위생검사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

<전자증명서 중계시스템>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인정하여 증명서 분실 및 위·변조를 방지하고 그동안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위생
증명서 교환·인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다양한 조건으로 수입식품 정보를 실시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한 「수입식품정보마루」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실생활에서

2019년 6월 호주 정부와 양 국가 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인증 협력사업 추진을

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포그래픽 형태의 시각화된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입현황 정보제공 및 통계 데이터 다운로드, 다양한 조건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및 호주 정부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보완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호주 정부와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 식육제품과 라면 등 수출식품을
우선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모든 수출·입 식품에 대하여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3) 추진계획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대상 국가와 품목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가)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정착
(1)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전략화

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9년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 2020년 전략화, 2021년에는 활성화 단계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실현하고자 한다. 상세
추진사항으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 위해우려 식품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서 입력
오류 정보 등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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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2 식품

나. 위해우려 식품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확대 실시

(2)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통관·유통 검사대상 선정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관리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지실사와 통관·유통 검사대상 선정을 위한 위해도 분석 지원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

1) 추진배경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분석기법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자별(관리자, 검사담당자, 수입자, 대국민) 맞춤형 고품질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 수입식품 영업자 책임 강화
매년 수입식품의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만으로 정부가 통관단계

그림 2-2-10

검사를 지속적으로 늘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주도

관리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자 스스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확대하여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요구정보 대응
어려움
본부실무자

위해정보
검사정보
부적합정보

검사담당자

실시간 요구 정보제공
관리자

식품 DB

분석정보

본부실무자
본부실무자

위해정보

수입식품 등 영업자
일반현황
현황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축산물 DB

가공정보

검사정보

수산물 DB

통계정보

부적합정보

통계 및 분석 정보
수작업 처리

관리자
관리자
위해정보 검사추이
현황
현황

분석정보

통계분석시스템

가공정보

추출
수입식품
통합DB

통계분석
DB

통계정보

시스템 도입 前

검사담당자
검사담당자

가) 위해우려 식품의 수입 전 사전 안전관리 강화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통계 및 분석정보 제공
검사담당자

2) 추진성과

검사담당자
검사담당자

시스템 도입 後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영업자가 수입신고 전에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9년에는 태국·베트남 쿨란트로, 모든 국가의 보리순 함유제품 등 4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14개 대상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3) ‘스마트 현장검사 지원 시스템’ 구축

앞으로 ‘스마트 현장검사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바일을 이용한 수입검사 업무

표 2-2-9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운영 및 경과 현황

지원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종이 없는 현장검사 체계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2019.12.31. 기준, 출처: 수입검사관리과)

영업자 스스로 위해식품 정보 확인 후 안전한 식품만 수입하고 수입신고 오류를 예방하여

순번

오입력으로 인한 수입절차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높은 수준의

1

대상

검사항목

시행시기

비고

(중국·베트남·홍콩) 멜라민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수입자

포름알데히드

2012.7.2.

2013.11.
해제

2

모든 국가(고추 수입자)

잔류농약 96종

2012.10.2.

2013.11.
해제

3

(일본) 훈제건조 어육 수입자

벤조피렌

2013.1.2.

운영 중

4

벤조피렌 규격이 있는 품목을 수입하는 (주)농심

벤조피렌

2013.3.4.

2013.11.
해제

5

(중국) 집성목(集成木)으로 제조된 식품용 기구

포름알데히드

2016.2.29.

운영 중

위해정보 분석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신뢰 확보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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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검사항목

시행시기

비고

사이클라메이트

2016.2.29.

운영 중

6

(인도네시아산) 스낵과자류

7

(인도, 스페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천연향신료

금속성이물

2016.2.29.

운영 중

8

모든 국가(드럼스틱*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

금속성이물

2017.8.30.

운영 중

9

(대만) 망고

이프로디온,
클로르페나피르

2017.8.30.

2018.8.
해제

10

모든 국가(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

복어유전자

2017.8.30.

2019.8.
해제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도입
1) 추진배경
가) 우수수입업소 확대 필요
우수수입업소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매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수입식품의

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

2017.9.1.

운영 중

안전성 확보가 통관단계 검사에 그치지 않고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 관리를 통해

금속성이물

2018.4.23.

운영 중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우수수입업소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벤젠

2018.6.25.

운영 중

11

인도산 냉동냉장흰다리새우

12

모든 국가(히비스커스를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

13

중국(향미유)

14

폴란드·프랑스·이탈리아·독일·핀란드·오스트리아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방사능

2018.10.22.

운영 중

15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제품

금속성이물

2018.12.24.

운영 중

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도입

16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산 능이버섯

방사능

2019.4.23.

운영 중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수입업소의 수입식품에 대해

17

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

농약 6종**

2019.6.25.

운영 중

수입신고 즉시 통관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18

태국·베트남 쿨란트로

농약 5종***

2019.8.30.

운영 중

우수수입업소의 계획수입 통관 승인 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무작위검사뿐만 아니라 서류

19

보리순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

금속성이물,
대장균

2019.11.25.

운영 중

및 현장검사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수입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 드럼스틱:

이명(모링가, Moringa oleifera Lam) / ** 농약(6종): 메토밀, 사이할로트린, 보스칼리드, 클로르피리포스, 이프로
디온, 클로로탈로닐 / *** 농약(5종):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2 식품

순번

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2) 추진성과

제도를 마련하여 수입 전(前)단계부터 사전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2019년 11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속통관 대상을 정하여 제도 시행의

3) 추진계획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운영 절차 마련을 위해 관련 고시도 개정하였다. 원활한 신규
제도의 도입을 위해 2019년 10~12월에는 참여 희망업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가)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의 안전의식 제고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등 19개 제품을 지정하여

현재 운영 중인 검사명령 14개 품목 이외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 도입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통관단계의 검사를 수입신고 전에 영업자가 사전에 실시하는 ‘검사명령’ 대상으로 점차

개선하였으며, 제도 도입 시 많은 우수수입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함께

확대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일

병행하여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가 본격 도입·시행되는 2020년을 준비하였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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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양식청과 식약처 단독으로 ‘수입수산물 식품안전 약정’을 체결하였고 2020년 3월

2 식품

3) 추진계획

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 우수수입업소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책임 강화
2019년 말 우수수입업소로부터 신청받은 계획수입 물량 24개 업체 72개 제품에 대해

표 2-2-10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

2020년부터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여 우수수입업소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외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위주의 검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 수입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 확대

(2019.12.31. 기준, 출처: 수입검사관리과)
대상국

체결일

시행일

비고

2001.4.5.

2001.7.1.

수산제품

2004.12.16.

2005.10.15.

활어

수출입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약정

2000.7.6.

2003.4.1.

수산제품

인도네시아

수출입수산물 위생안전 약정

2005.9.15.

2005.12.14.

〃

태국

수출입수산물 위생안전 약정

2006.6.27.

2006.7.27.

〃

러시아

수출입수산물및수산가공품위생양해각서

2011.10.23.

2013.2.1.

수산제품 등

에콰도르

수출입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약정

2012.11.12.

2014.1.1.

수산제품

수입수산물 식품안전 약정

2019.3.27.

2020.3.27.

수산제품

중국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약정

중국

수출입활수생동물검사·검역약정

베트남

1) 추진배경
가)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필요
수입수산물은 전 세계 각국의 연안 해양오염 등에 따라 어획환경에서 위해우려가

위생 약정명

칠레

과중되고,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과다사용, 제조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으로 통관단계 검사 강화만으로는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와

3) 추진계획

같이 수입수산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가 된 수산물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국 정부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가)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적극 확대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
칠레 정부와 체결한 수입수산물 식품안전 약정 시행 (2020.3.) 에 대비하여 칠레

2) 추진성과

수산물 등록시설 한국 통보방법과 수입 통관단계 부적합 발생 시 칠레 측 통보방법 등
약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약정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다.

가) 수입수산물 식품안전 약정 확대

또한, 수산물 수입량이 많은 다른 국가와도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을 적극 확대하여

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가 관리하는 생산시설(선박 포함)에서 제조한 수산물만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매 수출 건마다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요구 및
수입통관단계에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수출국의 원인조사와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잠정

수입검사관리과 과장 이호동 ☎ 043-719-2201

수입을 중단하는 등 수출국 정부에 위생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생산단계부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사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난 2000년부터 주요 수산물 수출국과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2019년
초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 등 6개국 7개 약정을 운용(해수부·식약처 협업)하고 있었으며,
2018년부터 칠레 정부와 위생약정 체결을 위한 준비와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칠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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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2 식품

4. 수입식품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2019년 수입식품 수거·검사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수입유통안전과)

가.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기반 체계화
1) 추진배경

구분

계

식품
(가공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검사 건수

7,275

2,725

349

1,712

954

1,535

부적합 건수

64(0.9)

33(1.2)

16(4.6)

11(0.6)

2(0.2)

2(0.1)

* 괄호 안은 부적합률(%)

가)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기반 확충
수입식품의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및 통관단계 검사 외에도 국내외 위해정보, 사회적

특히, 2019년에는 위해우려가 있는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영업자가 스스로 검사하여

이슈 등을 수집·분석하여 위해우려가 있는 유통 중 수입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된 제품의

해당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제」를 도입하였으며, 통관단계

신속한 회수·폐기 조치 및 식품 수입·판매업체, 보관업체 등 영업자 지도·점검과 같이

부적합 이력이 높았던 보리순 분말(50%이상 함유) 제품에 대한 유통단계 검사명령(대장균,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시중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금속성 이물 검사)을 실시하여 부적합된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영업자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입 맥주에 농약(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이 검출되었다는 SNS상의 괴담으로

2) 추진성과

소비자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시중 유통 수입 맥주를 수거·검사하여 결과(적합)를
가) 수입식품 유통단계 안전 확보

신속·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국내 A형 간염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유통 중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단계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중국산 조개젓을 전수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는 등

확보를 위해 2017년 3월에 ‘수입유통안전과’를 신설하였으며, 수입식품법을 제정(2016.2.

국민이 불안해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위해우려 불안감 확산을 조기에

시행)하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등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차단하였다.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유통단계 안전관리

식약처 국민청원검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 다수가 검사를 요청하여 채택된

체계를 마련하였다.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자 지도·점검 및

수입 노니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와 단백질 보충제품(해외직구 제품 포함)

위해우려 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스테로이드계 의약품 성분’ 등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소비자 의견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다.

표 2-2-11

소비자단체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한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 품종 및 등급

2019년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수입유통안전과)

152

과장광고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점(음식점, 대형마트, 정육점

구분

계

점검업소

위반업소

등) 유통 실태조사와 스페인 정부에 이베리코 돼지 품질기준 등을 확인하여 이베리코

계

1,006

983

23

돼지고기 표시·광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협회, 육가공협회,

수입·판매업

663

646

17

식품산업협회, 대형마트 등 관련 업계 교육·홍보와 지자체에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

신고대행업

114

111

3

인터넷구매대행업

124

124

-

보관업

105

1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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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가) 수입식품 유통단계 안전성 강화

그림 2-2-12

어린이 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 국내외 회수 정보나 부적합 위해정보, 유통·

2 식품

확보할 계획이다.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프로세스
실태 조사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 명절·신학기·가정의 달 등 특정시기에 소비가 많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수입김치 소비실태
및 소비자 인식도
조사

■ 소비자 감시원
활용 유통단계별
위생상태 조사

안전성 검사

교육·홍보

■ 위생취약 우려제품
미생물(식중독균) 검사
■ 서류검사 통관제품
기준·규격 검사

■ 영업자·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 위생취약점 개선

또한,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베리코 돼지고기 취급 음식점 등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베리코
돼지고기 등급 등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여부

그림 2-2-11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통단계 검사명령 운영체계

영업자 검사명령

검사명령 이행

그림 2-2-13

이베리코 돼지고기 표시·광고 관리 방안

부적합
식약처

검사명령, 잠정유통판매
중단요청

수입자

검사
의뢰

식품전문
시험검사
기관
부적합

검사명령 대상업체 정보 등 통보

적합

이베리코(등급 포함) 표시·광고 시 실증자료 확보
수입자

성적서
제출

(보고)

지방청

결과보고

부적합 조치
지방청

수입자
자진회수

수입자 자진
회수 관리,
동일제품
수거·검사

식약처

증명서류 확보

수입업소

식육가공업
증명서류 확보
증명서류 확보
식육포장처리업
(제품명 표시,
식육판매업
위생증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제출)
즉석제조가공업

식품
접객업소
(음식점 등)

최
종
소
비
자

* 증빙(실증) 자료: 위생증명서,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등 이베리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의 경우, 과거 적발(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수입업체와 최근

또한, 고무장갑 등 기구 및 용기·포장(식품용 도안

표시제품 포함)을 수입하고자 하는

3년간 점검이력이 없는 수입실적 상위 업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위반우려가 높은

경우 식품용임을 확인하고, 식품용은 식약처에 반드시 수입신고하도록 교육·홍보를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재발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에 집중할 예정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수입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통·보관상태 조사, 안전성검사 등을 통해 수입김치의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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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 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 대상 무신고 식품 판매 행위를 집중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예시
식품용 기구(예시)

식품용 용기·포장(예시)

공기, 대접, 접시, 수저, 젓가락, 포크, 물통, 도마, 가위, 칼,
국자, 주걱, 뒤지개, 강판, 거품기, 채칼, 계량스푼, 주전자,
냄비, 코펠, 절구, 고기불판, 김발, 빵틀, 얼음틀, 후라이팬,
전기튀김기, 믹서기, 커피머신, 분쇄기, 분유케이스, 젖병,
야채탈수기, 여과지, 장갑, 일회용 장갑 등

두유·우유·주스팩, 과자등포장지, 유통용유리·플라스틱병,
햄버거포장지, 레토르트파우치, 피자박스, 케익박스,
유통용도시락용기, 소시지케이싱, 치즈필름, 순두부포장지,
캔, 화과자 등 용기, 초밥용기, 샌드위치포장, 포장용 죽
용기 등

2 식품

그림 2-2-14

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단속(지자체 상시점검, 농식품부 등과 정부합동단속)하여 위반업체는 고발(해당제품 압류·폐기)
조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쇼핑몰, 개인 SNS 포함)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법 축산물
판매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밀집지역 내 상가 번영회와 협력하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방자치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단지(중국어 등 다국어)를 배포하는 등 불법 수입식품등 판매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도 실시하여 수입식품을 통한 ASF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표 2-2-13

2019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수입유통안전과)

구분

누계

1~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점검업소

7,774

992

301

1,255

1,401

1,172

662

430

1,561

위반업소

35

15

14

1

-

5

-

-

-

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강화를 통한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
그림 2-2-15

무신고식품 판매 금지 예방 홍보 캠페인 사례

1) 추진배경
가)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 안전관리
2018년 8월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ican Swine Fever,
ASF)으로 2019년 범부처(농식품부, 관세청, 경찰청, 환경부, 지자체 등) 차원의 ASF 국내 유입

방지 예방 대책이 추진되면서 농식품부에서 국경단계에서의 검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무신고식품 판매금지 캠페인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주변 현수막 설치 예방 홍보

여행객 등이 불법적으로 반입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유통·판매 차단 등에 대한 유통
안전관리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2) 추진성과

3) 추진계획
가)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홍보활동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식품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ASF 발생 국산 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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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법 수입식품 판매 단속으로 안심 구매 환경조성

가공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무신고 수입식품

불법 반입 무신고 축산물 등이 판매될 개연성이 높은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전국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 포함) 및 무신고 식품 판매 금지 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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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표 2-2-14

2 식품

홍보활동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통관단계 적발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수입유통안전과)

그림 2-2-16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방안

①수입 차단
■ ASF 발생국 돼지
고기 및 돈육가공품
(멸균제외) 수입금지

②불법판매 상시 점검
■ 상시점검(월 2회 이상, 지자체)
■ 정부합동 특별 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경찰청-지자체)

③인터넷 차단
■ 상시

모니터링
■ 불법

축산물 판매
사이트 차단

④홍보 및 협력

구분

2016

2017

2018

2019

검사 건수

24,099

30,615

18,507

28,561

적발 건수

8,242

10,688

9,608

7,545

■ 캠페인,

전단지
배포 등 예방홍보
■ 관계부처 협업

특히 다이어트, 근육강화,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후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경우 관세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관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다.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표 2-2-15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현황

1) 추진배경
가) 비정상 수입식품 반입 급증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자가소비 목적의 해외직구 식품 반입이
급증(2015. 476만 건→2018. 997만 건)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식품과는 달리
식약처에 수입신고가 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규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수입유통안전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검사 건수

444

902

1,002

1,300

1,300

부적합 건수

99(22.3)

107(11.9)

163(16.3)

95(7.3)

125(9.6)

* 괄호 안은 부적합률(%)

또한,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안전성 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정상적으로 통관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할 것을 권고하는 등 소비자
대상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안전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 해외직구

2) 추진성과

정보방을 통해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공개하여 해외직구로 식품등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
식품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 또는 식품원료와 이를 함유한 해외직구 식품에

3) 추진계획

대해서는 식약처-관세청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에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세청에 식품 검사 인력을 지원하여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위해우려 식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환경 조성
해외직구 식품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및 구매·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차단대상 유해물질 지정 및 이에 대한 검사법 확립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위해정보 및 관세청 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구매·검사에 활용하고, 차단 대상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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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6

최근 5년간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 구매·검사 현황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관차단 대상 제품 정보 및 해외직구 식품 구매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

(

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위해·예방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홍보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등과 협력하여 구매 또는 판매단계에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해외직구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대하여

2 식품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통관차단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수입유통안전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검사 건수

897

1,230

1,166

1,182

1,354

부적합 건수

49(5.5)

33(2.8)

22(1.9)

16(1.4)

11(0.8)

* 괄호 안은 부적합률(%)

3) 추진계획

위해식품 중개·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로(Zero)화

라. 보따리상 휴대반입 식품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을 차단할 계획이다.

1) 추진배경
수입유통안전과 과장 김 솔 ☎ 043-719-6251

가) 휴대반입 식품 안전관리 필요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오가며 관세 및 시세차익 목적으로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 신고대상이

5.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아니므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국내 반입 및 유통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가.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강화
2) 추진성과
1) 추진배경
가) 휴대반입 식품 구매ㆍ검사로 부적합 식품 차단
자가소비 목적으로 반입되는 개인 휴대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중국

가)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3

및 일본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4개의 항구(인천, 평택, 군산, 부산)에서 관련 제품을

유전자변형식품 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주기적으로 구매하여 검사하고 있다. 주요 반입되는 제품은 농산물(대두, 율무, 참깨, 건고추,

지침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시작하였다. 2004년부터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안전성

녹두, 팥, 메밀, 마늘, 땅콩) 및 가공식품(참기름, 과자, 캔디류 등)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 시 해당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제품을 관할 세관에 통보하여 일정기간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않은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3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생산된 농·축·수산물·미생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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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신소재식품과)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신소재식품과)

민원안(개발사) 심사 신청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

협의심사
요청

작물재배환경(농식품부)
자연생태계(환경부)
해양생태계(해수부)

결과통보

안정성 심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정성심사위원회

시험법
검토요청

시험법 확립 및 고시
시험법 검토 및 확립
(식품위해평가과)
시험법 공전 등재
(식품기준과)

구분

농산물

미생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승인 품목 수

173

6

25

* 농산물(173): 옥수수 89, 면화 30, 콩 29, 카놀라 15 등

3) 추진계획
가) 유전자변형식품 사전 검토제 실시

결과
보고서(안)공개

공개의견수렴(30일 이상)
처리기간
270일

홈페이지 공개
의견제출

정책메일서비스(PMS)

경험이 없는 신청자, 새로운 단백질 발현 품목을 신청하려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심사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
결과공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시 자료 보완율 감소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신청

최종 심사(승인)

결과통보

나.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제도 운영
2) 추진성과

1) 추진배경

가)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현황

가) 근거법령

2019년에 최초 심사 5건과 재심사 대상 3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유전자변형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승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안전성 심사를 통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의 식량 자급도, 사회·경제적 여건 등 국가별 상황에 따라 그 대상

농산물 173건(옥수수 89건, 콩 29건, 면화 30건, 카놀라 15건 등), 미생물 6건, 유전자변형

품목 및 방법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25건 등 총 204건이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결과 보고서 (안) 에 대한 대국민 공개의견수렴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팝업존을 추가하여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하고

4

우리나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관련규정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책메일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4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는 제정(2000.)과 6번의 개정 이후, 정부조직 개편(2013.3.)으로 GMO 표시관리가 식약처로
일원화되었으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통합하는 표시기준 제정(2014.4.) 및 개정(2017.l., 2018.8.)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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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고시의 개정에 앞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 범위가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 관련 규정 및 표시방법 등
(2019.12.31. 기준)

구분

식품위생법

법 조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의2

제56조

제12조의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관련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표시대상

안전성 심사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 식품용으로 승인된 품목(2019.12. 현재):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해당 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 포함) 6개 작물이 있으며, 현재 유전자변형축수산물은 승인된 품목이 없음

표시
의무자

표시방법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가공식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등을 사용하거나, 스티커, 라벨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용기·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하며,
주 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OO포함식품’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주 표시면에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당해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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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2018.2.9.)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조화되도록 이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올바른 정책도모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그간 소비자단체, 산업체,
5

학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가 운영되어 왔으나,
2018년 5월에 협의체 운영이 종료되었고, 직접적·실질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새로운
협의회가 2018년 12월에 출범하였다. 새로운 협의회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2018년 5월 8일 발표함에 따라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에 대한 현황·이슈 등을 점검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개선방안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추진계획
가) 향후계획

2) 추진성과

정부 주도의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단계적 강화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 그간 추진내용
그간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면제를 위해서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중

다.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등 안전관리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도
인정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영업자가 세 개의 서류 중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1) 추진배경

제출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2018.8.27.)하였으며, 최근
표시대상 원재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공보조제 정의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가)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시 안전관리

규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표시기준을 명확히 하였다(2019.10.28.).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로 2019년
수입량은 약 215만 톤(대두, 옥수수)이며, 브라질, 미국 등 주요 재배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법률」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승인 절차와

5 2013년 4월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단체(8명), 산업계(8명), 학계 등 기타(4명) 등 20명으로 구성(32회 운영)

164

165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2 식품

3) 추진계획

통관검사 후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적절한 취급 및 환경방출(또는 환경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하역 (보관), 운송업체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에

환경방출(또는 환경유출) 등 비상조치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한 환경유출 방지대책, 구분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업체별 안전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있다.

수입승인을 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취급 단계별(수입·제조, 보관, 운송), 대상별(시설·설비, 작업자,

2) 추진성과

작업장)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입 매 건마다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담당자 역량 강화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업체의 밀폐보관(운송), 구분 관리, 환경모니터링 실행 여부

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등 사후관리

등 취급·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및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취급 업체

1) 추진배경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가)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관리 체계확립
표 2-2-19

유전자변형식품 등으로 표시하여 수입신고된 제품은 수입단계에서 적절하게

최근 5년간 식품용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승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천 톤, 천 달러, 출처: 수입유통안전과)

구분

소계

대두

옥수수

2015

2016

2017

2018

2019

건

121

105

123

116

109

중량

2,145

2,004

2,254

2,207

2,155

금액

662,484

596,899

664,639

692,540

637,994

건

39

40

40

40

39

중량

1,029

982

1,043

1,049

1,003

금액

433,144

397,757

436,455

451,958

397,514

건

82

65

83

76

70

중량

1,116

1,022

1,211

1,158

1,152

금액

229,340

199,142

228,184

240,582

240,480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3월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제도
사후관리를 식약처 일원화)되어 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관리가 체계화되었다.

2) 추진성과
가)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 지속점검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식약처와 지자체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제조·유통단계의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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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지도·점검 현황

2 식품

표 2-2-20

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수입유통안전과)
연도

지도·점검

수거·검사

위반사항

총계

11,851

3,441

35

2015

2,839

629

5(미표시 5)

2016

2,169

726

13(미표시 13)

2017

2,022

688

6(미표시)

2018

2,682

913

10(미표시 9, 기타 1)

2019

2,139

485

1(미표시 1)

표 2-2-21

1) 추진배경
가) 현황 및 필요성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육·정보제공이 필요하다.

2) 추진성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조사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수입유통안전과)

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인식 개선

연도

지도·점검

수거·검사

위반사항

총계

14,838

1,847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선택할

2015

2,783

665

-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초·중·고·대학생, 회사원, 주부, 급식관리자 등을

2016

3,007

533

-

2017

3,019

373

-

2018

3,014

194

-

2019

3,015

82

-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소재식품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기사 게재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추진계획
3) 추진계획
가) 맞춤형 교육 및 소통 강화로 올바른 정보 제공
가) 관련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원료(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방청 일제점검, 지자체 연중 지도·점검을

중·고·대학생, 주부, 급식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소재식품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청·지자체의 유전자변형식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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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section 3

바. 새로운 식품원료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1) 추진배경
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식약처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하려는 식품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과학적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해당 신청자에 한하여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2) 추진성과

1. 식품 기준·규격 개선

가) 사전 컨설팅 등으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확대
2019년에는 새로운 식품원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기술상담’, ‘채움토의’ 등
사전 컨설팅 및 정부기관·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27회 실시하여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미네랄,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파비플로라 생강 뿌리 분말 등 새로운 식품원료 6건을
인정하였다. 또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된 원료 중 핑거라임(3건)은 식품공전에

1) 추진배경

등재됨으로써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원료로 전환되었다.
가) 인구 및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3) 추진계획

국가 간 식품 교역 증가 및 식생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식품 중 잔류물질, 유해오염물질,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기준이 설정되지

가) 부처간 협업 강화로 새로운 식품원료의 효율적 인정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환경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상담’, ‘채움토의’ 등 사전 컨설팅을

등에서 유래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해오염물질의 노출 저감화 방안 마련 및 주기적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식물, 곤충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식품원료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규격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유해오염물질은 기후변화, 식품소비패턴변화 등에 따라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어
식품의 오염도 및 식품 섭취량 조사 등을 통한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노출량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신소재식품과
식품표시광고정책TF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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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과장
과장
과장

박종석
최종동
이호동
김 솔

☎
☎
☎
☎

043-719-2351
043-719-2191
043-719-2201
043-719-6251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과 축·수산물에 농약 불법사용, 그리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수산물의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에도 PLS의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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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식품안전 기준·규격 강화와 더불어 산업 현장의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제품의 생산·

소요 기간

⑦ 자체 규제 심사

■제·개정(안)의 자체 규제 심사: 규제의 필요성, 명료성,
규제비용 등

■통상 30일

⑧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 규제
심사

■45~60일
「행정규제기본법」

⑨ 고시

■고시문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
■시행일 및 경과조치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행정예고부터 150일

유통·소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식품 산업 활성을 위해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규격 개정이 필요하다.

내용

2 식품

새로운 안전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추진성과
가) 기준·규격 제·개정 절차 및 주요 내용

최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종 유해물질의 발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해당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노출량

식품산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식품원료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산업발달에 따른

분석 및 위해성평가 등의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환경오염물질 생성 등의 사유로 유해오염물질 규격은 강화하고, 품질기준은 완화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준 및 규격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개정을 위하여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내 의견수렴(20일 이상), 세계무역기구(World

식품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완화하여 다양한 식품을

Trade Organization, WTO) 통보 (60일 이상) 를 거친 후,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예로, 저위해성 식중독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축산물심의위원회에서 기준안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미생물의 특성을 반영한 장류 등의 정량규격을 개선하였으며, 다양한 식품 개발 요구에

심의하였다. 심의 후 원안 통과된 기준안 중 규제심사 대상인 기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른 식품원료를 추가로 인정하였다. 한편, 안전성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는 사용을

자체규제심사 및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친 후 고시하였다.

금지하였다.
농산물 농약 PLS의 전면 시행과 함께 PLS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표 2-3-1
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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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재배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절차
내용

소요 기간

농약 잔류수준이 유사한 농산물의 잔류자료를 모아 다양한 농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확대하였다.

① 근거마련

■식약처 발굴(개인·업체 의견, 모니터링 결과), 시·도
의견, 타부처 의견, 소비자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전문가협의회에서 검토

-

② 초안 작성

■모니터링, 섭취량 자료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기준·규격 초안 작성

-

③ 관계 부처 협의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등) 사전 협의 및 식약처 내 사전
검토

-

④ 규제대상

및 부패영향
평가

■고시안의 규제대상 여부 심사(국무조정실) 및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⑤ 행정예고,

WTO 통보 및
의견 수렴

■국내 : 행정절차법
■WTO SPS 규정

■국내: 20일 이상
■WTO: 60일 이상

⑥ 식품/축산물

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와 검토한 후 제·개정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국민참관인제도에 따른 일반 국민의 심의위원회 참관

■통상 10일

축·수산물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농약) PLS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용금지물질
확대,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 신설, 잔류허용기준 확대 등 기준운영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잔류물질 안전관리
범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을 위해 부처별 해결과제와
세부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유해오염물질의 노출 저감을 위해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성 물질(요오드, 세슘) 기준을 강화하였다.

173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구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
기준·규격 제·개정 내용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쿠네아타산사, 호손 삭제 등)
■농약 디클로베닐 등 12종 잔류허용기준 개정
■미역귀를 포함한 미역에 납, 카드뮴 규격 신설
■과일 등을 주원료로 한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500→1,000ppm 이하)
■원료로 사용되는 제한적 사용원료의 사용기준 개선
■식품원료목록 정비(지중해담치 등 수산물 3품목, 미생물 7종 추가 등)
■농산물의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 개정(대상성분을 473종으로 확대)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대상물질명과 잔류물의 정의 명확화
■겐티안바이올렛 등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5종) 추가
■스트렙토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16종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 중 항균제 등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90→99종) 확대
■식품 중 레바미졸 등 동물용의약품 16종 시험법 개정
■농약 이미녹타딘 등 7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농산물 중 퀴녹시펜 등 농약 4종 시험법 신설
■방사성 요오드 기준 및 세슘 기준 개정

식품

구분
일자

2019.1.31.

2019.3.8.

기준·규격 제·개정 내용

2 식품

표 2-3-2

3절 과학적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일자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 허용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산성제품을 살균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냉동생지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 적용 제외
■식염 중 염화나트륨 규격과 중복되는 ‘총염소’ 규격 삭제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첨가물 사용기준 적용 원칙 설정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공식품을 단순 개봉하여 제공하는 경우, 대장균 규격 적용 제외
■금속성 이물 시험법 개선(점도개선 등)
■비타민 A 및 비타민 E 동시분석법 신설
■농약 이미녹타딘 등 16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농산물 중 농약 스트렙토마이신 시험법 신설
■패류 및 갑각류 중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 시험법 신설
■록사손 등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2종) 추가
■식품 중 가미스로마이신 잔류허용기준 신설
■니트로빈 등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 확대(50종 → 62종)
■축산물 중 피디플루메토펜 기준 및 시험법 신설

2019.10.14.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통계적 개념의 정량규격 도입
■젤리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동물성원료를 가열조리하는 경우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조리식품의 기준 마련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콜레스테롤 시험법 중 추출용매를 헥산으로 변경하고 시험용액 조제방법 개선
■산화방지제 시험법 중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방법 명확화
■타르색소 시험법 중 젤라틴 함유 캡슐형 제품의 시험용액 조제방법 마련
■인삼·홍삼성분 확인시험법의 표준용액 제조, 시액 등 명확화 및 HPLC 기기분석법 신설
■농약 델타메트린 등 8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농산물 중 농약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7종 시험법 신설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13개 시험법 신설 및 개정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
■축산물 중 린단 등 잔류물질 10종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시험법 개정 및 신설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지침 개정(별표 7)

2019.12.30.

식품
2019.4.26.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중 냉각온도 범위 명확화 및 냉장온도로 냉각하여야 하는 조리된
식품에 ‘밥’ 제외
■수분함량이 낮은 (15% 미만) 가공두부의 실온 보존·유통 허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
개정
■식초 및 과실주에만 사용가능한 오크칩(바)을 식초와 주류 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료
사용범위 확대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시, 검체채취결정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대상 명확화
■비타민 B1 시험법 개정, 말토올리고당 시험법 개정
■사카린나트륨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 시 시료를 물로 추출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개선
■위생지표균 정량 시험 시, 추정시험에서 계수된 집락수가 규격 이하인 경우 확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생물 선택배지 추가
■원유·식육·식용란 시험법의 시료 채취량 통일
■대장균군 완전시험 시, 추정시험 반복확인 삭제 및 배양온도 편차 허용범위 확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시험 시, 평균 집락수를 계수하도록 시험법 명확화
■장염비브리오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PCR) 신설
■포몹신 시험법 신설
■루핀알칼로이드 시험법 신설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의에 대한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반영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불검출 규격 삭제
■소스류에 대한 타르색소 불검출 규격을 허용외 타르색소 불검출로 개정
■식약처 고시 제2018-98호 부칙개정
■축·수산물 중 에톡시퀸 등 잔류물질 3종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및 개정
■축수산물 중 도라멕틴 등 동물용의약품 13종 시험법 개정
■마비성 패독 시험법 개정

2019.7.3.

■탁주, 청주, 약주의 총산 규격 삭제
■영아용 제품에 한해 멸균제품으로 제조하도록 하고, 유아용 식품은 살균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2019.7.25.

■분말형태의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2019.9.23.

나) 분야별 성과
(1) 식품일반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안전한 범위에서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식품 기준·규격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예로,
날로 커지는 배달식, 가정간편식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위해요소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접객업소를 위한 위생적 조리 안내서와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를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햄버거 패티 등 세균 증식 가능성이 높은 분쇄육의 냉장온도를
강화(10℃→5℃)하였고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생굴, 과메기, 깐 밤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의 식중독균 규격을 강화하였다.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라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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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일을 주원료로 한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을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게
완화하였고, 탁주·약주·청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하여 과일 등의 신맛을 강조한 다양한

2020년에는 유가공품 중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해 위해요소분석을

2 식품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을 신설하였다.

3절 과학적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실시하고, 김치류, 절임류 등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하여 통계적 개념이
도입된 정량규격을 설정을 위한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하였다.
또한, 멸균제품으로만 제조하여야 했던 유아용 액상제품을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4) 건강기능식품

살균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유성분이 주원료임에도 유 (乳) 의

L-글루타민 등 기능성원료 17종의 재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2019. 12.30.)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등의 규격을 적용받지 못했던 제품의

언론을 통해 주요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며, 2018년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루코사민

안전관리를 위해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신설하였다.

등 5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과 기능성 내용 등을 개정하였다. 2020년 재평가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성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 중심부까지 잘 익히도록 조리기준을

인정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홍삼 등 8종 기능성 원료를 2019년 8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신설하였고,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되는 이슈를 고려하여 분말형태의
제품 제조 시 반드시 쇳가루 제거공정을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5) 잔류농약

2020년에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메디푸드) 의 시장

농약 오·남용 예방, 수입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PLS를 2019년 1월

잠재성을 고려한 식품 분류 체계 개편과 기준·규격 개선 등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였다(고시 제2018-8호, 2018.2.22.). 농약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PLS는 종합계획 수립(2011.10.)을 시작으로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2016.12.)하였으며, 2019년 전면시행을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 부처합동으로

(2) 식품원료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농약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하면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상사례 등 인체영향자료, 독성시험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똥쑥 등 식품원료 500품목의

PLS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8년에 구성·운영한 식약처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재평가를 완료하였고, 환각유발물질인 L-dopa 성분이 확인된 벨벳빈의 열매와 과량 섭취

농식품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를 2019년에도

시 낙태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왕백산차, 좁은백산차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지속적으로 운영(4회)함으로써 PLS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국내 농업인 대상 농업현장 방문, 교육 및 간담회(10회)를

(3) 미생물

미생물은 가공공정에 따른 제어가능 여부,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정성 또는
정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식중독균(바실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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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으며, 주한외국대사관,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5회)를 개최하고 주요
수입국인 중국, 미국 및 필리핀 정부, 수출협회 등을 대상으로 PLS 관련 설명회(3회)를
개최하였다. PLS 농약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3회) 등 교육·홍보에도 노력하였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정량규격 설정을 위해

한편 PLS 시행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에 설정된 잠정기준

위해평가를 통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조림류 등 8개 식품유형에서 황색포도상구균,

3,500여 건에 대해 과학적 시험자료에 근거하여 605건을 정식기준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5,000건의 오염도 조사를

국내 및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은 통상적인 기준설정 절차를 통해 수박의

수행하였고, 2018년도까지의 오염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류, 젓갈류 등의

델타메트린 기준 등 639건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국내외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였다.

대해 인체에 안전한 수준에서 총 204종 농약 1,244개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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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프로사이미돈, 플루퀸코나졸)에 대한 박과과채류 및 엽채류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도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0.03㎎/㎏에서 0.01㎎/㎏으로 강화하였다(행정예고 2019.12.30.).

2 식품

이 중에는 연속재배에 따라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비의도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농약

셋째, 사용허가에 따른 가미스로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17종 및 사료이행 등 비의도적 잔류에
따른 린단 등 농약성분 14종에 대해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포함되어 있다.
PLS 시행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농민, 수입업체, 외국정부 등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제도추진 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증가를 우려했던 부적합률은
유통농산물의 경우 PLS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2018년 1.1%에서 2019년 1.0%로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고, 국내 농약 출하량도 2018년 대비 8.6%가 감소하였다.

넷째, 인체에 위해가 없거나 축·수산물에 잔류하지 않는 물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목록(동물용의약품 177종, 농약 61종)을 신설하였다.
또한,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PLS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4회)를 운영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실무회의(3회)를
통해 관련부처가 서로 협의하여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의 단계별 도입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림 2-3-1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

농민대상 PLS 인지도 및 농약 출하량 변화
85.4%

대비 사전 준비 및 제도 정비 등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17.2천 톤

71.5%

15.7천 톤

51.3%

⇣8.6%

(7) 유해오염물질
6

납, 카드뮴 등 19종 유해오염물질 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노출량이 안전한 수준이
2018
상반기

2018
하반기

2019
하반기

PLS 인지도

2018
1~11월

2019
1~11월

농약출하량

유지되도록 관리하고자 유해오염물질 오염도를 전국 단위로 매년 모니터링하고,
2019년에는 3-MCPD, 멜라민의 기준·규격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식생활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산물(미역)의 납·카드뮴
기준을 신설·강화하였고, 수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의

2019년 PLS 전면시행으로 일률기준 적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강화와 검사항목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통해 간장 중 3-MCPD 기준과 어린이

확대 (370종→473종)에도 불구하고, 농약의 등록 및 기준 설정 확대와 함께 농업인,

기호식품인 캔디류의 납 규격을 강화하고 기후온난화로 우려되는 독소(기억상실성 패독)의

농약판매상 대상 교육·홍보, ‘농약 안전관리 판매 이력제’ 시행(2019년 하반기) 등으로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예고하였다.

PLS가 빠르게 연착륙될 수 있었다.
그림 2-3-2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기준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

(6)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농약성분

2019년은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기반 마련 첫 단계로, 기준운영 체계개편을
통해 ‘안전과 관련한 기준은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하였다.
첫째, 발암성, 유전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록사손 등 7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확대(18종→25종)하였다.
둘째,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통한 항생제 내성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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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금속(7종,

납, 카드뮴, 비소, 총수은, 메틸수은, 주석, 무기비소), 곰팡이 독소(8종,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아플라톡신
M1, 파튤린,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3-MCPD, 벤조피렌, 다이옥신, P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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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도 김치, 조미김, 쥐치포 관련 수출입 현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수 있는 조리·섭취가이드 등을 제작하여 웹진(열린마루)과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출 해조류의 요오드 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호주, 독일과 논의한 바 있으며,

홍보하고, 화분 중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권장규격을 운영하여 위해 우려 유해물질의

FTA 체결 국가인 필리핀의 식품 기준·규격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국내 업계에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제공하였다.

그림 2-3-3

유해오염물질 노출 저감을 위한 조리·섭취가이드 홍보자료(열린마루 웹진)

2 식품

더불어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유해오염물질 노출 저감을 위해 국민들이 쉽게 실천할

(9)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개선사항에 대해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재외공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32회)하였고,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식품원료 등
전반적인 내용 이해와 기준·규격 해석능력 강화를 통해 식품위생업무에 활용하기
2019.2., 벤조피렌

2019.3., 중금속

2019.4., 아플라톡신

2019.5., 무기비소

2019.6., 오크라톡신A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공전 이해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0) 관계기관 간 부처협업 강화
2019.7.,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2019.8.,
아크릴아마이드

2019.9., 방사선

2019.10., 3-MCPD

2019.11., 다이옥신

다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원료,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오염물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협의체’ 및 ‘식품 중 오염물질 관리

(8)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식품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관련부처 협의회’를 운영하여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였다.

‘식품등의 기준·규격 개선 협의체’를 2013년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체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 해마다 참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2-3-4

PLS 부처합동 보도자료(2019.7.17.) 및 홍보자료

2019년에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 13번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발굴된 32건의
기준·규격 개선 안건 중 접객업소 조리식품의 대장균 규격 개선 등 21건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준·규격에 반영하였다.
또한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토를 통해 수산물 10종, 농산물 2종,
미생물 12종의 식품원료를 확대하였으며, 25회에 걸쳐 각 분야 식품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규격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과 식품기준 부분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019년 6월 제10차 협의회에서는 중국에 조미김, 젓갈, 냉동 삼계탕의
기준 개정을 요청하여 국내 식품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고,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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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PLS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식품

3) 추진계획

3절 과학적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규격 미설정 식중독균에 대해 식중독 발생사례 및 주요 외국의
가) 식품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식품안전기준 마련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 안전관리 방안을 필요시 마련할 것이며, 수온상승,

식품위생법 제7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어획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유입된 어종 및 국내 특용작물 등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재평가 등)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원료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시) 및 제2차(2020.~202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19.12.)에 따라

기준·규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유해오염물질 19종에 대한 오염도조사를
식품기준과 과장 이강봉 ☎ 043-719-2415
유해물질기준과 과장 이동호 ☎ 043-719-3852

매년 실시하고, 한국형 총식이조사를 통해 식품 섭취단계에서의 오염물질의 총 노출량의
변화를 분석하여 오염물질의 기준규격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제1기 식품원료 재평가 사업(2019.~2022.)을 지속 추진하여 식물성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개선

기술의 발달로 콩고기, 배양육 등 육류 대체식량이 새로운 식품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체
단백 식품 등 신개념 식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관리

2020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어르신, 환자에게 맞춤형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별도의 식품군으로 개편하고 당뇨, 신장, 장

1) 추진배경

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식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밥·국·반찬으로 구성된 ‘식사 관리용
식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선
7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해오염물질

식품첨가물 을 사용하여 식품의 제조를 원활히 하고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 외에도 가정간편식(HMR)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지정, 사용기준 개정 등

대한 유해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식품의 아플라톡신 기준·규격을 재평가할

기준·규격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예정이다.
농산물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부적합이 증가하지

나) 식품첨가물의 안전 인식개선

않도록 잠정기준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정식기준으로 전환하고,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특히,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부정적인 언론 보도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하며, 동시에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수입식품

등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소비자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로부터 이관된 업무인

중심의 생활밀착형 안전정보 제공 등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식품첨가물의

생산단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확대하여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예정이다.
더불어, 축·수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와 협의하여 우선 주요 축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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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품첨가물(食品添加物):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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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강화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산화질소를 본래의 분사제 용도가 아닌 환각의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오용사례를 방지하고자 소형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수입·유통을 금지하고 2.5L 금속제 고압용기에만 담아 제조·유통하도록 하는
아산화질소의 제조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식품첨가물의 직접섭취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술적 목적(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 이외의 용도 사용을 금지하여
식품첨가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식품첨가물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다.

나) 식품첨가물 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규제를 개혁하고자 천연향료의 제조 시 단순 증류,
추출뿐만 아니라 발효, 효소처리 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가공보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가공보조제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를 완화하였다. 또한, 식품의 외부장식으로 금박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마요네즈에 소브산과 소브산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하였다.

다) 국내 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지원
미래먹거리 산업 중 핵심인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하여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 및 사용기준을 신설, 암모니아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였고, 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의 목록을 마련하였고
이들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예, 효소제 등)의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를 완화하였다.
2019년에 추진한 식품첨가물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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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2 식품

2) 추진성과

3절 과학적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현황
주요 개정 내용

일자

●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 가공보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
- 향료의 신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
●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 면류첨가알카리제의 제조기준 삭제
● ‘α-아밀라아제’ 등 2품목의 정의 개정
- ‘α-아밀라아제’의 제조균주에 ‘Rhizomucor pusillus의 α-아밀라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niger’ 추가
- ‘β-카로틴’의 정의 및 순도시험 중 잔류용매 기준 신설
● ‘규산마그네슘’ 등 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 수산화나트륨액,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개정
● 지정취소 품목 목록 현행화
- Capsaicin 등 20개 합성향료 물질을 [별표 2]에 추가

고시
(2019.
1.9.)

●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 천연향료 제조방법 확대
- 천연향료 제조에 발효, 효소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정의 개정
● 합성향료 물질 114종 추가 지정
● ‘금박’ , ‘소브산 및 소브산염’,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고시
(2019.
7.25.)

● 미생물 등 배양 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 ‘글루탐산’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 ‘L-글루탐산’ 등 3품목의 순도시험 중 피롤리돈카복실산의 시험법 개선
- ‘수용성안나토’ 등 3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등 시험법 개선
● ‘천연향료’ 기원물질 명칭 등 정비
- 천연향료 기원물질 59종에 대한 명칭, 학명 수정
● 수산화칼륨 등 13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 영·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유아식이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통합됨에 따라 글루콘산동 등
1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중 수산화칼륨의 사용기준을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시키고, 헴철을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목록으로 이동
● 살균소독력 시험법 개선
- 일반시험법 중 살균소독력시험법 개선
●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안전성 제출자료 규정 개선
- 가공보조제로 인정된 식품첨가물을 그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식품첨가물과 동일하게 안전성 자료
추가제출 규정 신설

고시
(2019.
8.26.)

●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규정 명확화
-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 신설
●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 효소제 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명확화
- 식용근거, 제외국 인증현황 등을 근거로 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 보존 및 유통기준 중 ‘서늘한 곳’ 용어 개선
- ‘카페인’의 사용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하도록 개선

고시
(2019.
10.11.)

● ‘아산화질소’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 아산화질소를 담는 용기 중 카트리지 형태를 제한하는 제조기준 신설
●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제조용제 및 산도조절제 용도로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중 불소화물 시험법 개선
- ‘스모크향’의 순도시험 중 페놀 시험법 개선
- ‘시클로덱스트린’ 등 7품목의 정량법 시험법 개선
- ‘아황산나트륨’ 및 ‘산성아황산나트륨’의 순도시험 중 셀레늄시험법 개선
- ‘탄닌산’의 확인시험 시험법 개선

고시
(20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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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과학적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65%, 2019년 41%로 조사되어 식품첨가물의

국민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정보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24% 개선되었다.

2 식품

라) 식품첨가물 안전 인식도 개선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민 관심 콘텐츠인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식품안전나라,
식약처 홈페이지 등 기관 대표홈페이지를 통하여 배포하였다.

그림 2-3-6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변화

특히, 식용색소, 보존료, 감미료, 살균소독제 등 국민이 관심을 갖는 품목을 중심으로

(2019.12.31., 출처: 2019년 식품첨가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주제를 선정하여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동영상은 별도의 전문
콘텐츠로도 제작·배포하여 많은 국민들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식품첨가물 인식도 변화

교육 전후 식품첨가물 안전인식 변화

식품첨가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3-5

식품첨가물에 대한 동영상(예시)
2014

2018

2019

교육 전

교육 후

식품안전의 날 행사(2019.5.10.~11.)와 연계하여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직접 대면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림 2-3-7
식용색소 바르게 알기

식품안전의날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홍보

보존료 바르게 알기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홍보부스

감미료 바르게 알기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리플릿

살균소독제 바르게 알기

3) 추진계획
또한 전국어린이급식지원센터 소속 어린이집 원장, 교사, 조리원, 학부모 및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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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식품위생검사기관 대상으로 집중적인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교육(총23회)을

가)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선진화 및 과학적 재평가 추진

통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안전하다는 인식의 변화는 교육 전 54%에서 교육 후 78%로

바이오식품첨가물의 개발 지원을 위하여 효소제 등 바이오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을

교육에 따른 인식 개선효과는 24%로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품첨가물이

정비하고, 혼합제제와 향료 정의의 명확화 등 공전을 개정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187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3절 과학적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2) 추진성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 및 사용기준 개정사항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선

2 식품

규격을 선진화할 예정이다. 간담회 등을 통한 관련업계의 의견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등 20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의 적정성을 과학적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 확보와 국제기준과의

재평가를 통한 검증 및 필요시 개정을 추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선을 통해

조화를 위하여 비스페놀A(Bisphenol A, BPA),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alate, DBP) 및

불합리한 기준은 개선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첨가물 안전기준은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 butyl phtalate, BBP)의 사용금지 규정을 젖병(젖꼭지 포함)에서

강화할 방침이다.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확대하였고,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를 모든 식품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 및

나) 식품첨가물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재질의 규격을 개선하였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변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대면교육’
실시 및 ‘식품안전의 날’ 행사 시 ‘식품첨가물 등 바로 알기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나) 식품용 조리기구 등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이와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 등을 제작·배포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을 위해 ‘캠핑용 식기’, ‘텀블러’, ‘명절 음식 조리용 기구’ 및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김장철 식기’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카드뉴스, 콘텐츠 및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관리
표 2-3-4

1) 추진배경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강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제·개정
주요 제·개정 내용

●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의 기준 강화
● 한시적으로 인정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

일자
개정고시
(2019.1.9.)

식생활 패턴 변화 및 식품 조리의 편리성 추구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들이 개발되어 식품 안전뿐만 아니라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그림 2-3-8

식품용 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 정보 제공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성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 및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식약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나) 식품용 조리기구 등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조리기구를 사용할 경우 사용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리기구의 올바른 사용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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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3) 추진계획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합리적 기준규격 개선 및 과학적 재평가 추진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하여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여 기준 및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공통제조기준과 재활용 기준 정비 등 기준 및 규격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올바른 사용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SNS, 개인미디어 및 언론매체 등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법 등에 대하여 생활밀착형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첨가물기준과 과장 오금순 ☎ 043-719-2501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가. 급식 위생·영양 관리 확대
1) 추진배경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유아기는 신체와 뇌의 성장에 의한 인지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식품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어린이 성장단계에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이 시기는 어린이 스스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생애주기 건강관리의 출발이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및 전문적인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니즈(Needs) 증가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가 2005년 80만 명에서
2019년 221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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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유통기한 경과

2019년

식품 적발, 상한 급식 제공 등 부실급식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는 등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부모의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도 아울러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의 어린이 급식소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상

92.0점

그러나 규모가 작은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급식을 위한 전문 인력인 영양사를 고용하기

94.9점

어려워 안전과 영양을 고려한 급식 제공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센터 소속 영양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우리 아이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요성 및 역할을 알리기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2) 추진성과
그림 2-4-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 현황

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2011년에 1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국비(30~50%)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 내 어린이 급식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식품관련 대학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2019년도에는 전국 225개의 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39,711개의 어린이 급식소와 149만 명의 어린이에게 급식안전관리를 지원하였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16억 원의 사업규모로 나뉘어 운영되며, 사업규모에

보도자료, 4.15.

보도자료, 9.10.

따라 최소 35개 미만에서 최대 660개소 이상의 급식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32명의
영양사 등 급식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관할 지역 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대상 급식소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센터의 주요 역할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지도하는
순회방문지원, 대상별(어린이, 조리원, 원장, 부모) 위생·영양관련 교육지원, 어린이 급식용

블로그/1.8.

페이스북/5.29.

페이스북/9.16.

블로그/11.4.

식단 개발, 위생 및 영양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센터의 지원을 받는 급식소에 다니는 어린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92.0점에서 2019년 94.9점으로 향상되어 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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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전국 225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총괄 관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2019년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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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표 2-4-1

2 식품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였다(2019.4.3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현황

중앙센터에서는 지역센터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온·오프라인)을 운영하고, 지역센터의
원활한 급식소 지원을 위해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한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운영·관리 지침서’, 연령별 맞춤형 식단(레시피) 및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업무의 합리적

(2020.1.31. 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설치 지역

계

224

서울(25)

19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성동구,
중구, 동작구, 종로구, 양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부산(16)

14

해운대구, 중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연제구, 기장군, 강서구,
서영도구, 수영구

대구(8)

9

수성구, 달성군, 동구, 달서구, 중구, 남구, 서구, 북구, 북구강북

인천(10)

10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동구, 중구, 계양구, 서구검단, 강화군, 연수구

광주(5)

5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동구

대전(5)

5

대덕구,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울산(5)

5

울주군,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세종(1)

1

세종시

경기(31)

30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포천시,
고양시, 구리시, 양주시,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 의왕시, 가평군, 수원시, 파주시, 평택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군포시, 과천시, 김포시, 연천군, 남양주시

강원(18)

18

강릉시,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홍천군, 태백시, 인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춘천시, 속초시, 고성군, 화천군, 양양군

충북(11)

13

청주시상당서원, 청주시흥덕청원,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소규모전담),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충남(15)

15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천안시, 금산군, 홍성군, 서산시, 태안군, 부여군, 계룡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전북(14)

15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전주시덕진구, 전주시완산구, 부안군, 정읍시, 진안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22)

19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여수시, 담양군, 순천시, 완도군, 영암군, 장성군, 화순군, 광양시,
장흥군,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해남군, 곡성군, 보성군, 신안군

경북(23)

23

포항시I, 포항시II,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칠곡군, 경산시,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울진군,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 군위군

경남(18)

19

창원시I, 창원시II, 통영시, 양산시, 거제시, 함안군, 의령군, 함양군, 남해군, 합천군, 김해시,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밀양시, 산청군, 거창군, 진주시, 사천시

제주(2)

4

제주도1, 제주도2, 제주도3, 제주도4

배분 및 효율적 운영으로 단순히 위생에만 집중한 단기적 안전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유도 등 영양안전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지역센터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어린이의 식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2-4-2

센터 운영
실적 보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체계

-센터 관련 업무지시
-센터 운영 매뉴얼 제공
-국고 지원

시·도
(시·군·구)

센터 운영
실적 보고

-센터 운영
-실적 보고
-업무 지원

-센터 관련 업무지시
-관리·감독
-국고 지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센터 운영 및 관리

-관리 급식소
정보 제공

-센터 운영 매뉴얼 제공
-교육자료, 식단, 레시피 개발·제공
-평가지원

거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점검 및 평가
-등록 신청

부모

194

정보 제공

-순회방문 및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단 및 레시피 보급
-급식소 컨설팅 지원 등

어린이 대상 급식소
어린이집/유치원/기타(지역아동센터 등)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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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 및 건강한 식품 제공 기반 강화

2 식품

그림 2-4-3

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어린이(초·중·고) 비만군율이 2014년 21.2%에서 2016년 22.9%, 2017년 23.9%,

경영기획·
급식관리총괄팀
(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교육·
정책지원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영기획(센터 운영)
- 기획 / 조정 / 평가 / 회계 / 행정 지원 업무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용
급식관리총괄(식단, 위생·안전, 영양관리)
- 지역센터 통합 운영·관리-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

비만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 때부터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
표 2-4-2

최근 5년간 비만율 현황

식생활교육(교육지원·관리·홍보)
- 직원 역량강화 교육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중앙 및 지역센터 홍보
정책지원(연구사업 관리)
-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급식관리 법령·제도·정책 조사

영양팀

- 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어린이 급식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생팀

- 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위생안전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지도 /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획운영팀

2018년 25.0%로 매년 증가하였다. 소아 비만의 약 40%, 청소년 비만의 약 70%가 성인

(2018.12.31. 기준, 단위: %, 출처: 교육부)
구분

저체중군

정상군

2018

5.5

2017

비만군
과체중

비만

계

69.5

10.6

14.4

25.0

5.8

70.3

10.3

13.6

23.9

2016

5.9

71.2

10.0

12.9

22.9

2015

5.8

72.3

9.9

11.9

21.9

2014

5.9

72.9

9.7

11.5

21.2

- 급식 지원 정책 수립 / 행정업무 지원 /
정보제공 및 홈페이지 운영

또한 오래 사는 것 못지않게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식품안전의 패러다임을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에서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 즉 식품위생 등 안전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다) 추진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모든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7년부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9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확대하고 더불어 기설치·운영 중인 지역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하도록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부여 및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어린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여 어린이 급식소는 위생적이고

먹을거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4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을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는 우리 아이의 급식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효율적

2018년 10월에 수립·통보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8

식품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업계 스스로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하도록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한국식품산업협회 자율규약’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제4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2019~2021.)은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1) 추진배경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3년마다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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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로고

표 2-4-3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주요 통계 현황

2 식품

추진을 목표로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식품안전 ▲어린이의 생활 전반적 공간 관리
▲안전과 영양을 책임지는 급식관리 ▲식습관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사고위험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 2019년 어린이안전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추진성과

(2019.12.31. 기준, 단위: 개, 개소, 명, 출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학교 수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 수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수

우수판매업소 수

전담관리원 수

11,945

8,397

10,605

35,400

2,045

2,96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부모의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학교주변 식품 판매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에는
구역별로 전담관리원을 배치하여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부터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점검과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2-4-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 ◯ ◯ ◯ 시·군·구 -

하지만,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 주변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학교주변 분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마스크, 앞치마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착용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 영업자가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할

이용이 많은 학원가나 놀이시설 주변을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에 힘썼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을 개선하기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하여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주변뿐만 아니라 학원가 등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이

나)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환경 개선

조성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과일, 우유 등의 간식보다는 과자, 음료수, 빵, 라면 등 고당, 고지방, 고나트륨 간식

아울러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등 식생활 변화에 따라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이나 탄산음료

특별법」으로 정하는 위생적인 시설기준의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섭취율은 조사가 시작된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로고 간판 등에 사용하여 우수판매업소임을 광고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8,397곳이며, 어린이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설탕류 섭취량을 전체 열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하지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총 2,045개소이다.

않으면 비만 등 만성질환의 위험에 빠진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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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학교와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현황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2020.2.1. 기준, 단위: 품목, 출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식품’으로 정하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계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여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 식품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제품 수

2,769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

빙과류

음료류

면류(용기)

즉석 섭취

조리 식품

1,066

47

223

98

476

189

68

602

정해졌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는 식품의 표시정보(영양성분 표시, 식품유형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식품유형별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 및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프로그램(웹버전)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에

그림 2-4-6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기준

■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당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표 2-4-5
열량 : 250kcal 초과
당류 : 17g 초과
포화지방 : 4g 초과

예

단백질 : 2g 미만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 확인 프로그램

예
(출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고열량

대상

프로그램 이름

인터넷 주소

아니오
아니오

열량 : 500kcal 초과
당류 : 34g 초과
포화지방 : 8g 초과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예

저영양

소비자

고열량·저영양식품알림e

www.foodsafetykorea.go.kr/hilow/index.do

산업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프로그램

www.foodsafetykorea.go.kr/jsp/decintro.jsp

식품

아니오

[非] 고열량·저영양 식품

그림 2-4-7

고열량·저영양 식품 인터넷 서비스(웹버전)

■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당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열량 : 500kcal 초과
포화지방 : 4g 초과

단백질 : 9g 미만
나트륨 : 600mg 초과

예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국수는 나트륨 1000mg 적용

고열량

아니오
아니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열량 : 1000kcal 초과
포화지방 : 8g 초과
아니오

[非] 고열량·저영양 식품

예

저영양
(소비자용)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산업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프로그램

식품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판매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을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고열량·저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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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확대

그림 2-4-9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축산물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모형

위생관리법」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개정하였고, 2018년 9월부터는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권장하는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카페인을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어린이

아울러, 건강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 음주 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술병모양이나 사행심을 조장하고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품질인증은 품질인증 심사반을 구성하여 안전에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도 판매 등을

관한 기준, 영양에 관한 기준과 식품첨가물의

그림 2-4-10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9개 제품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020년 1월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기준으로 과·채주스, 과·채음료, 과자 등 9가지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유형으로 216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가물

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안전에 관한

품질인증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2009년

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건전한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관한

등에 도형 또는 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영양

기준

에

다)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

2 식품

식품과 같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더불어 방송 등 광고를

에 관한 기

어린이 기호 식품은 어린이의 주시청시간대(오후 5~7시) 및 어린이방송 프로그램의 텔레비전
그림 2-4-8
UNIATF Awards 2019 수상(2019.9.)

광고를 금지·제한하고 있다.

표 2-4-6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유형별 현황

2016년 11월부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가
커피우유 등 유가공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고에

(2020.1.22. 기준, 단위: 개, 출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계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방송(TV, 라디오), 인터넷
(유·무선)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제품 수

216

과·채
주스

과·채
음료

과자

136

38

9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3

15

가공유류

빙과류

1

3

발효유류 어육소시지
8

3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에 최대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2019년 9월에는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정책홍보를 실시하였고, 2016년 2월부터 품질인증 유효기간

기호식품의 TV광고 제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연장(2년→3년), 품질인증 변경신고 규정을 마련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영양기준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제74차 UN총회

합리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이 개정고시되었으며,

행사에서 UNIATF Awards 2019를 수상한 바 있다.

품질인증도안 색상 자율화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규정 마련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행정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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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2 식품

마)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및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2010~20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비교

80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환경 개선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인 식생활 안전지수를 공표하여 향후 어린이 식생활

5.73%

70

안전정책 추진 방안 모색 등에 활용한다.

6.19%

3년 주기의 국가통계인 식생활 안전지수는 어린이 식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식생활

5.85%

5.25%
5.14%

6.06%

6.24%
8.34%

60

안전 및 영양과 식생활 인지·실천 등 3개 분야에서 ▲식생활안전관리 지원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수준 ▲단체급식 안전관리 수준 ▲결식 및 비만관리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관리 수준 ▲단체급식 영양관리 수준 ▲식생활 안전 및 영양제도 인지 수준

50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식생활 안전관리 인지·실천 수준 ▲식생활 영양관리 인지·실천 수준 등 9개 평가항목을
통해 식생활안전지수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식생활안전·영양 수준을 평가한다.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어린이는 식품과 영양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지

구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전국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못하므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기호성에 치중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노력 정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2018년 3월에 발표하였다.

크다. 또한 아동기에 형성되는 식습관은 미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올바른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이 2014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약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간 차이는 좁혀지는 등 어린이 식생활 정책 환경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품안전·영양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표 2-4-7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결과(전국)
(2018.3. 기준, 출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이에 식약처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식생활 안전지수

식생활안전

식생활 영양

식생활 인지·실천

‘영양·식생활’ 교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전국

73.27점/100점

32.36점/40점

26.30점/40점

14.61점/20점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에는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생활동

대도시

73.50점/100점

32.12점/40점

26.54점/40점

14.83점/20점

중심의 초등학교 신규 교재를 개발하였고, 2017년부터는 본 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중·소도시

73.12점/100점

32.08점/40점

26.57점/40점

14.46점/20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였다.

농어촌

73.58점/100점

32.81점/40점

26.37점/40점

14.40점/20점

2017년에는 기존 교재를 통한 이론교육에 더해 전교생 대상으로 실천 캠페인을
수행하는 ‘식품안전·영양교육 참여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더욱 다양한 영양교육 콘텐츠를 지원하여 일선 영양(교)사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2019년에는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당류 줄이기 카드게임, 교육활동지, 음료카드
등 다양한 교육교구를 개발·보급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을 통한 지원확대 및 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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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구분

시기

대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 우수판매업소 홍보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홍보

11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주변 식품
안전관리 정책
홍보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관리, 우수판매업소 홍보 카드뉴스,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연중

대국민

건강한 식생활
실천 캠페인

-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학교주변
캠페인

8~9월

어린이·청소년,
학부모

지하철, 정부청사
옥외전광판 동영상
홍보

- 학교주변

식품안전관리 정책 관련 지하철 객실모니터 및
정부서울청사 옥외전광판 홍보

11~12월

대국민

대형마트 및 SNS
이벤트

- 대형마트(농협,

롯데마트)와 함께 주부 타깃으로
홍보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바로알기’ SNS 이벤트 실시

11~12월

대국민

가정통신문 배포

표 2-4-8

초·중·고등학교 식품안전·영양 교육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교 출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초등학교 수

115

175

403

543

551

636

555

670

844

중·고등학교 수

-

-

-

60

125

132

61

87

101

그림 2-4-12

홍보 내용

2 식품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교과서(e-book)를 제작하였다.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

특히, 2019년에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의식 확산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수상작은 유동인구가 많은
저학년용(1, 2학년)

중학년용(3, 4학년)

고학년용(5, 6학년)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그림 2-4-13
어린이 식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최우수상)

청계광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권역별 전시회를
통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식품안전·영양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전문

확산시켰다.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동기 부여를 위해 2019년 제8회 우수사례

식약처는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공모전을 개최하여 영양 (교) 사의 역량이 발휘된 수업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선정된

및 현명한 식품 선택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식생활

우수학교의 식품안전·영양교육 실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널리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편, 어린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 정책 관련 이해도를 높이도록

유치·초등(저)부

있다.

박람회·체험관 등을 통해 대국민 대상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3) 추진계획
표 2-4-9
구분
2019 어린이
식생활 안전
포스터 공모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206

2019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 실시현황
홍보 내용
-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인식 및 실천 확산
-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련 홍보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나트륨·당류 줄이기, 영양표시 바로알기, 고카페인
음료 섭취 줄이기 등

시기

대상

4∼9월

전국
초·중·고등학교

5월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컨트롤

초등(고)·중등부

타워로서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식품사고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위생취약업소 집중 관리 및 영업자 스스로 식품위생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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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2. 안전한 외식·급식 환경 조성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

2 식품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 식중독 사전예방 및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나)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환경 개선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및

1) 추진배경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을 현행 가맹점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전체
프랜차이즈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가) 식중독 신속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

또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과 탄산음료의 판매 제한 구역을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다)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및 판매 제한·금지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식중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들의 성분 배합비 개선, 제조공정 변경 유도를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94호)에 정의하고 있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및

국내 집단식중독은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특히 2019년에는 하절기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TV 광고 제한

식중독 예방활동의 효과로 전국에서 303건, 4,16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및 구매 부추김 광고 금지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잠정적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인시설별로는 음식점 60%(207건), 집단급식소 20%(69건), 기타시설 17%(59건)로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 및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식중독이 발생하였고 식중독환자는 48%(3,304명)가 발생한 집단급식소(학교 포함)가 가장

2020년에는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 노력 및 수준을

높았다.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평가하여 공표함으로써

* 집단급식소(48%) › 음식점(26%) › 기타시설(24%) › 불명(2%) › 가정집(0.2%)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수준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2-4-14

5년 평균(2015~2019.) 원인시설별 식중독 발생현황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불명
7건, 2%

불명
108명, 2%

어린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 및 교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의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가정집
4건, 1%

기타
59건, 17%

기타
1,645명, 24%

학교외집단급식
31건, 9%

음식점
207건, 60%

학교
38건, 11%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과장 송성옥 ☎ 043-719-2252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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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1,820명, 26%

가정집
15명, 0%
학교외집단급식
936명, 14%

학교
2,368명, 34%

환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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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2 식품

식중독 원인균으로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16% (54건) 으로 가장 많고

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병원성대장균이 13%(44건), 쿠도아 등 원충이 10%(33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2016~2018.) 노로바이러스 신고(건) 중 사람 간 감염률은 47%를 차지하고 있어

다) 평창올림픽 개최 중 최저 감염 환자 수 기록

구토물, 분변, 공기 등을 통한 노로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으로 인한 확산 방지를 위한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개최 기간에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등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지하수, 급식소,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확산방지를 위해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운영으로 행사 기간 중 식음료에 대해 식중독균을

2) 추진성과

사전 검사하는 등 총력을 다한 결과, 동계 올림픽 개최기간 중 감염환자 수는 선수 4명,
코치 3명으로 7명에 그쳐 이전의 올림픽과 비교 시 매우 낮은 환자 수를 기록하였다.

가) 효율적인 식중독 신속대응으로 확산 방지
2018년 9월에는 살모넬라에 오염된 초콜릿 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위기대응본부를

* 올림픽 개최 중 감염 환자 수: (2002. 솔트레이크시티) 52명 → (2006. 토리노) 57명 → (2010.
밴쿠버) 36명 → (2014. 소치) 28명 → (2018. 평창) 7명

구성하고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원인 식품을 규명하고

라)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 및 담당직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였다.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9.5., 12시, 유선) 이후 신고 학교의

식약처에서는 효율적인 식중독 신속대응을 위하여 연 3회의 범정부 식중독 대책

식단 분석을 통해 동일한 회사에서 납품된 초콜릿 케이크임을 확인하여 모든 학교에

협의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유사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규모

’케이크 섭취 주의‘ 경보를 발령(9.5., 16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9.6.,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지방식약청,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며 식중독

17시)하였다.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발생상황을 설정하여 현장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교육청 등 식중독 업무를

동일하게 납품한 학교에 대해서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주의문자를 발송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중독 원인조사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급식관계자가 스스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후 학생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3회의 식중독 원인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체검체와 학교에 보존된 초콜릿 케이크, 유통사에서 보관 중인 초콜릿 케이크 및 초콜릿

94명이 수료한 바 있다.

케이크 제조원료인 난백액에서 검출된 살모넬라의 유전자 지문형 일치를 확인하고 동일한
살모넬라 톰슨균으로 신속하게 확정(9.10., 17시)하여 식중독 원인으로 규명하였다.

마)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급식관계자가 주의문자 수신 시, 보다 적극적으로

나) 식중독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 정립

식중독 발생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식중독 원인 추정 식품 정보,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식중독 발생 시, 2차 감염으로 인한 확산 방지를 위해 식중독 유증상자의 엄격한 격리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다.

함께 학교, 교육 담당 부처, 지자체, 식약처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식품위생부서, 보건소 등 감염부서와 식약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식중독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부처 공동직제 (안) 을
마련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담 인력 50명을 확보하였다.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고 발생
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10월에는 「식중독 발생원인

3) 추진계획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94호)」을 제정 고시하여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한
시설 등의 원인조사 시 지방청, 지자체, 교육청 및 식약처가 식중독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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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급식소 식중독균 사전검사 필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대응 시 실행기관의 세부절차에 대한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학교급식은 과거 조리 중심의 급식에서 완제품의 형태로

식중독 원인조사의 세부 대응절차를 재점검하여 행정 신뢰성을 제고한다. 식중독 발생

다수 학교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 단위 대규모 식중독 발생의 가능성도

현장에서 신속한 검사와 국제행사 등에서 식재료 사전 검사를 위해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크림빵, 크림케이크, 푸딩 등 알가공품을 사용한 식품이 간식으로

신규 제작하여 권역별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식중독 발생 대응 능력을

제공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식중독균 사전검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화할 예정이다.

2 식품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원인조사 방법 현행화 및 업무절차를 명확히

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집단급식소 중 학교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나 유치원·어린이집, 기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어 지도·점검 등 식중독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나) 식중독 발생 초기 대응 전문성 강화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도 요구된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수부처 공동직제(안)를
마련하여 지방식약청,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전담 인력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다) 식중독 원인규명률 개선 필요

추진한다. 식중독 현장 모의훈련이 전체 지자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식중독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원인규명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훈련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 훈련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원인규명률은 63.1% (2018년 기준)으로 EU(62.4%)와는 비슷하나 일본 (97.1%),

식중독 발생 시 급식관계자가 직접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계 시설에 상황을

미국 (78.9%) 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식중독균 전장유전체 분석기술인 차세대

전파하여 보다 신속하게 식중독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파 방식을 개선하고, 사용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er, NGS)을 활용한 식중독균 유전정보 확보로 식중독

대상을 확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원인균 탐색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지하수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 전개
2) 추진성과
1) 추진배경
가) 식중독 예방 홍보요령 동영상 제작·배포
가) 식중독 발생시기·원인·대상별 예방활동 필요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하여 원인균별, 계절별, 지역별 맞춤형으로 식중독

2018년 여름철(6.1.~8.16.)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예방 동영상을 제작하고 TV, 라디오,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29.2일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조리장 온도 상승에 따른 식중독균 증식 가능성

지난해에는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퍼프린젠스, 노로바이러스

증가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2014년 신종 쿠도아충, 2016년 변종

등 주요 원인균과 원인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고 계절별,

노로바이러스와 콜레라균이 재출현하는 등 신·변종 식중독균 등 병원체 출현도 이어지고

홍보 대상별, 원인별로 교차오염 방지, 보관온도 주의,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요령을 유튜브

있다. 뿐만 아니라, 구토물, 분변, 비말 공기를 통한 노로바이러스의 2차 감염률도 증가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추세로, 최근 3년(2016.~2018.)간 노로바이러스 의심 신고(건) 중 사람 간 감염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강화와 함께 식중독 발생 시기·원인·대상별
식중독 예방활동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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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원인균별, 대상자별 식중독 예방 영상 제작·송출

食세계 봄·가을철 조리식품

食세계 여름철 어패류·육류 관리

다시 쓰는 전래동화(10편)

그림 2-4-16

2 식품

그림 2-4-15

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시기별, 대상별 식중독 주의정보 제공

2019.1.

2019.2.

2019.3.

2019.4.

2019.5.

2019.6.

2019.7.

2019.8.

2019.9.

2019.10.

2019.11.

2019.12.

食세계 겨울철 손씻기

뽀드득뽀드득2

또한 원인균에 따른 이슈 발생에 대비 및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증가에 대응하여
식약처 페이스북 등 SNS로 카드뉴스를 송출하고 월간 주의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ALL바른 손씻기’
실천 유도를 유명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릴레이식 동영상 제작 및 손씻기 실천 인증사진
및 슬로건 손글씨 공모전을 실시하고 SNS를 통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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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경인지역 제외) 신속검사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군부대 식중독 발생 시 현장 신속검사를

식약처의 식중독 발생정보, 기상청의 기상·기후정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지원(2~3월)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 트위터·뉴스 등 SNS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식중독

봄, 가을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예측지도 개발을 2015년 12월에 완료하고, 2016년 3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합동점검(2019. 15,448개소)을 추진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식중독 예측지도 정보를 제공하여 식중독 발생 위험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력이 있는 학교 등은 특별점검(2019. 747개소)을 추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 점검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야외활동이 많은 행락철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내 급식소와

2 식품

나) 식중독 예측지도 등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지속 제공

깁밥·도시락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2019. 3,035개소) 을 추진하여
그림 2-4-17

ALL바른 손씻기 실천 캠페인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식약처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집단급식소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종사자 등 학교급식 관계자(100,515명)에
대하여 개학기 급식시설 위생관리 요령 등에 대해 교육(938회)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식
담당자 및 조리종사자 등(20,981명)에 대해서도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식약처에서는 전문성 높은 식중독 예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실천 인증샷

교육청 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문강사과정 (2019. 104명 수료) 을
운영하고 있다.
식중독 추적조사 및 원인규명률 제고를 위하여 생산단계 농·축·수산물과 농장,
목장, 도축장 등에서 토양, 용수 등 생산 환경 중 식중독균 탐색을 강화하여 식중독균의
유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상시

손씻기 손글씨 슬로건 우수작

감시를 위해 학교 등에 설치된 지하수 살균소독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2019. 680개소)에 대해서도 노로바이러스 등 상시 감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활용하여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과의 접점에서
식중독 예방홍보를 추진하고 창원국제사격대회 등 국제행사에서는 식재료 사전검사를

3) 추진계획

통한 식재료 안전관리에도 활용하고 있다. 2019년 대국민 홍보(345회), 신속검사(190회)
등 총 535회를 운영하였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7~8월) 에서는 식음료 사전

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식재료 공급업체 집중관리

안전 관리를 위해 1,229건의 신속검사를 실시하여 샐러드 등 17건에서 식중독균을

다수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의 식중독균 오염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검출하여 전량 폐기하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도 신속검사 지원을 통하여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정보를 확보하고 주요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국제대회·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였다.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추가 제작하여

집중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부산청에 배치(12월)함으로써 6개 권역(서울, 본부, 광주, 부산, 대구, 경인) 중 4개 권역(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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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로바이러스 감염 발생 시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청 및 식약처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며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의 사회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2 식품

식중독 발생 우려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학교주변
분식점, 도시락 판매점, 중식당 등 영세한 소규모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
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나) 식중독 사전 탐지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소규모 환자이지만 다빈도로 발생하는 음식점의 식중독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식중독

2) 추진성과

초기 대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지자체 및 유관부처의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하며 식중독 원인 규명률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생산단계 중심의 추적관리로

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활성화

식중독균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는 등 과학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활성화와 충분한 평가인력 확보를

예정이다.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자 교육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자체 위생관련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총 14시간의 이론교육 및 실습, 역량평가시험을 통해
평가자 300명을 양성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기반 구축
1) 추진배경

그림 2-4-18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자 교육 및 현장실습

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으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최근 사회구조의 핵가족화, 여성경제 참여율 증가, 1인가구의 증가로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외식섭취 비율이 2005년 20.9%에서 2017년 29.5%로 증가하였다(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외식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전체 식중독 중 음식점의 발생률이 가장 높고, 음식점 이용
소비자 불만 중 음식점 위생불량이 35%로 불친절 등 21%, 음식 맛 불만 14%보다 높게

또한, 등급제를 신청하려는 소규모 영세영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기준 등에 대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1,700개소(목표 1,557개소 대비 109.1%)에 실시하였다.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의 음식점에 대한 외식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표 2-4-10

그림 2-4-19

위생등급제 참여 희망업소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

음식점 식중독 발생률
(2019.12.31. 기준, 단위: %, 출처: 식중독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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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음식점 식중독 발생률

60

63

66

5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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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2

2 식품

2019년에는 일반음식점 7,275개소가 위생등급을 지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고,

음식문화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이 중 5,093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3,125개소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았으며,
지정받은 3,125개소의 등급은 매우우수(★★★) 1,833개소, 우수(★★) 469개소, 좋음(★)
823개소이다.

그림 2-4-20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고시)’을 개정(2019.3.5.)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 업종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받을 수 있었던 평가체계를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우수, 85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으로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지자체

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나)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공무원,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9최 개최하였고, 소비자단체, 17개 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위생 향상의 브랜드로써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 소개

학계, 협회 등 30여 명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실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동영상을 제작하여 TV, 영화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별별체크

수렴하고 정보를 교환하였다.

클린체크’라는 슬로건으로 홍보 동영상 및 위생등급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그림 2-4-21

음식점위생등급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협의체 회의

그림 2-4-23

음식점 위생등급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동영상

음식문화개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음식·주방문화개선사업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또한 유관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음식분야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한국관광공사

논의하였다. 또한 우수사례집을 배포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위생 등급 지정업소를 표출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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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후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평가자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며,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정업소에 대한 표출을 실시하였으며 우수한

음식점 영업자가 조리장 위생상태, 식재료 보관상태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향상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SNS

있도록 ‘자율 위생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 식품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온라인 표출 홍보 강화를 위해 네이버 플레이스, 배달앱(요기요)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위생수준 향상의 긍정적 공유와 확산을 위해 홍보 동영상 및 교육동영상을 널리 배포하고,

그림 2-4-24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온라인 표출 홍보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정책을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식중독예방과 과장 김성일 ☎ 043-719-2101

3.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합리적 규제개선
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1) 추진배경
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유통
전국 110개소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에 대해 주방 내 바닥 및 천정 덕트 공사 지원을 통해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건강한 삶’에 대한 개인적 욕구 및 자기 건강관리(Self-health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지자체에서 이 사업 확산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Care)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11.6%의

아동급식가맹음식점 지원 모델을 만들었다.

성장을 이루고 있다. 최근 미국·유럽연합 등은 관련 연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잠재적 의료비 절감 효과에 주목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고령 인구의 복지 향상에

3) 추진계획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위생등급제 확산 노력

2004년 1월 시행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안전하고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의

2020년에는 공항, KTX역, 고속도록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음식점

유통·판매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조에서

위생등급제를 안정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유통까지 촘촘한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음식점, 등급 보류 업소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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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인정단계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기반을 제공하였다.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단계적 의무 적용

라)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관리

2016년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민감계층 섭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Manufacturing Practices, GMP)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2017년

건강기능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규격을 마련하고, 일정 함량 이상 섭취하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대상으로 GMP 준수가

철 제품에는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성과 기능성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GMP 지정률은 2017년 58.0%에서

확보된 제품 제조·유통을 위하여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패 기준 및 2018년

2019년 73.4%로 상승하여 품질 및 안전성이 보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5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기능성

안전관리 기반 마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참여 활성화를

내용·규격 등을 변경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제조 활성화를

위해 20개 중소 규모의 GMP 지정 준비업체에 대한 현장기술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위하여 엽산 원료(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 글루코사민) 추가,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범위

2 식품

2) 추진성과

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확대(히알루론산, 빌베리추출물), 개별인정형 원료의 고시형 원료에 기준·규격 추가 등재
나) 제조시설 안전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기간 연장, 기능성 원료 배합비에 따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중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였고, 영업자가 관계 공무원의

표 2-4-1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주요내용(최근 3년간, 2017.~2019.)
(2019.12.31. 기준, 출처: 식품기준과)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개정일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

2017.12.28.

•국내 인정되어 있지 않은 비타민·무기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비타민 C와 철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원료 추가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 명확화
•2015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정리 등
•비타민 E, 요오드, 베타글루칸, 계피산, 카테킨, 총플라보노이드, 대두이소플라본, 총폴리페놀, 깅콜릭산,
히알루론산, 알파에스1카제인, 글루코실세라미드 시험법 개정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은 영업자가 제출한 기준·규격, 안전성 및

2018.2.28.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의 고시형 원료로 전환

기능성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내부검토회, 품목설명회

2018.9.5.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및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을 통해 접수 후 보완 검토기간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신속·적극적인

2019.2.5.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와 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 개정

2019.8.23.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 사항 반영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의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글루코사민의 일일섭취량 변경
•비타민 C의 원료 명칭에서 규격 내용 삭제
•달맞이꽃종자 추출물의 잔류용매 시험법 기재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및 마리골드꽃추출물의 기능성 내용 문구 변경
•시험법 개정(나이아신, 비타민 C,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 지방산, 스쿠알렌, 알콕시글리세롤,
옥타코사놀, 카테킨, 폴리감마글루탐산)·삭제(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자실체 또는 균사체의
함량 및 확인, 효모수,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에 따른 시험법 번호 수정

2019.9.24.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의 섭취 시
주의사항 마련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규격 추가 및 시험법 신설
•글루코사민의 중금속 규격 개정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개정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체계 개선

심사로 다양한 기능성 원료 인정을 확대(심의위원회 개최 8회 76건, 인정 31건)하였다.
기능성별 내부 심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고, 소비자 및
산업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심사보고서(옻나무추출분말 등 18건)를
공개하였다. 또한, 기능성별로 전문가 자문회의, 민관협의체, 연구회 등을 통해 심사품질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범위를 확대(체지방 감소 등 5개 기능성)하고,
기존에 인정된 사례가 없는 기능성에 대해서는 원료 신청 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능성 인정
가능성 여부 등 평가방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새로운 기능성 사전검토제’를 마련(2019.11.5.)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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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
•엽산의 원료로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추가
•히알루론산의 원재료,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 변경
•녹차추출물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규격 설정
•시험법 개정(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B1, 콘드로이친황산, 바틸알콜, 안트라퀴논계화합물,
총플라보노이드, 포스파티딜세린), 시험법 신설(메틸테트라히드라엽산글루코사민, 비타민 A와
비타민 E 동시분석법)

2019.11.25.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조건 변경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설정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에 따라 기준·규격 적용

2019.12.30.

•철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규정 마련

필요한 제품은 정보를 공개하여 체계적인 이상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식품

개정일

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공포 2019.12.3., 시행 2020.6.4.)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림 2-4-25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국가 검증 체계도

마) 건강기능식품의 촘촘한 사후관리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조사·분석체계

명절 및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점검 및 수거검사, 자가품질검사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

자체 실시 제조업체 점검 및 수거검사, 다빈도 이상사례 제품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유통
이상사례 신고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유통 중인

과학적 근거에 따른
내용 조치

건강기능식품의 검사 적합률은 2019년 99.4%를 달성하였는데, 검사 적합률은 확립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안전성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 지표로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그룹 자문

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시그널 추출

기능성원료 재평가는 기능성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KISSME

시그널 탐색

재평가와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확인되어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수시 재평가로 나뉜다. 2019년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중 상한섭취량이 없는
베타카로틴 등 9종을 수시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인정받은 지

그림 2-4-26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련 정보제공

10년이 지난 정기 재평가 대상인 L-글루타민 등 8종은 생산실적이 없거나, 품목제조신고가
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재평가를 보류하였다. 베타카로틴 등 영양성분 9종에 대한 2019년
수시 재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일일섭취량 현행 유지(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9종),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이며, 재평가 보고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이상사례 정보 분석결과 제공

사) 이상사례 관리강화 및 정보공개
신고·접수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정보 분석결과는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상사례평가분과, 3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주의가
식품안전나라 이상사례 공개 사례 - 다이어트 제품 복합섭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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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기술지원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 오·남용에 의한 이상사례 발생 예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기술지원을 확대하였다. 연구개발

허위·과대광고 불법 판매 행위로부터 정보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장년, 어르신

기술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역별 맞춤형 상담서비스인 현장기술지원상담제와 모둠토의를

등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매년

실시하고 기술지원 전략포럼, 민원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40회 교육을 통해 3,473명이 건강기능식품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 외 인정규정 개정사항 및 제출자료 요건 등에 대한 민원인의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해를 돕고자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가이드’, ‘기능성 평가가이드(체지방

또한, 지하철, 전통시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소비자에게 노출 빈도가 높은 전광판

2 식품

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실시

감소 등 10종)’ 및 ‘새로운 기능성 사전검토 안내서’를 개정·발간하였다.

및 유튜브·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리기’ 동영상을 송출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는

표 2-4-12

2019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가이드 등 개정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영양기능연구팀)

2018년 72.1%에서 2019년 76.2%로 상승하였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신뢰도는
2018년 45.5%에서 2019년 49.6%로 상승하였다.

그림 2-4-27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리기 교육·홍보

아파트 E/V

김해공항

SNS(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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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

제·개정

가이드라인 명칭(현행)

1

가이드라인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체지방 감소에 도움)

2

가이드라인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혈당 조절에 도움)

3

가이드라인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혈압 조절에 도움)

4

가이드라인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5

가이드라인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

6

가이드라인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

7

가이드라인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갱년기 남성건강에 도움)

8

가이드라인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인지기능/기억력 개선에 도움)

9

가이드라인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피부건강에 도움)

10

가이드라인

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새로운 기능성 사전검토 안내서

11

가이드라인

개정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민원인 안내서)

홍보부스 운영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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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적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 인정내용을 검토하여 재평가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 내실화

시안을 작성하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 시안을 근거로 해당 기능성

2020년에는 2017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체 (115개소) 에 대한 GMP

원료 등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를 심의 의결한다. 재평가는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의무적용을 완료하고, GMP 의무적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원을

수행(3~10월), 열람 및 의견수렴(11월), 결과확정 및 공시(12월) 절차로 진행된다.

확대하여 2020년까지 모든 제조업체의 GMP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마)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기술지원
나) 이상사례 관리 강화

국내 소재 개발 원료의 과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 부처 간담회와 전략포럼

이상사례 조사·분석기관 지정, 조사·분석 방법 및 절차, 결과 공표방법 등 이상사례

등을 개최하고자 한다. 권역별 현장기술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을

관리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이상사례 안전관리에 집중하고자 한다. 아울러,

실시하고 민원설명회와 산업체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능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인과관계가 규명된 이상사례, 해외직구 등 개인 구매제품의

‘호흡기건강’과 ‘잇몸건강’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최신 기술동향

이상사례 등을 수집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등을 반영하여 그간에 발간되었던 기능성 평가가이드(눈건강 등 10종)도 개정·발간하는 등
산업체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체계 개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단계에서 원료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성 심사기준을

나. 건강기능식품 규제 합리적 개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체적용시험 등 기능성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기능성을 인정
하는 기능성 근거자료의 종합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등 심사체계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1) 추진배경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의 독성시험 요건은 강화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원료 및 제조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심사를 세분화하는 한편,

가)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방향

원재료 생산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기준·규격 제출자료는 간소화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생명·안전

계획이다. 개별자료의 연구유형, 수준 등을 평가하는 기능성 심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등과 관련되어 꼭 필요한 규제는 존속하되,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전제로

동물·시험관시험, 인체적용시험자료의 질과 양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개방적·신축적·합리적으로 전환하여 소비자 건강 증진과 산업 성장을 함께 견인할 수

표준화하여 기능성 원료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능성 원료 심사개선 민관

있도록 제품개발·제조·판매 등의 제반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협의체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새로운 기능성 사전검토제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2) 추진성과
라)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2020년 재평가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을 포함해 클로렐라, 밀크씨슬추출물 등

230

가) 합리적 규제개선 성과

기능성 원료 총 12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정기 재평가 대상은

2019년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GMP 지정 평가 시, 기존에 HACCP 인증 시 평가받았던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8종이며, 새로운 안전성·기능성 정보 등이 있는 수시 재평가

항목과 유사한 GMP 평가항목은 상호 연계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식품제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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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시 중복으로 평가받지 않고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창업 기회를 확대하였다.

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영세 영업자 부담을

2020년에는 식생활·건강상태 설문, 유전자 검사 등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꼭

완화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1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국내 현실에 맞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기존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기능식품 분야 혁신 포괄적

민생불편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다.

네거티브 전환 중점 추진을 통해 제도 개선을 계속할 계획이다.

의약외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창업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덜었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이력추적관리등록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 안영순 ☎ 043-719-2451
식품기준과 과장 이강봉 ☎ 043-719-2411
영양기능연구팀 팀장 이혜영 ☎ 043-719-4401

의무화 시기를 1년 유예하여 준비기간 부여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표 2-4-13

규제개선 관련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주요 개정내용
(2019.12.31. 기준, 출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개정일

분류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 시설개수 명령 미이행시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2019.7.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인정기준 개선

2019.12.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판매업자 영업신고 간소화
• 건강기능식품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선
•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기준 마련

4. 국민영양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용

가. 나트륨·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적정 섭취 유도
1) 추진배경
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저감화 정책 추진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주원료 함량의 변경없이 기능성의 일부가 삭제되는 제품의 경우,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1인 가구 수의 증가 등에 따라 가정간편식(2015년 1조 6,822억

품목제조를 신규로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영업자가 원할

원 → 2017년 2조 7,4222억 원, 2018년 3조 2,16억 원 추정, aT) 및 외식, 급식의 이용률(하루

경우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품목제조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비율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2017년 남자 41.0%, 여성 23.8%)이

법제처 적극적 법령해석 대표사례(2019.11.)로 선정되었다.

증가하면서 영양불균형과 이로 인한 비만(2017년 성인 비만율 남성 41.6%, 여성 25.6%),

또한,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협의체」를 운영(3회)하여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개선 등 17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이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오랜 기간

기능성분·제품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과잉섭취가 만성질환 발생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과 같은

자유화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계획을 담은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2019.12.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저감화를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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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2017년 남자 32.3%, 여자 21.3%), 뇌졸중, 당뇨 등 다양한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특히, 우리나라는 국물음식, 절임식품 등을 주로 이용하는 식문화 특성 상 나트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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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2 식품

섭취량이 높은 편이다. 2018년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244㎎으로 2011년의
4,831㎎에 비해 32% 이상 감소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권고량인 2,000㎎에 1.6배
이상으로 지속적인 저감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표 2-4-14

2) 추진성과
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인식도 증가

연도별 우리 국민의 1일 나트륨 평균 섭취량
(2019.12.31. 기준, 단위: ㎎/day,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나트륨 섭취량

4,831

4,583

4,027

3,890

3,890

3,669

3,478

3,244

식약처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로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저감화에 대한 인식도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29

1일 나트륨 섭취량 변화와 나트륨 저감 인식도

또한, 우리 국민의 평균 총당류 섭취량은 64.7g/day (2017.) 로 한국인 총당류
섭취기준인 섭취열량의 10~20% 이내 수준이었고, 우유를 제외한 가공식품으로부터의

62.6%

3,669
61.1%

3,478

당류 섭취량도 39.6g/day로 첨가당 섭취기준인 열량의 10% 미만이었다. 하지만,
연령별로 살펴보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3~29세)에서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는

3,244

59.8%

열량의 9.81~10.6% 수준으로 첨가당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 중 음료류를
통한 당류섭취가 높아 19~29세의 탄산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량은 15.5g/day인 것으로

2016

2017

2018

1일 나트륨 섭취량 변화

조사되었다.

2017

2018

2019

나트륨 저감 인식도

트랜스지방은 2005년 기술적인 저감화 노력에 의해 현재 가공식품 중 과자류나
빵류에서의 ‘0’ 표시 비율이 80% 이상을 상회하는 등 저감화 상태가 지속 유지되고

식약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위해 교육부와

있는 상황이나, 최근 WHO를 비롯한

연계한 당류 저감 조리팁과 실천방안, 나트륨 줄인 조리법 개발 등 소비자 대상 실천

제외국에서 부분경화유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조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외

가공식품 생산업체, 급식·외식·프랜차이즈 업체와 함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나트륨,

동향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 하고

당류, 트랜스지방)을 저감화한 제품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책적으로 저감 환경

있다.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과 같은

조성을 함께 실천하였다.

그림 2-4-28

나트륨 저감화 사업 체계

정부&지자체
당나트륨 저감 인식
확대, 맞춤형 정책
환경 조성

당·나트륨
저감 환경
조성
국민 식습관 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교육&홍보 등
인식개선 확산

공급자 분야별
급식, 외식,
가공식품 당나트륨
줄인 식품 개발 및
공급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저감화는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주요성과로 우리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이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소비자 실천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4,789㎎에서 2017년 3,478㎎으로 약 27% 이상의 감소

함께 산업계의 저감화 확대도 동시에

성과를 이루었으며 우리 국민들의 나트륨·당류 저감 인식도 역시 정책적 홍보와 교육을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관련 부처

통해 나트륨 저감 인식도 2018년 61.1% → 2019년 62.6%, 당류 저감 인식도는 2018년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학계 및

51.2% → 2019년 53.3%로 지속 증가하였다.

산업계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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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1

2 식품

(1) 교육·홍보

저염급식·건강한빵 요리 경연대회

나트륨·당류 줄이기 국민 인식 공감대 및 자율적인 실천방법 확산을 위해 5월
10일∼11일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 참여 ‘건강식생활 체험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짠맛·단맛 미각테스트, 영양상담, 비교시식 맛대맛, 튼튼먹거리탐험대 체험관 등 26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였다. 행사장에서는
1인 온라인 방송인 BJ를 통해 SNS에 현장생중계를 실시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정책을 홍보하였다. 또한 청소년, 직장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별 릴레이 캠페인
‘찾아가는 Low 단짠 홍보단’을 운영(3회, 2천여 명)하여 지역에서도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요리사가 저염·저당 레시피를 활용하여 요리 시연을 하고 참가자들이
시식을 하는 Low 단짠 다이닝랩(3회, 80명)을 운영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건강 식생활에

2019 저염급식·건강한빵
요리대회 현장

요리책자

식품안전나라 정보제공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2019년에도 나트륨·당류 줄이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자 연중 아파트 미디어보드,
그림 2-4-30

옥외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신문지면광고, 라디오 등 다양한 생활 친밀형 매체를

범국민 참여행사 및 지역별 릴레이 캠페인

적극 활용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필요성 및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자 대상 저감화 인식 확산의 일환으로 유튜브(마이나슈TV), 페이스북(https://
www.facebook.com/mfdsna), 블로그(https://blog.naver. com/mfds_nadown) 등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나트륨·당류 줄이기 실천방법, 저감레시피 등 주기적 정보제공으로 적극적인 양방향
광화문광장(영양상담)

찾아가는 Low 단짠 홍보단

Low 단짠 다이닝랩

소통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창의성 및 전문성을 활용한 국민 식습관 개선 및 식생활 행동변화 유도를 위해

나트륨 줄인 메뉴 개발 및 국민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는 2019년에는 학교, 병원, 직장 등 급식분야에서 저감 메뉴와 첨가당을 넣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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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학계, 산업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저당·저염
실천본부’를 발족하였다.

건강빵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저염급식·건강한빵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총 204명이

교실 크기로 확장되는 교육차량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을 찾아가는 식생활

참여하였고, 조리 전문 심사단과 사전 모집된 국민참여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상

체험프로그램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3,105회(8만여

1팀, 우수상 2팀 등 총 24팀이 선정되어 식약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요리경연대회 수상작과

명) 교육을 실시하였다. 튼튼먹거리 탐험대는 패스트푸드, 가정간편식 및 가당음료 섭취

출품된 메뉴 중 선별된 약 60여 종의 나트륨 저감 레시피는 「삼삼한 밥상 Ⅷ」 요리책으로,

증가로 인한 어린이의 영양불균형과 비만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영양표시

20여 종의 당류 저감 레시피는 「당당한 홈카페」 요리책으로 발간하였다.

읽는 법, 저염·저당 레시피 조리실습 등 체험형 식생활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나트륨·당류

그동안 시리즈로 발간해 온 「삼삼한 밥상 Ⅰ∼Ⅶ」의 레시피들을 통합하여 검색기능 등이

적정 섭취를 유도하였다. 또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화 후 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kr)에 탑재하여 개인, 업체

있도록 과잉 및 부족 영양성분 관리법, 올바른 장보기, 식재료 보관법, 건강간식 만들기 등

등이 식생활 개선,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양·식생활 개선을 위한 ‘건강백세 영양관리 체험교실’을 20회(449명)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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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먹거리 탐험대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차량

그림 2-4-33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2 식품

그림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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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수상작

건강백세 영양관리 체험교실
포스터 최우수

UCC 최우수

소비자단체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나트륨·당류 줄이기 소비자
교육 74회를 통해 총 2,535명에게 제공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25%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급식소(학교, 산업체, 병원 등)의
나트륨·당류 저감 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식재료 구입부터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전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덜 달게 먹는 식습관 유도, 당류 저감
식품 선택환경 조성 및 저감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식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저감 방법에 대해 온라인 교육(35,321명)을 실시하였다.

나트륨·당류 저감 인식 확산을 위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의

또한 지자체 공무원, 조리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과정 운영(1,992명) 및 지역별

로고송 ‘마이나슈 건강쏭’을 제작하여 라디오, 마트에 송출 및 홍보에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6,833명)이 필요한 기관에 강사를 지원하였으며 가정에서

인지도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하여 어린이, 성인(주부) 대상 TV

아이들의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대상으로 당류 줄이기 교육을 수행하는 등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였다.

전방위적으로 나트륨·당류를 줄일 수 있는 실천 환경을 조성하였다.
보건소, 어린이영양학교 등에서 개인의 짠맛·단맛 선호도를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여

그림 2-4-34

나트륨·당류저감 홍보영상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미각 판정도구를 개발·보급하였으며, 초등학생의 당류
줄이기 교육용 교육교재 ‘단맛이야기’를 디지털(e-book)화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애주기별 교육 교재 개발 및 맞춤형 눈높이 프로그램 등을 위한 어린이
당류저감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청 건강캠프와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로고송

나트륨·당류 섭취 줄이기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실천 유도 등 정책 홍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스터, UCC 2개 공모전을 개최하여 약 832여 점의 작품이
응모되었고, 이 중 우수작들을 선정하여 전국 순회전시, 식약처 SNS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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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당류저감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및 나트륨 함량 분석과 저감 제품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그간의 컨설팅 내용들이

2 식품

그림 2-4-35

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김치, 장류 등 전통식품 중심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나트륨 섭취 주요 급원으로 꼽히는
소스류, 어묵류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저감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사례집」을 제작하여 김치, 장류
생산 업체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나트륨 저감화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학부모대상 당류 저감 프로그램

영양사 온라인 교육

그림 2-4-36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사례집

(2) 가공식품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나트륨 중 90% 이상이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가정간편식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식품 개발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류 섭취 또한 대부분의 첨가당이 가공식품 등을 통해
섭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급·외식이나 프랜차이즈업체에서도 원재료를 이용한
가정간편식 나트륨 저감화
기술 가이드

조리보다는 1차 가공된 식재료(가공식품)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가공식품의 섭취는 더욱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위한
나트륨 저감화 매뉴얼

중소기업 나트륨 기술
지원 사례집

증가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가공식품에서의 나트륨 저감을 위해 주요 급원 식품에 대해 2012년부터 식품별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관련 업계에 보급하여 저감화 참여를
유도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식품 품목별 나트륨 저감 시제품에 대해 품질(조직감 등), 미생물

표 2-4-15

연도별 나트륨 저감 기술 가이드라인 개발 품목

연도

식품군(식품종류)

2012(6개 식품군)

식육 또는 알가공품(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소시지) 어육가공품(어묵), 면류(유탕면류, 냉면, 숙면),
장류(양조간장, 된장)조미식품(스파게티 소스, 카레, 토마토 케찹), 젓갈류(명란젓갈, 오징어 젓갈)

2013(7개 식품군)

면류(우동, 국수), 장류(고추장, 쌈장), 조미식품(굴소스, 우스터소스, 돈가스 소스), 김치류(배추김치,
총각김치) 젓갈류(까나리, 멸치), 절임식품(단무지), 기타식품류(조미김)

2014(7개 식품군)

과자류(스낵), 식육 또는 알가공품(염지란), 드레싱류(오리엔탈) 절임식품(오이지), 조림식품(장조림),
기타식품류(도시락, 찌개, 탕) 유가공품(가공치즈)

2015(7개 식품군)

과자류(과자, 쿠키, 크래커), 빵류(식빵), 어육가공품(어육소시지) 장류(춘장), 복합조미식품(후리가케),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분쇄가공육제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나트륨 저감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현장 맞춤형

2016(3개 식품군)

빵 또는 떡류(만두), 건조저장육류(육포), 기타식품류(시리얼)

컨설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기술

2017(1개 식품군)

즉석섭취식품(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지원은 전문가가 제조 현장을 방문하여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원료 관리에서부터 저장,

2018(1개 식품군)

즉석조리식품(국류, 탕류)

전처리, 운반, 제조, 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하여 보완사항과 저감화가 가능한

2019(1개 식품군)

즉석조리식품(복합밥, 찌개류)

안전성, 관능 평가를 실시하여, 단계별 적용이 가능한 저감 기술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공식품 중 나트륨 저감 제품 개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가정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즉석조리식품(복합밥,
찌개류)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제조과정 중 대체 소재를 활용한 나트륨 저감 시제품을

제작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김치, 장류 등 나트륨 함량이 높아 주요 급원 식품임에도 제조업체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저감 제품 생산 의지는 있으나, 별도의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공정 및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적용하여 저감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화와 관련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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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위해 식약처와 산업계가 노력하여 부분경화유 트랜스지방 제거기술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저감화의 우선 추진 대상은 음료류이다. 2016년 4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발표

2011년 국내산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0’ 표시 가능 제품이 99%에 이르는 등 저감화에

후 음료업계에서는 식품산업협회와 같이 음료류의 당류저감 자율목표(2020년까지 전체

성공하였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가공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의무 표시 영양성분으로

음료 평균 5~10% 저감)를 설정하여 식약처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음료류로부터

지정(2016.)하여 지속 모니터링하므로 저감화를 유지하고 있어, 2019년 빵류의 영양성분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소비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음료류의 당류 저감 기술 지원을

표시 및 분석 모니터링 결과 시중 유통 국내빵의 92%(109/119개)가 트랜스 지방 제로화로

위해 과채음료, 커피 및 발효유의 저감화 기술 가이드를 제작하여 제공하므로 산업계의

관리되고 있었다. 영양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리·판매 제과·제빵 등에 대해서는

저감화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음료류에 대해 당류함량 추적 조사 체계를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트랜스지방 관리가 지속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 식품

우리 국민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중 가장 많은 양을 음료류로부터 취하므로, 당류

구축하여 음료류 시장의 당류저감 제품 분포를 모니터하므로, 저감 목표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3) 급식 분야

우리 국민은 하루 한 끼 이상 급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급식이 입맛 등 식습관
표 2-4-16

형성에 중요한 만큼, 식약처는 급식의 나트륨 저감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음료류 중 당류 저감화 현황 조사 결과
(2019.12.31. 기준, 출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저감화 제품*

음료 유형

해당 제품 수(개)
제품 수(개)

저감률(%)

직장인 대상 저감화 실천 교육, 작은 국그릇 보급 등의 방법을 통해 급식 나트륨 저감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는 자방자치단체와 함께 매일 한 끼(중식)를 나트륨

당함량 낮은
신제품 수(개)

당함량 0g
제품 수(개)

함량 1,300㎎ 이하 식단으로 제공하는 「삼삼급식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삼삼급식소는

7

식단 중 나트륨 함량뿐 아니라, 이를 위한 계량컵 사용, 국염도 알림 등 조리·배식 환경

합계

251

92

19.6

31(4)

가공유류

18

3

10.2

2

전반에 나트륨 줄이기를 실천 하는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년 현재 224개가

과일채소음료

74

30

22.4

9

삼삼급식소 운영지침 실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127개소는 염도측정 기록 등 일정

기타음료

14

2

45.4

2

조건이상을 준수하고 있어 삼삼급식소로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다류

7

4

22.9

1(1)

두유류

9

9

10.8

발효유류

31

17

23.0

발효음료류

8

2

23.3

커피

46

16

12.6

8(1)

탄산음료류

44

9

20.5

6(2)

2

표 2-4-17

삼삼급식소 운영 절차 및 참여현황

3

지자체별
공고 및 신청
접수
5

사전운영
음식점·급식소
선정

현장점검 및
평가

사전운영

2017~2018

2018~2019

지정

미지정 참여

지정(신규+유지)

미지정 참여

비고
(2019년 참여
신청현황)

115

54

127

44

53

구분

* 2015년 이후 저감화 제품
총계

지정 및
현판 교부

집단급식소
현황
46,740

식약처는 음료류뿐 아니라 2019년에는 빵류, 떡류의 당류 저감 기술 정보 및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였으며, 상용화 되고 있는 당류 대체물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트랜스지방의 경우 2005년부터 저감기술 개발 및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242

243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분석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나트륨을 줄인 메뉴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나트륨ㆍ당류 저감화 실천방법 및 건강한 급식 실천 식단

2 식품

그림 2-4-37

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햄버거, 피자, 돈가스에 대해 식재료부터 매장 내 조리 시까지 나트륨 저감을 위한 공정 관리
및 메뉴 분석을 통해 중점 관리 요소를 도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프랜차이즈
나트륨 저감화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였다. 소금대체 원료 활용, 저염 소스 개발 및 원료
배합비 조정 등을 통해 나트륨 저감된 프랜차이즈용 메뉴를 개발하여 전국 매장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표지

급식 단계별 나트륨 줄이기
실천방법

당류의 경우도 당류 함량이 낮은 음료를 개발하여 매장에 적용하거나, 주문 시 당류

덜달게 덜짜게
건강한 급식 실천 식단

함량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당류 저감 실천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당류
저감 실천 매장 관리 매뉴얼 및 운영가이드에는 당류 저감 음료 또는 대체 음료 제공 요령,
당류 함량이 낮은 음료를 선택하도록 하는 소비자 응대 매뉴얼, 조리종사자 교육, 교안

(4) 외식 분야

1인 가구의 증가, 외식의 일상화 등 외식을 통한 나트륨·당류 저감화에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식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 시범지정

개발 등을 통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당류 저감에 참여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당류 저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여 소금 등 양념통 별도 배치, 소스 별도 제공 등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나트륨을 줄이기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는 나트륨 저감 실천

그림 2-4-38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당류 저감 실천 매뉴얼 작성 및 홍보

내용을 새로운 기준으로 마련하여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실천음식점은 10% 이상 나트륨을 줄이고 1인 분량의 나트륨 함량이 1,300㎎ 미만인
메뉴를 전체 메뉴 수의 20% 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식약처는 실천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정 및 확대,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염도계 및
염도측정 지원 등을 통해 음식점들이 메뉴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쉽게 관리하고 저감화에

저당카페모카 관능평가

저당초콜릿시럽 개발

당 저감 홍보 배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599개 음식점이 나트륨 저감화에 참여 중에 있으며, 이들 중 저감화
기준에 부합하여 지정 운영되는 곳은 303개소로 지속 관리되고 있다.
당 저감 홍보 포스터 및 POP

표 2-4-18

나트륨 저감 실천음식점 현황
2017~2018

2018~2019

지정

미지정 참여

지정(신규+유지)

미지정 참여

비고(2019년
참여 신청현황)

식품접객업
현황

253

136

303

116

180

867,834

구분
총계

당 저감 홍보 듀얼모니터

3) 추진계획
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및 홍보 강화

외식 중 전국 체인망을 가진 프랜차이즈 업체는 2013년부터 본사를 중심으로 나트륨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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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식약처는 2020년에도 급식, 외식, 프랜차이즈 나트륨, 당류 저감화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2 식품

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외식, 프랜차이즈 환경에서의 당류 및 나트륨 저감화를 더욱 강화할

삼삼급식소, 실천음식점 추가 및 지정 운영확대를 위해 외식, 급식 나트륨 당류 저감 조리팁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당류, 나트륨 저감화 인식개선 확대를 위해 ‘건강 위해가능

개발 및 저감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납품받는 식재료용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해

가공식품의 저감화를 유도하고 조리 매장 현장에서 저감 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나갈 것이다. 나트륨·당류 줄이기 국민 참여행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과 삼삼한, 당당한

매뉴얼 개발 배포 및 음료류 제공 방법과 주메뉴와 어울리는 당류 줄인 음료 개발 기술 지원

요리대회를 정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참여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아파트 승강기

등을 추진하여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당류와 나트륨 줄인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모니터, 옥외전광판, 대형마트 모니터 등 생활 밀착형 매체 및 사회 관계망 홍보 강화를

있는 환경조성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해 나트륨, 당류 줄이기 실천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민간주도의 식생활 문제해결

트랜스지방은 현재 판매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식품 유형에 대해 함량 모니터링 관리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발족한 ‘저당·저염 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생산업체와 함께 저감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전문분야별 활동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춘 정보제공,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등 국민 접점

있도록 하고 수입산 과자류에 대한 관리 또한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식약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섭취량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권고량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저감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소비자, 공급자 및

나) 당류·나트륨을 줄인 식품의 공급환경조성 지속 추진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정책 확산과 성과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생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저감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의 목표로 가정간편식 중 즉석조리식품, 식자재용 빵과 소스류 저감화

나. 어린이 기호식품, 외식업체 자율영양표시 확대 및 대국민 영양서비스 제공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김치, 장류, 소스류 등 맞춤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당류의 경우 가공식품 특히 음료류 생산업체들이

1) 추진배경

저감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포뮬레이션을 개발하고 당류 저감 제품 소비 확대 전략
수립에 주력을 두어 음료류 생산업체들이 당류 줄인 제품 개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 외식업체 영양표시 확대
의료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평균 수명 연장으로 건강 100세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1단계 : ~2016년

기
술
개
발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 소금 사용 저감 및 공정개선을 통한
저감화 기술 소개
•소비재(B2C) 중심의 나트륨 저감 제품 개발

2단계 : 2017년~
•최근 트렌드 및 이슈를 반영한
가정간편식 기술 가이드 마련
- 대체소재(향미증진제 등) 적용을 위한
배합비 등 기술 개발
•식자재(B2B) 중심으로 나트륨 저감 제품 생산 확대

최근 소득증대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식생활 환경의 변화로 외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구화된 식생활 등 국민의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영양과잉 또는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하고, 자가 건강관리(Self-Health Care)를 위한 개인
맞춤형 영양·식생활 정보의 요구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지
원

•(지원) 김치류, 장류 등 ⇨ 외식·급식용 식자재(양념·소스 등) 추가 확대
•(확대) 중·소 식품업체 자율 저감 제품 개발 확대를 위한 품목별 저감 관련 기술 자료(정보자료집, 저감 매뉴얼,
우수사례집) 개발·보급(3종)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의 영양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외식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외식 영양표시 기반이 되는 영양성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과 웹을 통해
신뢰성 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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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직원 조리 교육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하였다. 이밖에도 커피전문점 등

2 식품

2) 추진성과

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운영 현황 조사도 실시하였다.
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식약처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부터 패스트푸드업체

그림 2-4-39

영화관 자율영양표시 가이드라인

(롯데리아, 맥도날드, 파파이스, KFC 버거킹)를 시작으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업체 등에서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하였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중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매장 수 100개 이상)에게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한눈에 쏙쏙 단계별 영양표시 가이드라인」과 외식 영양표시와 관련하여 자주 질의되는
내용을 답변과 함께 정리한 「한 손에 쏙 영양표시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F&Q)」 등을
보급하여 외식업체의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생활에서 식품의 영양표시를 확인하여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양표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다) 대국민 영양 서비스
(1) 식품영양성분 DB의 현행화 추진

식약처의 식품영양성분 DB는 학교 등 단체급식 및 병원 등의 식단 관리나 식품
영양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는 식품별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4차산업의 발달 등 IT 환경 변화와 개인별 자율영양관리 일상화 등으로 그

나) 외식업체 자율 영양표시
최근의 개인 영양관리 추세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 확대와 함께 외식 및 급식의

이렇듯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영양정보 제공이 확대될수록 정보의 정확성, 현행화,

이용이 증가되면서 식당에서 제공되는 메뉴의 영양성분 함량을 알고자 하는 소비자

효율적인 표시 방법 등 전반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어, 국민이 올바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리식품의 자율영양표시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영양표시가 의무화되고 있지 않은 조리식품에서의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영양표시는 업체 자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업체의 서비스

식약처의 식품영양성분 DB는 식품안전정보포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2008년부터 다중 이용 외식 시설 중심으로 시범

식품영양성분 DB는 원재료, 가공식품, 외식 영양성분 DB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을 통해 산업계에 자율영양표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이들 DB 자료를

최근, 자율영양표시의 정확성 등이 언론에 이슈가 된 바 있으나, 조리식품의 경우 원재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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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가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기초로 개인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칼로리코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조리자에 따라 제공되는 음식에서의 영양성분 함량 차이가 발생하여 가공식품만큼 정교한

식품영양성분 DB는 국가에서 생산·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함량 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및 조리기구 정비 등 조리환경

국가표준 식품성분표가 개정됨(제9.1개정판, 농진청)에 따라 원재료 DB를 업데이트함과

개선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시에 중복 자료 제거, 잉여 코드 삭제 등 DB 정비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공식품 DB에

2018년 대형극장(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내 판매되는 식품의 자율영양표시에 대한 실태

대해서는 산발적인 1회 분량을 식품공전 유형 기반으로 재정비하고, 그에 따른 영양성분

조사(2018.9.)를 실시하고, 각 업체별로 영양성분 정확도 유지를 위한 메뉴별 영양성분

함량을 수정하여, 가공식품별 섭취량 산출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재, 포털을 통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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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밖에도 당류함량 DB가 추가되었다.

(2) 환자용 식품 제조 및 이용 활성화 지원

2 식품

3,000 품목, 음식 512 품목, 가공식품 12,548 품목에 대한 영양성분자료가 제공되고

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이완율 상승 등 확대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환자용
식품 생산유도를 위한 산업계 지원이 필요하며, 환자용 식품을 사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그림 2-4-40

식품안전정보 포털 홈페이지 검색 화면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들에게 올바른 영양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경구나 경관을 통한 환자용
식품의 공급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과는 달리 이들 병원에는 대부분 환자용
특수 식이를 위한 별도의 임상영양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시판되는 환자용 식품을
그대로 공급하고 있다. 물론 제품에 표시된 영양정보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제품별 특이성, 영양조성의 차이, 투약되는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전문적인 내용들을

식품영양성분 DB를 활용하여 개인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칼로리코디’ 앱은 개인정보

일일이 대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 전문 의료인들이 제품을

보안상의 이유로 2018년 앱을 웹으로 전환하여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처방하고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담은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한 환자용식품 선택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 대중화된 웰빙(Well-being)과 IT 산업의 발달로

정보집」을 제작하여, 각 병원과 요양원에 협회를 통해 보급하였다. 이 정보집에는 환자용

민간기업에서의 개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앱 서비스 제공이 증가되고 있다. 이들 민간

식품 선택을 위한 사전 확인사항 및 선택 경로가 질환별로 수록되어 있다.

개발 앱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각종 맞춤형 기능들을 추가하여 첨단화되고 있으나,

또한, 가정에서 환자가 직접 또는 보호자에 의해 환자용 식품을 제공받을 때 사용할

이들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이 되는 DB는 개인이 별도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 있는 비전문가용 정보집 「환자용 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자율영양관리 정보집」을

기 구축되어 있는 DB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식품영양성분 DB의

제작하여, 일선 병원 및 보건소 등에 보급하였다. 이 정보집에는 환자용 식품에 대한 이해,

민간 수요는 점차 늘어갈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DB의 코드 정비 및 정보

환자용 식품의 제공 방법, 주의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경관급식용 기구 관리법

현행화가 실시되었다.

등이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로 제공된다. 이밖에도 환자용 식품 선택가이드 및 Q&A가
부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 2-4-41

칼로리코디 사이트 검색화면
그림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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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용 식품 선택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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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섭취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능 및 영양 교육 등에서의 활용성을 특화시킬 예정이다. 이를

시장에는 규모의 한계가 있어 다양해진 환자군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위해 현재 모바일 앱 운영을 모바일 웹으로 전환하여 실시간 연산에러 관리가 가능하도록

산업체들의 시장 확대 개념으로 동남아시아 등 우리와 건강 여건이 유사한 나라들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상으로 「환자용식품 수출가이드」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관련업계의 요구에 따른

환자용 식품은 영양불균형 해소에 따른 건강유지와 함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베트남의 환자용 식품 시장분석 및 수출을 위한

측면에서 영양관리의 가장 최일선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일반식품으로 관리되기보다는

제반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가이드는 현재 환자용 식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사용자가 환자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위생 및 안전 관리가 이들을 기준으로 특화되어야

제약바이오협회, 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에 배포되었다.

한다는 것이 학계 및 관계자들 대부분의 의견이다. 또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질병과

2019년에는 저작 및 연하곤란자들의 식품을 섭취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저작 및 연하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를 마련하여 전국 요양원 및

2 식품

이렇듯 환자용 식품의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에 국내

증상별 다양한 환자용 식품 요구도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장 수요 파악을 통한 정확한
현황 분석을 우선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에 배포하였다.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과장 송성옥 ☎ 043-719-2252

3) 추진계획
가) 영양정보 DB 확대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섭취 저감화,
가공식품 및 외식 영양표시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성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식생활
칼로리 카운트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생산자의
자발적 표시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적
영양표시 등 영양정보 제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율영양표시의 경우 2020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자율영양표시 개선 시범
사업을 통해 자율영양표시 가이드를 마련함으로써, 이용객들이 정확한 영양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업체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영양성분 DB 활용을 홈페이지 검색이나 칼로리코디에 제한하지
않고,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DB 활용이
가능한 전산 환경, 활용범위, 명칭사용 제한 등 DB 이용 원칙 등을 마련하여 민간에서의
DB 사용을 활성화할 것이며, DB의 시스템 오류 최소화 및 자료의 현행화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것이다.
또한, 칼로리코디 앱은 민간에서 개발된 앱과의 기능적인 중복성들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식품영양성분 DB와 직접 연계하여 정확한 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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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의약품

의약품

3 의료제품

section 1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소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자재의 구입으로부터 제조, 포장, 출하까지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조직적 관리하에 의약품을 생산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 것

2008년 1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 GMP」를 도입하여 제형별 평가에서 품목별
사전 GMP로 전환 및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연간품질평가, 변경관리 등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GMP 체계를 구축하였다. 「새 GMP」는 2008년 1월 신약을
시작으로 7월에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에는 일반의약품, 2010년부터는 원료의약품에
적용되었다. 이로써 모든 의약품에 품목별 사전 GMP 및 밸리데이션이 도입되고,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이후, ▲새로운 기술과 시설 사용을 위한 제약 선진국의 지속적인 GMP 개정 ▲국내

1. 국제 조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도입 및 정착

제약사의 수출 증가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소득 증대에 따른 글로벌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인하여 고품질 의약품 제조를 위한 규정 개정과 국제 규제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국제조화를 위한 노력
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회원국 지위를 활용한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

1) 추진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부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PIC/S) 회원국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GMP 위상 제고와 국내 의약품의

가) 고품질 의약품 제조를 위한 규정 개정과 국제 규제조화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발표하여 (1969.) 회원국에게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의약품 국제거래에서 GMP

2) 추진성과

증명제도를 권장함에 따라(1975.), 우리나라는 1977년 3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예규(제373호)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KGMP)’을 공포하였다. 이어 1978년 7월에

가) 국제조화된 GMP 규정 정비

‘KGMP 시행지침’을 발표하여 제조업소가 자율적으로 GMP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199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과 함께 국내 GMP

7월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제도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등 적극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자의 GMP 준수를 의무화하고, 완제의약품의 품목허가요건으로
제형별 GMP 실시상황 평가를 규정하였다. 평가 절차의 합리화를 위하여 1997년에 6개
대단위 제형별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2년에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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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기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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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GMP 국제 규제조화를 위하여 PIC/S GMP 가이드라인 부속서 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13]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을 전면 개정하였으며(개정

GMP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2015년 7월 이전에 허가받은 업체는 2017년까지

3 의료제품

정하고 있다.

1절 의약품

GMP 적합판정을 받도록 하여 2018년부터는 GMP 적합판정업소에서만 의료용
고압가스의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2019.6.28., 시행 2020.6.29.),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를 적용한

의약품은 공정밸리데이션 방법 중 ‘연속적 공정검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적격성 평가 단계 개정, 품질위험관리 접근법 사용 명확화, 운송검증 및
포장공정 밸리데이션 항목 신설 및 세척밸리데이션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3) 제도개선을 위한 업계 소통채널 운영 및 협력 확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업계 참여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신규
제도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 업계와의 쌍방향 소통 및 협력을 확대하였다. GMP 제도 개선

본 개정을 통하여 공정 밸리데이션 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유연성을

및 국제조화를 위한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연중 운영하고, 정책 설명회(2019.4.24.)를

부여하였고, 국내외 실질적 GMP 운영 현황 반영 및 조문 정비를 통해 규정을 합리적으로

통하여 제약 업계를 대상으로 GMP 주요 정책·제도 개선 사항과 GMP 실사 및 서류

개선 및 명확한 이해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검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GMP 제도 시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고 간담회
개최(2019.1.~2.), 현장 방문(2019.3., 2019.7., 2019.8.)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정 개정 및
질의응답집을 마련하였다.

▶ 연속적 공정검증(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고정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3개 제조단위에 대해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조공정성능을 연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공정밸리데이션 방법

그림 3-1-1

2019년 GMP 정책설명회

(2)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 중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사례(2018.)를 계기로,
의약품 품질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자는 자사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공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바, 공급업체 관리 강화를 통한
완제의약품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재업체 관리 방안 안내(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다(2019.1.31.). 제목을 「주요 원자재 제조업자 관리 방안 안내」에서 「원자재 제조업자

나) QbD 기반의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

관리 방안 안내」로 개정하였으며, 주요항목은 원료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평가 시 NDMA 등

국제적으로 의약품 품질·생산효율성의 혁신적 제고를 위하여 의약품 설계기반

불순물 관리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관리항목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용 고압가스 GMP 적용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의료용

품질고도화*(QbD)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제조업의
제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연속공정 등 제약 스마트공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발간하였다(2019.10.8.).
본 질의응답집은 의료용 고압가스 기준 적용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GMP
제도를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제조현장에서 GMP
기준을 적용하며 발생하는 질의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식약처, 지방청이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약품의 전주기(개발~판매중단) 사전 위험평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특성에
맞는 최적의 품질관리를 구현하는 시스템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였다. 참고로, 의료용 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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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의약품

정비하고, 2018년 11월 말 2차 평가를 위한 전담대응팀 구성·운영, 모의실사 실시 등

국제적 QbD 도입 추세에 따라 의약품 수출 시 QbD 관련 자료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비관세

치밀한 노력과 체계적인 대응 결과, 신청서 제출 이후 4년 만에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QbD 제도의 신속 도입·정착을 통한 의약품 국제경쟁력

성공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원료의약품 GMP 운영체계와 국내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확보를 위하여 2015년부터 제형별 QbD 적용 예시모델 및 기초기술 개발을 연차적으로

품질이 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과도 동등한 수준임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결과는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제약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받아 EU GMP 서면확인서 제출면제를 통해 유럽 진출 시기가 단축되었다.

3 의료제품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정부 주도하에 QbD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현재 정착단계에 있으며,

2019년에는 시생산 규모의 복합이층정제, 동결건조주사제에 대한 예시모델을
개발하였고, 기초기술로서 ‘제조규모에 따른 설계공간의 변화요인 분석 및 구축 연구’를

(2) 한-싱가포르 GMP 분야 양해각서 체결

수행하였으며, 2018년에 개발한 예시모델(일반방출정제, 캡슐제) 및 기초기술(제제 및 공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1월 23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모델링·최적화·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홈페이지에 공개·보급하였다(2019.3.). 또한 2019년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과 의약품 GMP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4월 및 7월에 QbD 워크숍을 개최하여 예시모델 및 기초기술 소개, QbD 제도 관련 규정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의약품 GMP 규정, 실태조사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을

등 제약업계와 식약처 실무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목표로 하며, 향후 GMP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또한, PIC/S GMP 가이드라인 부속서 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개정

국가에 대한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6.28., 시행 2020.6.29.)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 13]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에서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QbD 주요 개념을 반영하였고, QbD를 적용하여
개발한 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 방법 등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QbD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한-스위스 GMP 상호신뢰 협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2월 18일 스위스와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에 정식서명을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약품
분야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신뢰

그림 3-1-2

2019년 QbD 워크숍

그림 3-1-3
한-스위스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 체결식

협정을 체결한 최초 사례이며, 우리나라
GMP 시스템과 관리수준이 선진국과
동등함을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약품이 스위스로 진출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한 의약품
GMP 적합판정서만으로 의약품 GMP
평가가 대체되어 기간 및 비용이 크게

다) 제약산업 해외 진출 지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세계 7번째로 대한민국의 EU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

2019년 5월에는 세계 7번째로 우리나라가 EU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최종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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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 활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1월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신청서 제출 후 2016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IC/S 회원국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상반기 정기위원회

평가단의 현장평가를 받았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후 지적사항 보완과 제도를

(2019.4.), 일본 도야마에서 열린 하반기 정기 위원회(2019.11.) 및 연례세미나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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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 식약처는 2023년 PIC/S 정기위원회 및

나) QbD 기반의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

2019년 하반기 PIC/S 정기위원회(상)
및 원료의약품 전문가회의(하)

연례 세미나 개최국으로 승인받아 PIC/S 내에서의

제약 스마트공장의 핵심기술인 QbD 제도의 국내 정착을 지원, 확대하기 위하여 제형별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원료의약품,

예시모델과 기초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며, QbD 기술의 현장

교차오염, 인체혈액·조직·첨단의약품 3개 분야

적용 확대 및 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PIC/S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다양한 국가의
GMP 조사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3 의료제품

그림 3-1-4

특히, 제약업계 및 식약처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며, 제약현장
맞춤형 QbD 기술 컨설팅을 통하여 QbD 제도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5) 한-아세안 협력사업

QbD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2019년에는 2회에 걸쳐 ASEAN GMP
조사관들을 초청하여 국내 제약현장을 견학하고

다)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 활동

각국 GMP 최신동향 및 한국 제조소 GMP 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PIC/S 정기위원회 및 연례세미나 개최국으로서 교육

사례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PIC/S 활동에 참여해 GMP 국제사회에서의 식약처의

그림 3-1-5

제28차 아세안 의약품 워킹그룹(Pharmaceutical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세안 규제당국 GMP 조사관 초청
교육(2019.6.(상), 2019.8.(하))

Product Working Group, PPWG) 회의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GMP 분야 협력을 위해 논의하였다.

라) 한-아세안 협력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안 규제당국자들을 초청하여 GMP 조사관 교육과 제6차

3) 추진계획

한-아세안 GMP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아세안 간 GMP 실태조사 중복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이다.

가) GMP 기준의 지속적인 국제조화 추진
지속적인 GMP 제도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마) 한-싱가포르와의 GMP 실태조사 면제 시범사업 추진

PIC/S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싱가포르 의약품 GMP 양해각서 체결 후속조치로 실태조사

GMP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자 한다.

면제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산 의약품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특히 PIC/S 가이드라인 Part I 개정사항을

교두보를 위해 보다 협력을 견고히 할 것이다.

반영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 17] 완제의약품 제조를 개정할
계획이며, 새로운 규정 등에 대한 업계 이해도 및 순응도 제고를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 및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바) 신북방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신흥국가 진출로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와 의약품 GMP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맞춰 국내 의약품의 유라시아 진출 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의약품품질과 과장 이수정 ☎ 043-719-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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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3 의료제품

2. 의약품 규제 국제조화 및 선진화

1절 의약품

2019 의약품심사부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제·개정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의약품심사조정과)

가. 국제수준의 의약품 허가심사체계 구축

연번

분류

제·개정

1

안내서

제정

임상통계 보완사례집

2

안내서

제정

의약품 금속불순물 관리 질의응답집

3

안내서

제정

주사제 충전량 가이드라인

4

안내서

개정

알레르기비염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5

안내서

제정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변경) 승인 보완사례집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의약품 허가심사의 예측성을 높이기

6

안내서

제정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

위하여 의약품 심사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신기술 발달에 대한 제약산업 환경

7

안내서

제정

마이크로도즈(microdose)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및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제·개정 사항을 국내 의약품 허가·심사

8

안내서

제정

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9

안내서

개정

의약품 용기 및 포장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의약품 심사의 일관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10

안내서

개정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

‘의약품 우수심사기준(Good Review Practice, GRP)’을 운용하고 있으며, 심사자가 심사업무를

11

안내서

제정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질의응답집

12

안내서

개정

허가 후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심사 가이드라인

13

안내서

제정

제네릭의약품 임상시험자 자료집 작성 방법 가이드라인

14

안내서

제정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 평가 가이드라인

15

안내서

제정

생물학적분류체계(BCS)에 따른 생동성시험 면제를 위한 제출자료 작성방법
가이드라인

국내 제약업계의 품질관리 전략 개발이 국제조화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 평가 관련 ICH

16

지침서

제정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 검토서 작성기준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사항을 ‘임상시험결과보고서 구성 및 내용 질의응답집’에 반영하였으며,

17

지침서

제정

허가 외 사용 의약품 평가절차

임상시험 평가 분야에서는 ‘임상통계 보완사례집’, ‘알레르기비염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18

지침서

제정

초기임상시험자문단 구성 및 운영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였다. 더불어 국내외 의약품 허가·심사

19

지침서

제정

의약품 제품화 내비게이터 지정 및 운영

1) 국제조화를 통한 심사 관련 평가 지침 등 개발
가) 추진배경
(1) 의약품 허가심사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심사업무 일관성 필요

수행하거나 민원인이 의약품 허가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나) 추진성과
(1) 의약품심사부 지침ㆍ가이드라인ㆍ해설서 제ㆍ개정

가이드라인 명칭(현행)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최근 제·개정 정보를 국내 업계와 공유하고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적극적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의약품·임상시험 심사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2015년에 의약품 우수심사기준을 품목 허가·관리 업무를 포함한
업무수행편람(Good Review Practice-MaPP, GRP-MaPP)으로 확대·개편한 이래 매년

그림 3-1-6

의약품·임상시험 심사 설명회(2회)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으며 2019년 ‘허가 외 사용 의약품 평가절차’ 등 신규 제정 4종을
포함하여 총 51종(심사기준 30종, 허가업무 8종, 정보공개 1종, 교육훈련 1종, 기타업무 1종)으로
업무수행편람을 개정하여 업무의 예측가능성·일관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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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2019 기획기사 게재 현황

(1) 의약품 심사업무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식약처는 의약품 규제의 국제조화·선진화를 위하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2019.12.31. 기준, 출처: 의약품심사부)
연번

기획기사 명

가이드라인 명칭(현행)

1

‘인공눈물’ 1회용 점안제

2

금연보조제

3

제네릭의약품

4

천식흡입제

▲허가·심사 기준 및 절차의 문서화·표준화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 ▲심사자

5

탈모치료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6

가이드라인을 의약품 심사 관련 평가 지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개정하고 민원
설명회·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업무수행편람의 연중 운영 및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하여

알고쓰는 약 이야기

7

2)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가) 추진배경
(1) 안전한 의약품 사용방법 제공

3 의료제품

다) 추진계획

1절 의약품

변질 확인 어려운 의약품 보관
구충제

8

공황장애

9

비타민 섭취

10

OOO서방정

11

먹는 여드름치료제

12

복제약 허가 위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관리는?

식약처는 2010년부터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왔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일간지 기획기사, 카드뉴스 등
다각적 소통채널을 이용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확대하고 있다.

다) 추진계획
(1) 질환별 대상자에 맞춘 의약품 사용정보 제공

2020년에는 고령자, 어린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여성 등 질환별 대상 환자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치매, 파킨슨병,

나) 추진성과
(1) 「생활밀착형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집」 제작 및 제공

2019년에는 기존 정보 제공 형태를 다각화하여 식약처 SNS, 카드뉴스, 블로그,

뇌졸중, 고지혈증, 고혈압, 골관절염, 노인성 우울증,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천식, 감기, 여성을 대상으로는 비만, 골다공증, 폐경기증후군에
대한 안전사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일간지 등에 금연보조제, 어린이

3) 의약품 심사의 국제조화를 위한 노력

감기약 등 12편을 기획기사 「알고쓰는 약 이야기」를 통해 제공하였다.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집’을 제작하여 4개국 언어로 9종의 질환에 대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하였고 식약처 팟캐스트를 통한 의약품 사용 정보 안내, 시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였다. 간염, 유방암,
발기부전, 당뇨병, 속쓰림, 위식도역류질환 등 다빈도로 사용하는 치료제의 안전 사용법에
대한 카드뉴스를 9건 제작하여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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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활동
(1) 추진배경
(가) 의료제품분야 규제조화 정보 공유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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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의약품

ICH)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9년도 하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정기 총회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

표 3-1-3

식약처가 공동 개발 완료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의약품심사조정과)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번

그간의 규제조화 활동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1

안전성 정보의 주기적 보고(E2C)

7

의약품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Q&A(Q7 Q&A)

2016년 11월 ICH 정기 총회에서 의약품

2

임상시험관리기준(E6(R2))

8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 및 규제
고려사항(Q12)

규제당국으로서는 미국, 유럽위원회, 일본,

3

다지역임상시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일반원칙(E17)

9

광안전성 평가(S10)

스위스, 캐나다에 이어 6번째로 정회원으로

4

다지역임상시험 질의응답(E17 Q&A)

10

유익성-위해성 평가양식(M4E(R2))

5

유전체시료수집 및 자료관리(E18)

11

유전독성 유연물질의 관리 및 평가(M7(R1))

6

금속성 혼재물(Q3D)

12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 근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M9)

가입하였으며, 2018년 6월에는 관리위원으로
선출되어 ICH 중장기 계획 수립,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주제 선정, 예산 기획 및

3 의료제품

그림 3-1-7

가이드라인

연번

가이드라인

집행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Forum, IPRF)과 국제

표 3-1-4

식약처가 공동 개발 참여중인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 현황

제네릭의약품규제당국자협의회(International Generic Drug Regulators Programme, IGDRP)의

(2019.12.31. 기준, 출처: 의약품심사조정과)

통합협의체로 2018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국제의약품규제자협의회 (International

연번

구분

Pharmaceutical Regulators Programme, IPRP)에 참여하여 의료제품분야의 규제조화 활동 및

1

Q2(R2)/Q14

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분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

Q3C(R8)

불순물: 잔류용매 가이드라인(Impurities : Guideline for Residual Solvent)

3

Q5A(R2)

ICH Q5A 인간 또는 동물 유래 세포의 생명공학응용의약품 바이러스 안전성 평가
(Revision of ICH Q5A Viral Safety Evaluation of Biotechnology Products derived from cell
lines of human or animal origin)

4

Q13

5

S1(R1)

설치류의 발암성 연구(Rodent Carcinogenicity Studies for Human Pharmaceuticals)

6

S5(R3)

의약품의 생식독성 탐색
(Detection of Toxicity to Reproduction for Medicinal Products & Toxicity to Male Fertility)

8월부터 APEC 규제조화센터의 e-러닝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설계기반

7

S11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Nonclinical Safety Testing in Support of Development of Paediatric Medicines)

품질심사(ICH Q8, Q9, Q10)를 자체 개발하여 2017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8

S12

유전자 치료제 생체분포 시험(Biodistribution Studies for Gene Therapy Products)

9

E11A

10

E20

11

M1 PtC

국제의약용어(MedDRA)(Medical Directory for Regulatory Activities)

한편, 2011년부터 25개 분야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공동개발에

12

M7(R2)

잠재적 발암 위해를 제한하기 위한 의약품 내 DNA 반응성(변이원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
(Assessment and Control of DNA Reactive (Mutagenic) Impurities in Pharmaceuticals to
Limit Potential Carcinogenic Risk)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에 최종 승인된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 및 규제

13

M10

생체시료분석방법 밸리데이션(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고려사항(Q12)’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을 완료하였다.

14

M11

정형화되고 조화된 전자임상시험계획서
(Clinical Electronic Structured Harmonized Protocol, CeSHarP)

15

M12

의약품 상호작용 연구(Drug Interaction Studies)

(2) 추진성과
(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와 ‘APEC 규제조화센터-ICH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안전성정보관리(ICH E2)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6년

2019년 6월 및 11월 국제의약품규제자협의회(IPRP)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주요 규제개선
상황과 식약처가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바이오시밀러 실무그룹 활동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268

ICH 가이드라인 명
시험방법 개발 및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개정
(Analytical Procedure Development and Revision of Q2(R1), Analytical Validation)

의약품 연속생산공정(Continuous Manufacturing)

소아외삽(Paediatric Extrapolation)
적응적 임상시험(Adaptive Clinic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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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였으며,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국의

2015년까지 승인된 모든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 한글 번역본을

의약품 허가제도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더하여, APEC 생명과학혁신포럼 기획조정위원회와

마련하였다. 2016년, 2017년에 제·개정된 10개 가이드라인의 번역본을 추가로 마련하여

‘규제융합 정책논의’ 공동 개최를 통해 APEC 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의료제품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식약처의 ICH 활동 등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융합 핵심성과지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APEC 규제조화센터 설립 후 지난 10년간의

3 의료제품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의 국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융합 성과를 공유하며 규제융합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3) 추진계획
(가) 국외 규제당국자와 네트워크 구축

그림 3-1-8

제42차 APEC 생명과학혁신포럼 규제융합 정책 논의

식약처(평가원)는 2020년 5월 캐나다와 11월 그리스에서 개최될 국제의약품규제조화
위원회 회의에 규제당국 회원 및 관리위원으로 참석하여 국외 규제당국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규제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 공동개발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을
공동개발할 예정이다.
표 3-1-5

나) APEC 규제조화센터 활동 강화

2019년 APEC 규제조화센터(AHC) 워크숍
명칭

(1) 추진배경
(가) APEC 규제조화센터 회원국 간 규제조화 추진
1

APEC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 AHC) 는 2009년 6월에 식약처(평가원)에

시기

장소

참석 규모

제42차 APEC 생명과학혁신포럼 규제융합 정책논의

2019.8.

칠레(푸에르토바라스)

12개국 37명

제43차 바이오의약품 워크숍

2019.9.

한국(서울)

11개국 60명

제44차 의료제품 유통체계 CoE 시범운영 교육

2019.9.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13개국 118명

제45차 우수등록관리 CoE 시범운영 교육

2019.10.

태국(방콕)

15개국 303명

설립된 이후 2019년까지 총 45회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교육훈련기관(Center of
Excellence, CoE) 시범운영 교육을 공동개최하여 회원국 간의 규제조화를 추진하였다.

(3) 추진계획
(가) 규제조화 교육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추진성과
(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지역 내 개발도상국 규제당국자 역량 강화

APEC 규제조화센터는 2020년 총 7번의 국제워크숍 및 교육을 계획 중에 있다.
2020년 7월에는 미국 USP와 첨단치료제 전문교육훈련기관 시범 운영 교육을 공동

APEC 규제조화센터는 2019년에 총 4건의 워크숍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며, LSIF의 프로젝트로서 국제적 관심을 받았던 ‘희귀질환(Rare Diseases)

국내외에서 개최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역 내 개발도상국 규제당국자 역량강화

및 희귀의약품(Orphan Drug)’과 관련하여 호주 퀸즐랜드공과대학교와 공동 워크숍을

및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에 기여하였다. 특히, 규제융합 우선분야 중장기계획 중 의료제품

개최할 예정이다. 9월에는 순천향대학교와 공동 주최하는 의료기기 전주기 주제의

유통체계,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워크숍과 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실태조사,

전문교육훈련기관 시범운영 교육 추진이 논의되고 있으며, 10월에는 페루 국립보건원과

의료기기감시, 바이오의약품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의 공동개최를 통한 역량강화를

공동으로 ‘바이오의약품 민관 다이얼로그’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0월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신속

1 APEC

규제조화센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장관급 회담 및 정상회담에서
공식 승인되어 식약처(평가원)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공인 상설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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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원료의약품 및 생동성시험면제 분야의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규제융합 촉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1월에는 싱가포르 듀크의학

있다. 2015년 11월 제2차 IGDRP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7년 11월 제6차

대학원과 의료기기 전문훈련교육기관 시범운영 교육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까지 총 6차례 진행되었다. IGDRP와 IPRF는 2018년 1월 1일부터 IPRP(International

3 의료제품

워크숍으로서 ‘APEC 규제융합 2030 비전’의 신규분야 로드맵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2

APEC 규제조화센터는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규 주제에

Pharmaceeutical Regulators Programme) 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2019년 2회를 포함하여 총

대한 로드맵 구축을 시도하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대면교육 및 워크숍은 전문교육

4회 운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C)와 품질 및 생동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훈련기관과의 공동개최를 통해 더욱 심층화된 교육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

각각 개최되어 이에 참석하였다.

장소의 제약을 넘어 규제조화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e-러닝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표 3-1-6

그림 3-1-9

제3차(2019.5., 스페인) 및 제4차(2019.11., 싱가포르) IPRP 워킹그룹 회의

2020년 APEC 규제조화센터(AHC) 워크숍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 개최계획
명칭

시기

장소

제46차 첨단치료제 CoE 시범운영 교육(USP 공동 개최)

2020.7.

한국

제47차 희귀의약품 규제융합 워크숍(호주 퀸즐랜드공과대학교 공동 개최)

2020.7.

한국/말레이시아

제48차 의료기기 CoE 시범운영 교육(순천향대학교 공동 개최)

2020.9.

한국

제49차 바이오의약품 민관 다이얼로그(페루 국립보건원 공동 개최)

2020.10.

페루

제50차 AHC-RHSC 신속심사 워크숍

2020.10.

증극

제51차 AHC-RHSC 신뢰기반 규제 결정 워크숍

2020.10.

중국

제52차 의료기기 CoE 시범운영 교육(싱가포르 Duke-NUS 공동 개최)

2020.11.

싱가포르

WHO 사전적격성인증(Pre-qualification, PQ) 제도는 WHO가 저개발국가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전 세계 의약품 규제당국자들이
참여하여 조달 의약품 합동심사를 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합동심사에 2014년부터
매년 국내 심사자를 파견하였고 2019년 4회를 포함, 총 15회 참여하였다. 또한 WHO

다) 제네릭의약품 국제협력 활동
(1) 추진배경
(가) 제네릭의약품 심사체계 규제조화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의 의약품 심사체계 규제조화와 국내 의약품 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적격성 인증지원 맞춤형 대화방(2014.), WHO 사전적격성인증지원 워크숍 및 맞춤형
기술상담(2015.~2019.)을 개최하여 국내기업의 WHO 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의 허가·심사체계와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약업계와
수출대상국 규제당국자와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의약품 진입장벽을 낮춰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네릭의약품 주요 수출대상국 규제당국자 상호 교류 워크숍(Generic Drug
Regulator Conference)’을 2015년부터 개최하였다. 초청대상국은 2015년 페루·에콰도르,

(2) 추진성과
(가) 제네릭의약품 주요 수출대상국 규제당국자 상호 교류 워크숍 개최

국제 제네릭의약품 규제당국자 협의체(International Generic Drug Regulatory Programme,

2016년 필리핀·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 2017년 러시아·터키·우즈베키스탄, 2018년
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에티오피아, 2019년 말레이시아·캄보디아였으며,
2018년 초청대상국이었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로부터 참조국(reference country) 등재 검토

IGDRP)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7차례 Pilot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협의체로서 IGDRP 활동이 시작되었다. 식약처는 2011년 구성된 Pilot 회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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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9년에도 식약처-미국약전위원회 공동 심포지엄·협력회의를

3 의료제품

등의 성과를 올렸다.

1절 의약품

개최하였으며 「대한민국약전」 전면개정 (12개정) 의 주요사항, 한미약전 최신 동향과
그림 3-1-10

2019 제네릭의약품 규제당국자 초청 콘퍼런스

국제협력 방안, 한미약전 공동등재 품목 등을 논의하였다.
양국약전 공동수재 품목개발 사업은 국내개발 의약품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공정서인 미국약전에 수재함으로써 미국 시장은 물론 파머징 마켓에서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7년 국내 최초로 미FDA 승인 개량신약인 에스오메프라졸
스트론튬이 미국약전에 수재되었다. 더불어, 국내 제약업체가 생산한 항생제 클라불란산
리튬을 미국약전 표준품으로 공급하도록 교량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제약기술에 대한

(3) 추진계획
(가) 제네릭의약품 국제협력 활동 적극 추진

세계시장의 인식제고에 기여하였다. 2019년 11월 국내 최초로 미FDA 승인 신약인
제미플록사신 또한 미국약전 포럼에 공개되어 미국약전 수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간 심사정보 공유,
심사기술 전수 및 국제 네트워크 확보 등으로 심사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의약품 개발과 제네릭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추진계획
(가)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여

2020년 주요 계획으로는 제미플록사신 및 한약재(당귀 등 6건) 규격 공동개발, 표준품
공동연구, 국내기업의 미국공급중단위기 의약품 공급사업 참여지원, WHO-PQ 사업 진출

라) 미국약전위원회와 양해각서 갱신 및 협력강화
(1) 추진배경
(가) 미국약전위원회와 양해각서(MOU) 체결

지원, 미국약전위원회 전문가위원회(표준품 확립분야, 생약분야 등) 전문가 교류 및 선진국의
규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생약분야로 확대되는 표준품
공동연구는 식약처가 전 세계 의약품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USP 표준품 검증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4월 2일 미국약전위원회와 양국약전 공동수재 품목개발,

참여함으로써 분석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표준품 생산, 보관

전문인력 교류, 공동심포지움 개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및 분양까지 전주기에 걸친 관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의약품

이후 양 기관 양해각서는 매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15년(미국)에 이어 2018년에는

품질의 수준향상과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에서 서명식 및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림 3-1-1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국약전위원회 협력회의(2019.6., 한국)

(2) 추진성과
(가) 식약처-미국약전위원회 공동 심포지엄ㆍ협력회의 개최

2013년부터 실시한 전문인력 교류는 선진 의약품의 규격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우리나라 공정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심포지엄은 제약업계에 기준규격 국제조화 및 선진국
규제 동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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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의약품

나. 글로벌 규제당국과의 협력사업 활성화

3 의료제품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1990년대에는 미국 내 첨단 개발 정보 교환의
장으로, 2000년대에는 글로벌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의약품 관련 과학 기술의 공유의 장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1) 추진배경

매년 6월경에 미국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정보 공유 등을 위해
500여 개 전시부스가 참여하였고, 약 4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포럼을 개최하여 의·약학

가)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협력
세계 의약품 주요 규제기관은 2006년부터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3

발굴, 협력방안 개발 및 정보교환을 위해 매년 비공개로 세계 의료제품 규제기관장
회의(Summit of Heads of Medicines Regulatory Agencies)를 개최해 왔다. 이 회의는 각

산업 전반의 최신 동향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공개로 규제당국위원회(COR)도 개최하여 각국의 규제 동향 및 규제 이슈 등을
공유해 오고 있다.

규제기관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효율적인
의약품 규제기관 간 업무협력 및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추진하고 규제 우수

다)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 확대

사례 및 경험적 교훈의 상호공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브라질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향상되면서 국내 개발 의약품 중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마나우스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부터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다.

갖춘 제품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국산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속을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국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대외신인도 확보와 동시에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대응이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출국 의약품 규제 당국과의 정보교환 등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네덜란드, 스위스의 의료제품 규제기관 대표 및 세계 보건기구(WHO)는 2013년 1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 의료제품 규제기관장 회의에서 각 규제기관 간 협력을

2) 추진성과

통한 업무공유, 정보교환 등을 위해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Medicines Regulatory Agencies, ICMRA)’ 설립을 합의하였고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출범하였다.

가)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협력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은 의약품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규제나 안전성

2019년 10월 로마에서 개최된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정상회의에서 식약처는 규제기관 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약물감시, 백신 등 세부 분야별

신뢰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임상시험 과학 발전 및 인구계층별 시험, 재생·첨단·희귀의약품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국가 간 현황 공유 및 세계 각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개발, 대마의 의료적 사용 등에 대한 규제국 현황 공유 및 논의에 참여하였다.

2019년 10월 로마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중국, 폴란드, 러시아,

나) 미국의약품정보학회(DIA) 협력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WHO 등이 참여하였다.

식약처는 최근 DIA 연례회의에 지속해서 참여하여 최신 개발을 공유하는 동시에
2017년부터 규제당국위원회에도 참석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의약품 선진국과

나) 미국의약품정보학회(DIA) 협력
미국의약품정보학회(DIA)는 1964년에 설립된 의약품 안전과 개발의 방향 제시 등을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다.
2019년 미국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는 국산 의약품의 품질 우수성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전시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규제당국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제약 선진국과 규제 등에

3 참가하는 규제기관 중 의료기기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으로 의료기기도 의제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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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의약품

5년 주기로 늘려 국내 제약사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인 바 있으며, 페루에서는 2015년

식약처는 중국(2009.), 싱가포르(2010.), 인도네시아(2012.), 폴란드(2013.), 에콰도르(2014.),

한국의 위생선진국 등록에 이어 「대한민국약전」 등재를 통해 미국·유럽약전과 같이

브라질(2014.), 베트남(2015.), 일본(2015.), 멕시코(2016.)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GMP) 분야

페루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아르헨티나(2016.), 페루(2016.)과 상호 정보교환, 인력 교류, 역량강화

2018년에는 브라질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ICH 신규 회원국 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등 실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을 체결하였다. 또한, 유럽-

인도네시아와 기관 간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9년에는 한-중 국장급 회의, 한-일

의약품품질위원회(2019.) 및 프랑스(2019.)와 비밀정보 교류를 위한 비밀유지협약(Memorandum

국장급 회의 및 민관 공동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양 국가 간 의약품 분야 최신 규제동향을

of Confidentiality)을 체결하였다.

공유하였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인도네시아,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동반 가입하는 등 양국은

3 의료제품

다)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 확대

러시아 등과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협력분야 논의 및 신흥시장 탐색을 위해 노력하였다.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5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후생노동성간 의료제품
규제에 관한 대화 및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의약품, 의약품 원료,

3) 추진계획

생물의약품, 재생의료제품 등을 협력대상으로 정하고 양국 간 국장급 (연례)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양국의 의약품 관련 민간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해 양국 관련 협회와 함께

가)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협력

민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양국 규제동향 정보도 교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0년 3월 사전회의(벨기에 브뤼셀) 및 10월 전체회의(호주 멜버른)에 참여하여

중국의 경우 2009년 4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양 기관의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과
함께 2013년 12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식품약품

규제기관 간 정보 및 업무 공유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산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신인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독관리국간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관한 협력 약정’을 개정하였고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2019년 2월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의 의약품, 의료기기 및

나) 미국의약품정보학회(DIA) 협력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의약품 관련 대규모 대표 행사인 DIA에 많은 국가에서 다수의 제약 전문가 및 제약업체

최근 국산 의약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2017년부터 자국의 의약품

등이 참여하는 만큼, 2020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연례회의에서 작년에 이어 국산 의약품의

공공입찰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 의약품 등급의 입찰 최하위 등급 하락으로 약

품질 우수성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전시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당국위원회에도

1,400억 원의 수출액 하락이 우려되었다. 식약처는 한국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참석하여 제약 선진국과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 국제조화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운영 및 국산의약품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베트남이 기존과 같은 2등급을 유지하는 내용의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의약품의 품질 우수성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승인 및
관리제도, 의약품 허가 절차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수정개정안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규제정보 교류 활성화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2018년 개정하였다.

다)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 확대

이 밖에 중남미 지역 국가의 수출장벽 완화를 위해 2014년 3월 에콰도르 의약품

러시아, 베트남 등 수출 유망국과 덴마크, 아일랜드 등 유럽 내 개별 국가와의 협약(MOU)

자동승인 대상 국가로 한국을 등록하여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체결을 추진하고 각 국가와의 신뢰를 강화하여 국산 의약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신인도

인정받았고, 2016년 4월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 (코페프리스)와 GMP 분야

향상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에 대한 멕시코 GMP 정기실사를 2년에서
의약품정책과 과장 채규한 ☎ 043-71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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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은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환자 중심 신약 개발 강국 실현’이라는

3 의료제품

다. 임상시험 품질 향상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1절 의약품

비전을 목표로 하는 3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1) 추진배경
가) 임상시험 안전관리 체계 확립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 3대 추진과제 >
① [안 전] 임상시험 안전관리 체계 확립
② [경쟁력]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
③ [소 통]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소통체계 구축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을 통한 환자 치료기회 확대에 중요하며,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약개발 경향이 항암제,
희귀질환제 개발로 변화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으로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 평가결과에 대한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등 주요 안전성 정보를 국가에 보고

국·내외 동향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첨단 의료기술

㉯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원활한 임상시험 수행 지원을 위해 안전성

융복합 등으로 제약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우수한

요건 충족 시 변경승인 사항을 보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임상시험 계획 변경절차를

보건의료 인력과 높은 IT기술 및 인프라 수준 등을 바탕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

간소화하고자 법령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플레이어로 도약할 기회이다.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각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2019.11.)

자국의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이에, 식약처는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경우, 미국·유럽 등의 사례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에서 실시한 비임상시험자료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2019.12.)하고
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추진성과

*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이행 및 관리 수준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검증

㉱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예측성 강화를 위하여 5일 내 제출자료 완결성을 확인하도록
가) 국민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 안심환경 조성
(1)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예비검토제’를 시행 (2019.9.)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임상시험
심사TF’를 구성·운영(2019.4.~) 중에 있다.

국민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 안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총 63명)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운영(2019.1.~6.)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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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시험 정보등록·공개 시행 및 피해보상 절차 등 안내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등 다양한

희귀·난치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참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 정보등록·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2019.10.~) 되어, 기존에 단순정보만 공개하던 상황에서 진행상황

수립(2019.8.)하였다.

등 세부적인 정보까지 확대 제공하고 있다. 임상시험의 승인현황과 진행상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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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의약품

다) 임상시험 신뢰성 및 수행품질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고 제약사 등의 신약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시험 품질 향상 및 시험대상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상시험 및 시험대상자 보호

3 의료제품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말기암환자 등 치료약이 없는 환자의

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gram, HRPP)’ 운영 기관을 2017년 4개소에서 2019년
표 3-1-7

15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자체점검 체계가 있는 ‘임상시험 및 시험대상자 보호

임상시험 정보 공개 현황
(출처: 임상제도과)

구분

기존

개선

승인현황

제목, 신청자, 승인일자, 시험약, 대상질환명,
실시기관명 등

기존 공개 승인현황
+ 실시기관 연락처, 선정기준, 제외기준 등

진행상황

미공개

진행중/종료 여부, 최초·최종시험대상자
선정일 등

아울러,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알권리 강화 및 권익 보호 증대를 위해 피해보상,
전자동의 사용 등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 3종을 마련·배포(2019.11.)하였다.
* 민원인안내서 3종: ①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②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③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질의·응답집」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준수 이외에 시험대상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된 ‘임상시험 및
시험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 HRPP: 임상시험 품질향상 및 윤리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운영하는 조직, 인력, 규정 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자체점검, 헬프데스크 운영, 규정 준수 및 위반관리, 교육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신뢰도 향상 및 전반적인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차등관리제를 도입하여 임상시험 수행실적이 있는 전체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등급에 따라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토대도 구축하였다.
2019년에는 임상시험실시기관 37개소,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110개소에 대해

나) 임상시험 신속 승인부터 품질관리까지, 규제환경 개선·정비

운영실태 및 실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실태조사하였다.

생명 위급 및 대체치료제 없는 말기암환자 등이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마지막 치료
기회로써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기간을 기존 ‘7일’에서 긴급한

3) 추진계획

환자의 경우 ‘즉시’ 승인하도록 개선하였다(2019.5.).
또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추진,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절차 간소화(2019.6.) 및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인정범위 합리화(2019.1.), 종이없는
e-승인서 관리 운영 체계 도입 추진 등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업계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상시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채널로써 ‘임상시험 어벤저스’를
운영(2019.~) 하였으며,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약물정보학회(Drug
Information Association, DIA) 연례회의 및 규제당국위원회에 참석(2019.6.)하는 한편

임상시험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공동 주최, 2019.9.)하였다.

가) 임상시험 안전관리 체계 개편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험대상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임상시험 정기적 안전성 정보 보고(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DSUR)’
의무화를 신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도 기반으로 국내개발 신약 등 고위험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임상시험
실시기관, 의뢰자)를 강화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임상시험의 신뢰성 향상 및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지정 요건 합리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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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3 의료제품

수준의 검체분석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시험 관련 기관 지정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임상제도과)

나)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 조성

구분

계

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기관 수

416

195

156

43

22

응급한 환자 등에 대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힘으로써 국민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형 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ported Outcome, PRO) 측정 표준도구를

임상제도과 과장 김정미 ☎ 043-719-1856

개발하여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내·외부 전문가와 논의하는 등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환자자기평가결과(PRO): 의사나

제3자의 해석없이 환자가 직접 보고한 환자의 건강상태(의료진 등의
해석을 덧붙이지 않음)

3. 허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가. 제조·수입부터 유통·소비까지 전주기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다) 임상시험 규제 혁신을 통한 신약 개발 지원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 추진배경

임상시험의 품질 향상,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 등 임상시험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 역량을 키우고 제약바이오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사용 기반 조성
소득 증대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류의 염원인 질병퇴치와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임상시험계획서 변경사항은 승인에서 보고로 전환하는 등 사전
승인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생명연장을 가능케 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화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수출입도 국경을 초월하여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임상시험 실시지원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험대상자의 권리 및 보호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삶의 기본이 되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욕구 증가로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 및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의약품 제조·수입부터 유통·소비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 임상시험 관련 현황
표 3-1-8

국제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은 물론 믿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신뢰할 수 있게 안심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다각적 의약품 안전관리 노력이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임상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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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국내

다국가

2016

628

358

270

2017

658

359

299

2018

679

393

286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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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3 의료제품

안전에 관한 규칙(2019.12.6.)]하였으며, 해외제조소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제조소를
본격적으로 등록하는 한편 잠재적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해우려 해외제조소 20개소를
현지실사하였다.

가) 의약품 제조·수입 등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제조 분야에서 2019년은 국제기준(PIC/S)에 따른 제2차 3개년(2018.~2020.) 위험평가

또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1회/3년 주기로 현장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우선 감시 대상을

기반의 감시체계 적용 두번째 해로, 잠재적 위험도에 따른 제조소 차등 점검으로 위해요소

선정하여 수입의약품 품질관리 중심으로 입고·보관·유통 전반에 대해 현장감시를

중심의 질적 평가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제조소는 감시빈도를 높여 전체

실시하였다.

분야를 집중·반복 점검하고,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필수 분야 위주로 집중감시를
실시하였다.

표 3-1-11

2019년 수입업체 정기·수시 약사감시 결과

또한, 2018년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에서 비의도적 불순물이 검출되어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의약품관리과)

보다 촘촘한 원료의약품 관리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자 중

구분

약사감시 계

법령 준수

법령 위반

기타*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 상반기에 ‘원료의약품 품질점검 특별감시단’을

합계

285

195

42

48

정기감시

251

186

17

48

수시감시

34

9

25

-

운영하였으며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들은 행정처분 조치하는 등 원료의약품
품질 제고를 위한 집중감시를 실시하였다.

* 점검불가, 이송 등

아울러, 기존에는 제조업체에 감시결과 지적사항 위주의 결과통보서만 제공하였으나,
의약품 수출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갱신 분야에서는,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갱신 초기 운영(2017.7.~2019.6.) 성과평가

식약처의 감시내용이 포함된 GMP 실태조사 보고서 전체를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해외

결과 갱신 대상 품목 중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 등의 사유로 33%의 품목이 유효기간

규제기관의 GMP 실태조사 생략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수출도 지원하고 있다.

만료로 정비되어 갱신제도를 통해 실제 생산·유통 품목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생산·수출입실적 전산보고시스템’과 갱신업무시스템을

표 3-1-10

연계하여 갱신 신청 시 시스템에서 보고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제조·수입실적 자료

2019년 제조업체 정기·수시 약사감시 결과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의약품관리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2019.12.11.)]하였고,

구분

약사감시 계

법령 준수

법령 위반

기타*

갱신업무 절차 및 제출자료 검토 방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의약품의

합계

305

232

67

6

허가·신고 갱신업무 세부운영지침(2019.5.10.)]하는 등 갱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기감시

169

142

21

6

수시감시

136

90

46

-

* 점검불가, 이송 등

수입 분야에서는, 수입의약품도 국내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민원인 안내서 마련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갱신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갱신 예측성을 강화하였다.

표 3-1-12

2019년 의약품 허가·신고 품목 갱신 실적

해외제조소 현장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입자에게는 해외제조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식약처는

286

(2019.12.31. 기준, 단위: 품목 수, 출처: 의약품관리과)

필요 시 해외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2018년 법적근거가 마련[약사법(2018.12.11.)]됨에 따라

구분

갱신 대상

갱신

유효기간 만료

2019년에는 구체적인 시행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의약품등의

갱신

12,369

8,272(66.9%)

4,0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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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위주의 일방형 매체 외에도 대학생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유통 분야에서는 6개 지방청의 회수 처리업무가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모집하여 SNS 등 소통형 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홍보를 실시하는 등 홍보

지침을 개정[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2019.9.30.)]하여 회수 단계별 기준을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일반국민 대상 무작위 홍보에서, 어린이에게는 초등교육박람회

구체화·표준화하고, 업계에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 설치매뉴얼 마련·제공 및 기능개선을

등 어린이 관련 행사 연계 현장캠페인, 청소년·직장인에게는 전국 헬스장·대학 및

통해 약국·도매상 등의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85.3%→90.7%)하였으며,

헬스잡지를 통해 불법의약품 위해성 포스터 배포, 성인에게는 위장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회수의무자인 제조업체에게 약국·도매상 등

제공 등으로 홍보 연령층을 구분하여 소비자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다.

3 의료제품

나) 사용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회수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토록 조치하고, 불법 판매자 외에도 알선자·광고자까지
본격적으로 형사처벌 시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위해의약품 유통을 신속·철저하게 차단하여

3) 추진계획

의약품 안심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가) 의약품 제조·수입 등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표 3-1-13

제조 분야에서 2020년은 국제기준(PIC/S)에 따른 제2차 3개년(2018.~2020.) 주기

2019년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실적
(2019.12.31. 기준, 단위: 품목 수, 출처: 의약품관리과)

마지막 연도로써 위험도 평가 기반의 위해요소 중심 질적 평가를 지속하고, 원료의약품

구분

총계

제조

수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불순물 안전관리대책으로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합성 원료의약품에

합계

1,514

1,375

139

대하여는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불순물 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 분석

지방청

405

345

60

및 점검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확보를 목표로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자체

1,109

1,030

79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 분야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법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표시 분야에서는, 업계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민원인이 자주하는 반복질의를 모아

고시 제정을 통해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개선 등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잠재적 위험도

의약품 표시 질의응답집을 제정(2019.2.28.)하여 배포하고, 관련 협회 등과의 소통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관리 해외제조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수입의약품

네트워크 및 표시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성분 표시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기간 추가 운영(~2020.6.)에 대한 후속조치 철저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갱신 분야에서는 갱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에

있도록 하여 업계의 표시제도 이해 증진과 소비자가 표시정보를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관한 자료 등 갱신 제출자료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시 현행 제조·수입실적자료에 추가로

조치하였다.

판매실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광고 분야에서는 새로운 광고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업체의 정보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2019.2.22.)하고, 광고사례 및 세부기준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실제 생산·유통 품목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대광고 세부 심의기준 개선(2019.5.22.)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광고
심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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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 분야에서는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홍보 외에도 표시제도 홍보, 의약품등 해외 제조소

유통 분야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회수제도 운영을 위해 회수 필요성, 회수 등급 등을

등록제 도입 홍보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까지 홍보범위를 확대하였고, 전광판 등과 같이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영업자·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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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으로부터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운영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지속적으로

정보는 통계 분석 및 문헌 검토, 국외 허가사항 조사, 전문가 자문 등 타당성 평가를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안전성 정보로 개발되어 허가사항 변경, 조사연구 지시, 판매중지,

또한, 관세청과 협업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통관단계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공급실적 보고내용을 활용·분석하여 점검에 반영함으로써 불법유통 길목을

3 의료제품

유형별로 통일하여 표준화하며, 법적근거가 미약한 회수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회수제도

회수·폐기 등 적절한 안전조치로 이어지며,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의사·약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시 분야에서는 의약품 표시 정보 취득 취약계층에게도 의약품 정보를 알기 쉽게

2) 추진성과

제공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업계에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의약품
허가·신고 사항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용기·포장

가) 의약품 안전성 정보 수집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제약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의 의무화, 의약품 부작용 정기보고 및

광고 분야에서는 새로운 광고 환경 변화 대비 광고 사례 및 기준 등을 지속 보완하기

신속보고 의무화 등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위한 광고전문가 소통채널 및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설립(2012.1.)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예정이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부작용 보고가 2012년

소비 분야에서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금지 처분조항 신설 등 새롭게 시행되는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홍보와 더불어 소비자 안전사용 문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민 및 관련
협회 등과 함께하는 협업형·참여형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2,375건에서 2019년 262,98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누적 보고 건수가 약 186만 건에
달하게 되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보고내용의 질적 성장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2014년

의약품관리과 과장 김남수 ☎ 043-719-2651

4월부터 의약품 등 이상 사례 보고자료 충실도 점검지침을 마련하여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충실도 점수 및 순위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온라인 보고자에게 충실도
자동점검 시스템을 활용하여 충실도 점검 결과를 알려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약품

나. 시판 후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평가·생산·제공

안전센터의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책임자 및 제약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부작용 보고 충실도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 추진배경
표 3-1-14

연도별 부작용 보고 건수 및 누적현황

가) 시판 후 의약품 안전조치
의약품이 시판된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 환자가 사용하게 되어,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

구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다르고 만성질환자가 장기간 복용할 수도 있으므로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보고 건수

295,373

183,260

183,554

198,037

228,939

252,611

257,438

262,983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누적보고
건수

295,373

478,633

662,187

860,224

1,089,163

1,341,774

1,599,212

1,862,195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병·의원, 약국, 의약품제조(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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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작용 보고 건수의 약 7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9만 건의 부작용 보고를 수집하였다.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3 의료제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2006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총 27개소를 운영하며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통풍치료제인 페북소스타트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항응고제인 헤파린 성분제제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변경하는 등 총 210개

표 3-1-15

성분제제 약 5,212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하였다.

2019년 보고원별 부작용 보고 건수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

구분

합계

제조(수입)업체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의료기관

약국

소비자

기타

보고 건수

262,983

62,441

190,474

7,914

10

44

2,100

비율(%)

100.0

23.7

72.4

3.0

0.0

0.0

0.8

나) 국내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기반 안전조치

표 3-1-17

국외 안전성 정보 관련 안전조치(허가사항 변경)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구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성분제제 수

947

134

55

58

125

102

195

210

품목 수

22,285

1,756

2,402

1,665

3,394

2,474

4,462

5,212

국내 부작용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학적 분석과 문헌 등 자료 검토 후에 중앙약사
4

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안전 정보를 개발하고 있으며, 허가사항 변경 등의 안전조치가

라) 의약품 적정사용(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정보 제공

이루어졌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2012년 6건, 2013년 25건, 2014년 14건, 2015년 17건,

DUR 정보 개발·제공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던 ‘의약품 사용기준

2016년 21건, 2017년 29건, 2018년 34건, 2019년 20건으로 지속 실시하고 있다.

개발 및 정보제공 업무’를 이관 받아 2005년 9월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처방·조제 시

개발된 안전 정보와 그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등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발생 가능한 오·남용 및 부작용을 예방하여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에 도움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고자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지원 방안(2006.1.31.)’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실마리정보 알리미’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 활용에서 의약품 적정사용 지원으로 의미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제공되는
DUR 정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약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DUR 정보를

표 3-1-16

공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국내 안전성 정보 개발 관련 안전조치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안전조치(2019)

성분제제

허가변경
암피실린(주사), 암피실린(경구), 카보플라틴(주사), 프레드니솔론(경구),
에피루비신(주사), 미코페놀릭산(경구), 목시플록사신(경구),
세포탁심(주사), 펠루비프로펜(경구), 포말리도마이드(경구),
디클로페낙베타디메틸아미노에탄올(주사), 란소프라졸(경구),
판토프라졸(주사), 멜팔란(경구), 에페리손(경구), 반코마이신(주사),
네포팜(경구), 네포팜(주사), 시타글립틴(경구)

지속적 모니터링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일부 DUR 정보가 의·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
2008년에는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제공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에 한하여 제공하던 DUR 정보를 국내 허가의약품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반코마이신(경구)

제공하도록 하였다. DUR 대상 의약품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특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2012.4.)에 따라 DUR 정보 개발 업무를 전문화하여 정보개발을 체계화하는 등 DUR
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그간

다) 국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 기반 안전조치

공고하던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을 고시하도록 하였고, 2016년에는 병용금기

국제기구, 외국정부, 해외 언론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국외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외 허가, 이상사례 보고,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허가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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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3 의료제품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이외에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하여 개정 고시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안전정보

또한, 2015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사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시행 2016.12.30.)하여 DUR 정보의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DUR 정보 대상 의약품 범위를 점차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DUR 정보를
개발하여 병용 금기 등 외에 노인 주의 및 헌혈 주의 등을 추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3-1-18

DUR 정보 개발 현황

당뇨병 환자 저혈당 예방관리 소책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동영상

조영제 안전사용 국정만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병용 금기

1,081

811(-167)

131

62(-6)

117(-2)

55

80

연령 금기

177

142(-5)

9

8

6

12

5

임부 금기

855

571(-3)

45

59(-3)

31

18

138(-1)

용량 주의

355

114

93

1

12(-1)

36

101(-1)

투여 기간 주의

46

6

10

-

-

3

27

효능군 중복주의

330

329

-

-

4(-5)

1

1

노인 주의

28

-

20

-

-

8

-

* 합계는 삭제 건수를 포함한 수치임
** 분할주의는 품목(1,774개)으로 제공하고 있음

바) 의약품 의료정보 연계분석 결과 제공
마) 수요자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의약품 사용과

수요자의 특성에 맞춘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소비자

부작용 발생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주요 의약품별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8년에는 발프로산 함유 항전간제와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중증피부이상반응 현황 및 라모트리진(중증피부이상반응) 등, 2017년에는 니코란딜 (피부 및

안전사용을 위한 리플릿, 중증여드름 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 동영상, 불면증

점막 궤양) 등, 2018년에는 5α 환원 효소 억제제(우울증) 등, 2019년에는 플루오로퀴놀론

치료제 안전사용 매뉴얼 등을 배포하였다.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 등에 대하여 연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당뇨병 환자 저혈당 예방관리」
소책자 및 리플릿,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를 안전하게

3) 추진계획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배포하였다. 또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카드뉴스, 동영상 및 복합경구피임제 안전사용 카드뉴스, 조영제
안전사용 국정만화(웹툰), 노인 사용 의약품 안전사용 리플릿 등을 배포하였다.
수요자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
nedrug.mfds.go.kr)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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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이슈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어 신뢰성
높은 부작용 조사 및 원인규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부작용 보고 증가에 비해 체계적
분석체계가 미흡하였다.
식약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청구자료를 활용·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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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3 의료제품

위해서 기관 간 의료정보 연계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급여 약물, 검사결과
누락 등 보험청구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9년 전국 10개 의료기관의
1,360만 명 환자 의료정보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로 구축하였고

1) 추진배경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병원이 보유한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을 공통데이터 모델로 구축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약물과 부작용 간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통합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부작용과 다양한 의료정보와의 연계분석이

모든 의약품은 특성상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개인

활성화되면 신뢰성 높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종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적인 시판 후

특성에 따라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식약처는 행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약품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치료 등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제약업체의 출연재원으로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사회적

그림 3-1-13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병원 전자의무기록 공통데이터모델 구축 과정

A 병원

B 병원

C 병원

D 병원

2) 추진성과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및 보상범위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2007년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도입되지

Analysis Method

Analysis Result

못하였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협연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분석·평가할 수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었으며, 또한 부작용에 대한
약물안전 이슈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기반 정책수립

인과관계 원인규명 등의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예측가능한 부작용 발생의 저감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부작용 발생으로

이에 따라 식약처는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2012년에 시행하였고, 이

소요되는 의료비를 저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DUR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3년에 본격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2019년까지 4,646개의 DUR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미개발된 의약품을 신속히 검토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 약사법개정안에 대하여 제약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및 관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기존의 DUR 정보 이외의 새로운 분야 DUR 정보 개발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였다.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제 의료현장 및 국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와 협의한 결과, 2014년 3월 1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14년 12월 19일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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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3 의료제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운영은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 있어
조사인력 등 사업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제약업체의 부담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는 공정하고

가)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맞춤형 홍보 강화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 위해 의사,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의학

2020년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맞춤형 홍보를

지식을 갖춘 법조인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식약처 산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의약품 제품설명서에 피해구제

심의·의결하고 있다.

안내를 명시토록 하고 의료전문가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제도 홍보

피해구제 부담금은 제약업계의 협조 아래 2015년부터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2015년에 25억 원, 2016년에 40억 원,
2017년에 78억 원, 2018년에 49억 원, 2019년에 51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약사법 부칙에 따라 2015년 사망, 2016년
장애 및 장례비, 2017년 진료비(급여), 2019년 6월에는 진료비(비급여)까지 보상범위를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피해구제 신청 건수 및 복잡한 사례 증가에 대비하여 피해구제 접수 건에
따라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구제 접수·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의약품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확대함으로써 피해보상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표 3-1-19
그림 3-1-14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 확대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진료비(급여)

연도

구분

접수

진료비
(급여+비급여)

2015

2016

사망
소계
사망
장례
장애
소계
사망
장례
장애
질병
소계
사망
장례
장애
질병
소계
사망
장례
장애
질병

20
65
24
36
5
126
16
16
4
90
139
16
16
4
103
185
19
19
6
141

장례비

장례비

장례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사망보상금

사망보상금

사망보상금

2015년부터

2016년부터

2017년부터

2019년 6월부터

2017

피해구제 급여는 2015년 총 20건 지급 신청 중 12건, 2016년은 총 65건 신청에 54건,

2018

2017년엔 126건 신청에 99건, 2018년엔 139건 신청에 122건, 2019년엔 185건 신청에
53건을 각각 지급 결정하였다. 보상 금액으로 따지면 2015년 5.6억 원, 2016년 14.3억
원, 2017년 14.3억 원, 2018년 13.3억 원, 2019년에는 17.6억 원의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되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처리 현황

2019

지급 결정
지급
12
54
19
31
4
99
9
9
3
78
122
15
15
3
89
53
2
2
3
46

미지급
8
11
5
5
1
27
7
7
1
12
17
1
1
1
14
19
6
6
2
5

조사 중
113
11
11
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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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 대응·활용 지원으로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추진성과

3 의료제품

4.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활용지원으로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

1절 의약품

가)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 및 환류
신규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1) 추진배경

시행을 위해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2015.3.)한 바 있다.

가) 한미 FTA 체결로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신약 등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기간 중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기초로 후발업체가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에게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가
특허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일정기간 동안 제네릭의약품이 시판되지 않도록 하는

2015년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2019년 말 기준으로 29개 제품(7개 성분)이
판매금지 되었으며, 325개 제품(54개 성분)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제도 시행 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기업의 관심·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부-기업-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및 간담회를 총 5회 운영하였다.

제도이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로 도입되었으며
2012년 3월 의약품 특허권 등재,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등 기초 단계를 시행한 데 이어

나)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 확대

2015년 3월부터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제도가 본격 시행 중에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개발·출시 과정에서 특허문제 해결이 주요한

한미 FTA 도입 당시부터 특허권 보호 강화에 따른 특허분쟁 증가,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진입 지연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제약기업의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의약품 관련 국내외
특허·허가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2009.2.~).

FTA 협상 당시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보고서, 2011.8.5.)’에

2019년 말 기준으로 941개 의약품성분에 대한 국내 특허·허가 정보를 구축하였으며,

따르면,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분야 관세철폐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인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일본, 인도, 중남미 4개국(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연평균 686억 원~1,197억 원의 생산(매출) 감소(10년 누적 1,658억 원~1조 1,968억 원)가

및 아세안 6개국(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예상되었으며, 이 중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생산(매출) 감소는 439억 원~950억 원으로

대만 등 총 16개국의 해외 특허정보를 구축·제공하였다.

예상되어 전체의 64%~79%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피해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국내

아울러, 제약기업의 관심과 수요가 많으며 허가특허연계제도 적용대상인 등재의약품(30개

제약기업이 허가특허연계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성분)에 대한 미국·일본·유럽 등의 해외 특허 판례 33건을 심층 분석하여 제약기업의 국내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허분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특허분쟁 예방 및 도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약기업의 제도 대응·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제약기업 특허역량 강화 지원
식약처는 특허 전담 인력 부재, 관련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특허전략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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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참여 기업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분석,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의 컨설팅을 받았다.

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소통·협력 지속

3 의료제품

최근 2년 매출 평균 1,500억 원 미만의 10개 제약기업에 대하여 기업별 1천만 원의

1절 의약품

제도가 운영·정착되는 과정 중 나타난 개선사항이나 명확해진 상세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반영한 해설서를 개정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포럼, 민관협의체 등을 통하여 제도 대응 관련 최신

사업 추진 결과 특허회피를 위한 제제 개발, 새로운 제형의 특허 출원, 특허 심판 청구

이슈·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약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참여기업 모두 컨설팅 결과에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하여 만족하는 등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발 방향 설정에 도움이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식약처는 제약기업이 허가특허연계제도, 특허분쟁대응 등에 대한 이해와 업무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과장 김효정 ☎ 043-719-2821

능력 향상을 통해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6회 운영하여 제약기업 종사자 등 602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교육생 수요에 맞추어 제도
이해 등의 기본교육, 사례 연구 중심의 심화 교육 등 단계별 교육과 남부 및 중부지역에

5. 안전한 마약류 사용기반 조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약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 활용방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발전적 의견을

가. 국가 마약류 안전관리 범부처 총괄·조정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1) 추진배경
3) 추진계획
가) 마약류 안전관리업무 적극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특허연계제도 활용 지원 강화
제약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통한 의약품 개발 및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용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와 신종마약류 오·남용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세계 최초로 전산화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도입하여

개량신약·퍼스트제네릭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리지널 약의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주기가 전산화되므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등재특허권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 등 특허·허가정보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류 안전관리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9년 5월

주기적으로 분석·공개하고, 미국 내 의약품 특허도전 성공사례를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인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였다.

중소제약기업에 대한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2) 추진성과

신규 등재의약품 및 제약기업의 수요가 많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정보를 구축하고,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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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가) 마약류 안전관리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 제고

예정이다.

국가 마약류 안전관리 전주기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인 마약안전기획관은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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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의약품

이행실적을 총괄·관리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림 3-1-16

3 의료제품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로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고 부처별

범정부 정보공유 체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를 연계한 사망·허위 번호 사용자 확인
- 조제·투약보고 내용 중 환자 주민번호와 성명 목록을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주민번호 유무,
성명일치여부, 사망신고일, 등록상태 등을 확인·추가하여 식약처로 회신
확인대상목록

그림 3-1-15

6101011234567 김보정
5312172345678 이영희

마약류대책협의회
병의원

범정부 마약류 관리 협력

약국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주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4개 부처와 정보협력을
통해 정보도용 불법투약 차단체계 가동
대검,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마약류 정보공유 및
감시·수사 협력

허위주민번호
조제, 투약

사용내역
보고

조제, 투약DB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식약처)

61-, 김보정, 번호없음
53-, 이영희, 사망자

확인결과목록

주민등록번호 전국DB
(행안부)

▶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를 연계한 허위 번호 사용자 확인 등
▶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의사·치과의사·수의사 면허 정보를 연계한 허위 처방자 확인

3) 추진계획

마약안전기획관
국제공조

국가 마약류 적정사용 환경 조성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체계 재편


(의료인)
마약류 처방내역 비교·분석 결과
제공으로 자율적 마약류 적정처방 유도
(환자) 자신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약봉투 QR 코드를 통한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남용으로부터 보호


빅데이터
알고리즘 분석 위험도에 따른
차등관리로 고효율·저비용 감시체계 운영

2019년 마약안전기획관 신설로 우리나라 마약류 전주기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빅데이터 정보를 마약류 감시, 단속, 수사에도

* 단순 주기적 감시 ⇒ 위험 취급자 집중관리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별,
의료기관별 사용량 등 마약류 취급
요약통계 제공으로 예측적 관리 가능

사전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마약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류
대책(실무)협의회’ 운영을 지속하고 마약류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다양한 정보지 형태로
관계정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요 마약류 성분별 오·남용 정보를 알기

나)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범부처 정보 공유 및 감시·수사 협력체계 구축

쉬운 사전 형태로 마련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마약류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릴

불법 마약류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정부부처 간 업무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계획이다.

이에 마약안전기획관에서는 2019년 3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협의체는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나.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 지원 확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마약류 관련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 법무부,

1) 추진배경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보 공유를 통한 마약류 불법투약
차단체계를 운영한 결과, 25만 건의 환자식별번호 오류를 점검하였다.

가)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요구
국내에 대체 치료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가 국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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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의약품

나) 마약류 투약사범 대상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

3 의료제품

한다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200시간
나) 마약류 사범 및 중독자 재활교육 필요성 증대

이하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였고(2020.12.4.

국내 마약류 사범이 연간 1만 명을 넘어선 지 5년이 지나고 있다. 종전에는 마약류

시행) 관련 예산도 1,120백만 원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중독재활센터를

사범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법적인 처벌 위주로 관리하였으나, 마약류 중독에 대한

두어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관련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항 및 제8항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후략)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2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2) 추진성과
가)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 사용 허용
2018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내에서
미허가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자가치료 목적 사용을 우선 허용하였다. 그 후 2019년

3) 추진계획

3월에는 국외에서 허가된 대마성분 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허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 이 제도 시행 후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마성분 의약품 2종 608건,

가) 허가된 적응증 외 사용 허용방안 검토

향정신성의약품 2종 281건에 대한 취급승인이 이루어졌다.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허가된 적응증 외 효능·효과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내 미허가된 마약류 의약품의 적응증을

그림 3-1-17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 절차 및 취급승인 현황
(2019.12.31. 기준)

나)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 강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중독재활센터
환자
↓
식약처

식약처
↓
환자 및 희귀센터

환자
↓
희귀센터

취급승인 신청

취급 승인서 송부

수입신청

1곳을 추가 설치하고,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교육 매뉴얼 등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정시설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재활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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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센터

희귀센터
↓
서울지방청

희귀센터
↓
환자

수입 진행

양도승인

배송

307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1절 의약품

그림 3-1-18

3 의료제품

다. 선진국형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분석 추진

하수역학을 이용한 마약류 사용행태 연구체계 및 결과(지도) 예시(호주, 2018.)

1) 추진배경
가) 신종·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과학적 사용행태 분석 필요
최근 신종·불법마약류가 급증하고 오·남용은 확산 추세이나 이러한 마약류의 실제
사용행태, 즉 물질의 종류, 사용량 등은 수사·단속·적발 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통계자료는
전무하여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유럽 등 선진규제기관에서는
5

과학적 기법(하수역학 )을 사용하여 불법마약류 사용행태를 상시 분석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추진성과
가)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위한 예산 확보

마약정책과 과장 안영진 ☎ 043-719-2808

선제적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생활하수 중 마약류 잔류량 분석
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검토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176백만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

3) 추진계획
가)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연구’ 추진

6.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가.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 도입
1) 추진배경

확보된 예산으로 2020년에는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연구’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량 모니터링 연구 ▲지역별

가)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 대응 정책 추진

거주·유동인구 산출기법 조사 연구 ▲모니터링 결과분석·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이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출 및 오·남용 차단 등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이를 통해 국내 지역별·시기별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지도를 작성하여 과학적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개정하여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데이터에 기반한 마약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마약류 안전관리

마약류 전 단계별 취급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전산보고하도록 하였다. 시스템 운영

정책의 정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마약류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 의심처방에 대하여 기존의 대응을 넘어서

5 하수역학(sewage

epidemiology):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장비(LC-MS/MS 등)로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차집지역 내 인구수, 인체 대사율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불법마약류 모니터링 조사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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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여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의사의 적정처방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3 의료제품

사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 사례에 대하여 식약처는 마약류

1절 의약품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는 정책 추진의 바탕이 되고 있다.

나) ‘자발적 보고제’ 도입
의사가 불가피하게 마약류를 과다 사용할 경우 이를 사전 보고하는 ‘자발적 보고제’를

2) 추진성과

도입할 계획이다. 위에서 언급한 적정사용 가이드라인과 동일 질환의 처방 정보를
참조하여 의사 스스로 과다사용을 인지하는 경우 사유서를 자진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가) 마약류 오·남용 기준 근거 마련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방문 점검 등을 면제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식약처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마약류 적정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구축할 수 있다. 더불어, 전문가 협의체에서 사유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2019년 착수하였다. 2021년까지 3개년으로 진행되는 연구로 2019년에는 졸피뎀, 프로포폴,

경우에만 ‘사전알리미’나 점검대상에서 제외시켜 객관성 또한 확보할 예정이다.

식욕억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로 분석·활용되어 오·남용 기준 마련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나.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1) 추진배경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의무화 이후 모든 마약류 취급내역이 보고되어 다양한 정보 분석이
가능해졌다.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에 대하여는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개별

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구현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문가인 의사 본인이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하여 의료용 마약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이후 일일 평균 46만 건의 취급내역이 보고되고, 2018년

적정처방과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만 여 보고자가 1억 2천만 건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환자의 오·남용이 우려될 시에는 처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나타나 연간 1억 건 이상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2019.12.3.)하여 제도 입법을 우선 추진하였다.

보고정보 한 건에는 요양기관명칭, 의사이름(면허번호), 환자명(주민등록번호), 의약품
정보(일련번호 포함), 도매상 유통정보 등 49종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빅데이터를

3) 추진계획

활용한 정책개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의사,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정책당국이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것에

가) ‘사전 알리미’ 제도 도입

더하여 환자나 마약류취급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자료를 개발·가공하여

식약처에서는 처방정보 분석을 통한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사전 알리미’

연구자나 국민과 공유하여 함께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구현하고자 빅데이터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전 알리미’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투약·처방의사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상으로 서면 경고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처방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며 명백한 오·남용만을 구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를 순차적으로
구성·운영하여 마약류 오·남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서면 경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의 관리 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부적정 의심 의료기관을 모두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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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요약도

그림 3-1-20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상시 안전관리 체계

단속기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의무자

3 의료제품

그림 3-1-19

1절 의약품

마약류 취급보고 빅데이터
(생산, 유통, 조제·투약, 폐기)

인터넷 직접보고
제약회사
수출입업체
도매업
학술연구자
병의원
약국 등

직접
입력

17종 웹보고

마약류
빅데이터

정보 분석가능
(불성실보고, 오·남용)

공유·활용기능

병원 처방SW
약국 조제SW
등

식약처, 지자체

공조기관

(품목, 취급자, 안전정보)
내부관리시스템

선택
집중

정보
공유

350여 상용SW
자체구축SW

빅데이터 분석·통계

그룹화

대상선별

검찰, 경찰 등

취급자SW 연계보고
전산
연계

관리필요도 점수화 알고리즘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등)

생산, 유통, 사용
취급보고정보

당사자
지능형 감시기능

자율
점검

자율관리군(30%)

일반관리군(60%)

집중관리군(10%)

사망자투약

과다처방·투약

의사
환자

일상 안전관리

기획·합동/특별 안전관리

(지방식약청, 지자체)

(식약처, 검·경찰, 지자체)

2) 추진성과
나) 처방정보 분석자료 제공으로 의사의 적정처방 유도
가) 빅데이터 기반 효율적 점검 체계 구축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가 언론에 보고되기도 하였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동안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점검은 모든 취급자를 2년에 1회 점검하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까지 점검하게 되어 불편을 주기도 하였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의무화 이후 모든 마약류 취급내역이 보고되어 다양한 정보 분석이

마약류감시원도 업무가 과중되어 점검의 실효성도 낮은 측면이 있었다. 2019년부터는

가능해졌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2.9명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관리 필요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집중 관리군은 연중 감시하는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1.5%로

상시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감시 요약통계자료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자료는 보도자료로 국민에게 제공하였고,

분기마다 제공(연 4회)하여 점검에 활용토록 하였고, 2020년부터는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에 대하여는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개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문가 의사 본인이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하여 의료용 마약류
적정처방과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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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0

의료용 마약류 처방정보 분석자료

3 의료제품

그림 3-1-21

1절 의약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근거한 빅데이터 활용 정책방안

(2019.6.30. 기준, 출처:마약관리과)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안전관리 활용
사용 환자 수

연령대별 비율

환자 1인당 처방량

 정보 기반 일상 안전관리 구축
■ 국가 의료용 마약류 통계 산출·활용
■ 일상 관리용 취급 요약통계 제공
※ 각 지자체별 도매상·병의원·약국·동물병원

■ 위험도 기반 전국 취급자 차등관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 감시
■
■
■
■

사망자·허위 환자정보 분석·감시
비정상 처방, 의료쇼핑 분석·감시
허위·중복 처방 정보 감시
구입·사용량 차이 분석·감시 등

※ 지자체 취급자를 일반·정기·집중군 구분

1,786만 명

정부↔민간 오·남용 방지 목적 정보 활용
 정부 ↔ 의료계·환자 정보 활용
■ 의사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 의사 처방 자가진단 도우미(리포트) 송부
→ 환자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 마약류 안전 긴급경보 서비스
※ 위해 마약류, 중복·허위처방전 발견 알림 등

 국민·연구자용 등 정보 개방
■ 마약류의약품 품목 정보 홈페이지 구축
※ 취급자 목록(예: 마약 취급 약국), 의료용마약류 목록,
효능·효과, 주의사항, 제품사진, 회수정보 등

■ 약봉투

QR 코드 스캔 모바일 마약류 의약품 확인(시범)
서비스
■ 연구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자료 개방

3) 향후계획
마약관리과 과장 최승진 ☎ 043–719-2893

가) 빅데이터 공유·개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환경 조성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의사나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7. 융복합 등 의료제품 신속허가 및 제품화 지원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게 되면 환자의 의료쇼핑이나 오·남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의 투약이력을 확인함으로써 의사와 함께 자율적인

가. 의료제품 민원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오·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환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어 관리 당국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출범

또한, 대한약사회(약학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환자가 약 봉투에 인쇄된 QR 코드를
활용하여 모바일로 본인이 복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학술연구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연구·조사·교육 용도로 신청하면 승인을 거쳐 제공하는 서비스도 가동할 예정이다.

가) 추진배경
(1) 융복합 제품 신속허가 기반 마련

식약처는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개발부터 허가,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3월 4일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기술(Bio Technology, BT),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등에 기반을 둔 융복합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의 신속한 허가를 돕고 종전 허가-정책 간 이원화 체계의 한계를 초월하여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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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의약품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종전 의약품 분야에서만 운영하였으나 2019년

따라서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분야로 나누어진 허가 체계를 조합해 개발
단계에서 제품을 분류하고, 허가 및 제품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 신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3 의료제품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7월부터 의약외품과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제품 전 분야로 확대 운영하였다.
서류 접수 및 심사업무가 온라인화되어 시간과 물리적인 부분은 단축되었으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목록화되지 않은 상태로 다량의 자료가 한 번에 접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최소한의 자료를 목록화해서 규정에 부합되는 자료 제출 여부 및 적절한 자료를

그림 3-1-22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고 외국어 자료 역시 자료 전체만 보내기보다 목록 제출을 통해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조직도
(2019.3.4. 기준, 출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정식심사 전에 실시하는 예비심사는 신청인이 ‘신청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해야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의약품 허가 지휘체계
바이오의약품·생약·의약외품 허가 지휘체계
의로기기 허가 지휘체계

하며 지원단은 예비심사제 신청을 받고 5일 이내(의료기기는 3일 이내) 미비자료 현황을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통지한다.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혁신제품 조정 협의회

허가총괄팀

경우, 허가신청 시 이미 제출된 자료와 함께 정식 심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융복합기술정책팀

주무담당

의약품담당

바이오담당

의료기기담당

총괄조정담당

융복합기술담당

제품화지원담당

지원단 주부

의약품허가

바이오, 생약
의약외품 허가

의료기기 허가

허가·심사제도
총괄조정 지원

융복합제품
제도마련 및 분류

융복합제품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
심사부

바이오생약
심사부

예비심사결과 통지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이 공용메일을 통해 미비자료를 제출하는

그림 3-1-23

예비심사제 처리절차

의료기기
심사부

지원단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융복합기술정책팀은 개발 단계부터 상담 등을
거쳐 융복합 제품으로 분류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2019.12.31. 기준, 출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민원 접수

예비심사(5일)

허가총괄팀

제출자료 검토

*의료기기는 3일

예비심사 결과
통지

추가자료 제출
(3일 이내)

추가자료 송부

신청인·심사부
검토의뢰

신청인

심사부 추가
검토의뢰

허가총괄팀은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직접 수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의 허가·신고·심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민원 접수, 허가심사

그림 3-1-24

예비심사제 문자 통보(MMS문자)
(2019.12.31. 기준, 출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으나 지원단 출범 후에는 지원단에서 접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에서는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나) 추진성과
(1) 신청인 중심 허가제도
(가) 예비심사제

예비심사제는 지원단 출범 3개월간(2019.3.~6.) 허가·심사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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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기한을 잘 준수한다’가 67%, ‘신속허가에 도움이 된다’가 62%를 차지하였다.

민원 심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뒤에도 허가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자료 표준화’에 대해 업계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 공정성과 신속허가에 있어서

법정처리 기한의 2/3시점 이내에(의료기기 1/3시점 이내)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보완요구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였으나 ‘보완요구 조정신청절차’는 응답자가 다른

기한지정제’를 2019년 4월부터 운영하여 의료제품 민원서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한설정

제도에 비해 모르는 경우가 57%로 많아 홍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료제품

(나) 보완요구 기한지정제

1절 의약품

및 허가시점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3-1-25

의료제품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다) 보완요청 표준양식 적용

(2019.11.6. 기준, 출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보도자료)

의료제품 허가심사 시 보완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 보완사유 및 보완내용을 구분하여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함으로써 허가·심사자와 업계 간 명확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신청인은 보완자료 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제품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라) 보완요구 조정신청절차(혁신제품조정위원회)

민원인의 1차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그동안 민원 담당자가 한정된 의견을 내왔던 것을
심사자와 민원인이 아닌 제3자인 ‘혁신제품조정협의회’를 통해 보완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회신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조정신청 절차 대상은 ▲보완사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이중규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검토 통지서 또는
기술문서 적합통지서 수령 후 허가 신청 시 필요한 경우 등이다.

(3) 전문성·정책연계성 강화를 위한 내·외부 소통채널 가동

지원단은 의료제품 민원업무의 효율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내·외부 소통채널을
가동하였다.

보완사항 조정신청 절차는 민원인이 1차 보완 요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 조정을

내부소통 채널로는 ▲정책-심사부서 간 의약품 허가·심사 회의 운영 ▲지원단-

신청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30일 자동 연장되며, 혁신제품조정협의회의 조정신청

지방청 간 의약품 등 허가·신고·심사 공동체 회의를 정례화하여 매월 1회 개최하였다.

결과를 통보받게 되어 보완사항에 대한 민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내부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제품 인허가 담당자의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지원단 출범 200일의 성과평가 설문조사

지원단 출범 200일을 맞아 의약품·의료기기 6개 협회와 함께 허가신청 경험이 있는
69개 업체와 언론 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지도 부문에 있어서 업계는 대부분 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91% 이해하고 있었으나
언론 인지도는 절반인 50%에 머물렀다.
‘예비심사제’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긍정 54%로 나타났으며 ‘보완요구기한지정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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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이 직접 현장에서 업계와 현안 또는 이슈사항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 및 소통 부족으로
파생되는 민원불만을 적극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소통 채널을 운영하였다.
외부소통 채널로는 ▲의약품 분야 소통협의체 ‘팜투게더(Pharm Together, 정부와 업계가
의약품 개발, 허가, 심사 전주기 과정을 함께 소통하여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 ▲의료기기 분야

소통협의체 ‘소유(소통과 공유)’를 매월 1회 개최하였다.
또한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rug Master File, DMF)’ 도입 이후, 등록대상 성분의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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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의약품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전 세계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은 2014~2019년간

산·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해설서 제4개정판」을 마련하였다.

매년 약 12%의 성장이 예상되고 2019년에는 생산량이 약 1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3 의료제품

확대와 더불어 운영 방안의 현행화 등 지속적 개선 필요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전망하고 있다(Technavio report, 2015).
다) 추진계획
(1) 신청인 중심 허가제도 법적 기반 마련

그림 3-1-26

융복합 의료제품 세계 시장 전망

지원단은 예비심사제, 보완요구 기한지정제 등 보완체계 개선방안의 실효성 향상 및

(2019.12.31. 기준, 출처: 융복합기술정책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Global Drug Device Combination Products Market
150
£115 billion

(2) 지원단 역할 및 허가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
100

지원단 출범 200일을 맞아 설문조사 결과 ‘예비심사제’에 대하여 긍정 평가, ‘보완요구

$66 billion

기한지정제’는 신속허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지원단의 역할 및 ‘보완요구

50
$18.5 billion

조정신청제’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평가되어 의료제품 허가제도의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0

위해 제도 홍보 확대, 심사자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1

2012

2019

Estimated Market Size

(3) 의료제품 분야 민관 소통채널 운영 확대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마련된 내부 소통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의료제품 분야

이처럼 융복합 혁신의료제품(Combination Product)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민관 소통 채널을 화학 의약품 및 일반 의료기기 중심 운영에서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

나노기술, 분자진단 등 최신 과학기술과 산업 간 복합·결합된 의료제품이 경쟁적으로

진단의료기기’ 분야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현되고 있다.

허가총괄팀 팀장 오정원 ☎ 043-719-2301

그림 3-1-27

당뇨렌즈 및 약물방출패치
(2019.12.31. 기준, 출처: 융복합기술정책팀)

나.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1)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제도 기반 마련
가) 추진배경
(1) 가이드라인 순차적 개발ㆍ제공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건강 수요 증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융합·복합된

320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나,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수준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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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2)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3 의료제품

업체에게 분류사례를 공유하고 새롭게 개발된 융복합 의료제품별 가이드라인 제공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정의, 혁신제품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융복합 혁신

또한 당뇨렌즈와 약물방출패치와 같이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융·복합되어 있는

의료제품 등 분류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의료제품의 경우 현재의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 체계로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융복합 의료제품의 해당여부

이중규제를 예방하고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분류를 신설하고 처리기한을 14일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해당여부 분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혁신제품조정협의회를 통해 융복합 의료제품의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제품 분류 후 허가·심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의 및 민원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추진성과
다) 추진계획

(1) 제품화 지원을 위한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보 제공

융복합 의료제품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주작용(Primary Mode of Action,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계가 융복합 제품 허가·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PMOA) 방식에 따른 분류 기준 및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동향 등을 포함한 자료집을

수요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기준이나 안전성·유효성 심사

마련하였으며, 해외 규제기관 중 미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및 평가센터 간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심사와 관련 절차에 관한 지침 등을 담은 자료집도 발간하였다.

한편,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으로 안전하고 실효성이 있는 융복합 의료제품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 3-1-28

제품화 지원을 위한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보 자료집
(2019.12.31. 기준, 출처: 융복합기술정책팀)

2)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 및 상담·지원
가) 추진배경
(1)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 선행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지속적 개발 및 출시가 점차적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새롭게 출시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가 중요해졌다. 융복합
의료제품은 기존 의료제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개념의 제품이 복합 또는 조합된
경우를 말하며, 의약품-의료기기, 생물의약품-의료기기, 의약품-생물의약품 또는
의약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의 세 가지가 조합된 제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융복합 의료제품이 개발됨에 따라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각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업계 수요 파악을 위한

분야별 허가심사 제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범위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야별로는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융복합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품목별로는 인체 유래세포 또는 조직 등이 원재료로 사용되는

분류 및 상담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 전달 주사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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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융복합 의료제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심사부서와 연계하여 허가 절차 등을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에 따른 담당부서 결정 절차
(2019.12.31. 기준, 출처: 융복합기술정책팀)

3 의료제품

그림 3-1-29

1절 의약품

동시에 상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9년도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질의 민원이
생성됨에 따라 융복합 의료제품의 해당여부 질의는 전년 대비 큰 증가폭을 보였다.

* 개발과정부터 전담 인력이 품목분류 상담

▶신속 분류

▶담당 부서 결정

의약품

그림 3-1-31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질의 결과
(2019.12.31. 기준, 출처: 융복합기술정책팀)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융복합
혁신기술
(IT, BT, NT
등)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질의
건수

의료기기

160
140
120

바이오

100
80
60
40
20

나) 추진성과

0
2018

2019
전체 질의건

(1) 전자 민원창구 단일화

융복합

민원인의 물품 분류 해소를 위해 부서 간 통합과 협업·조정을 통해 신속한 제품 분류
및 상담창구 마련과 동시에,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 질의에 대한 민원 처리기한을 14일로

3) 추진계획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민원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융복합 의료제품의 해외 규제기관 제도 벤치마킹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별 제도권하의 허가심사 및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그림 3-1-30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해당 여부 분류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전자민원 시스템
(2019.12.31. 기준, 출처: 융복합기술정책팀)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융복합 의료제품의 해외 규제기관 제도를
민원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워크숍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로 융복합 의료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규제기관의 GMP 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의 제조·품질 안전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융복합기술정책팀 팀장 정현철 ☎ 043-719-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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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 오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사용경험이 적은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

3 의료제품

section 2

치료제의 경우 시판 후 장기추적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과정에서의 우수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바이오·생약·화장품

6

GMP)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제약 선진국에서는 의약품의 품질향상 및 자사제품의 차별화를
7

위해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uality by Design, QbD) 과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tical
8

Technology, PAT) 등 새로운 품질보증체계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식약처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국제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해 QbD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성과
가) 바이오의약품 GMP 관리 및 실태조사 강화

1. 바이오의약품과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고도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확보 및 관리기준의 국제조화, 선진국형 제도 도입을
위하여 바이오의약품 분야 GMP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가.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고도화

품질관리기준 (GMP) ’을 합성 (화학) 의약품과는 별도로 제정 (2001.) 하여 품목별 사전
GMP 제도를 도입(2003.)하였고,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1) 추진배경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허가신청 전이라도 GMP
실시상황평가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가) 바이오의약품의 새로운 품질보증체계 도입

제품화와 시장진입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이오의약품 수출 시 필요한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제품화 기술과 시장 상황이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합성(화학)

GMP 영문증명서에 수출 대상 국가의 요구에 따른 기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의약품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이 계속적으로

개선하여 수출지원에도 기여하였다.

등장하고 있다. 시장의 잠재력이나 기술력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

또한, 지난 2014년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49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의약품실사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고 투자를

상호협력기구(PIC/S) 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약품 GMP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끼지 않고 있다.

국제 조화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9

바이오의약품은 일반 합성(화학)의약품과 달리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균일한 품질 유지가 어려우며, 공정이 복잡하고 최종 멸균이 불가능하여
제조과정에서 철저한 무균성 확보가 중요하다.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과 제약업체는 품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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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하여 모든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며, GMP 적합판정을 받아야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음
7 Quality by Design(QbD,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 의약품의 개발단계부터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여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첨단 품질보증체계
8 Process Analytical Technology(PAT, 공정분석기술): 최종 제품의 품질보증을 목표로 모든 공정과 원료 및 중간물질의 핵심
품질·성능 특성 요소를 적시에 평가하여 실시간으로 공정을 제어하는 제조 설계 및 분석 기술
9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조화,
실사 시스템 질적 향상을 위해 미국, 유럽 등 49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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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2013.)하여 분기마다 각 기관별로 수집된 백신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PIC/S GMP 규정 Part I(완제의약품 제조)에 해당하는 ‘[별표

이상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수막구균 백신(2015.12.), 자궁경부암 백신

17] 완제의약품 제조’를 신설하였다.

(2016.7.) 대상포진 백신 (2017.12.), 로타바이러스 백신 (2018.1.), 황열 백신/콜레라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약 45%를 수입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백신(2018.7.) BCG백신(2019.8.), 인플루엔자 백신(2019.8.) 등 백신에 대한 안전사용

해외제조소가 2014년 127개소에서 2019년 209개소로 약 65% 증가함에 따라 수입

안내문을 발간하였으며, 백신 이상사례에 대한 기관 간 통합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9년까지 해외제조소 총 85개소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점검하였다. 점검 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보고서를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의료제품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하고, 2016년 11월에는 「의약품 등의

또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백신의 수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의 품질인증 (PreQualification, PQ)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 업체별 ‘1:1 맞춤형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나) 국가출하승인제도 개선

품질·임상·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등 행정적, 기술적 상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1953년도부터 운영하던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제도를 2012년 6월에 ‘국가출하승인

있으며 2019년 12월 현재 6개 업체 28개 제품(포장단위, 누적)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제도’로 전환하여, 완제의약품 시험 위주의 방법을 주요 제조공정 단계별 제조사의
제조기록 및 품질관리 요약자료 등 전반에 걸친 검토와 완제품에 대한 국가의 직접 검정을

그림 3-2-1

WHO 품질인증(PQ) 지원 GMP 교육 현장
(출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병행하여 국가가 출하승인하도록 개선하였다.
2014년에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네거티브(전체항목 검정 후 실적에 따라 일부항목 면제) 방식에서 포지티브(위해도 단계별 중요
검정항목 지정) 방식으로 개정하여 국가출하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2015년 7월에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 실적 외에 제조소 실태조사 결과,
국내외 품질관련 안전성 정보, 허가사항 변경 등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2016년 12월 식약처와 WHO 간 백신 품질인증 (PQ) 관련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대하여 종합적으로 위해도를 평가하여 결정하고, 위해도 단계에 따라 서류평가만

국제적으로 식약처의 규제수준을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백신제조업체의

실시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류평가와 함께 전 항목을 검정하도록 차등화하는 검토항목별

WHO PQ 인증 신청 시 식약처의 GMP 실사보고서로 WHO의 실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검정항목

인증기간을 약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10

차등화를 위한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WHO 품질인증(PQ) 품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기타 세부항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그림 3-2-2

WHO 협력약정 체결 현장
(출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다) 백신 전주기 안전사용 기반 구축 및 WHO 품질인증(PQ)을 위한 기술지원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일관된 대응을 위해 관련

10 PQ(Pre-qualification,

품질인증): 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등 UN 산하기관은 WHO 입찰자격 인증(PQ)를 거친 백신을 국제
입찰하여 개발도상국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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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있다.

WHO 협력약정 주요 내용

11

(2019.12. 기준, 출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3 의료제품

표 3-2-1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12

또한, 공정밸리데이션과 관련 PIC/S, FDA , EMA 등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QbD 개념을 반영하여 국내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협력약정
▶ 우리나라 백신 규제시스템이 WHO 기준에 부합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
▶ 국산 백신 PQ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품질, 국가검정, 이상사례 및 GMP 등 정보 상호 공유
▶ 식약처의 GMP 실사보고서를 WHO와 공유함으로써 WHO 실사 면제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을 개정(2016.9.)하였다.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도입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안약정
▶ 교환한 과학적·기술적 정보에 대한 상호 기밀 유지

표 3-2-2

바이오의약품 QbD 모델 개발 계획
(2019.1.31. 기준, 출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그림 3-2-3

WHO와의 약정을 통한 품질인증(PQ) 소요기간 단축

제제

유전자재조합

백신

세포치료제

혈장분획제제,
독소제제 등

(2019.12. 기준, 출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약 1~4개월

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서,
제품 기술정보 제출

약 3개월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2021

2022~2023

모델
공정

원료의약품 1
(배양·발효)

원료의약품 2
(회수·정제)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1
(배양·회수)

원료의약품 2
(불활화·정제)

전공정

원료의약품

약 3개월

기술문서 평가

제품 시험·검사

마) 혈액제제 GMP 도입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
혈장분획제제 제조용 원료 혈장 관리의 주체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됨에 따라 식약처는 관리대상을 해외 혈장 수출업소에서 국내 혈장 수출업소를

제조업체(및 규제당국
현지 실사

안전관리 체계)

약 6개월

포함하도록 확대(2012.12.)하였고, 실태조사 및 원료혈장마스터파일(Plasma Master File,
PMF)

최종 인증
제출일로부터 약 12~18개월

13

14

및 룩백 시스템(Look-back system) , 보고체계(가이드라인 및 지침 개정, 시스템

기능개선 등) 구축 등 원료혈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혈액(성분)제제의 경우, 혈액제제의 특성 (소량제조, 단순공정 등)을 반영한 혈액제제
GMP 가이드라인을 제정(2014.4.)하였으며, 타 기관 공급용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국내

라) 바이오의약품 QbD 모델 개발 추진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실시한 혈액제제 GMP 시범평가 및 현장지도·교육

새로운 품질보증체계인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uality by Design, QbD)’ 국내

(2014.5.~11.)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2015.6.)하여 고품질 혈액제제 공급의

도입을 위하여 내·외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입 준비과정으로 ‘QbD
시스템 도입 로드맵(2013.)’과 ‘QbD 적용 모델개발 절차(2014.)’를 마련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을 이용한 QbD 모델(2015. 배양·발효, 2016. 회수·정제,
2017. 완제의약품)을 개발하고 업계를 위한 QbD 적용 안내서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백신 원료의약품에 대한 QbD 적용 모델(2018. 배양·회수, 2019. 정제)을

330

11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 식품의약국): 미국 Department of Health anf Human Services(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미국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 승인, 통제 기관이며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12 EMA(European Medicines Agency, 유럽 의약품청): 의료제품을 평가하는 유럽 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EMEA(European
Agency for the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로도 알려져 있음
13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Plasma Master File): 혈장의 채혈에서 수집, 보관 및 운송까지의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문서
14 룩백 시스템(Look-back system): 현재 시점에서 위험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공혈자의 과거 헌혈 기록을 조사하여 해당
혈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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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가지는 유전자치료제는 장기적인 사후 안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장기적으로 발생

제조업소의 제조관리자 구성(2014.8.) 및 시설(2015.2.)을 혈액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와

가능한 중대한 이상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추적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2017.1.

일치시켜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시행)하도록 하였고, 장기추적조사 대상, 기간, 수집정보, 세부기준 등 ‘장기추적조사 세부

이후 국제 규제의 조화 및 혈액제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혈액제제 GMP의 법제화를

3 의료제품

초석을 다졌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혈액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사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추진한 결과, 혈액제제 특성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의4]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제정(2017.1.4.)하여 2019년 2월

3) 추진계획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설된 혈액제제 GMP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관련 업계 및 평가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자 ‘혈액제제 GMP 해설서(2017.6.)’

가) 안전한 바이오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물감시 강화

및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지침(2017.6.)’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식약처는 세계 최고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제공하고, 안전한 바이오의약품 사용을 위한

모든 혈액원을 대상으로 혈액안전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17개

약물감시 강화 및 규제의 국제조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혈액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평가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 시에는 실사이력 및 결과, 제조공정의

혈액제제 GMP 도입에 따라 혈액제제 제조업체의 조직·인력구성, 문서화, 밸리데이션,

종류, 국내외 안전성정보 등을 종합하여 위해등급을 평가하고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하는

룩백, 제조·품질관리 등 품질보증체계가 강화되어 안전한 혈액제제 관리체계가 구축될

위해분석 기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실사이력, 국내외 품질문제 발생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 수입실적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 7개소, 국외 12개소 업체를
선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림 3-2-4

또한, 국가출하승인제도 효율화를 위해 품목 특이적 위해도 평가 기준 및 세부지침

혈액의 구성 모식도
(2019.12.31. 기준, 출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개발을 추진하고, 주기적 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검정면제 품목도 국가에서
검정하도록 하여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혈액

혈장

혈장단백 7%
혈장

혈장 55%

혈장단백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응고인자
기타 효소 등 < 1%

물 92%

백혈구

혈소판

전해질 등 1%
적혈구

시료채취의 개관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체 채취 전문 위탁기관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백신의 세계보건기구(WHO) 품질인증(Pre-Qualification, PQ)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WLA(WHO Listed Authorities) 등재를 추진하여 신속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술자문을 통해

백혈구, 혈소판 <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보건기구 인증 정보와 사례를

적혈구 45%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바이오
제약업체의 기술·경험 부족 등의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델개발을 통한 기술

332

체내 잔존 및 의도하지 않은 조직으로의 분화가능성이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와

축적·공유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

유전물질을 포함한 의약품으로서 장기간 체내 잔존이나 효과 지속이 가능한 특징을

재조합의약품(2015.~2017.), 백신(2018.~2019.)에 이어 2020년에도 바이오의약품 Q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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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체조직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고도화

3 의료제품

모델을 개발하고 안내서 발간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이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식약처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사에 대한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바이오의약품 GMP

1) 추진배경

조사관 기본, 중급, 심화, 국제 교육 등 국제적 수준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조사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가) 수입 인체조직 증가로 인한 안전관리 강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국제교육기관(GLO Learning Centre)으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하여

신체적 완전성을 회복하고 질병치료와 장애예방 등을 위하여 살아있거나 사망한

우리나라에 파견한 외국 규제기관의 GMP 조사관에 대하여 체계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증자로부터 채취한 뼈, 피부 등 인체조직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과 함께 의료현장에서

기준 교육을 실시하여 대외 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의료기술 또한

이와 더불어, 안전한 바이오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물감시 강화방안으로 백신 이상사례
정보공유 및 연계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와 질병관리본부로 이원화되어 보고되고 있는 백신 이상사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통합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인체조직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 기증자가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전체 수요의 약 80% 정도는 수입 인체조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체조직은 기존의 의약품과는 달리 인체에 잔류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품질 등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약물감시를 위하여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반응) 정보 공유 및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3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 현황

혈액제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의4]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2019.12.31. 기준, 단위: 개, 출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신설(2017.1.4.)에 따라 ‘혈액제제 GMP 표준문서 모델’을 개발하여 혈액제제 제조업체에
제공하였으며, 2020년에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줄기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장기추적조사는 장기적으로는

생산
구분

수입

계
국내기증가공

소계

완제품수입

원재료수입
(국내가공)

2014

384,256

96,200(25%)

288,056(75%)

89,192(23%)

198,864(52%)

2015

378,500

98,322(26%)

280,178(74%)

92,967(24%)

187,211(50%)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국가 주도의 시스템으로 확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2016

407,895

80,436(20%)

327,459(80%)

94,430(23%)

233,029(57%)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추적관리시스템은 기증자부터

2017

733,380

151,012(21%)

582,368(79%)

116,534(16%)

465,834(63%)

투여자까지 이력 관리 및 투여환자의 장기적 안전성 관리 등을 최종 목표로 하여 구축할

2018

748,255

137,191(18.3%)

611,064(81.7%)

109,514(14.6%)

501,550(67.0%)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함유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추적관리시스템으로서 총괄적으로

예정이다.
그리고, 신약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4년 또는 6년간 수집한 사용성적조사 결과로

식약처에서는 2005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내

재심사를 진행하던 것을 보완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성적조사 결과 외에 자발적으로

기증조직과 수입 조직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는

보고된 이상사례까지 통합 분석함으로써 보다 많은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이력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분배나 이식이 금지된 조직이 기증되지 않도록 기증자 이식적합성 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아울러 인체조직의 추적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인체조직의 표시라벨에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착된 표준코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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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체조직의 채취부터 처리·보관·분배 등 각 단계별 관리기준을 통해 품질과

있다. 2019년에는 4회(기본 3회+심화 1회)에 걸쳐 대전, 서울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안전이 유지된 인체조직만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체조직관리기준

총 332명의 조직은행 관련 종사자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식약처 인체조직

15

(Good Tissue Practice, GTP) 을 마련하여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감시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인체조직 관련 법령, GTP 및 조직은행 안전관리 등에

조직가공처리업자(2015.7.), 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2016.1.), 조직수입업자(2017.1.) 등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2회)하였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직관리기준(GTP)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조직은행

아울러 조직관리기준(GTP)의 현실에 맞는 관리기준 정립 및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 역량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관리기준(GTP) 해설서」를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특성을 반영하여 GTP해설서를 작성하고,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 사용

16

품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표준작업지침서 (SOP) 에 대한

3 의료제품

조직 유형별 채취·가공처리 절차, 품질관리를 위한 요건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뉴얼을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관련 법령·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있다.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나) 수입 인체조직 해외제조원 실태조사 강화
그림 3-2-5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1년부터

조직은행 유형별·단계별 업무범위
(출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수입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분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
처리업자
조직
수입업자

기증
기증동의

채취

가공/수입

조직채취

수입
해외제조원

기증동의

(원재료)

조직채취

분배

단순가공

보관/분배

가공처리

보관/분배

가공
처리

수입
(완제품)

이식
자체이식
(의료기관)

국내 조직은행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2011년부터는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해외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최초 수입하는 조직유형에 대한
수입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입승인제도를 도입(2015.)하는 등 수입 인체조직 안전관리를

의료기관
이식
보관/분배

강화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정기 실태조사 이외에도
제조소 점검이력, 수입승인 내역, 수입금액, 중대한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해도가 높은 제조원을 선정하여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에는 미국, 유럽 등에 소재한 해외 제조원 5곳에 대해

2) 추진성과
가) 조직관리기준(GTP)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관리 강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조치하였다.

3) 추진계획

영세하고 비영리원칙으로 운영하는 조직은행의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2014년부터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심화교육을 포함하여 조직은행

가) 인체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확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체조직 관련 법령, 조직관리기준(GTP), 추적관리 및 부작용 보고,

식약처는 조직은행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201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사자
교육을 연 4회 운영에서 2020년에는 1회 추가하여 연 5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15 인체조직관리기준(Good

Tissue Practice): 우수하고 안전한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가공·보관·분배를 위해
모든 조직은행이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기준
16 표준작업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특별한 방침
및 작업절차, 수행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문서

336

일정 조정이 어려워 교육 참여에 애로사항이 있던 종사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1년부터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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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문서양식’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한약재 GMP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한약재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체조직을 수입하고 있는 모든

GMP 평가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GMP 기본 역량강화 교육, 업체별 맞춤형

해외제조원의 수출국 제조원 등록제가 시행되어 해외제조원 중심으로 수입인체조직

컨설팅 교육, 품질검사 실습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체가 필요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육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GMP 등 관련 정책

3 의료제품

있는 해외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0년에도 운영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만이

추진방향을 사전에 공유하여 업체가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계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과장 문은희 ☎ 043-719-3651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업체 수는 2012년 12개소에서 2019년

2. 국민이 안심하는 한약재 공급 및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152개소로 크게 증가하여, 한약재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한약재 제조업체의 GMP 운영수준 향상을 위하여 한약재 GMP를 모범적으로

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공급 기반구축

준수한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2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1) 추진배경
그림 3-2-6

한약재 GMP 제조업체 현황

가) 한약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한약정책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의 증가로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152

151

150

152

2016

2017

2018

2019

139

의약품용 한약재 (이하 ‘한약재’라 함) 의 품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의 품질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여
71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부터 전면 의무화를 통해 원료 생약부터 최종 제품까지 체계적인
한약재 제조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추진성과

12
2012

22

2013

2014

2015

나) 한약재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개방형시험실 운영
2015년부터 전면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GMP)’에 따라 영세한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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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개방형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2015년부터 전면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준 152개 한약재 GMP 업체 중 자가시험실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24개소뿐으로

업계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제도에

많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품질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GMP 기준을 조항별로 상세 설명한 ‘한약재 GMP 해설서’,

시험분석장비, 시약 등을 무상 지원하여 제조업체에서 직접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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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약사법령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품목허가 시 해외제조원에 대해서도

2014~2017년까지 서울식약청이 운영하고 2018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2002년 7월 이후 허가된

위탁운영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경동시장에서 지하철 신설동역

신약의 원료의약품 외에 돼지뇌펩티드 등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을

부근으로 2019년 12월 확장 이전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제조업체의 품질검사를 지원하여

등록하여 공고된 제조원의 원료의약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불량 원료의약품

2015년 12개 업체 367건에서 2019년 22개 업체 1,034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사용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약재의 시중 유통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3 의료제품

실시하여 한약재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GMP의무화 이전에 허가받은 제조소의 점검 적정성에
표 3-2-4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개방형시험실 이용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개, 개소, 출처: 한약정책과)

구분

건수

시험항목

이용업체

2015

367

2,295

12

2016

902

6,834

19

2017

915

7,141

16

2018

1,073

8,108

19

2019

1,034

8,110

22

한약(생약)제제에서 납이 과다 검출되었고,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 청원이 접수되는 등
한약(생약) 관련 안전 이슈에 대한 신속대응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절한 위해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추진성과
가) 수입 의약품의 품질관리 및 감시 강화

3) 추진계획

식약처는 의약품의 원료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수입한약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가) 한약재 모범사례 홍보 및 교육 강화

기울이고 있다. 이에 2015년 4월부터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관능검사 현장을

식약처는 한약재 제조업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 유통

식약처 감시원이 직접 참관하여 검사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무작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약재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한편, 그 현장에서 검사한 제품을 수거하여 직접 검사함으로써 시험검사기관 결과의

개방형시험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편의성을 개선할

신뢰성을 확인하는 교차점검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입 한약(생약)제제 품질수준 제고를

계획이다. 또한, 한약재 제조업체의 GMP 운영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수업체 선정을

위하여 위해정보, 실사이력, 허가품목,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5개의 해외 제조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정하고, 제조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및 소통강화

나) 천연물의약품 유해물질 저감화 및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2013년 천연물의약품 중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검출 이후 지속적인

1) 추진배경

모니터링 및 저감화 방안연구 등을 거쳐 2015년 5월 천연물의약품 유해물질 저감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해평가, 독성,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40

가) 한약 안전 이슈에 대한 불안감 해소

천연물의약품 벤조피렌 저감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국민들에게 많이 노출될

식약처는 매년 증가하는 수입 의약품 관리를 위하여 수입 시마다 한약재 통관검사를

수 있는 천연물의약품의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위해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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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약 등 기준·규격 합리적 개선 및 한약 분야 소통 강화

한약규격품 벤조피렌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한약규격품 중 벤조피렌에 대해 체계적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약 등의 유통과 기준·규격의 내실화를 위한 식약처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여 한약(생약) 중 지속적인 저감화

노력은 2015년부터 공정서 수재 한약재 품목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계속되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반지련’ 등 외부에서 의견이 제시된 품목 시험방법의 검토를 통해

한편 2019년에는 「대한민국약전」 수재 품목인 ‘현호색’ 중 곰팡이독소에 대한 오염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을 개정하였고, ‘호로파’ 등 공정서 개정

조사, 위해평가에 대한 전문가 검증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현호색’의

시까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빠른 시행이 필요한 시험항목의 경우 공정서 개정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기준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전까지 한시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외부 의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2002년 원료의약품 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지정대상이 2개 성분에

한편, 천연물의약품 분야 현안과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분과별(제도분과, 제제분과,

불과했던 등록대상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을 생산량이 많은 전문의약품 및 다빈도

기준규격분과)로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

처방 성분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여

및 업계와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3 의료제품

벤조피렌 저감화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한약재 중 벤조피렌 관리를 위해 2019년 8월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에 17개 성분을 추가하였다. 추가 지정된 원료의약품은 심사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등록하여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등록이 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은

3) 추진계획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부정·불량 의약품 생산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 한약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 대상 품목 확대
표 3-2-5

식약처는 2020년에 한약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등록 대상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
(2019.12.31. 기준, 출처: 한약정책과)

1. 말비장으로부터 유래한 철단백추출물(Ferritin Extractive) 또는 철단백추출물수화글리세린액

2007.12.17. 신설
(2009.1.1. 시행)

2. 돼지뇌펩티드

2010.4.20. 신설
(2011.1.1. 시행)

3. 돼지폐추출물
4. 건조밀봉독
5. 아이비엽에탄올엑스
6. 달맞이꽃종자유
7. 포도씨엑스
8. 위령선·괄루근·하고초에탄올엑스
9. 애엽에탄올엑스
10. 애엽이소프로판올엑스
11.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엑스
12. 황련수포화부탄올엑스
13. 현호색·견우자에탄올엑스
14.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에탄올엑스
15.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16. 은행엽엑스
17. 빌베리엑스
18. 밀크시슬엑스
19.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에탄올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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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지속·강화할 예정이다. 수입한약재 통관검사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는 등 통관검사 단계에서 소비자 참여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지속하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별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약 (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시험법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5.12.28. 신설
(2018.1.1. 시행)

한약정책과 과장 고호연 ☎ 043-71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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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품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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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도 국제수준과 부합되게

가. 안전하고 적정한 화장품 사용기반 조성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체 판정

가) 추진배경

가) 추진배경

(1) 화장품 원료 관리체계 변화

(1) CGMP 인증 마크 표시

「화장품법」이 전면개정(2012.2.5. 시행)된 이후,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 확보에 대한

「화장품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CGMP)」을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여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고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국제 수준과 맞추기 위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2011년 3월부터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업체를 직접 실사·평가한 후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기업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CGMP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CGMP 적합 업체에서 제조된 화장품에는 CGMP 인증

List) 방식’으로 화장품 원료의 관리체계가 변경되었다.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하고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위해 요소를 평가하여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색소 등과 같이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였으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제조업체별 통합평가 시행 및 기간 단축

2011년 3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사·평가 및 인증 부여를 시작하였으며,
2019년 21개 업체가 인정을 받아 현재는 총 162개 업체(2019년 12월 말 기준)가 우수화장품

나) 추진성과
(1) 화장품 안전성 강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 제한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증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CGMP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국내
화장품은 국내 화장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로 수출되어 한국 화장품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개선하였고 국내외

2014년에는 CGMP 확산을 위해 일부 공정 제조업체도 GMP 실시상황 평가를 받을 수

안전정보 수집 및 자체 위해평가 등을 통해 원료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화장품의

있도록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하였고, 제품군별로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평가를 시행하던 것을 제조업체별로 통합된 평가를 시행하도록 촉진시켰다(2014.12.30.
개정). 또한 2015년에는 화장품 GMP 실시상황 평가신청 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 추진계획

처리기간을 단축(120→90일)하였다(2015.9.2. 개정).

(1)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국내외 유해사례, 위해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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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소 지정 현황

3) 화장품 전환품목 안정적 정착 지원

3 의료제품

표 3-2-6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2019.12.31. 기준, 출처: 화장품정책과)
연번

인증일자

제조업체명

주소

가) 추진배경
(1) 전환품목 업종전환유도 규제완화 필요

1

2019-1-8

(주)네오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309-8

2

2019-2-20

콜마스크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05

3

2019-4-18

오마샤리프화장품(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237-29

4

2019-4-18

주식회사코디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산업단지4로 90

5

2019-4-22

(주)트리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96-1

6

2019-4-22

주식회사레인보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347번길 60

7

2019-4-22

태남메디코스(주)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116-10

8

2019-5-3

주식회사리치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214번길 37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의 순조로운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9

2019-5-24

(주)라파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2로 112

나타나게 되었다.

10

2019-5-31

(주)휴앤코스메틱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11

2019-6-18

(주)아이썸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기업단지로 309

12

2019-6-18

아우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단2로 25

13

2019-7-10

주식회사씨엔에프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안길 29

14

2019-7-30

(주)태동씨앤에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32

15

2019-7-30

시스킨코리아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809번길 60

비누에 사용되어 오던 색소 1종을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며

16

2019-8-19

아인코스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79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성분 표시를 할 때 비누화반응의 생성물을 적을 수

17

2019-8-28

화이트코스팜(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94

18

2019-10-21

(주)예그리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39

19

2019-11-5

(주)뷰티스킨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14번길 27

20

2019-12-4

씨앤텍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6번길 56

21

2019-12-4

피씨엠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 92 1층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2016.11.)에 따라, 종전의 공산품 또는 비관리제품 중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제품인

화장비누(인체세정용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되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2018.12.31. 개정, 2019.12.31. 시행).

이에 따라, 전환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 필요성과 전환품목을

나) 추진성과
(1) 규제합리화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화장비누의 건조중량 시험법을 신설하고 화장

있도록 하는 등 전환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 표시기재 기준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또한, 전환품목 취급 영업자의 순조로운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취급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만으로 책임판매업관리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완화

다) 추진계획
(1) 맞춤형 컨설팅 및 CGMP 교육확대

국내 화장품 품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질 좋은 화장품이 국내 시장에 공급되기

정책을 추진하였다.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화장비누만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확대된 자격기준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도록 식약처 고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위해서는 CGMP 인증 업체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CGMP 인증 희망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CGMP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화장품 제조업계의 품질관리 기준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 추진계획
(1) 계도기간 운영 및 적절한 관리체계 개선

전환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품목 시행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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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계도기간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또한, 2020년에는 비누공방 등 소규모 화장비누
영업자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장비누 물품과
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추진계획

3 의료제품

동안(~2020.12.31.) 안전기준, 표시기재 등 위반 시 바로 행정처분하지 않고 시정명령·계도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1) 조제관리사 양성 및 소비자 홍보 노력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소비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화장품을 선택·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업계 전반에는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새로운

나.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화장품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수한 자질의 조제관리사를 양성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1) 맞춤형화장품 제도 본격 시행
가) 추진배경

계획이다.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1) 맞춤형 화장품 제도 2020년 3월 14일 시행

현대 소비문화가 개인의 개성과 가치에 따라 자신만의 취향을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업 전반에서 ‘나만의 맞춤형 제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화장품 역시 이러한

가) 추진배경
(1)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 활성화 필요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개인 기호나 피부 상태 등에 맞추어 화장품 판매장에서

종전 화장품법에 유기농화장품이 정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식약처 고시로서 「유기농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2020년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유기농화장품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며, 2019년 3월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14일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되었다. 또한, 천연·유기농화장품

그간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도입되면서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이나 원하는

인증 제도를 통해 업계의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화장품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추진성과
나) 추진성과
(1)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신설

(1) 천연ㆍ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변경

종전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천연화장품의 세부 기준을 추가하면서 고시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명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다. 식약처장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업으로 운영토록 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정을 받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설하였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업자에게 제품의 위생 및 안전

(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두 개의 기관이 지정을 받았다(2019년 말 기준).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부과하는 한편, 판매장에서 향료, 색소 등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이러한 맞춤형화장품의 조제행위는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다) 추진계획
(1) 천연ㆍ유기농화장품 기준 해외제도 벤치마킹 및 소비자 홍보 강화

향후 제외국 현황, 소비자 및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천연화장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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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있도록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 추진계획

3 의료제품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선진화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1) 유통화장품 신뢰 확보 집중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줄기

다.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세포 배양액 함유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추가 점검 및 화장품 안전기준
(배합한도 원료 기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기획합동 감시 등 유통화장품에 대한 신뢰확보를

1) 화장품 감시 기본 계획

위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2) 화장품 품질점검 기본계획

가) 추진배경
(1) 화장품 사후관리업무 시행

화장품의 안전한 제조 및 유통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감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가) 추진배경
(1) 화장품 수거·검사 실시

화장품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감시는 고발·진정·제보 및

유통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매년 ‘생물의약품, 한약(생약), 화장품, 의약외품

모니터링 등에 의한 ‘수시감시’와 지방청, 지자체의 자체 계획에 따른 ‘정기감시’, 취약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의 ‘품질점검 기본계획’에 따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는 문제발생 분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행하는 ‘기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점검 기본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지방식약청에서는 특별

합동감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수거·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기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나) 추진성과

나) 추진성과
(1) 허위·과대 광고 기획 합동 감시 실시

(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들의 자진회수제도 도입

2019년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업체 자율점검을 강조하고,

배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 적발, 각종 화장품 부작용 민원 증가 등 유통화장품에 대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성분 함유 화장품 및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화장품의 효능·효과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속한 수거·검사에 대한 요구가

등을 허위·과대 표시 광고한 품목에 대하여 기획 합동 감시를 실시하였다.

확대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예산 증액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도 화장품 수거·검사예산
5억 5천 8백만 원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적으로 총 1,500품목을

표 3-2-7

수거·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시적인 품질점검을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화장품 수시 감시결과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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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총계

행정처분

고발

수사의뢰

기타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행정명령

시도의뢰

528

1

436

-

6

-

41

39

5

제조

5

1

3

-

-

-

1

-

-

책임판매

467

-

433

-

6

-

13

14

1

판매

56

-

-

-

-

-

27

25

4

목표 품목 수, 품목별 시험항목 등을 정하여 800품목 이상을 정기 수거·검사하고 있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해 「화장품 법령」에
회수·폐기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자진회수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추진계획
(1) 품질관리 취약 의심 품목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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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이 안심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3 의료제품

2020년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여성 다빈도 사용제품 등 품질관리 취약
의심 품목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1) 추진배경
3)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토
가) 불법 유통으로 인한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문화 마련
의약외품은 보건용 마스크, 생리대, 치약, 모기기피제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빈도

가) 추진배경

생활용품으로 소비자들이 안전성 이슈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거짓·과대광고, 불량 제품

(1) 사용기준 주기적 평가 필요성 대두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및 사용환경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현재

등 불법 제품의 유통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장이 크다 할 것이다. 이에 의약외품의 안전성

화장품 사용에 있어 제한기준을 두고 있는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색소 등의 사용기준을

검증과 합리적 제도 개선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약외품의 공급과 국민이 안심하는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화장품제조업자 등 산업계의 니즈에 따라

의약외품 안전 사용 문화 기반을 마련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화장품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원료의 추가 또는 기준의 변경 등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2018.3.13. 개정, 2019.3.14. 시행)하였다.

나) 추진성과

2) 추진성과
가)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시스템 구축 및 집중 안전관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편 증가 및 일상생활 변화로, 미세먼지 대비용 물품에 대한

(1) 선제적인 원료안전확보 가능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보존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사용 제한기준이 있는 원료 200여 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완료하는

위해 유통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검사를 확대하여 성능 부적합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을

등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화장품법 개정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통하여 정기적인 원료 재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서 보다 선제적인

* 보건용 마스크 생산실적(억 원): (2016) 152 → (2017) 337 → (2018) 1,145

원료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7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019.3. 기준,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등 심사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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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사용 제한기준이 설정된 원료에 대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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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3 의료제품

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지방청 보건용 마스크 상시 성능검사 시스템

시험검사담당자 교육 및 추경예산 편성확보

구축을 완료했다(2019). 국회,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과의 적극적 소통, 협력을 통해 식약처
최초로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악화된 미세먼지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장비 도입 예산 13억 8백만 원 등 총 14억 8백만 원

※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장비

그림 3-2-8

지방청 시험검사 담당자 교육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장비

추경예산 보도자료

실제로 보건용 마스크 시장 확대(2017. 337억 원 → 2018. 1,145억 원)에 따라 시중 유통품
수거검사, 모니터링 등 품질점검 및 허위과대광고 기획 점검을 확대 실시하였다.
아토마이저

부유분진분석기

지그시스템

시험인두

마노미터

클램프, 강도계

나) 보건용 마스크 허가 외 장소 제조 재발방지 대책
보건용 마스크의 허가 외 장소 제조 언론보도(MBN, 2019.3.18.)와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아토마이저, 부유분진분석기

지그시스템

분진포집효율 시험기

호흡저항분석기

펌프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기

강도조절제어기

인장강도 시험기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할 필요가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된
업체 대상 특별약사감시를 실시(2019.3.18.), 문제우려 품목 수거·검사(2019.3.18.) 및
잠정판매중지 명령(2019.3.19.)을 했고 중장기 대응으로는 2018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수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2019.12.) 하고 위반사항에

늦어진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2019.9.2.), 장시간 소요되는 장비 구입 업무 특성을 고려,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적의 조치하였고 인터넷 판매 품목, 품질 부적합 의심 등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조달청 협의를 통한 신속 계약 진행, 지방청 현장방문(2019.9.5.

수거검사가 필요한 품목 등 총 13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순도 등 시험검사를

부산청 등)을 통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기존 평가원만 보유했던 보건용 마스크 성능

실시하였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전체 제조·수입자 대상으로 약사법령 준수사항 등을

시험검사 장비를 3개 지방청(서울·경인·부산) 추가 배치 및 평가원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교육(2019.3.28.)함으로써 법규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했다.

상시 시험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 주요 교육 내용: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표시·광고시 주의사항 등

또한, 지방청 시험검사 담당자 대상 보건용 마스크 시험법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였다.(2019.11.5.,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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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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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관리사각을 유발했다. 정부합동 제품안전관리협의회(2016.11.)에서는 인체에 직접

의약외품은 생리대, 보건용마스크, 치약 등 대다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적용하는 제품은 식약처 소관물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생활필수품으로 제조 단계에서의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생리대 중 VOCs 검출에 따른

선제적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성 논란(2017.8.)으로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이에, 물품분류가 불분명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시중 유통 의약외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국내 생산 콘택트렌즈관리용품에 대한 제조

지정하여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관리 추진하였다. 여성용품 사각지대 해소 정책연구사업

및 품질관리가 시급했다.

결과 사용부위, 감염우려 등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산모패드

의약외품 GMP 도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의약외품 공급 및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실시(2019.1.21., 2.26., 3.19., 8.28. 등 총4회)하여 산모패드의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생리용품(생리대·탐폰·생리컵)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제조·

의약외품 지정·관리 필요성, 업체별 관리 현황 공유, 업계 의견 수렴 등 의약외품

수업업체 10개사가 참여하여 의약외품 GMP 도입 및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지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간담회(2018., 8회)를 열었고, 의약외품 GMP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2018.12.).

반영하여(2019.6.24.~7.1.)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의약외품 GMP 권장도입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을 안내(2019.2.~3.)하였고, 의약외품 정책

3 의료제품

다) 의약외품 GMP 도입을 통한 품질 향상 도모

*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2019.9.30.)

설명회(2월), 생리용품·콘택트렌즈관리용품 제조업체 대상 설명회(3월)를 실시하였다.
생리대 2개소·생리컵 3개소, 콘택트렌즈관리용품 2개소가 참여하여 의약외품 GMP

바) 소비자 알 권리 확대 등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안심사용 문화조성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시범사업을 진행(2019.5.~11.)하였다. 제도상 의약외품 GMP 권장

국민 다소비 의약외품 중심으로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사용 관련 정보 표시를

도입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1.)를 했다.

통해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기여했다. 생리대 착향제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구중청량제에 불소 함량 및 불소 함유 관련 주의사항 표시를 통해 구중청량제를

라) 의약외품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삼킬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용 강화, 의약품처럼 의약외품 사용 시의 부작용을

허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및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을 표시하여 의약외품 부작용

기피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을 기허가 품목과 주성분 및 함량이 다른 기피제에서

보고를 활성화 했다. ‘박카스’ 등의 내용액제에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카페인

모든 기피제로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오·남용 예방 등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호했다.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2019.7.31.)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2019.9.17.)

재평가 절차도 개선하였다. 재평가의 보완대상, 보완기간, 보완기간 연장 등 의약외품

또한, 아래와 같이 취약계층의 의약외품 안전 사용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재평가 시 보완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약외품 재평가 심사 절차의 투명성 및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제공 및 홍보하였다.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2019.6.28.)

마) 관리사각 물품의 선제적 발굴 및 의약외품 지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후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확보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또한, 온라인 시장의 플랫폼 지배 전환, 신소재 개발출현 등은 보건용 비관리제품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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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정보제공내역

3 의료제품

표 3-2-8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마스크사용 홍보자료

(2019.12.31. 기준, 출처: 의약외품정책과)
정보제공 내역
· 보건용마스크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홍보 동영상(지하철1~4호선, 2019.3.~4.)
· 보건용마스크 안전사용 정보제공(3.6.~)
- 서울지역 가로변쉘터(40개소) 인쇄물 게시
- 전국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모니터 영상 송출(7,440대)
- 전국 홈플러스 매장(50개 지점) 와이드 4단패널 영상 송출
보건용 마스크 안전사용 영상 송출 및 인쇄물 게시
(2019.11~12., 서울 가로변쉘터·홈플러스매장·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보건용마스크 포함) 보도자료 배포(3.6.)
· 보건용마스크 등 홍보 웹다큐·네이버 오디오클립 제작 및 온라인배포(4.25.~29.)
· 치약·구중청량제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보도자료 배포(6.7.)
·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 결과(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올바른 구입·사용법 포함) 보도자료 배포(6.13.)
· 여름철 대비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영상 옥외전광판 홍보(6.15.~7.14.)

어린이

· 모기기피제 사용법 홍보 네이버 오디오클립 제작 및 배포(7.11.)
· 치약 올바른 선택법 식약처 대표블로그 게재, 네이버 베스트4 등극(7.17.)
· 기피제 안전사용 홍보 영상 제작(7.31.), 배포(8.1.~31.)
· 보건용 마스크 계층별 홍보 리플릿 3종 제작(9.18.) 및 배포(9.24.)
어르신

· 콘택트렌즈관리용품·외용소독제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영상 제작 및 송출(11.10.)
· 치아미백제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영상 제작 및 송출(11.24.)

3) 추진계획
어린이·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게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 등을
알리고자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한국 YWCA 등 소비자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 의약외품 안전검증에 대한 순차적인 확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식약청 등을 통해 리플릿 35만 부를 배포하였다.

치약, 생리대 등 생활필수 의약외품에서 유해성분으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적 검증을 고려한 중장기적 의약외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약외품 32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4~5년 주기의 순환적 안전검증
체계를 설계하여 능동적으로 실마리 정보를 수집하고 순차적으로 맞춤형 안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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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2019.7.)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겠다. 또한, 최근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치아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바이오신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체 의약품시장에서 차지하는

3 의료제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및 생리용품에 대해 특성에 맞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신설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매니큐어의 효능 평가방안(2020.10.)과 휴대용 산소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9월),

이러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여 전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리컵 세정액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효능·효과를 입증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생산에는

미세먼지 환경 악화로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첨단 과학기술의 적용, 질병과 치료 사이의 관계 입증, 고난이도 생산 기술, 고가의 생산·

수거·검사 강화,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동영상과 리플릿을 통해

실험장비, 숙련된 생산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제약사는 임상시험 등에 천문학적 비용을

제작·배포할 것이며, 이외에도 안전검증을 통해 수집된 실마리 정보를 통해 의약외품

소요하게 되며, 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는 특성상 생산, 보관·취급 시 특별한 주의가

품목군별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과 함께 실제 유통·사용실태, 사용량, 이상사례 경험

필요하며, 투여받은 환자에 대해서 부작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3-2-12

바이오의약품 제조과정(백신, 세포치료제, 혈장분획제제)

의약외품정책과 과장 김춘래 ☎ 043-719-3701

5. 바이오의약품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가. 바이오의약품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나) 세계 바이오의약품 규모와 전망

1) 추진배경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매출액은 2018년 2,430억 달러로 연 평균 8.2% 성장해
17

2024년에는 3,8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가) 바이오의약품 개요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 28%에서 2024년 32%로 증가할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유전자나 단백질, 세포를 원료로 하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생명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유전자 가위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진 치료제로서,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 내 타깃과 바이오마커 등을

상용화되면 세계의약품 시장은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활용하거나 세포 융합 기술 등을 적용해 암 등 중증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
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혈우병 등 유전성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최근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는 분야이다.
바이오의약품은 감염병을 예방하여 인류 수명연장에 크게 기여한 백신, 혈액부족으로
인한 쇼크 등에 응급약으로 쓰이는 혈장분획제제를 비롯하여 유전자조작 및
세포배양기술을 도입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 그리고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있으며, 최근에는 맞춤형 치료의 영역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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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세계제약산업 시장규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이오
의약품

21%

22%

24%

25%

27%

29%

30%

29%

30%

30%

31%

합성
의약품

79%

78%

76%

75%

73%

71%

70%

71%

70%

70%

69%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790

782

808

825

868

911

929

1,039

1,113

1,178

1,222

바이오
의약품

170

181

199

208

230

250

277

302

332

357

388

합성
의약품

449

438

443

447

459

474

478

531

564

592

626

기 타(Other
Unclassified)

171

163

166

170

179

187

174

206

217

229

209

표 3-2-10

3 의료제품

(2019. 5. 기준, 단위: 십억 달러, 출처: Evaluate Pharma)

주요 바이오의약품 매출액 및 특허만료기한
(2017.12.31 기준, 단위: 억 달러, 출처: Evaluate Pharma, Global Data)
특허만료(연도)

제품명

제조원

매출액
한국

유럽

미국

휴미라

Abbott

189

2019

2018

2016

엔브렐

Amgen

82

2013

2015

2029

리툭산

Roche

75

2014

2013

2018

허셉틴

Roche

71

2017

2014

2019

아바스틴

Roche

68

2018

2022

2019

레미케이드

J&J

63

2013

2015

2018

잘트랩

Bayer

63

2024

2025

2023

다) 해외 바이오의약품 산업 지원동향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하여 제약사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바이오의약품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2-13

세계 100대 의약품 품목 중 바이오의약품 비중 전망

EvaluatePharma 2019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R&D투자는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연평균 4.2%의 비율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2024년까지는 연평균 3.0%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대형 기업들이 백신 R&D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도 R&D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자체 백신 생산을
위한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여러 선진 국가에서도 경쟁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FDA는 2015년 2월 개인맞춤의학 지원을 위하여 정밀
의료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3월 NIH산하 NCATS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 중 중복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등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연구비
지원방식을 NIH가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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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 매출 상위 10대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은 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EU는 EU Horizon 2020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인프라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2020년을 전후로 만료 예정이다. 혁신신약 개발이

구축 및 감염병, 신약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프로그램인 개인 맞춤형

둔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제약사와의 전략적 제휴, 라이센싱 및 합병 추진

헬스케어 패키지 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개발 및 신속개발 지원제도(PRIority

등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MEdicine, PRIME)을 2017년 3월 신설하여 EMA의 CHMP 또는 첨단치료제위원회(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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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현황

규제관련 전략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보건의료 2035’ 발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과 의료보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린 헬스케어, 라이프디자인, 글로벌 헬스
리더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중장기 계획(2015.~2035.)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PMDA는
‘약사 전략 상담’ 제도를 운영하여 기존의 혁신적인 제품의 실용화를 위해 개발 초기부터
비임상·임상시험 관련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라)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지원현황

3 의료제품

소속 담당자를 지정하고, EMA 과학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개발계획 및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2019.12.31. 기준, 단위: 억 원,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성장률
(2014~2018)

생산

16,818

17,209

20,079

26,015

26,113

11.6%

수출

6,202

9,157

12,346

15,471

17,161

29.0%

수입

9,233

8,353

10,576

11,784

13,356

9.7%

시장규모

19,849

16,405

18,308

22,327

22,309

3.0%

한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2.), 조류인플루엔자(2003.), 신종플루(2009.),

바이오기술은 의약, 제약 등 기존산업의 근본적인 변화와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메르스(MERS-CoV, 2012.), 에볼라(2014.), 지카바이러스(2015.) 등 신종 전염병의 발생,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므로 융복합 기술 대비, 내외부 역량 강화 등 맞춤형전략의

기존 전염병의 재창궐 및 탄저균 등 생물테러 위협 급증에 따라 백신 개발과 자급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바이오산업을 미래 신성장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개발 백신은 2017년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매년 연구개발비 등 정부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식약처는 첨단

주요 백신 28종 중 14종 50%를 달성하였으나, 임상시험 등 난항으로 자급률 향상 속도가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으로 세계시장선점, 국가경쟁력 확보를

주춤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백신개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 유방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주(2014.1.)를 허가하였고, 루게릭병

2) 추진성과

환자에서 질환 진행 속도를 완화시키는 국내에서의 4번째 줄기세포치료제인 뉴로나타알주(2014.7.)를 허가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 및 안전관리 기반 마련

(2015.12.)를 허가하고, 자가피부세포치료제인 로스미르(2017.12.)를 허가하는 등 최근 식약처의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국산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제품화 지원에 따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근 개발되고 있는 첨단바이오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주’가 2013년 9월 유럽(EMA)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에서, 2016년 4월 미국 FDA에서 허가되어 2017년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제품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등을 말하는데,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원료로 하고 체내에서 장기간 머물러 효과를

2018년 바이오의약품 국내 시장규모는 2조 2,309억 원으로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나타내므로 합성 의약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이에 안전성·유효성 검증, 채취 및 생산

연평균 3.0% 증가하였으며, 수출 강세로 2015년 이후 4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등 제조과정, 사후관리 등에서 차별화된 평가 및 관리방식이 필요하나 그간 약사법으로

기록하고 있다.

관리하다 보니 이러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원료 채취부터

바이오의약품 생산·수입·수출실적 중 생산은 2014년 1조 6,818억 원에서 2018년
2조 6,113억 원으로, 수입은 2014년 8억 7,669만 달러에서 2018년 12억 1,358만
달러로, 수출은 2014년 5억 8,892만 달러에서 2018년 15억 5,925만 달러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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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시판 후 장기추적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 약사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법률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산 백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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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그림 3-2-15

3 의료제품

18

맞춤형 지원 확대, WHO 품질인증(Pre-qualification, PQ) , 국내외 규제정보 제공 및 컨설팅,

2019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 기조연설 및 패널토의

WHO, APEC 등 국제 규제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하였다.
2019년에는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허가 심사 시 세포의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유전학적 계통분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준 및 시험방법 검체에 세포은행을 추가하여
허가·심사 시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검증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백신제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첨부용제 용기·규격을 제조방법에 기재하여
허가사항으로 관리하고, 국가출하승인 시 첨부용제의 시험결과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나)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성장 지원
식약처는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 의약품 규제당국자 협의회(International

다)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

Pharmaceutical Regulators Program, IPRP),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규제조화센터(APEC

또한, 글로벌 백신제품화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Harmonization Center, AHC) 주관 국제 워크숍을 국제행사와 연계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세포주 분양, 맞춤형 기술 및 제도 지원, 수출 활성화를 위한 WHO 품질인증(PQ) 지원과

바이오의약품 강국 실현을 위한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글로벌

국제협력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성장 지원을 추진하였다. 행사에서 바이오의약품 최근 국제동향과 개발전략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신종 감염병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향후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WHO 품질인증 지원 협의체’는 WHO 품질인증 신청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임상, GMP
등에 대한 상담 및 기술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녹십자의

또한, 외국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실시, 국제기구를 통한 조달 등 해외 백신

계절독감백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멀티주와 ㈜유바이오로직스 경구용콜레라백신

시장 및 각 국가별 인허가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유비콜-플러스가 2017년 WHO 품질인증을 받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게 되어,

제공하였으며, 국내 업체와 수출희망국 규제당국자 간 맞춤형 간담회 주선을 통해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 협의체의 수출지원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플루멀티주(바이알)(10회용) 등 6개 업체 24개 제품(포장단위,
누적)이 WHO 품질인증을 받았다.

그림 3-2-14

2019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 개막식

‘글로벌 백신제품화 지원단’은 식약처와 기술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원료부터 제품화하는
국내 백신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임상시험 단계 및 개발단계에서 제품화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주기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은 2013~2014년에는 10개 업체 7품목, 2015년에는 4개
업체 8품목, 2016년에는 4개 업체 10품목, 2017년에는 6개 업체 10품목, 2018년에는
녹십자의 비씨지백신 임상시험단계를 포함하여 5개 업체 8품목에 대하여 제품화를
지원하였다. 2017년에 에스케이케미칼은 ‘스카이셀플루주’, ‘스카이셀플루멀티주(수출용)’,

18 WHO

품질인증(PQ: Prequalification): WHO가 의약품 국제조달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급을 목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승인 시 국제적 인증효과가 있음(현재 6개 업체 24개 제품(포장단위, 누적) 인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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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확보하여 전용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스마트 정보안내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WHO 필수의약품 및 건강

시스템’을 통해 규제·산업정보와 각종 국가별 정보를 통합,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제품국(EMP) 비밀 유지약정,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원간과 NTP 사업 협력을 위한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하도록 전문엔진을 사용한 통합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별

양해각서 및 일본 국립감염병 연구소와 백신 및 생물의약품의 품질관리 분야 협력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3 의료제품

‘유비콜-플러스(경구용 콜레라백신)(수출용)’을 허가받는 등 가시적인 지원성과를 보였다.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식약처는 선진규제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약, 양해각서 및
국제협력의 확대 추진을 통해 허가심사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3) 추진계획

진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필수 예방백신에 대한 국내 자급능력을 확충하여 우리

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국민에게 제때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백신 제품화 및 생산시설 신축 지원을 위한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2024년에는 시장규모가 3,880억 달러에

산·학·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허가를 위하여 유럽에 이어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하였고,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 같은

바이오시밀러 개발·허가와 특허 만료기간 임박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

후속 오리지널 제품, 바이오시밀러,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년부터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고 산·학·관

중국·인도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인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다이나믹바이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화 및

Dynamic BIO)’를 운영하고 있다. ‘다이나믹바이오’는 총괄기획, 백신혈액제제, 유전자

수출에 필요한 정보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국제협력 사업의 효율화와

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GMP, 글로벌진출지원의 6개 전문분야별 분과로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속적인 범국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0여 명의 분과원이 참여하고 있다. 다이나믹바이오에서는 전체
분과가 참석하는 전체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분과별 과제를 수립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 분과별 수시 모임을 통해 각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하여 주요 정책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민원소통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2014년부터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인 ‘바이오
IT플랫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외진출을 원하는 바이오의약품 업계에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의 장벽이 되는 인허가 관련 정보

그림 3-2-16

국가별 바이오시밀러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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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loitte, 2017)

269
257
187
109
97
57
48
45
37
0

50

100

150

200

250

300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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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지원정책을 통하여 202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터키, 파키스탄, 호주 등 주요 수출국의

제품 7품목, 줄기세포치료제 5품목, 유전자치료제 1품목, 백신은 2023년까지 자급화율을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정보·가이드라인과 각종 산업정보,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제도

75%(21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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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화를 위한 상담·검토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기술지원 센터 구축, 바이오IT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외 규제정보·산업정보 제공 및

운영하여 상호 논의를 통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시기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허가 컨설팅, 바이오의약품 마중물사업 및 외국 규제기관의 상호협약 등 글로벌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와 같은 첨단 바이오제품의 제품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출지원전략으로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시장출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제품화 시기를 앞당길 수

현재 운영 중인 바이오IT플랫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현행 줄기세포치료제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제품화 촉진을 위해

주요 해외진출 희망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해외 국가의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인체의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정보

구조·기능을 재건·회복하거나 손상된 장기·조직을 대체·보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및 가이드라인을 조사·분석하여 제공하고, 시장규모, 허가품목 현황 등 산업정보와

제품이 개발되는 등 과학기술 혁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신개념 의료제품 개발이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이미 확보된 바이오의약품 규제

가속화되고 있어 그 특성을 고려한 허가 및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및 가이드라인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3 의료제품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제품화 지원 및 국가백신 제품화

식약처는 첨단바이오기술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예정이다.
2020년에도 주요국에 대한 인허가·산업정보를 운영하고 해외진출을 원하는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이용한 조직공학제제, 세포치료제,

바이오의약품 업계에 기업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유전자치료제 등을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하는 한편, 구축한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제도, 규제·산업정보를 「글로벌 진출전략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보 전략」으로 제공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바이오의약품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 생산용 세포주를 확립·분양하고 백신 자급 품목 확대를 위한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운영 및 국가백신 제품화 기술지원 센터 구축 등을 통해 현재 필수·대유행 등
국내에서 접종되는 백신 28종 중에서 안정적인 국내 백신 공급을 위하여, 자급 가능한

그림 3-2-17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가이드라인 지원 사업(바이오IT플랫폼) 추진 경과

백신을 2014년 9종(32%)에서 2017년에는 14종(50%), 2023년에는 21종(75%)까지
확보하여 백신 자급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 백신 생산에 필수적인 세포주를 확립하여 업체에 분양함으로써 백신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백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백신제품화 기술 지원 및 규제정보 제공을
위하여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협의체)을 계속 구성·운영하고,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임상시험 검체 분석 시험실 및 자가품질 시험을 신뢰성 있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탁시험검사실을 운영하고자 한다. 국내 생산 백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WHO 품질인증의 신속 인증획득을 위하여 기술·행정적 상담 서비스
및 WHO 현장실사 대비 GMP 기술 지원 등 등록 희망업체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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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식약처 백신 제품화 전주기적 지원 시스템

3 의료제품

그림 3-2-18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있도록 최우선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백
신
의
개
발
단
계
식
약
처
의
지
원
체
계
관
련
부
처

R&D

제조시설구축

동물, 임상시험

후보물질 개발
공장신축 및
자금지원
기술지원

품목허가(임상)

유통 및 수출

허가(출하승인)
및 사후관리

품질기준 설정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 사업
백신 수출

GMP 점검

GMP지원

나.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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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및 수출 지원

1) 추진배경

(식약처) 공장신축, 기초개발부터 제품화 및 백신 수출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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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정보 등 공유

-WHO PQ 신속 인증 확등을 위해
기술행정직 상담 서비스 및
현장실사 대비 GMP 기술지원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가)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바이오산업은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생명공학
기술의 접목을 통해 서로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세계의 제약시장을 살펴보면, 전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8년 8,640억 달러이며,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세계 제약시장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규모가 약 50% 증가하여
2024년까지 12,22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Evaluate Pharma, 2019.6.).

그림 3-2-19

특히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18년 2,430억 달러에서 2024년 3,880억 달러로

백신 자급화 계획

연평균 약 8.2% 성장이 예상된다.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미국이 60% 이상을

주요백신(약28종) 중 국내 생산 백신 확대

차지하면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시장의 0.7%에 불과한
2023년 국내 생산 자급율 75%

2023년 - 21종 생산
75%

인프라 지원, 국제협력 지원, 글로벌 진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필수 백신 : 성인용 Tdap 등
•기타 백신 : 수막구균성 수막염(MCV)
•대유행, 대테러 대비 백신 : 탄저

57%

2013년 - 8종 생산

30%

실정이므로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도적 지원, 기술적 지원,

2017년 - 14종 생산
•필수 백신 : 성인용 Td, 폐렴구균
•기타 백신 : 대상포진, 콜레라
•대유행, 대테러 대비 백신 : 조류인플루엔자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출처: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18, outlook to 2024(2018.6.)

그림 3-2-20

•필수 백신 : B형 간염, 일본뇌염(死),
신증후군출혈열, 수두,
인플루엔자, 장티프스, Hib
•대유행, 대테러 대비 백신 : 두창

전체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
2017년

2024년

2,080억불
25%

3,830억불
31%

※ 전체의약품 시장: (2017) 8,250억불 → (2024) 12,490억불

그림 3-2-21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 비중

식약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공급을 위해 R&D부터 제품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최신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372

2017년

2024년

4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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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3 의료제품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 이후, 세계보건기구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으로
백신 분야 가이드라인 36건(2019. 3건), 혈액제제 분야 1건, 재조합의약품 분야 11건,

가) 주요국 규제기관 국제협의체와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 고도화
(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체외진단 분야 2건의 총 50건(2019. 3건)의 가이드라인 개발에 기술 자문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9년 6월 25일~6월 26일 서울에서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바이오의약품

식약처는 2011년 1월 생물의약품 표준화 및 평가 분야 세계보건기구협력센터(World

허가 후 변경관리에 관한 이행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본 워크숍에는 WHO 본부, WHO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ng Centre for Standardization and Evaluation of Biologicals)로

WRPO, 미국 FDA, 캐나다 HC, 영국 NIBSC, 일본 PMDA, 국제제약사협회 IFPMA,

지정되어, ①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개발 참여, ② 국제 표준품 및 시험법 개발을 위한

국제제네릭의약품협회 IGBA, 국내 제조사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제공동연구 참여, ③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규제기관 역량 강화 지원 및 ④ 서태평양 및
그 외 지역 세계보건기구 국제기준 전파를 주요 업무로 위임받았다.

표 3-2-12

WHO 가이드라인 기술자문 연도별 건수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준 마련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영국 NIBSC(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Control), 일본 NIID(National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분야

호주 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미국 FDA CBER (Food and Drug

백신

-

2

3

6

4

4

5

6

-

3

3

36

Administration,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에 이어 대한민국(식약처)이

혈액제제

-

-

1

-

-

-

-

-

-

-

-

1

세계 5번째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1월에 2차 재지정을 획득하였다. 이후 캐나다

유전자재조합

1

-

-

-

1

1

1

1

5

1

-

11

보건성(Health Canada), 중국 NIFDC(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Drug Control), 독일

체외진단기기

-

-

-

-

-

-

-

-

2

-

-

2

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총 8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연도별 건수

1

2

4

6

5

5

6

7

7

4

3

50

그림 3-2-22

바이오의약품표준화연구 WHO협력센터

식약처는 2019년 10월 21일~10월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0차 WHO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백신, 혈액제제 등 생물의약품 및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분야 관련 가이드라인 제·개정, 표준품 개발 및 확립, 생물의약품
표준화(IPV, 이상독성부정시험 등)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NIBSC, PEI, PMDA,
NIFDC 등 외국 규제기관 및 WHO 관계자들과 국제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국제 표준품 확립 및 시험법 개발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표준품 확립 관련 37건, 시험법개발 관련 7건,
국제위탁시험 관련 77건(2019. 22건) 등 공동연구에 참여하였다. 2019년에는 트롬빈 제3차
국제표준품 역가산정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참여,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 백신의
다당류 함량 측정 방법에 대한 숙련도 프로그램 및 이 시험을 이용한 국제표준품의 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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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추진하였다. 모범적·통합적

2007년에는 세계보건기구 국제교육기관(WHO Global Learning Opportunity, GLO)으로

국제협력을 위하여 마련된 개발협력 4대 구상 중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지정되어 백신 관련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9년까지

for All)」 달성을 위하여 개도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이 발표되었으며, 2014년

13회에 걸쳐 이란, 베트남, 라오스 등 29개국의 140명이 교육(2019. 5개국 10명)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의약품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결의하였다.

수료하였다. 2012년부터는 백신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분야 국제교육을 진행해 오고

식약처는 2014년 4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로부터 지역 내 개발도상국

있으며, 2019년까지 8회에 걸쳐 19개국의 66명이 교육을 수료(2019. 5개국 10명)하였다.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받았으며, 2015년 4월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2015년부터는 백신 품질 관리 실험장비 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5회에

원조협약(Donor Agreement)을 체결하여 원조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서태평양지역

걸쳐 5개국의 50명이 교육(2019. 5개국 10명)을 수료하였다.

내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베트남, 필리핀 5개국을 대상으로 백신규제기관 역량 강화를

2011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 Pacific Regional Office, WPRO)와

위해, 교육, 기술자문, 기자재 및 실험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하였으며, 지역 내 백신 규제기관의 기능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해 국가 위상 강화와 일본뇌염 등 지역 특이적 감염병에 대한 공동

강화를 위한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1회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국가 백신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3 의료제품

분석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규제기관 회의를 서울에서 2011년에 개최하였으며, 백신 규제 주요 핵심 4개국(한국,
호주, 일본, 중국)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 호주에서 개최된, 백신 규제 주요 핵심 4개국

(2) 국제 의약품 규제당국자 협의회(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Program, IPRP)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연합운영 위원회(Regional Alliance Steering Committee, RASC)

2013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의약품 국제조화 회의 (The International

조직에 합의하고 2013년 제1회 지역연합운영위원회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2019년에는 제8회 지역연합운영위원회 회의와 제7회 서태평양지역 백신규제기관

for Human Use, ICH) 기간 중 동시 개최된 국제의약품 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다자성양자원조(Multi-bi aid) 지원 활동‘에 대한 구두 발표를

Pharmaceutical Regulators Forum, IPRF) 에서 ‘바이오시밀러 규제조화 위킹그룹’

하였으며, 서태평양지역 백신규제기관 기능강화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워킹그룹 의장국 선출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국제

2018년에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서 지역 내 WHO 협력센터 간의 협력 강화를

의약품 규제당국자 포럼 참여국이 대한민국의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한 인지도와

위하여 ‘제3회 서태평양지역 WHO 협력센터 포럼’에 참석하여 WHO 협력센터의 규제기관

식약처의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경험을 인정하여 이루어졌으며, 의약품 국제조화

기능강화 활동에 대하여 공유하였고 ‘바이오의약품표준화 분야 WHO 협력활동’의 공로를

회의 비회원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국제 의약품 규제당국자 포럼은

인정받아 서태평양지역 192개 협력센터 중 ‘우수 WHO 협력센터 상’을 수상하였다. 차기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의약품 국제조화 회의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규제당국 대표,

‘서태평양지역 WHO 협력센터 포럼’은 2020년 예정되어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동남아시아국가

또한, 2016년 12월에 식약처는 WHO와 국내 제조 백신의 사전적격성 평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등 지역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prequalification) 관련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백신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관련 각종

회의체이다. 국가 간 규제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약품 규제 관련 이슈의 정보교환 및

규제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백신 제조사가 UNICEF 등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서, 그간 의약품 국제조화 회의(ICH)의

국제기구에 백신을 공급할 때 필요한 WHO의 현장 실사의 간소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회원국이 논의를 주도해 왔다. 2018년부터 IPRF는 국제제너릭의약품규제자프로그램과

전망이며, 국내 백신제조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통합하여 IPRP(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Program, IPRP)로 개칭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대통령의 국제협력 4대 구상 및 글로벌 보건 이슈에 발맞추어

376

워킹그룹의 주요 활동 내용은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기준, 지역·국가별 규제현황 및

377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33명), 2016.11., 서울대학교(20개국, 38명)]. 이후 노스이스턴 대학은 정식 전문교육기관

관한 규제조화 등이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운영을 승인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APEC 지역 내외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미국, 유럽연합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APEC 규제조화 교육 훈련의 수요가 높은 중남미 지역에 전문 교육 훈련기관을 유치하기

확대할 수 있는 국제규제조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의

위한 시도로 페루에서 pre-CoE 성격의 워크숍 개최하였다(2017.11.). 최근 2년 동안은,

2016년 주요성과로서 바이오시밀러 영문 공동심사정보집을 발간하고(2016.8.), 적응증

싱가포르 Duke-NUS(2018.2.)와, 일본 Kobe대학교(2019.8.)에서 시범 전문 교육을

외삽에 관한 과학적 지침서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2016.12.), 바이오시밀러 심사자를

승인받아 교육을 개최하였고, 2019년 8월에는 AHC 주관으로 바이오의약품 2020

위한 품질동등성평가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2016.12.). 2017년에는 각국이 규제기관별로

로드맵 성과 및 향후계획 수립에 대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APEC 회원국 대상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의 적응증 외삽에 대한 통일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이오의약품 주요성과지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간의 규제조화 성과를 측정하였다.

3 의료제품

차이점 파악,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바이오시밀러 관련 중복활동방지, 약물감시 등에

바이오시밀러의 적응증 외삽에 대한 과학적 지침서를 마련하여 IPRF 홈페이지 및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2017.11.). 2018년에는 각 규제기관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4) 양자협력

규제 정보 및 허가심사 경험을 공유하는 ‘IPRP 바이오시밀러 규제정보 공유 플랫폼’을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체 등의 활동 외에도 각국과 긴밀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위하여

개설하여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회원국 간 소통 채널을 확립하였고, 2019년에는

양자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2013년 10월 세계최고 수준의 생물

단클론항체 바이오시밀러 비임상시험 평가 교육자료를 마련하였다.

의약품분야 규제 및 연구기관인 독일 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aul-Ehrlich Institute,

또한, 첨단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의 과학적 평가와 규제조화의 필요성에 따라

PEI)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분야의 정책, 심사 및 연구 역량 강화를

국제 의약품 규제당국자 포럼에서 세포치료제(2011.3.)와 유전자치료제(2012.10.) 분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의 공동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워킹그룹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포치료제 워킹그룹은 허가 및 승인 현황 및

독일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 심사자를 초청하여 바이오시밀러 분야 심사정보공유

가이드라인 발간 등 각 국가별 최신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유전자치료제 분야 또한

회의(2014.8., 한국)를 개최하여 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심사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각 국가별 최신 규제동향을 파악하며 최신 이슈에 대한 각국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줄기세포치료제 등 국제적 심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위험기반
위해성 평가방안을 논의하고 심사사례를 공유하였다. 시험법 확립을 위한 공동 연구로서

(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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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발열성시험(in vivo) 대체시험법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2011년 9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고위당국자 회의(Asia-Pacific Economic

생물의약품분야 허가심사·시험연구 시스템 이해도 증진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Cooperation, APEC)에서 바이오의약품규제조화로드맵(Biotherapeutic Products Roadmap)

인력교류[백신 및 혈액제제 분야, 2014 (4명), 2015(3명), 2016(3명), 2017(4명)]를

작성주도국(Champion Country)으로 선정되었다. 2013년 2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백신 분야 심사자를 독일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

규제조화운영회의(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RHSC)에서 로드맵을 최종

바이러스백신팀으로 파견하여, 바이러스백신 임상심사자로 근무하며 과학자문(scientific

승인받았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 AHC)

advice, 사전검토의 일종), 임상승인, 허가변경 등의 민원 신청 시 제출된 임상시험성적에

주관으로 국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관한 자료와 임상시험계획서(protocol) 등의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규제 조화를 위해 RHSC에서는 로드맵별로

또한, 2015년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HC) 바이오의약품국 (Biologics and

전문교육훈련기관(Center of Excellence, CoE)의 운영을 도입키로 하였으며, 2016년 2군데

Genetic Therapies Directorate, BGTD)과 업무협력약정(Regulatory Collaboration, RC)을

대학에서 시범운영 교육을 개최하였다[2016.9., 노스이스턴 대학, 미국 보스턴(18개국,

체결하였고 2018년 3월에 약정기간을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업무약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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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6월, 11월 평가원/NIBSC 업무협약 후속 협력회의를 총 2회

국제 규제 포럼 (2016.10.) 에 참석하여 규제기관 간 정보공유 절차 및 생물의약품

개최하여 인플루엔자 역가 시험법 등 공동연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매년 1월

허가심사 정보공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였다. 2017년에는 식약처에서 주관한

NIBSC 주관 인플루엔자 미팅에 참석하였다.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에 캐나다 보건부의 바이오시밀러 및 혈액제제 심사자를 초청하여

2017년에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NIID)와

각 제제에 대한 허가심사 사례와 이슈를 공유하였다. 2018년의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및 국제표준품 개발 등 연구 분야

바이오시밀러 심사자 워크숍에도 캐나다 보건부의 관련자를 초청하여 바이오시밀러

정보공유 및 협력을 도모하였다.

3 의료제품

갱신하였다. 2016년에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주관한 바이오의약품분야

허가심사 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캐나다의 규제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업무협력사항 중 하나인 심사자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역량 강화

2018년 5월부터 1년 동안 캐나다 보건부의 ‘방사성의약품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분야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제포럼과

센터’에 심사자를 파견하여 품목허가신청자료 중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첨단 바이오신약특별자문단초청 국제포럼’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캐나다 보건부의 허가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최하였다. 국내외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등 약 550여 명이 참석하여 ‘바이오의약품

참여함으로써 심사 기준과 절차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심사를 위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국제 규제 동향과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망 등에 대한 지식 및

심층적이며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3년 5월에는 ‘바이오의약품국제 전문가 포럼’으로써

미국 FDA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선

이름을 새로이 정하여 ‘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과 개발전략’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약

협력분야로 세포치료제 분야를 선정하여 협력방안 등을 구체화하였다. 2013년 8월에는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국가 임상, 희귀 의약품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집중

미국 측에서 상호 협력방안과 정책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공무원이

조명하였으며, 다양한 개발전략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미국 FDA에 방문 교류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에 2014년 2월 약 4주 동안 미국 FDA

2014년 7월에는 3회를 맞이하여 ‘바이오 신기술 트렌드와 산업화 전략(Innovative

생물의약품국(CBER)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 인력(1인)을 파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Biotechnologies and Commercialization Strategies)’을 주제로 ‘바이오의약품 국제 전문가

상호 협력방안과 정책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8년 7월에 식약처는

포럼’이 개최되었다. 약 7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이슈와 최근

미국FDA를 방문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현안에 대한 논의 및 향후 비밀유지협약 등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논의하는 기회로 삼았다.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 식약처는 일본후생노동성과 의료제품 규제에 관한 대화

또한, 국제 의약품 규제자 포럼(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Forum, IPRF)

및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각서,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회의와 연계 개최하여 외국 규제당국자 참석과 발표 등의 시너지

안전관리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교역국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효과를 창출하였다.

있다. 2016년 12월에는 페루 보건부 및 아르헨티나 식품의약품의료기술청과 의료제품
정책, 기준, 규제 등 정보교환을 내용으로 하여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0년부터 분야별 외국 규제당국자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8회에

또한, 2016년 영국 국립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걸쳐 31개국 64명의 규제당국자가 참석하였으며, 백신,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Standard and Control, NIBS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본 MOU는 ① 국제표준품

인체조직 분야에 대하여 각국의 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진출 대상 기업에 대한 1:1 상담

개발 등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 관련 정보 교류, ②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정보 교류, ③

등을 실시하였다.

바이오의약품 연구 분야 평가원/NIBSC 공동주관 심포지엄 개최 및 ④ 인력교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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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대하여 2012년 11월 일본(Pharmaceuticals and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현황, 임상, 비임상, 품질 등 심사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2020년에는 WHO WRPO(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공동주관으로 2020월 9월 1일~4일까지

캐나다(Health Canada) 바이오시밀러 정책, 제도에 관한 한국과 캐나다의 현황 및 향후

‘서태평양지역연합운영위원회(Regional Authority Steering Community, RASC)와 국가

방향에 대하여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심사자 간 비공개 토론도 진행하였다. 2012년

규제기관워크숍(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NRA)’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미국(FDA), 유럽(EMA), 뉴질랜드(Ministry of Health)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세포

2015년부터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요청으로 추진된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

치료제분야 세포치료제 및 조직공학제제에 대한 각국의 제도와 관리현황에 대하여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3년 10월에는 유럽의약품청, 독일(PEI), 캐나다 바이오의약품

ODA) 를 2020년에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허가심사 규제기관(Health Canada)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세포치료제 비임상시험 심사에

원조협약(Donor Agreement, DA)를 체결하고, 교육, 기술자문, 기자재 등 지원을 지속할

있어서 각국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4년 9월에는 미국 FDA, 독일연방

계획이다. 이와 연계하여 세계보건기구 국제협력 업무 확대에 따라,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생물의약품평가원, 일본 (PMDA) , 캐나다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규제기관 (Health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인

Canada)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한 각국의 고려사항에

라오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5개국을 백신 품질관리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대한 논의를 공개 심포지엄과 규제당국자 간의 비공개회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제6차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백신 품질관리 장비운용교육’을 2020년 오송, 대전,

바이오의약품관련 국제행사 및 워크숍을 통합하여 2015년 6월에는 전 세계 정부기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규제당국자,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여 최신의 연구개발 동향, 허가심사

또한, WHO GLO 국제교육훈련센터로서 개발도상국 및 중간 소득국가 규제기관에서의

규제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글로벌바이오

백신 품질관련 규제기능의 강화, 확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참가국 현황에 맞는 지식,

콘퍼런스에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 희망국 규제 담당자와의 맞춤형 간담회를 실시,

기술 전달을 위한 실전학습 및 사례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GMP 교육,

해외 규제당국자의 국내 우수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견학,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교육을 2020년 6월 오송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등에 관한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바이오의약품 강국 실현을
위한 수출 지원 및 지식 공유의 장(場)이 마련되었다. 2015년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2) 국제 의약품 규제당국자 협의회(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Program, IPRP)

5회째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가 매년 6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었으며 기조강연, 특별행사,

2020년에도 IPRP(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Program) 바이오시밀러

WPRO-NCL 워크숍, 바이오시밀러 심사자 미팅, ‘청년들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내일을

워킹그룹 활동을 지속하며, 바이오시밀러 임상 평가 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부탁해!’ 등이 연계 개최 등 대표적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국제적인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워킹그룹 또한 각국의 품목허가 대상 및 현황, 임상 현황 및 규제 동향을

3) 추진계획

공유하고, 품질·임상·비임상 분야 논의 안건을 발굴하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을 목표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확대하고 국제기준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자협력, 양자협력 등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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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2020년에는 APEC 회원국에 대한 바이오의약품 분야 주요성과지표에 대한 조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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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가심사체계 선진화 및 국제기준 선도

3 의료제품

결과를 공유하고, 2030 비전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현재 승인된 전문교육
훈련기관인 노스이스턴 대학과 싱가포르 Duke-NUS 및 일본 Kobe대학에서 정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AHC와 페루 국립보건원은 ‘바이오의약품 민관 다이얼로그’를

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 선진화 및 국제기준 선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1)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체계 정비 및 국제기준 조화 추진
나) 양자 협력의 확대
앞으로도 양자 간 업무협약을 맺은 독일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aul Ehrlich Institut,
PEI)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HC) 바이오의약품국(Biologics and Genetic Therapies

가) 추진배경
(1) 바이오의약품 국제 조화로 경쟁력 강화

Directorate, BGTD)과의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활동은

최근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첨단생명공학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제품의 개발이

유럽 및 캐나다 등 선진규제기관의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국제 조화된 규제환경 조성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작용기전이 복잡하여 특성규명이

국제 공조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렵고 허가 및 임상사용 경험이 적어 아직 세계적으로 허가·심사 기준이 정립되어

세계보건기구(WHO)와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서태평양 국가 규제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개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 제·개정과 이행을 위한

허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적시에 대응하여 심사·평가 기준을 선제적으로

워크숍 및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전문가 회의 (ECBS) 에 참여하여 논의하는 등 국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이

규제조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증가하고 바이오시밀러

19

등 국내 개발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바이오

의약품 성장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 조화된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다) 규제조화를 통한 전문역량 강화

바이오의약품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2020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0년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신 국제
동향과 전망, 최근 규제 이슈 등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바이오의약품 강국 실현을 위한 장(場)이 될 것이다. 국제 전문가포럼, 외국
규제당국자 초청 연수, 분야별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열린다.

나) 추진성과
(1) 심사품질관리방안 마련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허가심사 기준 국제조화를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보툴리눔 독소제제에 대한 품질, 비임상 및 임상시험 수행 시 고려사항을
제공하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가이드라인(안)’,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바이러스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 신준수 ☎ 043-719-3302

선정방법, 제조 및 품질관리, 안정성 시험 등을 포함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안)’ 및 폴리오 백신의 제조 및 품질 평가에 관한 ‘폴리오바이러스 백신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식물유래 재조합의약품의 임상시험 승인 및 품목허가와
관련된 품질,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19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는

화학의약품의 복제약(제네릭) 개념을 바이오의약품에 도입한 것으로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바이오의약품(오리지널의약품)을 후발업체에서 자사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하여 오리지널의약품과 품질, 안전성, 유효성이
동등함을 입증한 의약품을 말한다.

384

385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심사기준의 합리적 정비 및 신개념 첨단제품의 심사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필수적인 면역원성 평가의 최신 규제정보를 반영하여 ‘재조합의약품의 면역원성 평가에

계획이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고,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대비한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체계

가이드라인’에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기재 예시 및 세포치료제 제조방법 변경 시

마련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 조기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거자료 요건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

최근에는 의약품 분야의 빅데이터 축적과 IT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과

개정을 통해 세포치료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품질관리 시험에 적용되는 기준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의약품의 효율적 관리와 허가심사 체계의 선진화 필요성이

시험방법 설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대두되고,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및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3 의료제품

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또한, 재조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에

허가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도
표 3-2-13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허가심사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및

2019년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제·개정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바이오심사조정과)

연번

제목

구분

1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가이드라인(안)

제정

2

인플루엔자백신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안)

제정

3

폴리오바이러스백신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안)

제정

4

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5

재조합의약품의 면역원성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6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7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

개정

RWD/RWE를 활용한 백신의 안전관리 등 정보기반의 신개념 심사체계로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 바이오시밀러 국제기준 선도 활동과 글로벌 허가 가속화
가) 추진배경
(1)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주도적 역할 담당

본격적인 바이오시밀러 시대가 도래한 요즘, 식약처는 2013년 11월부터 국제의약품
규제자협의회(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Program, IPRP)에서 ‘바이오시밀러

또한, 국제 수준의 허가·심사 역량 확보를 위하여 심사품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국가 간 규제관련 이슈의 정보교환 및 규제기관 상호협력에 관한

추진하고 있다. 심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심사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국제적 논의 등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주도하여 왔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시장

예측성, 친절도에 대한 종합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심사자의 전문성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조화의 지렛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향상을 위하여 심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 활용도를
평가하였다. 향후 평가결과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심사 수준(품질) 향상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나) 추진성과
(1) 국제적 신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제의약품규제자협의회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대면회의 및 원격회의를
다) 추진계획
(1)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우수심사기준, 제제별 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제·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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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미국, 유럽 등 회원국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였으며, 2019년에는
주요 국가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확립된 바이오시밀러 비임상시험
비교동등성 평가 시 고려사항 및 심사 사례를 수록한 ‘바이오시밀러 비임상시험 평가 교육
교재’를 마련하여 규제 당국 심사자들 간의 규제 조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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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P 바이오시밀러 비임상시험 평가 교육 교재

표 3-2-15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해외 허가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2019.12.31. 기준, 출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연번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심사기준 확립 및 바이오시밀러 정보제공은 국내 개발
제품의 글로벌 허가 및 수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3 의료제품

그림 3-2-23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품목(성분명)

업체

허가일

국외 허가

1

램시마주(인플릭시맵)

㈜셀트리온

2012.7.20.

유럽(2013.9.), 캐나다(2014.1.),
일본(2014.7.), 미국(2016.4.)

2

에톨로체(에타너셉트)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9.7.

유럽(PFS: 2016.1., PFP: 2017.3.),
캐나다(2016.8.), 미국(2019.4.)

3

레마로체주(인플릭시맵)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12.4.

유럽(2016.5.), 미국(2017.4.)
캐나다(2017.2.)

4

트룩시마주(리툭시맙)

㈜셀트리온

2016.11.16.

유럽(2017.2.), 미국(2018.11.)

5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
(아달리무맙)

삼성바이오에피스㈜

2017.9.20.

유럽(2017.8.), 미국(2019.7.),
캐나다(2018.5.)

6

삼페넷주(트라스투주맙)

삼성바이오에피스㈜

2017.11.8.

유럽(2017.11.), 미국(2019.1.)

7

허쥬마주(트라스투주맙)

㈜셀트리온

2014.1.15.

유럽(2018.2.), 미국(2018.12.)
일본(2018.3.), 캐나다(2019.3.)

8

유셉트(에타너셉트)

㈜엘지화학

2018.3.16.

일본(PFS: 2018.1., 펜: 2018.1.)

9

네스벨(다베포에틴알파)

㈜종근당

2018.11.29.

일본(2019.9.)

다) 추진계획
(1) 바이오시밀러 분야 국제적인 선두주자 역할 수행

국제조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된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심사결과를 국제 표준화된

2020년에도 IPRP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활동을 지속하며, 바이오시밀러 임상 평가

영문 ‘바이오시밀러 공동 심사정보집(Public Assessment Summary Information for Biosimilar,

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국제적인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PASIB)’으로 공개함으로써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국제적 신뢰성 향상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원하고 있다[식약처(평가원) 홈페이지 바이오시밀러 정보방].

3) 첨단 융복합 제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 확대
표 3-2-14

바이오시밀러 영문 심사정보 공개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연도

2016

2017

2018

2019

공개 건수(누적)

4

5

7

9

가) 추진배경
(1) ‘바이오의약품 마중물사업’ 등에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식약처는 차세대 성장동력 제품의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하여 2014년부터
개발단계별 제품화 지원사업인 ‘바이오의약품 마중물사업’을 시작하였다. 바이오의약품

2019년에도 국내에서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5건(9품목)이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허가를 받아, 선진국 허가를 받은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는 누적 31건에 이르게 되었다.

제제별로 실질적인 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내 제약(개발)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의
제품화 추진 장애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에 걸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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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은 매년 참여 업체 및 품목 수, 분야 등을 확대 운영하고

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지원 범위
(출처: 바이오심사조정과)

기초/탐색연구

비임상

질병의 이해 타겟검증

초기 안전성시험
후보물질최적화

Phase 1

Phase 3

5개

1.5년

100~500

허가

시판 후 조사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재심사, 부작용
모니터링

품목허가신청

50개

10~100

5년

Phase 2

임상시험신청

10,000개

임상시험

1,000~5,000

3 의료제품

그림 3-2-24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있으며 2019년에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글로벌 백신, 혈액제제 등
4개의 맞춤형 상담을 지속·운영하였다.

표 3-2-16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운영 건수
(2019.12.31. 기준, 출처: 바이오심사조정과)

1개

약가평가
심평원

6년

식약처 관장 범위

R&B 전담컨설턴트
규제과학 상담

분야별 상담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17

10

9

6

2

44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맞춤형 상담

17

14

8

9

10

58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8

11

13

10

9

51

혈액제제 맞춤형 상담

-

3

5

3

2

13

42

38

35

28

23

누계

맞춤형 상담
개발자들을 위한 허가심사 교육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공

세포·유전자치료체 실용화 임박 제품에 대해 5업체 5품목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2회 운영함으로써 법령·규정 이행 관련 사항을 지원하였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맞춤형 상담은 9업체 10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임상시험

나) 추진성과
(1)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운영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은 국내 백신 개발단계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 승인 목적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규제

제품화까지의 맞춤형 컨설팅을 10업체 31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9년 수족구백신의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R&D 전담 컨설턴트 과제를 신규 지정(1과제, 총16과제 운영)하여 국가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었다. 2019년 국내 혈액제제 개발 업체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

연구개발(R&D)의 성과창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초기 개발자의 애로사항을

혈액제제 맞춤형 상담에서 2업체 4품목에 대해 신규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제조소

해소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민원신청 및 규제일반에 대한 집중 상담을

변경에 따른 허가변경 등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2019년에 면역글로불린제제 2품목에 대한

실시하는 ‘규제과학 상담의 날’을 월 2회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이 중 4개 제품이 임상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었다.

시험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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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은 6품목(누적), 해외 진출은 2품목(누적)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발자 및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들의 허가심사 관련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하여 분야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발맞추어

교육을 수행하였다. 제품 개발 경험이 적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및 연구

국내에서 개발하는 혁신적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챌린저 지정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9월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10월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다.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비임상·품질시험 교육(2회)’을 개최하여 각각 350명, 5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5월에는

중대한 질병에 사용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또는 다른 치료적 대안이 없는 상태의 환자에게

‘생물학적제제 인허가지원 워크숍’을 통해 민원인 대상 생물학적제제 허가·심사 관련

사용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현저한 유효성이 기대되며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혁신적

교육과 맞춤형 현장 상담에 1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11월 ‘유전자재조합 신약 개발 지원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 초기부터 허가 후까지 전주기 규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워크숍’에는 관련 업계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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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제제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교육 등 5개의 집합교육 과정과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마중물사업」 2019년 워크숍 현장
(출처: 바이오심사조정과)

3 의료제품

그림 3-2-25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허가심사의 이해 등 5개의 사이버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389명의 내부 심사자가
교육을 수료하였다. 2019년에는 2년 주기로 개설되는 한약(생약)제제 심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에 미국(FDA), 일본(PMDA),
캐나다(Health Canada) 등 선진 규제기관 심사자를 초청하여 가이드라인 제·개정 및 이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ICH 가이드라인 이행 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수준의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 규제기관과
양자 협력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결 기관과 규제협력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3년 독일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aul Ehrlich Institut, PEI)과 규제기관 간 협력관계(Joint
Declaration, JD)를 체결 후 지속적으로 심사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캐나다

다) 추진계획
(1)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제품화 지원 지속 운영

보건부(Health Canada, HC) 바이오의약품국(Biologics and Genetic Therapies Directorate,
BGTD)과 업무협력약정(Regulatory Collaboration, RC)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첨단 바이오 및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활발한 개발에

유지하고 있으며, 업무협력사항 중 하나인 심사자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년

발맞추어 국내개발 혁신·융복합 신제품의 제품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년간 캐나다 보건부의 ‘방사성의약품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심사인력, 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외부 시각 등을 반영하여

센터(Center for Evaluation of Radiopharmaceuticals and Biotherapeutics, CERB)’에 심사자를

마중물사업 개선방안(2019.10.)을 마련하였으며 사업목적과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범위를

파견하여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임상자료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각국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다 실효성

규제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및 최신 허가심사 동향 파악 등을 위해 백신·혈액제제,

있는 맞춤형 제품화 지원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분야별 주요 선진국 규제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심사자 및 국내 개발자들과 심사 기준 및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였다.

4) 심사자 역량강화 및 선진 규제기관과의 업무협력
다) 추진계획
가) 추진배경
(1) 전문세미나 개최로 심사역량 향상 노력

(1) 허가심사 수준의 선진화 및 역량 강화

바이오의약품 심사자의 심사업무 표준화를 통한 허가심사 수준의 선진화 및 역량 강화를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2012년부터 바이오의약품 분야 심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심사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프로그램,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사이버교육의 신규제작 및 보수를 통해 교육내용을 최신화하여 심사자들에게

그 외 제제별 전문세미나 개최 등 심사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 수준의 심사역량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 및 국제가이드
라인 교육, 선진 규제기관과의 심사자 교류 및 연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나) 추진성과
(1) 주요선진국 규제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 국제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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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품질제고 및 제품화 지원
1) 추진배경

3 의료제품

2) 추진성과
가) 한약(생약)제제 관련 민원인 안내서 제ㆍ개정 실적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심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가) 일관된 규제환경 조성 및 업계와 지속적 소통 강화

등 정비를 통한 심사의 예측성을 높이고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에 관한 규정」

한약(생약)제제는 천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허가심사의 방향, 제출자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바탕으로 허가·심사하고 있다. 한약(생약)제제는 품목고유의 특성

범위 및 자료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민원인 안내서를 제·개정하였다.

및 산업규모 측면에서 임상시험 진입 및 제품화 개발을 위한 촘촘한 밀착지원이 필요한

또한, 업계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한약(생약)제제 관련 고시 개정 등 규제변화에 대한 설명

분야이다. 최근 임상시험이 증가함에 따라 R&D가 제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주기에

및 향후 심사방향을 제시하고자 민원설명회,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제제분과 및

걸친 체계적 밀착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약(생약)제제 제품화 지원을 위한

간담회(한방건강보험용의약품 제조업체, 한방병원 임상시험자)를 개최하였고, 임상시험 활성화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위해 보건복지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였다.

표 3-2-17

그림 3-2-26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현황

제품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간담회

(2019.12.31. 기준, 출처: 생약제제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한약재

658

4,408

1,247

25,847

표 3-2-18

한방병원 임상시험자 간담회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한약(생약)제제 민원설명회

(2019.12.31. 기준, 출처: 생약제제과)
단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19

21

13

21

29

36

1상

4

1

1

2

4

3

2상

10

15

5

9

6

15

3상

2

2

0

1

2

3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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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7

9

17

표 3-2-19

2019년 한약(생약)제제 관련 민원인 안내서 제·개정 실적
(2019.12.31. 기준, 출처: 생약제제과)
민원인 안내서

구분

주요내용

1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체크리스트」

제정

한약(생약)제제의 유형과 임상시험 단계를 고려한 자료
제출범위 및 구비요건 등

2

「한약(생약)제제 등의 심사분야
질의응답집」

개정

한약(생약)제제 품목 심사 관련 최근 자주 묻는 질의응답사항
추가

3

「한약(생약)제제의 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영문판)」

제정

성분프로파일 확립을 위한 분석방법 설정, 유사도 평가, 사례
등을 영문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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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3 의료제품

구성성분 중 다빈도 사용 부직포의 규격 및 제제 규격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보건용
마스크 품목 허가 시 제출자료 범위 및 자료 요건 명확화를 위한 심사 규정 개정안을

가)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 마련과 업계와 소통 강화

마련하였다. 또한 휴대용 산소 등 신규 지정 의약외품의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규격 선진화를 위해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 제조방법 기재에

및 오인 유려 제품명 표기 등에 대한 지방청별 심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사례별

관한 허가규정 개정 (안)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 (생약)규격집」 확인시험법 해설서를

심사지침을 제공하였다. 생리대의 안전성 강화 및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생리대

마련하고, 임상시험계획 신청자료의 내실을 위해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표준제조기준(안)을 마련하고, 불소함유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안전사용을 위한 사용상의

(일반적 고려사항)’ 및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의사항(안)을 마련하였다.

제품화 지원을 위해서는 기허가 한약(생약)제제 주성분의 ‘기원 및 추출물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민원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표 3-2-20

의약외품의 국민안심 심사기반 강화 추진 실적
(2019.12.31. 기준, 출처: 화장품심사과)
추진실적

생약제제과 과장 박주영 ☎ 043-719-3551

분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마련

다. 의약외품·화장품 심사제도의 효율적 개선
1) 의약외품의 합리적 심사체계 및 안전기준 마련
가) 추진배경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KQC) 마련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마련
의약외품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 개선

심사 개선 및 품질 확보

불소함유 구중청량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마련
의약외품 제품명 심사기준 및 사례 공유집 마련

심사의 역량 강화

(1)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규격과 효력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의약외품 중 생활 밀착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이슈 및 소비자 우려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기반 강화와 휴대용 산소, 생리컵 등 신규 지정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기준 마련을

다) 추진계획
(1) 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체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약외품 업계의

미세먼지 증가 등 공기오염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심사 관련 규정을

다양한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심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며, 휴대용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규격과 효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산소 및 치아 매니큐어 등 신규 지정 의약외품의 효능 평가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품목 개발을 위한
업체 1:1 맞춤 상담 및 품목 설명회를 통해 전주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나) 추진성과
(1) 의약외품의 국민안심 심사기반 강화 추진 실적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한 보건용마스크 품질 심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용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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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의 제도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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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계획
(1)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지속 개선 추진

가) 추진배경

안전하고 품질 좋은 기능성화장품 개발로 화장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 규격
정비 및 시험법을 개선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1) 화장품 심사 업무 표준화 지속적 요구

기능성화장품의 효율적 심사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기능성

변화된 환경에 맞게 심사제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화장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등 관련 규정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변화된

심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대한 대국민

또한,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제품개발에 대한 올바른

홍보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증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화장품심사과 과장 윤미옥 ☎ 043-719-3601

나) 추진성과
(1) 국제수준 화장품 안전기준규정 개정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신속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제 규격 신설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신속심사 체계를 구축하였고, 화장품산업 활성화 및 신규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유효성평가 및 표시광고실증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였다. 또한
화장품 성분 안전관리를 위해 국제 수준의 성분별 안전기준을 반영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스타트업 대상 보고서 맞춤형 교육과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3-2-21

화장품의 안전강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실적
(2019.12.31. 기준, 출처: 화장품심사과)
추진실적

분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마련
심사개선 및 품질확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
튼살로 인한 붉은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효력평가
미세먼지 세정을 위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398

399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3절 의료기기

2)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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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의료기기

인공지능·로봇·3D프린팅 등 혁신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개발·출현 등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 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2020.5.1. 시행)되었다.

표 3-3-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령 주요내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령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혁신
의료기기 지정 여부 등을 식약처장이 최종 검토하여 지정·관리

1. 의료기기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확립
가. 의료기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1) 추진배경
가) 의료기기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마련
최근 인공지능·로봇·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 의료기기 산업이
지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기기산업이 미래의 산업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혁신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약
340조 원) 대비 1.7%에 불과한 실정이며, 국내 의료기기 기업 중 약 80%는 영세 기업으로

세계 시장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지정신청서
제출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 요청

검토결과
회신

혁신의료기기
지정 결정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
자료 첨부)

(신청 관련
자료 첨부)

(혁신의료기기군
여부 등)

(필요시 위원회
개최)

신청인

식약처

보건복지부

식약처

지정서
발급

식약처

■ (단계별 심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개발 및 검토
단계별*로 심사 가능
* 1단계: 제품설계, 2단계: 성능시험, 3단계: 임상시험계획, 4단계: 기술문서·임상시험

√ (현 행) 허가신청 시 모든 절차 서류 제출하여 심사
√ (개 선) 단계별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받은 결과로 최종 허가·심사
■ (우선 심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 심사 신청 가능
√ (현 행) 허가·인증 등 신청 순서에 따라 접수·처리
√ (개 선) 우선 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다른 의료기기에 우선하여 심사
■ (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인허가 시 특례 적용
* 소프트웨어의 제조허가·인증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등 일부 면제

허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산업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였다.
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검체(조직, 혈액, 소변 등)를 이용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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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제도 도입,

미국, 유럽 등 선진 외국과의 국제조화를 통한 의료기기 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변경허가 네거티브 적용 및 동반진단의료기기의 동시심사 등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제정(법률 제16433호, 2019.4.30. 공포/2020.5.1. 시행)되었다.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고시 등) 등의 제·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3 의료제품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고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를
표 3-3-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령 주요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령 주요내용

■ (임상적 성능시험제도 도입) 사람에서 유래한 조직,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임상적 성능시험 제도 도입
√ (현 행)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을 적용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 시험
√ (개 선) 검체를 이용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기준
마련·적용
■ (변경허가 네가티브 적용)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사전에 변경허가를
실시하고 이외는 보고로 갈음
√ (현 행) 허가받은 사항에 변경사항 발생 시 식약처에 사전 변경허가 실시
√ (개 선) 작용원리 등의 예외적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식약처 사전 변경허가 실시. 이외의
경우에는 변경보고로 갈음
■ (동반진단제품 동시심사) 의약품과 함께 개발된 동반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과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동시 신청·심사
* 특정 의약품과 처방 시 치료 효과 또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환자를 선별하거나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 (현 행) 의약품은 약사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별도 허가·심사
√ (개 선) 의약품과 동반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동시 신청하여 심사

촉진하고 나아가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일반의료기기와 달리 조직·혈액 등 검체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
** 미국, EU 등 선진 외국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별도 관리체계 마련·운영

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수입·공급 지원
1) 추진배경
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확립
희귀·난치질환자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그 특성상 제조가 쉽지 않고,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세계적으로 제조업체가 매우 적고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성 부족으로 공급이
중단되게 되는 상황* 등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기에
의료기기를 공급하여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
* 선천성 소아심장병 수술용 고어社 인공혈관의 공급 차질로 인한 수술 연기 사례(2019.3.)

2) 추진성과
3) 추진계획
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체계 안정화
가) 제정법 제도시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하위법령 마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인허가 특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고시 등) 등의 제·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의료기기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으로 혁신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2018년 12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거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국가 주도의
공급 체계를 마련하였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업무’를 법령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제15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확보는 물론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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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 홍보 활성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체계도

3 의료제품

그림 3-3-1

3절 의료기기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안전망 역할의 확산을 위해 식약처

해외
제조사 /유통사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사전구매계획보고
•분기별실적보고
•사업중간보고
•사업결과보고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요청

홍보하고, 의료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스터·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의료인과

구매요청

의료기기 공급

제품공급

의료기기 공급
신청

•의료기기 정보 공유
•희소·긴급도입 의료
기기 대상여부 검토 요청

환자 / 보호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선정

환자들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인정대상 품목 12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병원

공개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
위원회

그림 3-3-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 홍보물

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문위원회 구성
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을 통해 공급 대상 의료기기 수요를 조사하고, 의료분야 학회 및
의료기관, 환자단체, 의공학 학회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문위원회’를 통해 총 12종*을 공급 대상 의료기기로 선정하고, 의료기관에 공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보건단체의 유기적 모니터링 협력 체계구축으로 공급 불안정
정보 및 공급 필요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어사 품목 인공혈관 등 3종, 고어 외 품목 스텐트, 카테터 등 9종 총12종

3) 추진계획

그림 3-3-2

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적정공급 방안 마련

현장수급 모니터링 센터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 5억 원이 증액되어, 2020년에는 총 7억 원*의

현장수급
모니터링
대응본부

예산으로 의료기기 사전구매 대상 품목 및 수량 확대로 더 많은 국민에게 희소·긴급도입
필요의료기기 공급 혜택이 가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응방안마련 및 조치

현장수급
모니터링
총괄센터

현장수급
모니터링
센터

•공급상황 모니터링 실시 협조
요청(연 2회)
•월별 모니터링 결과 공유

공급상황
보고요청

공급상황
보고요청

공급이 필수로 요구되는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시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토록

•공급 수요조사서 제출(상시)

하는 내용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여 공급중단 정보를 사전에 파악 후 문제가
공급상황
보고요청

공급상황
보고요청

발생하기 전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19년 2억 원→ 2020년 7억 원

의료현장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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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기기
수입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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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의료기기

표 3-3-3

3 의료제품

다. 의료기기 표준코드(UDI)기반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의료기기 표준코드 기반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추진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의료기기정책과)

1) 추진배경

연번

분류

제·개정날짜

제·개정 내용

1

법률

2016.12.2.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통합정보시스템,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도입 근거 마련

가) 의료기기 표준코드 기반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추친

2

고시

2018.12.21.

의료기기 표준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고시) 제정

국제적으로 표준코드 기반의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3

가이드라인

2018.12.28.

의료기기 표준코드 생성 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기 바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등
2종 발간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위해 의료기기 발생 시 신속한 안전정보

4

시행규칙

2018.12.31.

표준코드 시행일,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

전파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통·재고정보 추적을 통한 신속 회수 체계 구축이

5

고시

2019.6.12.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필요한 상황이다. 위해 의료기기의 신속 회수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6

시행규칙

2019.10.22.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

강화하고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바코드
형태의 의료기기 표준코드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기에 부착되는 표준코드(UDI)를 중심으로 허가부터 유통까지 전주기 정보를

그림 3-3-4

의료기기 표준코드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외국 도입 사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9년 3월에 시작하여 2019년
11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외국 도입 사례
■ (미국) 유통 의료기기 추적관리를 위해 UDI System 의무화(2013.9.)
- 3등급(2014.9.), 이식·생명유지의료기기(2015.9.), 2등급(2016.9.), 1등급(2018.9.)
■ (유럽) 국제표준화된 UDI System 도입을 위한 법 개정(2017.5.)

통합정보시스템의 핵심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정보를 해당 의료기기의 허가정보 및
공급(유통)정보가 연계한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국민 의료기기정보 검색 서비스이며,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료기기에 문제발생 시 허가정보부터 공급내역(공급처,
공급일자, 공급수량 등)과 업체별 재고량을 신속·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과 함께 오픈한 ‘의료기기 정보포털 사이트(udiportal.mfds.go.kr)’의

2) 추진성과

표준코드 검색기능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표준코드를 스캔하여 쉽고 간편하게
의료기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의료기기 바코드 부착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2016.12.2.)에

그림 3-3-5

의료기기 표준코드로 제품정보 검색(모바일버전)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범위,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2019.6.12.)하였으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2019.10.2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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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의료기기

3 의료제품

의료기기 사후감시는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지도·점검하는 일반감시, 고발·제보

3) 추진계획

및 모니터링 등에 의한 특별감시, 취약 또는 문제발생 분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의료기기표준코드 기반 의료기기 안전 환경 조성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행하는 기획합동감시로 점검대상 및 내용에 따라

2020년에는 인체이식 의료기기 사고 발생 시 사용환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인체이식 사용정보를 통합정보

최근 인체에 삽입되는 고위험 의료기기의 불법 제조·유통으로 환자의 안전에 위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여 추적 범위를 사용자까지 확대하고, 환자가 직접 내몸에 이식된

주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환자 등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며, 의료기기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한다.

표준코드(UDI) 표시 및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와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본격 시행을

특히 부작용, 이상사례, 이물혼입, 품질불량 의료기기 등 위험요소 분석을 통한 품질관리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연착륙 유도 및 업계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표준코드 부착 및

및 추적성에 대한 기획 점검, 불법 수입의료기기 사전 차단을 위한 관세청 협업 강화,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총 16회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사후감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정책과 과장 김유미 ☎ 043-719-3752

2) 추진성과
가) 사용자 중심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2. 소비자 중심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국내 유통 의료기기의 위해요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용의료기기, 다빈도
이물혼입 발생 등 안전사각지대 11개 분야에 대한 기획 및 특별감시를 실시하여 부적합

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감시 강화

제품에 시정조치하고, 관세청 부처협업을 통해 1,195건의 불법 수입의료기기 통관을
사전차단하였다.

1) 추진배경

또한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되는
저출력심장충격기(AED) 1,531대와 모유착유기 2,805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408

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해요소 중심의 중점 지도·점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등 시정조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국민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에게

방지하였다.

시판 전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품목 허가(인증)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허가(인증) 이후

시중 유통 의료기기 중 수입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의료기기

시판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과 표시기재 사항 등 법령

제조소에 대해 3년 주기의 품질관리 GMP 심사를 통해 의료기기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전 예방 차원의

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기 이물 혼입 보고 사례 증가 등 해외 의료기기 제조소에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대한 관리가 필요하여 「해외 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의료기기 취급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매년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물혼입 보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의료기기법 시행 2019.6.)하고, 부족했던 사후관리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후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인력을 증원(10명)하며, 해외 현지실사와 이물관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후

의료기기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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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의료기기

3) 추진계획

3 의료제품

의료기기에서부터 인체삽입용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필요시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가) 위해요소 중심의 중점 지도·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위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안전을 사전 확보하고 발생된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요소 중점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2) 추진성과

또한 자동혈압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성능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 생활 밀착형 의료기기의 중점 수거·검사

더불어 불법 제품에 대한 유통 금지를 위한 감시 이외에 다소비 제품, 규제완화

무료체험방·홈쇼핑 취급 품목, 다(多)유통 품목, 사회이슈 품목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될

의료기기의 사용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권역별 주기적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적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10% 이하로

지도·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유지(2017. 7.3%→2018. 6.2%→2019. 7.5%)되고 있다.

한편 부처 간 현품검사 및 합동점검 등 협력 강화를 통해 통관단계 의료기기 안전관리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연도

체계를 확고히 하여 불법 수입 의료기기를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위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중 계획을 수립하여 ‘전동식휠체어’를 수거·검사 하는 등 능동적으로 정책 환경 변화에

해소해 나갈 것이다.

대응하였다.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한 기술지원(42개소)을

표 3-3-4

실시하여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위해 의료기기에 대하여

최근 3년간(2017.∼2019.) 지도·단속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 출처: 의료기기관리과)

구분

계

2017

2018

2019(p)

점검(A)

2,259

766

568

925

적발(B)

1,060

481

307

272

적발률(B/A)(%)

46.9

62.9

54.0

29.4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 유통현장에서 신속한 유통 차단(54개 제품)을 통한 소비자
위해예방에 이바지하였다.

3) 추진계획
가) 고위험·취약계층 중심의 의료기기 중점 수거·검사

나. 유통 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하여 인체이식 및 취약계층 사용, 다빈도 이물
발생, 사회이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 추진배경

위해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 차단하고,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식약처,

가) 위해요소를 고려한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국가기술표준원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상품 및 안전정보를 특정 포털시스템에 모아 소비자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 허가 (인증) 를 받아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구매한 물품에 대한 위해정보 등을 검색 및 정보제공(메일)할 수 있는 시스템)에 위해 의료기기

대하여 허가 당시와 동등한 안전성 및 성능을 유지하여 제조(수입)되고 있는지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심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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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위해 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운영도

3 의료제품

그림 3-3-6

3절 의료기기

가) 온·오프라인 광고의 집중 점검 및 차단

식품/의료기기(식약처)
제조업체

사이버조사단을 통하여 인터넷·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위해의료기기 회수

위해의료기기 통보

역량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노인이나 주부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나 고가구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청·지자체 점검계획 수립에 따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대한상공회의소

점검(7~12월)을 779개소 실시하여 2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하는 등 의료기기 고가

“해당 상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매장 계산대

매장
유통업체 본사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매장
매장

3) 추진계획
가) 소비자의 올바른 사용 및 구매를 위한 불법광고 근절

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광고 관리

사이버조사단을 통하여 온라인 등 주요 광고매체에 대한 의료기기 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1) 추진배경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불법광고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지방청·지자체

가) 소비자 중심의 불법광고 차단

의료기기감시원이 증거자료 없이 판매업체 현장 점검하던 방법을 역량 있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삶의 질’을 중시하는 패러다임 변화로 ‘건강’과 관련한

민간단체(어르신, 소비자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전국단위 상시 실효성 있는 증거자료를

의료산업과 의료기기 산업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이나

사전에 확보 후 관할 지방청·지자체 의료기기감시원이 조치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소셜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의료기기가 판매되고, 최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어르신·주부 등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개인용온열기나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요가

예정이다.

급증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광고의 관리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일부가 주요 고객층인 노인이나 주부를

표 3-3-5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불법광고 적발실적

대상으로 제품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등 잘못된 영업행태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와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의료기기관리과)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17,504

670

1,486

1,924

6,082

7,342

더불어 인터넷·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12

413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에서

3 의료제품

라. 의료기기 이물혼입 저감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3절 의료기기

의료기기 사용 중 이물 혼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측면에서의 이물관리

1) 추진배경

저감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이물 혼입 사례가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조소 관리
2017년 영유아에게 수액세트를 통해 수액을 주입하던 중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된

마. 국제조화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례가 발생하여 의료기기 생산 및 유통·사용과정에 대한 이물 관리 필요성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가 제조·사용되는 과정에서

1) 추진배경

이물이 혼입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국내외 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료기기가 유통·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이물혼입 저감화를 위한

가) 제조소의 품질관리 강화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였다.

우리나라는 「약사법」 체계하에서 의료기기를 관리하던 1997년부터 「우수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GMP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권장사항으로 운영해 왔다.

2) 추진성과

2004년 5월 30일 의료기기법 시행 이후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인 ‘ISO 13485’을
반영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고, 2007년 5월 30일부터

가) 제조 단계에서 이물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 조성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른 의료기기 GMP 적용을 전면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의무화하였다. 현재 의료기기 GMP 제도는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이물) 을 발견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약처 고시) 」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료기기법을 시행

제조허가(인증) 또는 수입허가(인증)를 받기 전에 GMP 적합성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6.12.)하였으며, 이물 발견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와

주요 해외 국가들도 이미 의료기기 GMP 제도를 적용·운영(미국 1978., 일본 1995.,

함께 필요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회수·폐기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제적인

유럽 1998.)하고 있으나,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 간 의료기기관리제도의

이물 저감화를 위하여 주사기, 수액세트 등 다빈도 이물 혼입 5개 품목에 대하여

조화 및 국가 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이 중요한 사항이

원자재 입고부터 출고, 유통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정하여 의료기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10개국

제조·수입업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계 자발적으로 이물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브라질, 싱가포르,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유럽)이 참여하는 국제규제

저감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당국자회의(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IMDRF)는 의료기기 GMP를
비롯한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 중

3) 추진계획

5개국(미국, 브라질, 일본, 캐나다, 호주)은 한번의 GMP 심사로 회원국 간 GMP 심사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가) 사용 단계에서 이물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국민 또는 의료기기 사용자가 이물로 인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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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MDSAP)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MP 제도는 미국, 일본, 유럽과 비교할 때 국내 도입 시기는 다소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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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멸균 관련 국제 규격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한 ‘멸균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을

국제 수준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마련하고, 멸균의료기기의 포장 공정 밸리데이션에 적용되는 최신 품질관리기법 해설을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기기의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의료기기 제조소의 클린룸 운영 등 환경관리를 위한 동영상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역시 증가하고 있어

교육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정식 회원국

의료기기 GMP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을 목표로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이 프로그램에 따른

3 의료제품

감은 있으나,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인 ‘ISO 13485’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그 기준은

요구사항을 국내 산업계에 전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국내 제조업체가 활용할

2) 추진성과

수 있는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심사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재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 인증기관을 국내 심사기관으로 지정·확대하고, 의료기기

가) 제조 단계의 국제조화로 의료기기 품질 확보

GMP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 인정 기반을 마련하기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ISO13485:2016)을 반영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위한 GMP 제도 국제조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2019.3.25.) 및 시행(2019.7.1.)을 추진하여 유럽, 캐나다 등 주요
해외국과의 GMP 기준 국제조화를 도모하였다.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edical

의료기기관리과 과장 유희상 ☎ 043-719-3801

Device Single Audit Program, MDSAP) 정식 회원국 참여 추진을 위해 브라질, 일본의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2019.7.)하고, 이 프로그램 협력회원에 최초로
가입(2019.10.)하였으며,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Regulators

3. 의료기기 안전평가체계 구축

Forum, IMDRF) 내 실무그룹 회의(2019.6.) 및 국제표준기구 내 품질관리 실무그룹(ISO/
TC210) 총회에 참여(2019.10.)하여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관리 강화

또한,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GMP 운영 수준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GMP 교육 지원 및 가이드라인 발간 등 사업을 실시하였다. 수도권 및 지방 소재

1) 추진배경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GMP 제도 교육(2회, 348명), 국내 GMP 기준 및 운영 사례
교육(6회, 1,024명)을 실시하였으며,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ISO 13485:2016)이

가) 환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필요

적용된 ‘3D 프린팅 장비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의 제조공정별(모델링분야, 소재분야,

의료기기는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장비분야, 제품 적합성 분야, 추적관리 분야, 후처리 공정 분야) GMP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첨단 의료기기 및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위해도가 높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체온계,

3) 추진계획

혈당측정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사용도 대중화되고 있음에 따라 사용량 증가로 인한
부작용 관리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은 언제든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가) 제조 단계의 국제조화로 의료기기 품질 확보 확대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ISO13485:2016) 도입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의 애로사항

등 안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환자 등 사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해소를 위해 기술지원 및 사용적합성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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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3 의료제품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보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가)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전자민원사이트’에 부작용 보고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 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부작용이

의료기관 사용자, 소비자가 의료기기 이상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마련되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있어 사용자 편의를 한층 높였다.

보고해야 한다. 특히 2011년부터는 전국 종합병원을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로

2018년 5월부터 외국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를 보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집

지정·운영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기 관련 이상사례 수집에 노력하고 있다.

건수가 급증하였으며, 의료기관 등에 안전 정보 수집·평가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

2019년에는 전국 19개 종합병원을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여

인과관계 조사관 운영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외에도 연계 협력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수입

2019년에는 부작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수집·분석·평가·안전조치가 일원화

업체의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에 힘써, 연간 총 51,969건의 이상사례를 수집하는 데 크게

되도록 안전관리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작용 보고대상·방법을 명확화하였으며,

기여하였다.

특히 인체이식의료기기의 이식일자, 대상제품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분석·평가가 완료된 이상사례

그림 3-3-7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인지하여 안전하게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수집 건수
(2019.12.31. 기준, 출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의료기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
70,000
전체
의료기기 안정성 정보 모니터링센터
협력병원

60,000

표 3-3-6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등 수집 현황

51,969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50,000

40,000

30,000

28,038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안전성
정보

108,851

455

717

2,397

4,130

4,556

5,196

5,315

6,078

28,038

51,969

4,336

2,632

3,228

2,454

3,115

3,023

3,324

4,033

5,445

7,701

20,000

해외
39,291
위해정보

10,000
717
128
26

2011

2,397
987
205

2012

4,130
1,680
350

2013

4,556
2,036
402

2014

5,196
3,276
440

2015

5,315
3,658
648

2016

6,078
3,524
699

2017

5,080

4,548

740

798

2018

2019

3)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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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작용 관리체계 강화

가) 의료현장 데이터 기반 부작용 수집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렇게 수집된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분석하여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 의료기기취급자에 의한 부작용 보고에 의존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해당 제품의 사용 시

정보수집에 따른 불완전한 정보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활용한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을 안전성 정보 서한으로 배포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에 관한

공통데이터모델 도입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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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유통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 통합안전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급증과 환자중심의 안전관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단체, 산업계 등과 협업하여 환자등록 연구를 통한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3 의료제품

나) 환자등록 연구를 통한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2016년까지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유통 기록이 전산 관리되었으나,
2017년에는 의료기관의 사용기록도 전산시스템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9년에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다양화 및 사용량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부작용

다) 부작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표준통관예정보고시스템과 연계하여 위해

그간 심각한 부작용 위주로 관리하던 부작용 관리를 잠재적 위해도 및 안전성 정보

우려가 있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수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파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분석·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분석·평가기준도

또한, 추적관리제도의 활성화 및 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유통기록의 신속한 확인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위해 산업계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필요성 및 시스템

부작용정보 수집과 분석·평가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부작용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였다(188명 참석).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3) 추진계획

나. 인체 이식 의료기기 등 추적관리
가) 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서비스망 구축 및 피해보상 제도 도입

1) 추진배경

추적관리 제도 운영 취지에 맞게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사용기록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강화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및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이나 결함 발생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예정이다.
또한, 이식 환자가 본인에게 이식되어 있는 제품정보를 확인하고, 의료기기 사고 발생
시 리콜대상 여부 및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위해 확산 방지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과관계 조사 및

등을 위하여 이러한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업체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기의 유통·사용

하는 의료기기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인공심장판막,
관상동맥용 스텐트,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52개 품목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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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평가 등을 통한 유통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2) 추진성과

1) 추진배경

가) 위해우려 의료기기 수입 차단 및 추적관리 제도 활성화

가) 시판 후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의료기기의 유통 추적관리를 위하여 2014년부터

의료기기 재평가는 허가(인증·신고)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사용 중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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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의료기기

대하여 주기적으로 유통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여 품목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 과학수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유통 의료기기의

의료기기 갱신제 도입 관련 의료기기법을 개정을 추진하여 시중 유통의료기기의 안전성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2) 추진성과
가) 품질부적합, 생활 밀착형 및 고위험 제품 재평가 추진
그간 정기적인 의료기기 재평가는 대상 품목과 평가 기준에 따라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차적으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기기 공통기준규격(전기, 기계, 전자 등) 제정
이전에 허가된 534개 품목(3,863개 제품)을 대상으로 공통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2013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2단계 재평가에서는 시판 후 이상사례

그림 3-3-8

3 의료제품

부작용 등 이상사례와 국내외 새로운 안전성 자료, 문헌 등 시판 후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의료기기 재평가 흐름도

재평가 대상
품목 결정

재평가 공고
(예시 1년)

재평가 신청, 접수

대상품목 심의
(의료기기위원회)

재평가 신청 1년전, 대상품목,
신청기간, 제출자료 공고

신청기간 내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제출자료 심사

검토결과 열람 및
의견제출

재평가 결과 공고 및
후속조치

안전성, 유효성 심사 실시 및
필요시 업체 보완요구

재평가 결과시안 1개월 이상
열람 및 의견수렴

재평가 결과 공고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등 안전성정보를 평가하여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새로운 안전사용 정보를
반영하는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2단계 재평가 기간 중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다소비(2등급), 고위험(3~4등급)

3) 추진계획

10,263개 제품(58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2~4등급
품질부적합, 생활밀착형 및 고위험 품목 2,515개 제품(2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가) 재평가 실시 강화 및 의료기기 품목 허가 갱신제 추진

실시하였다.

의료기기 갱신제 시행을 위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감대

그 결과 2~4등급 1,493개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평가 기준에 미흡한 5,202개 제품은 허가 취소 등으로 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만 유통되도록 하였다.
정기적인 재평가와 별도로 제품 파열 등 부작용 발생으로 이슈가 되었던 실리콘겔
인공유방에 대하여 부작용 보고사례, 국내외 문헌 등 시판 후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형성을 통한 갱신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허가(인증·신고)받은 의료기기 중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기, 생활밀착형 가정용의료기기 및 사용상 주의가 특별히 요구되는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재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판 후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사용 환경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목적 통일 조정, 사용 시 주의사항 추가,
중금속 시험규격 설정 등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하여 인공유방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의료기기안전평가과 과장 정재호 ☎ 043-719-5001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 이외에 의료기기로 전환(2014.11.10.)된 체외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1등급 의료기기
신고제품 적정성 재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부터 에이즈(AIDS), C형간염 등
고위험성 감염체 바이러스 진단제품(4등급)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확보를 위한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허가(인증·신고)받은 의료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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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기 혁신성장 지원
1) 첨단신소재 및 신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혁신성장을 위한 선제적 허가심사
체계 구축

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허가심사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의료제품

4.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3절 의료기기

2)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지원을 위한 촘촘한 허가·심사 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1)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적용

첨단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질병을 분석하여 의료인의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가) 추진배경
(1) 안전성·성능 확보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최근, 정형용 임플란트 분야에 마그네슘 합금의 특성인 생체흡수성 및 골융합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마그네슘 합금을 이용한
정형용 이식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지원과 안전성·성능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 제시 및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하였다. 2건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식약처는 총 13건의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허가하였다.
식약처는 2년간 허가심사 업무에 적용하여 운영하면서 본질적 동등 비교 시 비교 절차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2020년 시행을 앞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서 후향적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이

나) 추진성과
(1)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면제될 예정이어서 임상시험 계획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산업계에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식약처는 산업계, 학계, 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 회의를 통해 마그네슘합금 의료기기의 특징
(분해산물, 불순물, 분해속도 등)을 고려한 안전성 및 성능평가 항목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나) 추진성과
(1) 가이드라인 개발·개선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바탕으로 2019년 10월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여 식약처 내부 및 의료기기 산업협회

식약처는 본질적 동등 비교 절차 및 기준 마련 등 가이드라인 개정과 새로운 가이드

등 외부 의견 조회를 통해 11월 「흡수성 마그네슘 합금을 이용한 정형용 이식 의료기기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공지능 학회를 비롯한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발간하였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마그네슘 합금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분해산물 관련 측정방법,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

이식시험 시 주의사항, 마그네슘 이외의 불순물[철(Fe), 구리(Cu) 등]의 기준 및 평가방법을

라인’,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주요

담고 있으며, 체내 부식을 고려한 내식성 평가 시험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사항은 임상자료 제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질적 동등성 비교 절차,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확대(독립형 소프트웨어→독립형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포함 장치),

다) 추진계획
(1)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와 신속 허가심사 지속

식약처는 첨단 신소재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방안 마련을 통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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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향적 임상시험에서의 용어 정의 등이다. 또한, 폐암·폐결절, 관상동맥협착, 유방암,
허혈성 뇌졸중 등 4개 질환별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4건을 새롭게 발간하였다.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폐암·폐결절 등 4개 질환에 대한 질환별 피험자

425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3절 의료기기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국제조화된 품목 및 품목별 등급 규정 초안을 마련하였다. 새로

규정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 개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식약처는

마련한 품목분류(안)는 사용목적과 개인 및 공중 보건의 위해성에 따라 4등급 분류 기준을

의료기관,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다.

제시하였고, GHTF 및 국외(미국, 유럽)의 품목 분류 체계를 고려하여 3분위(대분류, 중분류,

3 의료제품

선정·제외 기준, 참조표준 구축 방법, 유효성 평가변수 등 사례와 임상시험계획승인

소분류) 분류체계로 구성하였다.

다) 추진계획
(1) 합리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 모색

2020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부처 및

다) 추진계획
(1)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업계에 홍보 내실화

산업계에서는 닥터앤서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연구 중에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2020.5.1.)과 함께 새롭게 규제조화된 품목 및 품목별

또한, 2020년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시행되는 첫해로

등급 기준을 별도의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된 품목 분류 체계를 업계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과 선진 외국의 규제 방향의 변화에 대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민원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품목체계를 신설하여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3)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 구축

4) 범부처 협력을 통한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강화
가) 추진배경
(1)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미진분야 개발 요구

가) 추진배경
(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으로 품목 분류기준 요구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하여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제품화 성공
사례는 5% 미만으로 저조하여 정부지원 과제 중 제품화가 임박한 융복합 신개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질환의 치료에서 예방 및 진단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지원을 위해 시험방법 개발,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

기기 분야에서도 의약품 처방 환자 선별에 사용되는 동반진단의료기기, 질병 위험 예측 등

계획서의 선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

새로운 개념의 신개발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허가가 되었다. 이러한

제품화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추세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기존 의료기기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로 독립시켜,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들은 가까운 미래에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식약처에 품목허가가

체외진단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안전하면서 체외진단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청될 것이 예상되는 품목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품목허가 사례가 전무하거나 매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하여 2020년 5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한적이어서 평가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행에 맞추어 보다 합리적인 품목 분류 기준 등의 체계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안전성·성능 및 임상시험 프로토콜 평가기술 미비로
품목허가까지 장기간 제품화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에 적용된 기술적 특성을

나) 추진성과
(1) 국제조화된 품목 및 품목별 등급 규정 초안 마련

반영하여 안전성 및 성능 제시, 임상시험계획서 및 합리적인 허가심사 자료 제출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2019.4.30.)에 맞추어 새로운 품목 분류 및 등급을 규정
하고자 하였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품목 규정 사례 조사 및 전문가와 산업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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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의료기기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범부처 협의회 운영

점에서 의료기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인허가를 위한 이해

3 의료제품

나) 추진성과

3절 의료기기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신개발의료기기의 특성 및 국제적 규제수준의 심사를

식약처는 2015년부터 범부처 융복합 평가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5건,

수행할 수 있는 허가심사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적용된

2016년 7건, 2017년 5건, 2018년 4건, 20019년 4건으로 총 25건의 신개발의료기기에

혁신형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대한 평가기술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고,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허가가 완료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의

제품은 총 5건이며,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되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건은 총 10건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자 및 허가심사자 분야로 각각 분리하여 연구개발자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맞춤형 교육과 허가심사자 실습중심의 교육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관계
부처가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 R&D
기획부터 시장 출시까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범부처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연 1회 범부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신속 제품화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나) 추진성과
(1)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제품화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식약처는 2015년부터 5년간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 추진계획
(1) 한국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혁신성장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 준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개발부터 허가까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2020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인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각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닥터앤서 등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혁신성장을 위한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별 정부지원 의료기기 R&D 수행기관 및 허가심사 관련 업무 수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반 대장암 검출보조 소프트웨어, 전립선암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치매 조기진단보조

신개발 의료기기 등의 제품화에 필요한 인허가 제도, 임상시험, 시험검사 등 전반에 대한

소프트웨어 등 3개 품목에 대한 평가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각 품목에 대한 안전성·성능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평가방법 및 임상시험프로토콜 등을 개발하여 업체에 제공하고,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허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크게 연구개발자와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개발자
대상 교육은 ‘4차 산업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등 7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교육 16회, 교육
인원 292명이 수료하였으며, 88.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허가심사자 대상 교육은

5) 혁신형 의료기기 등 맞춤형 핵심인재 선제적 육성(디딤돌 플러스)

‘의료기기 임상현장 실습교육’ 등 7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7회, 교육 인원 238명이
수료하였으며 89.7%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 추진배경
(1) 첨단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전담인력 맞춤형 교육 필요

의료기기 관련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영역으로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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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계획
(1)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관련 해외전문가 활용 현장형 교육확대

미래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첨단 융복합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기존에

최근 자동화 (인공지능) , 정밀화 (3D프린터) , 일상화 (디지털 헬스케어) 로 대표되는 4차

없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생명공학,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의료기기에 접목되는 등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융합되고 있어, 의료기기 개발과 허가 등의 많은 단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의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등 신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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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인체에 이식 또는 삽입되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에서 채취한 혈액, 타액 등 진단

3 의료제품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의료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의 빠른 진보는

3절 의료기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허가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대처하고 관련 분야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는 제품화 지원

식약처는 처음 도입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변경허가 절차 및 변경 대상을

교육 분야를 확대하여 4차 산업 관련 의료기기의 기술원리, 제품, 관련 인허가 제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안내서(‘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간(2019.3.5.)하였고, 이와 별도로 경미한 또는 중대한 변경 판단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신개발의료기기의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심사능력 확보와 인허가 제도를 반영한

질의 창구를 마련, 변경하려는 사항이 경미한 것인지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자들에게는 4차 산업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제도에

제공하였다. 또한, 네거티브 제도 시행 이후 온라인 질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허가심사자에게는 관련 제품, 기술의 이해 증진을 위한

모아 경미한 변경대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두

실무중심의 교육 확대와 해외 선진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차례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2019.6.28., 2019.12.20.)하였다.

2020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관련
해외 전문가 초청과정을 통한 해외 규제 동향, 적용사례 등 교육뿐만 아니라 임상현장
실습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 추진계획
(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네거티브제 운영 확대

지난 1년간 처음 시행되는 변경허가 네거티브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나.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업계의 자율관리 대상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네거티브제 시행에 따른 업계 지원
2) 의료기기 미래선진화 포럼 구성(식약처-학회 MOU)
가) 추진배경
(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질의 창구 마련 필요

체외진단 산업의 발전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변경허가

가) 추진배경
(1) 전문성 있는 허가·심사 요구

절차를 개선하여, 제품의 성능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사항만을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첨단기술을

경미한 변경은 업체가 자율관리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개정(식약처 고시, 2019.2.28.)하였다. 고시 개정에 따라 제품의 변경이 중대한 변경사항인지

지원법」 제정(2019.4.30.)으로 첨단의료기기의 허가·심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질의

이러한 첨단의료기기의 선제적인 허가·심사를 위하여, 급변하는 최신 기술동향을

창구 마련 등이 필요하였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첨단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허가·심사가 요구된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외 최신 기술동향 및

나) 추진성과
(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 발간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허가심사 시 학회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여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허가심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일반 의료기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변경허가 절차를 마련하였다. 체외진단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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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의료기기 혁신지원방향 워크숍 개최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7개 기관이 선정되어 위탁됨에 따라 심사의 일괄성 및 투명성

3 의료제품

나) 추진성과

3절 의료기기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심사지침서를 마련하여 제공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2019년 8월 27일 4개의 의료기기 전문 학회(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국생체재료
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와 최신기술 및 규제정보 공유, 첨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전문가 자문 확대, 기술·규제교육·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의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의료기기 품목별 인증 가이드라인 개정 및 품목별 심사지침서 제정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기 인증·심사 업무의 일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등급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전문가 자문 절차 등 업무협력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의료기기 품목별 심사지침서 및 인증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분야별 학회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의료기기규제과학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와의

거쳐, 2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심사지침서 173개를 제정하고, 기존 심사지침서 401개를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신 규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또한, 2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인증 가이드라인

또한, 첨단의료기기 혁신지원방향 워크숍 및 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심사자 및 학회
전문가, 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자들과 최신 기술정보 및 규제동향 등을 공유하였으며,

624품목을 개정하고, 의료기기 품목별 인증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 제·개정 시 학회 전문가가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제·개정 정보 등 최신 규제
정보를 교류하였다.

다) 추진계획
(1) 신속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심사ㆍ인증 업무 지원

다) 추진계획
(1) 허가·심사 전문성 강화

첨단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신기술 및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기술·규제교육·심포지엄 공동개최 등 업무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2등급 위탁 의료기기의 품목별 심사지침서와 인증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통해
심사 및 인증기관의 일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의료기기 법령
및 관련고시 개정에 따른 최신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심사·인증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첨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여 첨단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민간위탁 의료기기 품목별 인증 및 기술문서 심사지침 강화

다.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소통 내실화
1) 취약계층 사용 의료기기 및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홍보를
위한 국민안심 프로젝트

가) 추진배경
(1) 심사의 일관성 및 투명성 요구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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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배경
(1)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방법 제공 필요

관리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2015년 7월 29일자로 민간위탁기관인

의료기기는 작용원리, 사용방법 및 성능이 다양하여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1·2등급의 신고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3·4등급 의료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어,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바로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술문서를 심사할 수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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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의료기기

(1)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대국민 홍보

식약처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청소년 및 어르신)으로 의료기기 안전사용 현장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콘택트렌즈, 개인용 혈당측정기 등 18종의 생활밀착형

3 의료제품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기반의 첨단의료기기가

나) 추진성과

지속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규제와 지원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19년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체계가 더욱 중요해졌다.

의료기기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 및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제5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2019년 개최한 ‘제5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은 ‘디지털 헬스 시대, 차세대 도약을 위한 의료기기 혁신 규제 모색’을
주제로 3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본 행사를 통해 미국, 일본 및 중국의 혁신의료기기 관리 체계 등
‘콘택트렌즈’
올바른 관리방법 안내 카드뉴스

‘개인용 혈당측정기’
올바른 관리방법 안내 카드뉴스

최신 규제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고, 디지털 헬스 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보안,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규제 필요성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등 업무협약을 맺은 4개 관련학회와 ‘미래 혁신 기술과

또한 정부서울청사 옥외전광판 및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 하였다.

다) 추진계획
(1)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방법을 정보 취약계층에 중점 홍보

올해에는 정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규제 융합’이라는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급속도로 발전하는 혁신기술에
발맞춰 의료기기 관련 규정이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다) 추진계획
(1) 민관 전문가 협력체계 지속 구축

디지털 헬스 시대 등 의료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의료기기심사부는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신 의료기기
기술개발 동향과 선진국의 규제 방향과 조화된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규제의 합리적인

2)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소통포럼 지속 운영
가) 추진배경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3) 민간위탁 기술문서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양방향 소통 강화

(1) 산·학·연·관 협력체계 중요성 대두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기분야 최신 해외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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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배경
(1) 심사 전문성을 위한 교육 요구

식약처는 신개발, 고위험 감염체 등 3~4 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435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3절 의료기기

내·외부(허가부서, 정책·관리부서, 연구부서, 위탁인증기관 및 기술문서심사기관) 소통·공유를

위탁하였다. 정부기관인 식약처가 아닌 민간 심사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존의

위해 ‘울림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3 의료제품

강화하고자, 2017년 체외진단의료기기(2등급)의 인증 심사업무을 민간 심사기관에

심사 일관성 및 심사원 전문성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검체 종류, 측정
물질, 측정원리, 장비와 시약류 등 다양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문서
심사기관 간의 눈높이와 전문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었다.

나) 추진성과
(1) ‘의료기기 허가심사 사례분석 FAQ’ 7차 개정안 마련

식약처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 민원사례분석회의를 통해 식약처,
나) 추진성과
(1) 심사업무 민원사례 FAQ 발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위탁 기술문서 심사기관 협의체 등과 허가·인증 심사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신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민간 기술문서 심사기관과 식약처는 ‘심사업무 민관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

민원질의회신, 허가·인증 절차, 외국의 허가심사 제도 소개, 의료기기 관련 고시

기준 및 심사 사례 공유를 위해 격주로 영상회의를, 매달 1회씩 대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개정 사항 등을 소통·공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에 ‘의료기기

그리고, 신규 심사원을 위하여 심사 시 고려사항 등 1:1 맞춤형 교육을 추가로

허가심사 사례분석 FAQ’ 7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실시하였고, 심사 관련 자주 묻는 사례를 정리한 민원사례 FAQ를 발간하였다.
다) 추진계획
다) 추진계획
(1) 심사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1:1 심사기관 교육 지속

식약처는 심사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품목별 사례 중심의 눈높이 교육과

(1) ‘울림플랫폼’운영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

식약처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허가심사 소통·공유 ‘울림플랫폼’운영으로 심사자 간
일관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로 민원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 사례 중심의 1:1 심사기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이전에는

라. 안전행정 선진화 및 국제협력 확대

새롭게 마련된 하위법령 및 허가·품목 규정에 대한 별도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규제 역량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통해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1)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가) 추진배경

4)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전문성·일관성·공정성 향상을 위한 소통·공유 ‘울림
플랫폼’ 운영

(1)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기준 요구

소프트웨어는 짧은 개발기간, 빈번한 변경 등 기존 하드웨어 형태의 의료기기와는
특성이 달라 이에 적합한 안전관리 기준이 요구되었고, 4차 산업의 대표 품목인 모바일 앱

가) 추진배경
(1) 주요 민원질의 답변을 위한 창구 필요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 등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였다.

허가심사 지침서 등 새로운 허가심사 방향,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주요 민원질의 답변
등 다양한 민원정보에 대하여 허가·인증·기술문서 심사자 간의 눈높이·일관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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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실적

항목, 작성 예시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임상시험이 종료된 이후 마련되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안내하는 지침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민관 전문가 19명을 전문가 협의체로 구성 및 운영하였고, 전문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표준화된 의료

협의체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복수기재에 대한 대상, 기술문서 작성방법, 첨부자료

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제시 및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후향적 임상시험 적용에 대한 고려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임상시험 계획, 방법, 수행에 대한 사항 및 정확한 결과 분석에

이에, 식약처는 허가·인증 시 안전성 문제로 인한 회수보고 대상 버전을 제외한 모든

필요한 인구학적 변수, 군별 안전성·유효성 차이, 통계를 포함한 임상시험결과의 기술,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해서는 복수기재를 허용하고, 모바일 앱 등 소프트웨어만으로

3 의료제품

나) 추진성과

3절 의료기기

제시, 분석 등 임상시험결과보고서의 필수 구성 내용 및 작성 방법 등이다.

이루어진 의료기기의 허가 시 후향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임상시험 자료도 인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민원편의 및 허가·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 추진계획
(1)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의 효율성 증대 노력

2020년에는 발간된 가이드라인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업체들이 임상시험 결과
다) 추진계획
(1)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 제품화 기반 확충 노력

앞으로도 식약처는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의료기기에 대해 선진 외국의 규제 변화 이해를 통하여 국내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시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효율성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보완율을 감소시키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의 제품화
기반을 확충하도록 할 것이다.

2) 의료기기 임상자료의 선진화 기반 마련

3)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국외 임상시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가) 추진배경
(1)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국외 임상시험 시 명확한 기준 필요

가) 추진배경
(1)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체계 필요

국외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적

의료기기의 산업 성장과 함께 인공지능, 정밀의료, 웨어러블 기기 및 가상, 증강현실

성능시험의 자료는 실시기관의 신뢰성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어 임상시험

인정되는 자료라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허가

결과보고서의 체계적 작성을 돕기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심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당요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었다.

나) 추진성과
(1)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가이드라인 마련

임상시험계획서의 작성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다양한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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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의 높은 국내 점유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국내 검체 부족 등으로

나) 추진성과
(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관한 민원해설서’ 개정

국외 임상시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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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여 해외의 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국외 실시 임상적 성능시험 실기기관의 신뢰성

나) 추진성과

3 의료제품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차례 회의를

3절 의료기기

(1) 2021년도 IMDRF 의장국 선임

기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 등을 주요

우리나라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제15·16차 총회에 참석하여 2021년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원설명회를 통해 국외 임상시험 신뢰성 확보

IMDRF 의장국으로 선임되었고, 국제허가심사서류, 개인맞춤형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조 및 수입업체에 안내하였으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관한

의료기기임상평가, 체외진단기기등급분류, 기준규격 실무그룹활동에 참여하였다.

민원해설서에도 해당 방안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3년간 AHWP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이후에도
의장단임원(2018.~2020.)으로 선출되어 국제적 리더십을 지속하고 있다.

다) 추진계획
(1) 민관협의체를 통한 국외 임상시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으로 민원인 심사 만족도 제고 노력

제조 및 수입업체가 모두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국내외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국외 임상시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외 임상자료에 대하여 심사자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민원인의 심사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다) 추진계획
(1) IMDRF 의장국 활동 계획 수립 추진

2021년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의장국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IMDRF 회원국
간 원격회의 등을 위한 국제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기안전국과 협력하여
IMDRF 의장국 수행위원회 구성 및 의장국 활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AHWP

4) 미래 규제 혁신 대응을 위한 IMDRF/AHWP 회원국 간 국제조화 활동 강화

의장단 활동을 통해 국내 규제 의견이 반영된 국제공통가이드라인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 추진배경
(1) 국내 의료기기 수출 강화 활동 필요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약 4,255억 달러(약 500조 원)로 연평균 5.4%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기 시장도 약 6조 5,000억 원 규모로 연평균 9% 성장하고 있고,

첨단의료기기과
심혈관기기과
정형재활기기과
구강소화기기과

과장
과장
과장
과장

이정림
정진백
홍충만
최선옥

☎
☎
☎
☎

043-719-3902
043-719-3951
043-719-4001
043-719-4551

수출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5년간 40%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인공유방, 스텐트 등 의료기기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주요 국가에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성을 담보한
수출 강화에 주력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Forum, IMDRF) 및 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sia Harmonization Working
Party, AHWP) 회원국 활동을 통하여 국외 새로운 규제변화와 안전성 정보를 획득하고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내 의료기기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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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소비자 중심 선제적 위해예방 및 위기대응 기반 구축

그리고 자체 규정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식품의약품

4 위해예방

section 1

안전처 훈령 제84호, 2016.1.18.)도 제정·시행하게 되어, 비로소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완비하는 커다란 분기점을 이루게 되었다.

소비자 중심 선제적 위해예방 및
위기대응 기반 구축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R&D) 로드맵 구축
가. 국민이 안심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확보

그림 4-1-1

식품·의약품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주요내용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규격

불량식품 과학적 판별기술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검출기준

참기름·술·녹차·커피·인삼 제품 내 불량 원료,
건강기능식품 내 불법 비아그라 성분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신종마약, 담배 등 유해물질
독성평가기술

안전성·유효성·품질평가
시험법 및 기준 마련

유사마약 의존성, 유해물질 독성시험

1) 추진배경
2) 추진성과
가)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효율적 추진 필요
식약처 연구개발 사업은 식·의약품 안전기준·규격, 평가기술 등 공공성이 강한
R&D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처로 승격되기 전까지 현안대응 위주의 단편적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소관법률 부재로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용역계약 방식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식·의약품 안전기술 발전을 위한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로
민간투자와 연구의 연속성 보장이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저하하고, 식·의약품 안전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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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령 재정비 및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운영 내실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2016년 4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조직 기능의

이에 따라 청(廳)에서 처(處)로 승격되는 것을 계기로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상 제고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실을 도모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부정행위 시 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예측성을 높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2015.11.19. 시행).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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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조항을 신설하였다(2018.12.11. 법률개정, 2019.6.12. 시행).
이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운영하여(2019., 3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시행계획, 예산투자방향 등 심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기반 구축

운영세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부정연구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규정을
개정하고, 중장기 계속과제 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가. 식품의약품 등 분야 위기대응 선진화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 운영규정(훈령)」을 재정비하였다(2019.7.3.

1) 추진배경

일부개정, 2019.7.3. 시행).

표 4-1-1

가) 위기대응 체계 개선 및 대응역량 강화

안전기술 진흥법 주요내용

과학의 발달과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따라 새로운 유형 또는 예측하기 힘든
구분

조항의 구성

총칙적 규정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의 책무(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안전기술 진흥계획 마련

기본계획(제5조),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제6조)

진흥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제7조의2),
출연금의 지급(제8조)

안전기술 진흥체계 마련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촉진(제9조), 기술료의 징수(제10조),
안전기술 분류체계 작성(제11조), 현장수요 조사(제12조),
기술개발 역량 등의 진단(제13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제14조)

협력사업

국제 공동연구(제15조), 남북한 협력(제16조)

보칙적 규정

권한의 위임·위탁(제17조),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제18조), 부칙

유형의 식품·의약품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의약품 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불안감이 조성되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을
상시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실무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 위기 시 조치사항을 규정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현행 위기대응 매뉴얼은 2009년 식품 및 의약품 매뉴얼 제정을 시작으로 의료기기(2011.),
화장품(2012.) 분야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위기단계 및 경보발령, 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비상대응기구 구성·명칭 등을

3) 추진계획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맞게 개편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가) 제2차 식품·의약품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게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2) 추진성과

개정하여 소관품목에 대한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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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

가) 위기대응 체계 개선 및 대응역량 강화

운영규정(훈령)」을 재정비할 계획이다(2020.6.). 또한,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기본계획(2016.~2020.)」의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실무매뉴얼(2012.)’ 및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5.)’, ‘감염병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를 지속 운영하는 등 식품·의약품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5.)’도 마련하였으며, 2019년에는 실무매뉴얼의 근거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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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라 실무매뉴얼을 개정하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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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축·수산물 안전분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시 이를 통합하였으며, 위기 발생

가) 위기대응 체계 개선 및 대응역량 강화

전 초기 신속대응, 식품사건·사고 분석을 통한 위기유형 재분류, 위기수준 판단기준 등을

2020년에는 식·의약품 등의 사고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실제 위기 시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범정부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른 위기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위기단계별 임무·역할 부여 및 비상연락망 등을 정비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따라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상시 위기관리
조직으로서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습과 토론중심의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대응 체계의 고도화와 실무자 역량 강화에 계속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와 관계부처·기관 간 유기적 상호 협력 등을

또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위기대응을 위한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 상황보고

위하여 지자체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을 통한 사실적

및 언론대응 방법 등 위기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분야별 안전사고에 대한

훈련환경을 확보하고 새로운 위기유형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업국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별 참여·토론식 ‘위기대응

계획이다. 위기대응 체계를 체질화함으로써 실제 위기상황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국민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유관기관 등 외부의 위기에 대한 인식 및 대응역량 강화를

이와 함께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교육이 어려운 공무원도 언제든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통해 식·의약품 등 소관분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 향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식·의약 사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범부처 통합
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중앙 및 시·도, 공공기관
대상 안전한국훈련에서 ‘수입식품 안전사고’ 위기대응 훈련으로 식약처가 우수기관으로

3. 사전예방을 위한 식·의약 위해요소 선행조사

선정되는 등 실행기반의 초동대처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가. 위해우려 요소에 대한 선행조사

추진하여 식품 제조·판매업체 안전점검 및 식약처 소관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그림 4-1-2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 추진배경
가) 국내외 무역량 증가에 따른 식·의약 위해요소 차단 필요
WTO 출범 이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어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어
식품·의약품 등의 원료, 완제품의 수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비하여 2018년도의 수입 건수는 31.4%, 중량은 13.4%, 금액은 18.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증가, 식습관 변화, 기후 온난화, 유해물질 검출 장비·기술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유해물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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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선행조사 실시 현황

따라서 국내외 위해정보와 해외 기준설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기준·규격이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없거나 관리 사각지대의 위해우려 식품 등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하여 위해평가,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준설정 등의 방법으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하는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수

502

711

801

970

918

600

515

578

2) 추진성과
가) 2019년, 식품 등 5품목에 대한 선행조사로 권장규격 설정 등 추진

4 위해예방

발굴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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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배 유해물질 관리기반 확립
1) 추진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국내 유통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언론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해정보를

가) 담배 유해물질 관리현황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를 통해 관리시급성, 인체위해성, 부적합 제품의 국내유통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 등 수천 종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담배의 제조과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조·판매·유통금지 등의 실시로

에서도 다양한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으나, 제조성분이나 연기 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기준이 없거나 관리사각지대의 유해물질에 대해 2006년부터 선행조사를 통해
식·의약품을 수거·검사하여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행조사 결과에 따라

특히, 2019년에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연관 중증폐손상 사망사례가 속출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

인체위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위해평가 등을 통하여 위해우려가 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2005년 5월에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을 비준하고 다양한 정책을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중지, 저감화 권고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성분을 분석·규제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정책은 아직 도입되지 않고

하고 있다.

있으며, 이를 위한 도입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2019년에는 5품목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578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감자튀김·과자, 커피 중 아크릴아마이드, 홍삼제품 중 프탈레이트, 위생용품 면봉 중

2) 추진성과

에틸렌옥사이드이며 선행조사 결과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권장규격 설정
추진,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가) 담배 유해물질 분석법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물질을 분석·공개하기 위한 기반연구로서 담배의

3) 추진계획

성분분석법 등의 마련, 해외 규제사례 등을 2013년부터 조사·분석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일반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을, 2018년에는 궐련형

가) 2020년, 선행조사 600여 건 수행 예정
2020년에는 국민이 다소비하거나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연관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물질(대마유래성분

고려하여 선행조사 600여 건을 실시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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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에서

200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써 2020년 1월 현재 181개국이 비준하였으며,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하기 위한 가격·비가격 정책 및 제도적 장치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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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8년간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입법미비로 불필요한 시설의무 등

함유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공개하였고, 일반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첨가제(가향물질)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었으며 종이 타월(핸드페이퍼) 등 새롭게 등장한 제품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분석법을 마련하였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또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할 수 없어 현실에 맞지

아울러, 담배성분 자료의 제출·공개 및 규제 등 유해성분 관리에 관한 업무는

4 위해예방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7개 성분)이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않는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담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성과
3) 추진계획
가)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가) 담배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를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성분의 분석법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유해물질 관리를

증진하고자 위생용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 추진하였다. 2017년에 제정·공포된

위한 기반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위생용품 관리법」과 하위법령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분석법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행정규칙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특히, 담배영업자로부터 담배 성분에 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대중에 공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담배
출현에도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수입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였다.
「위생용품 관리법」에서는 위생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품목(5종)을
지정하여 품목제조보고 및 성분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수입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업의 영세성 등 산업여건을 고려하고, 안전관리의 실효성

4.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품목별로 합리화하였다.
2019년에는 위생용품 최초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

가.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확립

처리업 영업소를 지도·점검하였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회적 이슈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유통단계 수거·검사를 강화하였으며, 국내

1) 추진배경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의 검사를 강화하여 전 단계에서
위해우려 위생용품의 유통을 차단하였다.

가)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생용품을 기존에

3) 추진계획

관리하던 「공중위생법」이 1999년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생용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숙박업·목욕탕 등

가)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공중위생업에 대하여만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 따라 새로운 법률의 제·개정 시까지

2020년에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구)「공중위생법」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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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며, 「위생용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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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세성 및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자가품질검사 방법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항목지정」행정규칙을 마련하여 업계 현실을 반영할 예정이며, 관리가 필요한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위한 홍보캠페인 및 피해구제 업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위해예방

및 규격」 중장기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사례 및 위해정보 등을 직접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언론 등에 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및 의료제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을 갖고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소비자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표 4-1-3

위생용품의 종류
(2019.12.31. 기준, 출처: 위생용품담배관리팀)
현행 분류

분류

위생용품

종류

소관법률

공중위생법
(복지부)

세척제, 헹굼보조제

가) 식·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2009년에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위해정보의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산업부)

식품용기구

식품위생법
(식약처)

비관리 품목

-

2) 추진성과

상호공유 및 식품·의약품 안전성 관련 공동조사·연구 등의 업무협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화장지

2015년에는 업무협약을 갱신하여 식품·의약품 등 분야 안전성 관련 사항을 대외에 발표할

일회용 면봉(어린이용, 성인용)

때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제외)(대통령령)
물티슈용 마른티슈(대통령령)

2019년에는 한국소비자원 발표 보도자료 21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 건의 17건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 기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조사·발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고,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소비자원과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확립·유지하고 있다.

5. 식약처-한국소비자원 식·의약 안전이슈 협조체계 강화
3) 추진계획

가. 소비자 정책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
가) 소비자 정책 대외협력 강화

1) 추진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에도 대외공표 사전협의, 공동 조사연구, 위해정보 교류 및
간담회 개최 등 한국소비자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마련 필요
건강과 관련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소비자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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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으로 소통단을 구성하고,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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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상담사례, 언론 등을 분석하여 식·의약 소비자니즈를 발굴(56건)하였으며, 발굴된
소비자니즈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지도·점검, 실태조사, 제도개선, 생활밀착형정보

국민체감형 식·의약 소통강화로
소비자 신뢰구축

제공 등을 조치하였다.

표 4-2-1

국민소통단 주요 조치·피드백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소통협력과)

소비자 요청사항 발굴·조치현황

1. 소비자 니즈 발굴을 통한 쌍방향 공감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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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가) 국민 불안요인 선제적 발굴 및 사전예방적 소통체계 구축
식·의약 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민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감소통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식·의약 안전관리 미흡분야를
발굴·보완·개선하고자 하였다.

2) 추진성과
가) 소비자 불만·관심사항에 대한 빠른 조치·피드백으로 불안 감소

56 53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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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과의 소통채널 다양화

5757

5555

2016년

2017년

발굴건수

2018년 2019년 2월

조치건수

○ [식품 분야]
식이조절식 도시락 배달제조업체 위생점검 및 허위·과대광고 관리 필요
→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 등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전 시범운영이 아쉬움 →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시행 이후 농가 등
현장방문, 산란일자 표시실태 모니터링 실시, 유통업체 간담회 추진 등
○ [의약품 분야]
한약재 품질관리 필요 → 연중 수입 한약재 통관검사 강화 및 한약재 유해물질별 관리대상 품목
확대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조사·검증 및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올바른 정보제공 필요
→ 타미플루 성분인 ‘오셀타미비르’와 정신신경계 부작용의 연관성 역학조사 수행 및 연구결과에
따른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독감치료제 복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카드뉴스·동영상 배포
및 처방·조제 시 실시간 안내
○ [화장품 분야] 헤나염색제 관련 합동점검 이후 식약처 조치 중인 사항 요청
→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
부작용 원인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대한피부과학회) 등
○ [의약외품 분야] 모기기피제 관리강화 및 홍보 요청 등
→ 의약외품 기피제 안전사용 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및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실시 등

식품, 의약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관심 사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소통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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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열린포럼에 초청하여 직접 참여, 공유 및 확산으로 식·의약 정책에 대한 공감대

대해 설문조사(6회)를 실시하여 정책홍보 등에 반영하였으며, 소비자 관심사안을 주제로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식약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를 실시하여 참여자의 의견을

컨슈머토크콘서트(2회)를 개최하여 선제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직접 수렴해 현장 참석자와 동일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누구나 언제

노력하고 있다.

어디서든 포럼을 시청·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페이스북 참여 유도로 온·오프라인

4 위해예방

또한, 국민소통단을 상대로 계층별 소비실태, 주요정책 인지도 및 불안요인 등에

참여자 수가 크게(2018. 2,474명 → 2019. 15,655명) 증가하였다.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식·의약 안전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과제를
후속조치 및 피드백 사례
*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직접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편의성 제공 필요
⇒ 대한약사회와 MOU, 원거리 환자 편의 증진 위한 지역별 거점약국 지정·공급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증시험 시행 준비사항 공유 필요
⇒ 자격시험 세부사항 공고 및 설명회 개최(2019.12.10.)
* 임상시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허브(hub) 필요
⇒ 의약품통합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에 임상시험 계획정보 등록·공개(2019.10.~)

발굴하는 정책 소통과 토론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잘못된 의혹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은 사전에 조기 차단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4-2-1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미디어노출 및 페이스북 생중계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품 안전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론화하여 “국민의 참여로
정책이 바뀐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업계, 학계, 유관기관 및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

연합뉴스 보도(2019.5.21.) 서울신문 보도(2019.5.31.)

실시간 댓글 참여

식약처 유튜브 게시

열린포럼」을 매달 개최하고 있다.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조치결과를
신속히 피드백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 정책 중심의 소통의 장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여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표 4-2-2

2019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추진경과

회차

주제

1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방안(2019.2.27.)

2

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방안(2019.3.28.)

3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매장·제품 안전관리 방안(2019.4.24.)

4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소비 확대방안(2019.5.22.)

5

국내 임상시험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2019.6.3.)

6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HACCP 제도 내실화 방안(2019.7.24.)

7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8.28.)

8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방안(2019.9.26.)

9

환자중심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방안(2019.10.28.)

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2019.11.12.)

실시간 소통을 위해 12개 소비자단체와 실시간 소통창구(온라인 단체대화방)를 개설·운영하여
식·의약 안전관련 궁금사항에 대해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피드백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식·의약 현안 관련정보 등을 컨슈머 뉴스레터를 통해 상시 제공하였다.

그림 4-2-2

컨슈머 뉴스레터

위기 시 소비자 행동요령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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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기, 강원,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지역)의 복지관, 노인정, 보건소 등을 직접 찾아가

4 위해예방

3)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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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318명의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가) 식·의약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안심 및 공감소통 노력

접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다양화·정교화하기 위하여 현장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통합정보를 제공하였다.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 니즈를 발굴하여 피드백하는 ‘국민소통단’과 국민소통의 장

인지도 조사 결과 정답률이 43.1%에서 교육 후 86.4%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과거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소비자·시민단체가 제기한 잠재이슈에 대해 선제적 관리’ 등을

떴다방 방문 등 경험이 있는 어르신이 교육 후 93%가 방문하지 않는 실생활 개선효과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과의 끊임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식·의약 안전관리에 대해 국민안심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약 복용 시 음료류 대신 물과 함께 복용하게 되었다’ 등 식·의약

및 공감소통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가 미비한 관리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고

생활습관이 실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개선하는 등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전 예방적 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4-2-3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교육현장

2. 계층별 맞춤형 소통으로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
가. 국민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화
나주시 성산마을회관(2019.10.22.)

영천시 종합복지센터(2019.10.8.)

김포시 시민회관(2019.9.16.)

1) 추진배경
또한, 청소년에게 올바른 식품·의약품 정보를 공유하고 자발적 지역소통 활동을 장려하여
가) 계층별 소통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소통채널 운영

미래의 ‘똑똑한 소비자’로 육성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식·의약 소통주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식·의약

대해 UCC, 로고송 제작, SNS 홍보, 길거리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 스마트 소비자

‘식·의약 영리더’를 운영하고 있다.

양성을 위해 중·고등학생에게는 진로체험과 식·의약 안전에 대한 홍보·소통활동을
통해 기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은

그림 4-2-4

식·의약 영리더 온·오프라인 활동사례

방송·온라인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선별·습득하기 어려워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잘못된 식·의약품 사용이나 허위 과대광고를 통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2) 추진성과
온라인 활동(UCC제작)

오프라인 활동(설문조사)

발표대회

가) 교육 등을 통해 식·의약 안전정보 사각지대 해소
2019년에는 식·의약 안전교실 전문강사 83명을 양성하고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7개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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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맞춤형 교육을 총 6회 진행했다.

4 위해예방

적게 먹기’ 등 4개 소통주제에 대해 권역별 온·오프라인 소통을 추진했으며, 1차 심사
통과팀을 대상으로 우수 활동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소셜커뮤니케이터 ‘식·의약 어벤저스’를 운영하여

3) 추진계획

식·의약 안전정책, 생활밀착형 정보에 대해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개방형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가) 다양한 국민 참여형 소통·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소셜커뮤니케이터 식·의약 어벤저스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민 113명과 식약처 직원

앞으로도 어르신 등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식·의약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25명이 소통주제별로 팀(30팀)을 이뤄, 수입통관검사 현장 견학,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19년 교육현장에서 수렴된

방문, 음식점 위생등급제 교육 영상 출연, 안전한국훈련 참관 등 정책현장에 국민대표로

의견을 반영하여 콘텐츠를 보완하고, 전문지식과 강의기술을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직접 참여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의약 안전정보를 다양한

교육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 기본역량 강화를 통해 식·의약품에

형식의 콘텐츠(카드뉴스, 동영상, 인포그래픽)로 제작해 개인별·팀별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와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채널로 확산하였다.

기대한다.
또한, 똑똑한 소비자 양성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의약 영리더를 지속

그림 4-2-5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4기 식·의약 소셜커뮤니케이터는 내부직원과 대학생 위주로

식·의약 어벤저스 정책현장 참여 및 콘텐츠 제작 사례

파트너그룹을 구성하고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여 아이디어 발굴, 체험수기 등 정책참여 및
대국민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소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국민 참여형
수입통관검사 현장 견학

그림 4-2-6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 방문

수입 수산물 검사현장
방문기(동영상)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동영상)

소통·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식·의약 안전인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식·의약 위기관리·소통 실무자과정 교육 모습
소통협력과 과장 신인수 ☎ 043-719-2551

대국민 소통방안 교육

가상시나리오를 통한 실습 교육

또한, 내부 직원들의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대국민 소통방안, 커뮤니케이션 스킬,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실습 등 실무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식·의약 위기관리·소통
실무자과정’을 운영했다. 더불어 위기대응 및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결정자(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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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는 산하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여 1년 365일 수집하고 있고, 의료제품

4 위해예방

section 3

분야는 위해정보과 자체 인력으로 해외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현지 국가에서 발생하는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제기구, 해외주재 식약관 등과 긴밀한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
공유·개방·활용 확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에 거주 및 종사하고 있는 교민 등을 활용한
해외정보리포터 제도를 운영하여 국가별 정책사항, 이슈 등 현지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있는 해외 위해정보는 식약처 분야별 정보
담당관들의 분석을 통해 긴급, 관심, 참고 등의 정보로 분류되고, 분석된 위해정보는
분야별 안전관리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으며, 그 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정부 부처,
산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를 통한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내 식품·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 수집·분석·활용
가.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 공유·개방·활용 확대

2) 추진성과
가) 신속한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
해외에서 발생하는 식품·의료제품 등 관련 위해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전파는

1) 추진배경

국민의 먹을거리 및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제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외국에서 발생하는 위해정보의 신속한 수집 체계를 보강하고,

가) 해외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 처리 현황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 즉시 제공하여 위해한 식품·의료제품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확대 및 주요 국가와의 먹거리 교역량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증가와 개인 해외직구 구매·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더욱 철저한

모든 위해정보의 수집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식품, 첨가물,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에

건강기능식품, 식품 관련 기구·용기, 위생용품에 대한 온라인 위해정보는 ‘식품

대한 신속 수집 및 분석, 조치 등은 국내 소비자의 안전문제와 직결된다. 사안에 따라

안전정보원’을 통하여 365일 수집하고 있으며, 의료제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크다. 따라서 국민들을 위해

위해정보 수집은 6개 언어권별 전문 외국어에디터 인력보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

위해정보과에서 수집하고 있다.

사전 예방적 차원의 체계적인 식품·의약품 위해정보 관리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식품·의료제품 안전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 후 분석·평가하여 위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식품 분야 국내·해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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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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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온라인 정보 발생량 비교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위해정보과)

위해정보 수집

구분

식품안전정보원
29개국/189개 사이트/
검색어 식품(40개)·위생용품(32개)

해외정보리포터
46개국/117명/해외 현지 거주 교민,
식·의약 종사자, 식·의약전공자

의료분야 외국어에디터
23개국/166개 사이트/검색어(34개)
6개국 언어권별 9명

해외주재대사관/해외주재식약관
미국·중국·일본·베트남

INFOSAN
국제식품당국자 네트워크: 188개 회원국
ASIA INFOSAN: 14개 아시아국가 참여

2015

2017

2019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직원
CODEX / WHO / USDA

2017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된 총 정보 건수는 181,036건으로, 특히 식품의

2018

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국내

4,857

4,771

84

1

1

국외

25,087

18,900

3,003

2,955

229

국내

4,747

4,747

0

0

0

국외

27,761

20,819

3,272

3,341

329

국내

3,571

3,533

18

5

15

국외

30,942

21,704

4,273

3,992

973

국내

4,465

4,055

351

26

33

국외

33,178

21,636

5,483

5,372

687

국내

3,599

2,894

652

33

20

국외

37,965

22,381

7,030

7,760

794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및 ‘일본 방사능 사고’ 관련 안전이슈 정보 등이 다수
수집되었으며, 의료제품의 경우 ‘위장약(라니티딘, 니자티딘) 불순물(NDMA)’, ‘인공유방

2019년 식품과 관련된 국가별 온라인정보 수집 건수는 유럽연합, 중국, 일본

보형물’ 관련 안전이슈 정보 등이 다수 수집되었다. 2019년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등 순이었고, 원인요소별 위해 정보수집 현황을 살펴보면 미생물과 관련된 정보가

수집은 전년도에 비해 2,905건 늘었다.

4,4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안전관리 2,647건, 잔류농약 2,035건,
동식물질병 1,6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1

식품·의료제품 등 정보수집 건수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위해정보과)

구분

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2015

31,121

24,591

3,287

3,003

240

2016

33,934

26,694

3,544

3,356

340

2017

35,758

26,142

4,540

4,076

1,000

2018

38,659

26,317

6,122

5,430

751

2019

41,564

25,275

7,682

7,793

814

정보수집 지역(국내 및 해외)별로 비교해 보면 식품 분야의 경우 5년간 국내 및 국외정보

국가별 온라인 정보수집(식품) 건수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순위

2018
국가

건수

비율

1

중국

4,581

21.2%

2

유럽연합

4,164

3

일본

2,593

순위

2019
국가

건수

비율

증감률

1

유럽연합

4,535

18.1%

▲8.9%

19.2%

2

중국

4,446

17.7%

▼2.9%

12.0%

3

일본

2,818

11.2%

▲8.7%

나) 해외정보리포터 등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 강화

발생 건수가 평균 약 25,000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의료제품 분야의 경우

해외 현지정보 수집을 위해 현지 교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해외정보리포터를

2017년 9,276건, 2018년 11,952건, 2019년 16,28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중동·아프리카 거주 교민, 유학생 등 8개국 14명을 추가

고혈압치료제(발사르탄 등), 위장약치료제(라니티딘 등), 인공유방 보형물 등 안전이슈 발생

위촉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46개국에 117명의 해외정보리포터가 위촉되어 있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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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 동안 해외정보리포터를 통해 수시정보 619건, 심층정보 236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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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분석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25,275건의 위해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해외 현지정보 수집을 위하여 해외파견 식약관 등 다양한

수집하였고, 이 중 220건에 대하여 검사관리 강화, 잠정유통·판매중단 등 선제적

오프라인 망을 이용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사업부서의 정책 판단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였다.

4 위해예방

총 855건의 현지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중 심층정보는 정보분석 및 사업부서의 정책

사안들을 정리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2) 의료제품

다) 위해정보 공유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23개국 166개 사이트를 통해 수집·분석된 정보를 관련 부서에

수집·정리된 정보는 식약처 내부와 10개 정부기관, 17개 시·도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사전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16,289건의

전파하고, 이 외에도 해외에서 직구로 식품·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위해정보를 수집하였고, 이 중 391건에 대하여 허가, 기준규격 변경, 안전성 서한 배포 등

될 수 있도록 외국 위해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하는 등 관련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였다.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2019년 9월부터 위장약 치료제로 사용한 원료 의약품 ‘라니티딘 및

유아, 임산부, 산업체 등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소비자가 검색하기 쉽도록 ‘식·의약

니자티딘’에서 불순물 ’NDMA’ 검출, 당뇨약 치료제로 사용한 원료 의약품 ‘메트포르민’에서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집된 위해정보는 유아·어린이·임산부·어르신

불순물 ’NDMA’ 검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부서에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 생애주기별과 산업체·학계·관계기관 등 수요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관련 부서는 제공된 정보를 근거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 및 문제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식·의약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EMA), 스위스(SwissMedic),

위해정보 전용사이트 등 대국민 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식·의약품

미국(FDA) 등 각국 규제기관의 위해정보를 추가 수집하여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선택과 업계에는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4-3-4
그림 4-3-2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 제공체계

조치내용

위해 정보 공유

관련부처 및 부서
·인트라넷을 이용한 이메일 발송
·게시판(알림, 위해정보)
·긴급정보의 경우 처·차장 및
해당 국장 보고(SMS, 유선)
·국무조정실, 정부부처 기관 및
17개 시도 관련부서 공유

기업체 정보 공유
·수출제품 부적합 현황
·외국법령 정보
·기준규격 제·개정 현황
·검사방법의 신속 공유
·식품 의료제품 수출지원 정보방
운영

식품 및 의료제품 위해정보 조치내역(2019.1.2.~12.31.)

소비자 정보공유
·해외로 여행가는 소비자를 위한
홈페이지 해외여행객 주의 정보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한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주의정보
·인천국제공항 내 전광판을 통한
해외위해 식·의약품 정보 제공

건수

조치내용

건수

위해 식·의약품 수입금지(차단, 보류)

135

섭취주의 경고, 안전성 서한 배포 등 대국민 홍보

110

위해 식·의약품 회수(반송, 폐기 포함) 조치

69

검사관리 강화조치 등

145

허가사항, 기준규격 등 제도개선

128

안전정책 수립 반영 등 기타

24

합계

611

마)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의 활용
(1) 맞춤형 정보제공 및 활용

해외를 여행하는 소비자를 위해 홈페이지에 아시아권, 유럽권, 미주권, 오세아니아 및
라)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신속한 위해정보 조치
(1) 식품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29개국 189개 사이트를 통해 식품 등의 위해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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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권역을 구분해 ‘해외 여행객 주의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일부 지역의 식수 섭취 주의 권고 등 식품 분야 정보 286건과 홍콩의 뎅기열 유행
정보 등 의료제품 분야 정보 477건 등 총 763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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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해외여행객 주의정보 공지 사례

해외 여행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의 위해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대국민 접촉

4 위해예방

그림 4-3-3

3절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 공유·개방·활용 확대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해외 여행객들에게 해외 위해 식품·의료제품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과 협조하여 전광판에 관련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4-3-5

인천국제공항 전광판 제공화면

(2) 산업체 정보제공을 통한 수출 경쟁력 지원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식품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품안전

해외로 식품·의료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을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위생부의

나라에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 코너를 개설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해외 정부기관 등에서

‘식품첨가물 사용 규정’ 등 226건의 국가별 규제정보와 중국 정부의 ‘보건식품 경고어

부적합되거나 회수한 제품에 대한 정보 총 956건을 제공하였다.

표시 지침’ 등 19건의 국가별 표시정보,

이 코너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지만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그리고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의 한국산

위해식품의 사진, 제품명, 제조사, 사용금지 원료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수출식품

또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를 통해 해외 위해식품 구입에 경각심을

부적합 정보 219건을 입수해 홈페이지

갖게 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여 해외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고,

수출지원방을 통해 제공하였다. 수출

해당 판매사이트 차단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식품부적합 사례를 원인별·국가별

국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였다.

기준·규격 차이, 알레르기 유발식품,

그림 4-3-6
수출지원정보방 국가별 규제정보 공지 사례

정책사항 등으로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그림 4-3-4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 접속화면 및 정보게시 사례

동일한 원인으로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다.
산·학·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K-푸드안전정보포럼’, 국가 간 위해식품정보
교류를 위해 ‘인포산(INFOSAN)’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K-푸드안전정보포럼’ 운영을
통해 제외국 규제현황 등을 수집·분석하고,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2019년도 K-푸드안전정보포럼’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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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확보하고자,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16개 중앙부처 및 전국 243여 개 지자체별로

4 위해예방

글로벌 인포산 및 제5차 아시아 인포산 회의’ 참석을 통해 국가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였다.

3절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 공유·개방·활용 확대

나누어진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관 간 칸막이 없이 공유·활용하고 국민에게

3) 추진계획

개방하여, 국민·기업·정부 간 막힘없는 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하
통합망)을 구축(2015.6.)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해외 위해정보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정보 수집원(식품 29개국 189개 사이트, 의약품 23개국 166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365일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정보 수집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최근 기후변화, 환경오염, 식품산업 규모 및 국가 간 교역 증가 등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식품과 연계하여 건강, 영양, 안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로 식품안전 관련 현안 및 이슈를 해결하고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창조적 혁신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실시하고, 식·의약 전공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촉을 확대하는 등 해외정보리포터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내부의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기준, 정책 등 수집이 필요한 전문정보

표 4-3-5
구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성
시스템명

주요기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제외국 정책 동향 및 이슈 등 분야별 수요자 맞춤형 식·의약
전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식품·의료제품 안전사고 예방과 사전예방적 정보수집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에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

식품안전나라
(국민·산업체)

·(ONE-STOP 정보공개) 식품행정정보 일괄 대국민 공개
·(전자민원) 108종 대국민 전자민원 통합창구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129종 민간 개방, 신규 부가가치 창출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 업체별·품목별 인허가 및 처분정보 제공 및
전자민원 신청기능 구축

식품정보 활용시스템
(16개 부처)

·(통합 DB 구축) 16개 부처 식품안전정보 연계 통합,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222종 정보 공동 활용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제공
·(정보분배) 단일기관 보유정보 또는 다수기관 보유정보를 취합하여
정보수요기관(단일 또는 다수기관)에 제공(전송)

식품행정 통합시스템
(중앙·지방정부)

·(전국단위 통합관리) 식약처, 시도, 시·군·구 소관 모든 업체·품목
인허가 정보 및 지도단속,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 정보 통합관리
·(모바일행정) 태블릿PC 활용, 실시간 현장 관리체계 구축

구축된 식품 분야 네트워크와 더불어 의료제품 분야에서 국가 간 위해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위해 식품·의료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행정기관
업무처리
시스템

2. 범정부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및 식품행정 선진화
가.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1) 추진배경

2) 추진성과
가)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연계·공유 및 활용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활용하고

가) 분산된 부처별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활용 필요

이를 대국민 개방을 위해 통합망 정보연계기관을 총 26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구축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있어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59종에서 222종까지 연계·공유하여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식품행정의 일원화된 관리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식품행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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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를 제고하였다.
기관 간 정보연계 및 표준코드 확산을 위해 범부처 통합망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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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4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맛집정보 사이트인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한 음식점정보(인허가,

4 위해예방

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통합망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위해 관계부서

행정처분, 위생등급 및 나트륨 저감화 실천업소 등)를 연계하여 대국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3-7

또한, 식생활 습관 등 식품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배달앱을

범정부 운영협의회

통한 음식점 위생 정보를 추가 확대·연계함으로써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배달음식점의 행정처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와 연계를 시작으로 2018년 ‘우버이츠’, ‘네이버주문하기’, ‘카카오’ 등과 추가
연계하였고 2019년에는 망고플레이트, 건투 등 건강 기능식품 제품 안내나 건강앱 등
운영협의회(1차, 2019.4.11.)

운영협의회(2차, 2019.11.28.)

온라인 시장 확대와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민간분야 정보 연계·활용
분야는 다양해지고 있다.

관계부처·기관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축·

이러한 민간 플랫폼을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정보를 직접

운영에 대한 법적기반을 강화하고자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식품안전기본법

검색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안전한 식생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운영협의회 규정」(훈령 제113호)을 개정하였다.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된 환경정보 등 연계
확대를 추진하여 건물 정보(국토부), 기상정보(기상청) 등 19종의 정보 연계를 확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광지 음식점을 방문하기 전 ‘대한
민국 구석구석’ 포털사이트를 통해 음식점 인허가,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 안전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음식점
위생등급제, 당류·저감화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상보 협력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나) 대국민 식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활성화
식품안전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식품안전나라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편의성을

그림 4-3-9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대국민 식품안전정보 제공

높이기 위해 초기 화면을 개편하고 제목, 내용, 붙임파일, 이미지, 동영상, 첨부파일까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그림 4-3-8

식품안전나라 메인화면 개편 및 기능 추가

(배달의 민족)
업체 행정처분 내역,
위생등급정보
메인화면 개편(수요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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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기능 추가

(요기요)
업체 행정처분
내역 노출

(워치독)
불량식품 정보
실시간 알림

(건투) 건강기능식품
안전복용을 위한
기능성분, 영양소 함량,
일일섭취권장량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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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및 ‘식품안전나라’ 웹을 구축·운영하였다. ‘내손안(安) 앱’을 통해 우리 동네 음식점과

선별시스템’을 구축(2016.)하였고, 또한 위해도(검사필요성 점수)가 높은 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수거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을 구축(2018.)하였다.

식품제조업체 등의 행정처분이나 위생등급제, 나트륨저감화실천업소 등을 언제 어디서나

또한 현장 단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수거증’을 개발(2018.)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노인 등이 식품안전나라에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식품 등을 수거 시 태블릿PC(현장행정장비)에서 수거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환경을 구축하여, 식품안전나라 앱이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한국형 웹 콘텐츠

영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즉시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현장행정장비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사이트에 부여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였다.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행정 ‘식품위생 모바일 웹’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나라 공지, 뉴스, 이슈, 홍보물, 회수판매중지, 행정처분 등 최신 주요정보에

단속실적 등록 등 현장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하여 실시간 전송 기능(RSS)을 구축하였다.

4 위해예방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또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주류제조업의 ‘품목제조 중단신청’ 및 음식점 위생등급

한편,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에 따라 소비자가 달걀 구매 현장에서

주소지 변경신청에 대한 전자민원이 신설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껍데기 표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손안(安)’ 앱에 기능을

통합망 활용도 제고를 위한 4개 지역별 담당자(관계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145명) 및

탑재하였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달걀 표시사항을 입력(스캔)하면 산란일자, 농가명,

9개 지역별 식품업체(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영업자, 459명)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농가주소, 인허가일자, 사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농가

하였으며, 통합망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공무원용) 및 매뉴얼(영업자용)을 제작·배포하였다.

주소 위치를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지도보기’ 기능도 누릴 수 있다.
그림 4-3-11
그림 4-3-10

통합망 활용 활성화를 위한 영업자 교육 등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기능
2019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교육

공무원 지침서

공무원 교육

영업자 매뉴얼

영업자 교육

라) 국민 니즈를 반영한 공공정보 개방 및 제공 확대
식품안전나라 ‘우리회사 자율점검서비스’ 기능을 통하여 업체는 인허가정보,
메인화면

검색화면

스캔화면

결과화면

행정처분 정보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품목제조보고 등 108종의 민원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처리도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 국민은

다) 통합망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과학적 식품안전행정 지원체계 구축

식품안전나라에서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 회수폐기, 우리동네 음식점 위생정보, 우리아이

통합망을 구축·운영 (2015.6.) 한 이후, 통합망 빅데이터 (6억 7천만여 건, 2019.12.

학교 급식 식단정보, 식품관련 이슈와 뉴스, 식생활안전 지식 등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기준) 이 축적됨에 따라 이를 분석·가공한 유의미한 통계 및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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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다.

구축되었다. 우선 통합망의 데이터에서 부적합정보 등을 통계적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식품안전나라 방문자 수는 2015년 오픈 당시 138만 명에서 2018년 1,570만 명으로

위해도 (검사필요성 점수) 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단속대상

3년간 방문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살충제 계란 사건 등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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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5.5점, 2019년에는 87점까지 대폭 상승하였다.

앱 개발 등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4 위해예방

없이 순수하게 1,683만 명까지 상승하였으며 사이트 방문자 만족도는 2015년 62점에서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하여 콘텐츠 발굴 및 기능 개선 항목을 확인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지원 등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식품업체, IT개발사,
학계 및 정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먹거리 정보산업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다.

시기·대상·이슈별 생활밀착형 콘텐츠와 통합망 통계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식품안전나라와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등 SNS 등을 활용하여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 정보의 민간분야 개방 및 활용 확대를 통하여 식품영양성분 DB를 활용한
건강도시락 앱 개발과, 기준·규격 정보를 자사 시험검사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한

나)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등 신규 식품안전서비스 창출에 기여하였다.

식품안전나라 사용 편의성 및 시스템 가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해명자료,
각종 게시판의 붙임파일에 웹 사이트상에서 즉시 확인 가능한 문서뷰어 기능을 탑재할

그림 4-3-12
138만 명

2015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 폭주 등으로 식품안전나라 웹 페이지 접속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식품안전나라 주요 운영 실적
1,683만 명

2019

홈페이지 방문자 수

62.0점

2015

83.0점

2019

사용자 만족도 점수

1,358건

2015

6,999건

2019

식품안전 뉴스 제공

483,203건
104,795건

2015

2019

전자 민원 처리

3) 추진계획

전자민원 신청은 가능하도록 식품안전나라 웹 사이트와 전자민원 신청기능을 분리하여
시스템 가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 속도를
높이고, 본 시스템에 대한 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오픈 API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 빅데이터·모바일 등 최신 IT 기술 도입 및 기능 개선을 통한 산업체 지원
영업등록증, 영문증명서 등 출력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Active-X 등 별도의 설치

가) 식품안전정보 연계·제공 확대 및 활용 활성화
국민 누구나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Open-API) 개방
종수를 확대해 나가며 네이버 등 민간포털업체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캠페인 공동

프로그램 없이 민원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한글 표시사항 온라인 견본제공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품별 표시사항을 온라인 견본(파일,
온라인 출력) 형태로 제공하여, 영업자가 쉽게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행으로 먹거리 안전망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망이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식품

라) 통합망을 활용한 식품행정의 과학화 및 편의성 제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 관련 서비스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여 새롭게 창출된

식품안전정보 지도기반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관련정보와 환경

먹거리 정보산업도 동반 성장 중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앱 및

위해정보를 융·복합하여 지도에 표시, 여러 조건을 종합한 정보 검색기능 등 지도기반

맛집정보사이트 등 민간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부적합 식품,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정보를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연계하여 실생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축산물 단속대상 업체 선별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 업체 선별기능에서

2019년에는 한국관광공사, 에필케어, 동방아그로, 소스산업화 센터 등 8개사가

축산물 관련업종을 추가하여 점검 부적합률 등에 따라 단속대상 업체를 자동 선별하는

연계되었으며 2020년에는 연계 대상 업체를 9개사로 확대하고자 한다.

기능을 구축하고자 한다.

먹거리 정보산업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
정보산업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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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시험·검사기관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유효기간 도입 및 참고용 검사기관 지정(2018.12.11.)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등 법령을

4 위해예방

section 4

정비하였다.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정 검사기관과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민간 검사기관, 해외에 소재한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있으며,
종류별로는 식품·축산물·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있다.
식품·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수입식품 등을 검사하는 전문 검사기관과 국내 제조한
제품을 검사하는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며,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은
국내식품 등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이다. 아울러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제조·수입허가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위탁 시험·검사는 분야별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선진화

시험·검사기관 지정은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에 따라 검사시설 및 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면

가. 시험·검사기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제출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1) 추진배경

2019년 12월 말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가) 시험·검사기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표 4-4-1

시험·검사기관 분야별 지정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 출처: 검사제도과)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기본인 시험·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3년 7월 「식품위생법」, 「축산물

국내 기관
구분

계

위생관리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산재되어 있는 시험·검사기관 관련

국외 기관
법정기관

민간기관

식품

163

25

77(전문 14, 자품 63)

61

축산물

75

26

49(수입 4, 자품 45)

0

운영되던 하위 규정도 정비하여 동법 시행규칙(제정 2014.8.30.) 및 「식품·의약품분야

의약품

41

23

20(의약품 16, 한약재 3,
의약품·한약1)

0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제정 2014.8.28.)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민원

화장품

41

23

18

0

의료기기

17

1

16

0

위생용품

35

23

12

0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13.7.30., 시행
2014.7.31.)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2014.8.20.)하고, 검사능력 관리규정 등 7개 고시로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2017.4.18.)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운영(2017.4.18.),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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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시험·검사기관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운영 세부절차 마련, 신규 재지정 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간소화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시험·검사능력관리, 정기 지도·점검 등을

등 국민 보건·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수행하며 시험·검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선하는 합리적인 시험·검사 제도개선으로 정책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4 위해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기관이 정확한 시험·검사를 수행하여 안전한 식품·

아울러 지자체 및 민간 시험·검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식품·
의약품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나) 시험·검사능력 평가
법 시행과 함께 새로 도입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2) 추진성과

수 있도록 ‘시험·검사기관 운영관리지침’,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품질보증을 위한
세부적용지침’ 등을 마련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2017년부터는 전 시험·검사기관이

가) 시험·검사의 신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품질관리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시험·검사기관 운영의

2014년 말,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험결과 조작 등

투명성 및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허위성적 발급기관을 적발하고, 지정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검체의 접수, 보관, 전처리, 시험분석, 결과처리, 성적서 발급 등
시험·검사 전(全) 과정의 이력·기록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역량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에 미지의
표준시료를 제공하고 검사의 정확성 및 정밀도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사용, 자동화된 분석장비의 Log 기록 유지·보관을 위한 분석 장비의 기록관리시스템

2019년에는 조직운영, 시설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등 검사품질 수준 110개 항목에

설치·운영, 미생물·이화학 실험의 수기기록 관리강화를 위한 실험노트 사용을

대해 133개 기관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실시하였고, 미생물, 중금속, 영양성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보존표 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2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에 반영하여 제도화하고, 성적서에 위·변조 방지기능 도입 및
발급된 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검사인력의 윤리교육 강화, 정보수집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특별·집중
점검 등 안전한 식품·의약품 유통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부터는 시험·검사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시험·검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무교육 이수시점 조정, 지정평가 방식 개선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에는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가 HACCP, 표시광고,
품목제조보고 부분까지 확대되었으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미사용 및 교육이수

다) 정기 지도·점검 등
식약처는 매년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관련법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현장 지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사항에 의한 특별점검 등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종류별 93개 기관(154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8개 기관에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특히 미생물 시험법 미준수 사항
특별점검을 통하여 31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숙련도 평가 위임 및 집중을 통한 전문성 강화, 검사업무범위 확대
세부절차 마련, 시험검사능력 평가체계 합리화, 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시험·검사
전주기(접수→발급)관리 시스템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세부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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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검사기관과의 소통·협력 및 지원 강화

민간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출처: 검사제도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주기적인 민간 시험·검사 대표자 간담회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80
24(27)*
10
11
3

58
2
2
-

72
4
2
2

64
5
3
2

64
33
8
25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식품

점검기관
위반기관(계)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점검기관
위반기관(계)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48
18(23)*
8
8
2

28
1
1
-

38
2
2

37
-

41
1
1
-

기관장 회의 및 실무책임자 업무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양 기관 간 현안사안에 대해

11
-

8
5
4
1

13
1
1

17
-

13
4
2
2

및 과장 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민간 시험·검사기관 대상 대표자 간담회 및 분야별

의약품 등

점검기관
위반기관(계)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화장품

점검기관
위반기관(계)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12
-

13
2
1
1

15
2
1
1

11
-

15
-

점검기관
위반기관(계)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15
2
2
-

14
-

15
-

10
-

12
1
1
-

위생용품

점검기관
위반기관(계)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

-

-

-

9
-

계

점검기관
위반기관(계)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164
44(50)*
18
21
5

121
10
1
7
2

153
9
3
6

139
5
3
2

154**
39
12
27

축산물

의료기기

* ( ) 2회 이상 적발되어 행정처분 검토 중 지정취소된 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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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4절 시험·검사기관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실시하여 식약처의 시험·검사 정책방향,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수렴하고 정책에

식품·의약품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매년 식약처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간

논의하고 있다.
2019년에는 지자체 대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 및 부장회의, 동물위생시험소장

실무책임자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마) 식품·의약품 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부터 추진한 식약처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민간시험·검사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표준실험실 구축사업을 통해 2019년 12월
위해도가 크고 사회적 이슈 및 부적합 이력이 많은 24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식약처
소속기관(14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하여 대외 공신력 확보 및 지자체·민간
시험검사기관과의 시험·검사 네트워크의 구심적 역할 수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추진계획
가) 시험·검사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동반 성장
2020년에는 검사품질 평가체계 국제조화와 국내 시험·검사기관 동반성장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사품질을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에 대해 ISO 17025 평가항목을
모두 반영(110개→131개)하는 시험검사기관 평가체계 국제조화를 추진하여 대내·외
공신력 확보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형 시험·검사기관의 영세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장조사 대상기관은 2기관(호주 1, 중국 1)으로 모두 적합하였다.

현실을 감안하여 대형 시험·검사기관과의 멘토링 제도를 통한 상생 생태계 구축, 식약처
국가표준실험실 중심 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정항목 특화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실험 노하우 공유 등 기술 지원 및 상시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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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검사능력 평가 및 정기 지도·점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능력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2019년
품질관리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점검제 실시, 지도·점검과 품질관리기준 평가 통합
실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시험·검사 이력관리정보화시스템 개선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사전 차단 및 검사품질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평가 전문지도원을
위촉·운영하는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 시험·검사기관과의 소통·협력
본부와 지방청 시험·검사부서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시험·검사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 및 책임자급 회의를 정례화하여
시험·검사 정책 연계 및 협업·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제도과 과장 김 일 ☎ 043-71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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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신약·신의료기기 개발이 촉진됨에 따라 이에

5 연구개발

section 1

대비하는 선제적 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조사, 화장품
중 환경 위해우려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식품에 불법 혼입 또는 금지된 원료의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추진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기술,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성 평가,
백신자급화 지원, 첨단 의료제품 신속 출시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 등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 추진성과
2019년 식약처 연구개발사업(R&D)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과학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요 R&D
총예산 858억 원 규모로, 식품 등 안전관리, 의약품 등 안전관리,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 연구개발사업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안전기술 선진화, 농·축·수산 안전관리 총 6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다. 주요 R&D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신규 추진되는 민간

가. 국민이 안심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확보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지원연구 세부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세부사업, 총예산 964억
원(최근 5년간 연평균 5.0% 증가율)에 이르렀고, 그 세부내역은 [표 5-1-1]과 같다.

1) 추진배경
표 5-1-1

주요 R&D 세부사업별 최근 5년간 재정 운용 추이

가) 규제과학 기반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은 「식품·의약품 등의

(2019.12.31. 기준, 단위: 억 원, 출처: 연구기획조정과)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계

792.7

818.6

830.7

858.1

963.9

5.0

식품 등 안전관리

269.8

280.8

298.0

310.2

318.0

4.2

의약품 등 안전관리

224.0

240.9

232.2

237.6

271.3

4.9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73.0

85.2

77.5

80.7

82.2

3.0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145.5

125.3

133.4

135.8

182.8

5.9

안전기술 선진화

38.4

34.4

32.4

31.4

16.5

-19.0

농·축·수산 안전관리

42.0

52.0

57.2

62.4

91.1

21.4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지원연구

-

-

-

-

2.0

-

안전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에 대한
발전방향과 목표, 핵심기술 개발전략 등을 반영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이란
기준규격설정, 안전성·유효성 평가, 위해평가, 시험·분석, 위해 예방, 위해 요인 저감화
및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 등 공공성이 강한
기술로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한약(생약), 의약외품, 위생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을 근간으로 한다.
최근 신종감염병 출현,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해요소 및 안전관리영역이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전자 편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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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사업(ODA) 등 국제기술교류를 확대하였다. 생리대, 금연용품, 화장품

식품의 기준·규격 제·개정 근거 마련, 불량식품 제로화 지원 연구, 유해물질 저감화

등 생활밀접제품의 위해평가, 헤나 등 천연염모제 부작용 사례조사 등을 통해

기술개발 및 식중독 원천차단 방안 등 근원적 예방 연구를 통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하였고, 화장품 비누, 일회용 면봉 등 시험법 마련 및 공정서

관리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310억 원을 투자하여 100과제를 수행하였다. 인체적용제품

기준·규격 고시를 개정하는 등 연구개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유해물질의 노출경로 및 노출매체에 의한 인체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조성에 기여하였다. 뎅기, 수족구, SFTS 등 백신의 품질 및 임상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통합위해성평가(5년간, 총 60종)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5개 부처가

로타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참고물질을 개발하는 등 감염병 예방

참여하는 통합위해성평가 부처협의회를 운영하여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안전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였으며, 국가출하승인 대상 생물학적 제제 평가법 개선 및

웹기반 미생물 위해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등에 선제대응력을 확보하고자

국가표준품 제조·확립 등 백신 품질관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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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 등 안전관리 사업

노력하였다. 기술발전 및 식생활패턴을 반영하여 나노기술응용식품 체내 흡수율 평가
시스템 구축, 세포배양육 안전관리방안, 가정간편식에 대한 식중독균, 중금속 등

다)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사업

오염실태조사, 영양성분조사, 및 용기·포장 중 이행물질 노출량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의료기기의 안전 확보 및 미래 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평가기술 개발을

안전한 식생활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식중독균 신속검사법

목적으로 81억 원을 투자하여 41과제를 수행하였다. 최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개발 등 식품사고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유전자 기반 첨단 식품원료 진위판별 기술

개인맞춤기반 이식형기기,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 활용 치료형기기 및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기술 접목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신속·정확한 허가·심사 지원 평가기술 개발 및 국제 조화된 기준·규격

나)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

마련 등 연구를 수행하여 의료기기 안전성 및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안) 및 기준규격(안)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신속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미래유망산업으로,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심사·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심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제고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부처 협업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목적으로 238억 원을 투자하여 105과제를 수행하였다. 의약품 허가심사제도 개선을

과기정통부 등 4개 부처 공동추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위한 평가법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 의약품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제·개정하여

의료기기 개발 R&D의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제품의 인허가에 요구되는 평가기술 및 표준을

「대한민국약전」을 선진화하였다. 약전 표준품을 제조·공급하여 제조업체 품질관리를

맞춤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에 대한 산업표준이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헬스케어

지원하였고, 시판 중 약물의 부작용을 조기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DB 구축 등

사물인터넷, 개인건강관리용 기기 등 산업표준(안)을 개발하였고, 의료기기의 통합형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기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마트로핀 생물학적 확인시험법 등

표준개발연구로 산업표준을 통한 안전관리 및 산업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약전 수재 및 혁신 항체의약품 분석 시험정보집,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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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 및 허가심사 평가기반을 마련하였다. 한약·생약 중

라)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사업

유해물질 위해평가를 통한 안전관리기준 제시, 공정서 기준규격 및 시험법 제·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독성·약리·임상 및

생약 국가표준품 제조·공급 등 안전관리 기반연구를 수행하였고, 팟캐스트, SNS 등

첨단분석·실험동물·대체시험법 등 안전성 예측·평가 기반기술 확립을 목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한약·생약에 대한 국민안심정보를 제공하였다. 나고야의정서

135억 원을 투자하여 65과제를 수행하였다. KNTP(Korea National Toxicology Program)를

대응을 위해 국내보유 생약자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으며,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

운영하여 위생용품 중 살균·보조제 및 천연색소 등 생활밀착형 물질 독성자료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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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

독성시험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나노물질을 이용한 OECD 독성시험(TG 422)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등 기초독성연구와 독성평가법 개발을 통해 국민 불안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바) 농·축·수산 안전관리 사업

의존성·유해성 평가를 통한 마약류 신규지정을 제안하고, 구조-활성 상관관계 기반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 검사기술 개발 및 위해요소에 대한

의존성 신속예측평가 모델 개발 및 신종마약류 유해성 평가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63억 원을

구축,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용법·용량 등 안전 정보 제공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투자하여 16과제를 수행하였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지원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임상시험 관리기준 개선방안 및 검체분석기관 평가지침(안)

위한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다성분시험법 개발, 살모넬라, 병원성비브리오 등

마련 등 임상시험 표준화를 통해 정책기반을 마련하였다.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중

주요 위해 미생물 위해평가 등 농·축·수산 안전관리를 위해 기술적으로 지원하였다.

부정불법혼입물질 동시분석법을 개발하고, 스테로이드제, 펜타닐 계열 등 표준품을

수산물 양식장 및 가공업체 위생가이드라인/HACCP 모델 개발, 유통 중 수산물 항생제

합성·분양 등 식품·의약품 및 기타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부정·불법물질 혼입

동시다성분시험법 개발, 수산물 기준·규격 개정(안) 마련 등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차단에 기여하였다. 정부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권고조치 (10.23.)에

수산물 안전기술 개발 범위를 확대하였다. 식품 중 방사능 시험검사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따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분석결과 발표 및

식품안전감시 및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담배제품(전자담배 포함) 첨가물 분석법 개발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였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운영하여 실험동물생체자원이 안전기술 연구에 적극

3) 추진계획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암, 대사계, 면역계 등 맞춤형 질환모델동물 개발 등
및 유전형 분석 매뉴얼 마련 등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실험동물 활용 기반을

가)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사업 지속 추진

구축하였다. 국내 개발 안자극시험이 OECD 독성시험 국제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되는 등

식약처는 위생용품 등 국민생활밀착제품의 안전관리 연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국제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하여 차세대 대체독성 평가기술을 개발하였다.

신종마약류, 담배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건강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 안전기술 선진화 사업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등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유방보형물 등 환자 부작용

민간기업의 식·의약 안전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주도적 식·의약 안전기술

사후관리와 같은 현안 해결 및 인체중심 통합위해성평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부터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동물대체시험법 등 신기술 개발에

전문역량강화까지 연계한 기반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31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함으로써 국제수준의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4차

6과제를 수행하였다. 나노의약품, 개인맞춤형 의약품 등 첨단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산업혁명 등 미래의료환경에 대응하는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첨단 바이오·의료기기 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 허가심사규정의 선제적 개발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융복합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해양생물독소, 신종 감염병

1

또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발달에 따른 식·의약품 안전연구를

예방 범부처 협력사업 등 재난·재해 대응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확대해가고 있으며,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 중 이물 저감화 기술을 개발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1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대용량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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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5 연구개발

2. 공정한 연구관리 및 연구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1절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추진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평가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 출처: 연구기획조정과)

가. 체계적인 연구과제 평가 및 연구개발비 투명성 확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22

23

26

25

33

선정(계획)평가 횟수

8

10

11

9

17

최종(중간)평가 횟수

14

13

15

16

16

신규 선정과제

288

285

232

215

209

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체계 확립 및 연구개발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확보

최종평가대상 과제

241

251

270

199

203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의 R&D는 관련

중간평가대상 과제

91

90

110

132

136

1) 추진배경

평가 횟수

정책 및 기준·규격 설정 등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민간의 식·의약 안전기술 역량 강화를 견인하기 위한 출연연구개발사업도

2019년에 수행한 용역연구개발과제는 215과제로 2018년 204과제에 비해 과제 수는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 과제당 연구비는 소폭 감소하였다(2018., 252백만 원/과제 → 2019년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고, 선정, 최종평가 및 연구성과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239백만 원/과제).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연구사업비는 자체연구를 위한

아울러, 2015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정에 따라 확보된 출연금

시험연구비와 용역연구개발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출연금 등의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개의 출연연구개발과제를 신규 선정하였고,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명회 개최

2019년에는 7과제를 추가 선정하여 총 22과제를 수행하였다.

및 안내서 발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용역 및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구비 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2) 추진성과

있다(2017.7.). 아울러 연구비카드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및 연구비 집행 투명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 전 사전 계획 승인 기능 및 실시간 사용내역 조회 등 기능을

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과제 평가 실시 및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방안 홍보

고도화한 이지식약연구비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2019.1.)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9년 17회에 걸쳐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총 209개의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그리고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산업무는 외부전문기관인

선정하였으며, 이 중 자체연구개발과제는 75개, 용역연구개발과제는 127개,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용역수행기관이 과제 시작

출연연구개발과제는 7개였다.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단계부터 연구비 사용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기관인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을 근거로 평가하는 가격평가제도를

연구비사용 관련 사전컨설팅제도를 신설·운영하였다. 또한 회계법인과 함께 「식약처

도입(2016.3.)하여, 연구계획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적정 연구비를 산정하도록

R&D 과제 표준정산안내서」 초판 발간(2018.8.) 이후 최신하화여 배포하였다.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제 총 339개 과제에 대해 16회에 걸쳐 최종평가 또는
중간(연차)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매년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널리 알려 원활한 연구 수행 활동을 돕기
위하여 식약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자를 위한 R&D 가이드」 초판을 발간(2018.3.)하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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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약처 R&D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및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수행기관별 과제현황

사용 (정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 2019.5., 출연 2019.10.) , 용역연구개발비의

(2019.12.31. 기준, 단위: 개, 출처: 연구기획조정과)

비목(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세목에 따라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사업

「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올바른 연구비 집행가이드(2권)」를 제공하였다.

2015

2016

2017

2018

2019

부서

26

26

27

20

21

과제

118

110

104

99

100

기관

163

174

177

101

101

과제

237

268

247

218

231

자체

3) 추진계획
외부기관

가) 범부처 표준규정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추진
앞으로도 투명한 연구사업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수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부처 표준화 규정 등을 적극 반영하여

표 5-1-5

연도별 외부 연구기관의 과제현황

지침·규정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범부처 표준 절차, 연구자 편의성 제고를

(2019.12.31. 기준, 단위: 개, 출처: 연구기획조정과)

위하여 식약처가 추진 중인 연구사업 중 출연연구는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과

연구사업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Ezbaro)의 연계를 완료하고 2020년 1월부터 범부처

2015

2016

2017

2018

2019

기관 수

96

106

95

101

98

과제 수

237

268

247

218

231

기관 수

44

52

40

51

46

과제 수

156

188

161

146

147

기관 수

12

15

17

15

19

과제 수

32

23

31

26

35

기관 수

6

3

3

1

1

과제 수

12

9

4

1

1

기관 수

24

24

24

26

21

과제 수

26

35

38

36

37

기관 수

10

12

11

8

11

과제 수

11

13

13

9

11

외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에서 연구비 집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Q&A’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자체·용역·사업단·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등을 정리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대학

또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약처 연구개발비 사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및 집행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들의

연구원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유도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비 관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표 5-1-3

기
관
별

세부사업별 연구과제 수
(2019.12.31. 기준, 단위: 개, 출처: 연구기획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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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355

378

350

317

331

식품 등 안전관리

103

94

106

103

100

의약품 등 안전관리

110

119

119

95

104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59

63

46

36

40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

56

66

51

54

65

안전기술 선진화

5

10

9

10

6

농·축·수산 안전관리

22

26

19

19

16

유관기관

기업,
의료기관

학회, 협회,
단체

연구관리T/F 팀장 이은주 ☎ 043-71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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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식약처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설정한

가. 우수성과 창출 및 성과의 홍보·확산을 위한 노력

연구개발사업의 프로그램단위 성과지표는 ‘식·의약 안전 정책연계율’이며, 단위사업인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의 성과지표는 ‘식·의약 안전기준규격 도출(시험법개발 건수,

1) 추진배경

가이드라인 제안 건수, 표준품 제조 건수)’ 및 ‘SCI 논문지수’이다. 각 지표에 대한 2019년도

목표 대비 실적은 100% 이상 초과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2017.~2019.) 각
가) 전주기 성과관리를 통한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노력

성과지표별 실적은 논문지수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단, 논문지수의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우 2018년 (67.9) 대비 2019년 실적 (67.3) 은 하락하였으나, 정부 R&D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고 그 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준·규격, 가이드라인, 시험법 등을 식품·의약품 등의

논문지수(66.25)*보다 1.4% 높은 수준이다.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2019.12.)

안전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맞는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표 5-1-6

최근 3년간 성과현황

과제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종료 후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식약처 표준성과지표’에 따라

(2019.12.31. 기준, 단위 건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 연도 성과보고서)

과제별 성과를 수집·검증·분석함으로써 성과의 전주기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추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

성과지표
① 식·의약 안전 정책연계율(%)

② 식·의약 안전 기준규격 도출(건)

R&D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사업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중간평가로 실시되고
있다. 2020년 R&D 중간평가 대상사업은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와 ‘안전기술선진화’

③ 논문지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2017

2018

2019

(반영 건수/전년도 제안 건수) x100

59

64

65.2

(시험법개발 건수 x 0.4)
+ (가이드라인 제안 건수 x 0.5)
+ (표준품 등 x 0.1)

232.8

243.4

248.5

66.5

67.9

67.3

SCI
=
논문지수

사업이며, 세부사업 기준 3년 주기 평가를 기본으로 한 성과중심의 절대평가가 실시된다.

∑ mrnIF
전체 SCI 논문 수

평가대상 사업별로 연구의 질적 우수성을 전문가그룹과 총괄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등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식약처는 매년 세부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자체·상위)를 받고 있으며, 2019년에는

상위평가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식약처 연구개발의 인력 및 과제, 성과정보 및

‘의약품 등 안전관리’, ‘축수산 안전관리’,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평가가 진행되었다.

사업평가결과 등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상위평가에서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은 “우수”
등급을 ‘축수산 안전관리’ 사업은 “보통” 등급을 받았고, 이는 차년도 예산 및 사업 기획에

2) 추진성과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우수” 등급을 받은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의 우수연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의 포상이 수여된 바가 있다. 더불어 2019년도 재난안전

가) 2019년 성과목표 초과달성 및 연구성과 대내외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실시

분야 연구개발 우수성과로 “해외직구식품 중 부정물질 안전관리 기반 연구”가 선정되어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프로그램 목표는 “식·의약 안전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위한 과학적 안전관리”로 학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 성과를 고려한 기술 개발보다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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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업·연구소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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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고려하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과제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며,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과제는 차년도 추적평가의 재평가 대상이 되어 미흡한 성과를 추적
관리한다. 2019년 추적평가 대상과제는 257개 과제로, 평가결과 모든 과제가 ‘보통’

그림 5-1-3

연구성과 자료집

이상이었으며, 최우수 10과제를 포함 68% 이상이 우수과제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의 연구성과 대내외 홍보를 위하여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성과발표·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참석자의
편이성을 위해 기관 외부에서 성과대전을 개최하고 학술포스터 전시, 대표성과 발표 및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식품·의약품 관련 연구성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수성과사례집

그림 5-1-1

연구보고서(요약)

기술자료집

조사분석 보고서

식품ㆍ의약품 등 안전기술의 연구성과 대내외 홍보

3) 추진계획
가) 종합적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의 성과목표 및 우수성 제시
2020년 중간평가 대상 세부사업(‘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안전기술 선진화’)에 대한
우수연구자 시상

대표성과 발표

분야별 홍보관

언론보도

최근 3년간(2017.~2019.)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달성도
및 성과우수성을 자체평가하고자 하며, 그 외 성과목표·지표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종료된 과제 중 홍보가 가능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결과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14편)하여 온라인에 홍보(식약처 유튜브 채널)함으로써 국민적 관심 도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대하여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도전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5.~2019.)의 연구성과를 조사·분석한 「2019 식약처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 우수성과를 선정하여 수록한 「우수

그림 5-1-2

성과사례집」 발간, 대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연구사업을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알기 쉽게

연구결과 온라인 홍보

설명해주는 연결고리 영상을 제작하는 등 식약처 연구사업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 및
인지도 고취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범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과 R&D 연계를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권
연결고리 영상 #1

연결고리 영상 #2

연결고리 영상 #3

연결고리 영상 #4

* 온라인 컨텐츠명: 연결고리(연구결과고품격리포트)

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식약처 연구과제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 관련 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자에 대한 성과창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식약처 연구성과의 상제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보고서」
등 총 4종의 연구성과 자료집을 발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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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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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가) 비스페놀A 등 14종 통합위해평가 완료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확대

식약처는 다양한 제품을 통해 동시에 노출되거나 새로운 건강 영향이 보고되는 유해물질
60종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를 2018년부터 5년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비스페놀류
등 19종에 대한 평가에 착수하여, 2019년 1단계 유해물질 14종(비스페놀류 3종, 프탈레이트류
7종, 파라벤류 4종)에 대한 통합위해평가를 완료하였다. 유해물질 위해평가 기반시스템으로

2009년에 구축한 유해물질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Monitor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Monitoring database and Assessment Program, MIMS·MAP)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식품섭취량 자료 업데이트, 다소비·다빈도 식품 산출기능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비스페놀류 등 인체바이오모니터링자료 16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되는 위해평가의 기준으로 체계적인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1. 국내외 협력기반 확대를 통한 통합위해평가 체계 강화

2019년에 추가로 프탈레이트류 7종, 파라벤류 4종 등 유해물질 11종과 소브산 등 식품첨가물
12종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하였다. 유해물질의 체내 총노출량을

가. 통합위해평가 기반 구축 및 위해평가 역량 강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인체 바이오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2,500여 건의 인체시료에서 파라벤류 4종을 분석하였다. 인체시료

1) 추진배경

분석결과를 위해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생리학적약동학 핵심모델(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 Core Model, PBPK Core Model)을 개발하여 유해물질의 신속한 내·외적

가)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평가 패러다임 변화

노출량 산출 기반도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와

위해평가는 식품 등에 의하여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정책 결정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합위해평가 기술협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중

3) 추진계획

유해물질 등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살충제

가) 통합위해평가 지속 추진

계란, 생리대 유해성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한 화학물질의 안전성 논란이 있어 다양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통합 위해성평가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노출 매체(식품·화장품·환경 등)와 노출 경로(경구·피부·호흡 등)를 통한 인체 위해성을

계획이며, 인체바이오모니터링, 개인별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인공지능기술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접목한 지능형 노출평가 모델도 확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출평가 중심의
유해물질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해평가 4단계(위험성확인·결정, 노출평가, 위해도결정)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체위해성 평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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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외국 위해평가 전문기관과의 평가기술에 대한 상호 교류 등을

제품을 통한 유해물질 위해성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통하여 위해평가 기술의 국제조화를 이루어갈 것이다. 또한 위해성평가 기술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직무자 중심의 식품위해평가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 위해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다. 위해평가 위상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1) 추진배경

1) 국제 표준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 개발

가) 위해평가 체계 개선 필요

가) 추진배경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을 통해 위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5 연구개발

또한 인체노출안전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인체에 적용되는 다양한

(1) 내분비계장애물질 국제 표준시험법 필요

국민 불안감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적 근거가

식생활습관의 변화로 노출 빈도가 증가한 수많은 화학물질 중 내분비계장애물질을

되는 위해평가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기반 자료 확보나

검색하고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계적인 검증절차 강화 등 위해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를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내분비계장애물질을 검색하고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2) 추진성과

국제 표준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평가에 있어
시험 비용 및 실험동물의 과도한 희생을 절감하기 위한 인체 유래 세포주 등을 이용하여

가) 공통지침서 및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인체 통합 위해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OECD 주관 국제공동연구 참여 등을 통해

규정(식약처 고시)」 전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 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국제 표준의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인체 자궁경부암세포주

공통지침서」를 마련하였고, 위해평가 결과의 전문 검토 및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이용 에스트로겐 교란물질 검색시험법(OECD Performance Based Test Guideline No.455) 등

위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위해평가 기법, 사례 중심의 직무자 대상

3종의 세포주를 이용하여 OECD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을 공동개발·검증하였다.

식품위해평가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해평가 기술의 전문성향상을 위해
제외국 위해평가 기관과의 교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안드로겐 교란물질 검색시험법 검증 완료

3) 추진계획

2015년에 국내 최초로 OECD 가이드라인 추진 과제에 선정된 인체 전립선의
암세포주를 이용한 안드로겐 교란물질 검색시험법의 국제공동검증연구를 완료함에 따라

가) 위해평가 신뢰성 제고
위해성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2020년에는 위해평가 관련 과학적 이슈, 평가결과,
평가수단·방법, 소통전략 등의 자문을 통해 한층 신뢰성이 향상된 위해평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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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이드라인으로 최종 채택이 기대된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 비동물 모델을 이용한 국제 표준의 시험법이 마련되지 못한 인체
갑상선호르몬 교란물질 검색시험법에 세포주 배양시스템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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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드로겐 교란물질 검색시험법 국제표준화 추진

인체 갑상선호르몬 교란물질 검색시험법의 국제공동검증연구 추진 및 OECD 가이드라인
제안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국제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방사선

국제협의회(International Liaison Group on Methods for Risk Assessment of Chemicals i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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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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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MERAC)에 가입하여, 2019년에는 통합위해성평가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였고,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확대하여 위해평가 협력분야를
논의하였다.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현재 OECD 가이드라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검색하기 쉽고, 보다
직접적인 인체 위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세포주 배양시스템 적용 인체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및 갑상선호르몬 수용체 결합반응시험법을 개발하여 OECD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 추진계획
(1) 국제 위해평가 협력 확대

2020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식약처(평가원), 독일연방위해평가원, 프랑스 식품환경
위생노동청이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한다. 또한 위해평가분야 국제조화

2) 국제위해평가기관 네트워크 운영

및 국가 간 협조를 위한 식품화학물질위해평가방법 국제협의회(ILMERAC) 협력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식품안전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가) 추진배경
(1) 국제수준의 위해평가 기술조화 필요

국제교역 확대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문제는 국제수준으로 발생하여 위해정보 교류와

실무적인 위해평가 협력방안으로 공동연구추진, 인력교류 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며,
이들 국제위해평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위해평가의 전문성과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제 수준의 위해평가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 위해평가
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교류를 통해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식품위해평가과 과장 강윤숙 ☎ 043-719-4503

있다.

나) 추진성과

2.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위해평가체계의 선진화

(1) 국제적 위해평가 기술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2010년 독일의 독립적인 위해평가 전문기관인 독일연방위해평가원(Bundesinstitut für

가. 잔류물질 위해평가 및 국제기준 조화

Risikobewertung, BfR)과의 업무협약, 2016년 프랑스 식품환경위생노동청(Agence Nationale
de Securite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ANSES)과의

1) 추진배경

위해평가 분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유럽 각국의 위해평가를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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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물질 위해평가 필요

따라 2012년부터 매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위해평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

독일연방위해평가원 및 프랑스 식품환경위생노동청, 덴마크 국립식품연구원까지 공동으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식품

정기적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위해평가의 최신 기술을 교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섭취량과 독성학적인 안전기준과의 비교하는 일련의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통한

2018년에 WHO 등 4개 국제기구와 21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식품화학물질위해평가방법

잔류허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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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수산물의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수출국에

안전관리가 중요하여 부적합 및 검출빈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대한 국제기준 설정 근거마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간 연구를 통하여 인삼에 사용되는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트리플록시스트로빈과 고추에 사용하는 디페노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Codex에 최종

또한, 우리나라 수출농산물에 사용한 농약이 수입국 또는 국제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부적합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출을 위한 국내 잔류허용기준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반영이 필요하다.

5 연구개발

유통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채택되었으며, 어류 중 아목시실린 및 암피실린의 국내 잔류기준을 Codex 규격으로
설정하여 비관세 장벽 해소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 및 학계, 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잔류물질 독성정보, 시험법, 해당 국제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잔류물질정보 홈페이지

2) 추진성과

(www.foodsafetykorea.go.kr/residue/main.do)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가)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평가 및 안전성평가 보고서 마련

3) 추진계획

국내사용이 허가된 잔류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 수준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평가를 수행하였다. 2019년에는 스트렙토마이신 등 200종 농약, 1,253건 농산물에

가) 과학적 위해평가 지속 추진 및 국제기준 설정 지원

대한 위해평가를 수행하였고, 비펜트린 등 10종 농약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축산물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72건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가미스로마이신에 대한 위해평가를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통하여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통하여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수행하였다.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농약 이마자목스 등 2종의 독성자료를 검토하여 안전계수,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등 위해평가를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쌀 중 뷰프로페진, 인삼 중 싸이퍼메트린의
기준 설정을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단계부터의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2019년 사과
등 5개 농산물에 대한 4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림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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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잔류물질정보 홈페이지

안전성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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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부테롤 등 5종의 정량한계 재검증·개선으로 우리 측 시험법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1) 추진배경

3) 추진계획

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필요

가) 잔류물질 시험법 지속적 확립

국가 간 무역협정 확대로 수입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잔류물질

위한 과학적인 시험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것이며,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긴급시험법 마련을

2

농산물에서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를 시행(2019.1.)하고

5 연구개발

나. 국제수준의 잔류물질 시험법 확립 및 잔류 실태 조사

통하여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있다. 효과적인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 마련이 필요하다.

잔류물질과 과장 김현경 ☎ 043-719-4201

2) 추진성과

3.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 저감화를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가)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동시시험법 확대
식약처는 국제적 동등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가.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의 안전관리 신속 대응체계 강화

Alimentarius Commission, CAC)에서 제시하는 검증 절차에 맞추어 시험법 개발 및 위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1) 추진배경

잔류농약의 경우 농산물 농약은 383종에서 473종으로 축산물 농약은 27종에서
54종으로 동시다성분시험법을 확대하였고, 축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은 90종에서 99종으로,

가)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은 50종에서 62종으로 동시다성분시험법을 확대하였다.

환경오염,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유해오염물질(중금속, 다이옥신, 곰팡이독소

농산물 중 신규 등록농약 피녹사덴 등 17건의 시험법을 개발하였으며, 루페누론 등
11종의 미등록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등)의 인체노출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식품 사건·사고 및 국내외 위해정보로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민의

또한, 개발된 동시다성분시험법을 활용하여 793건의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농약

식이로 인한 유해오염물질 인체 노출량 적정관리를 위해 유해오염물질의 노출실태를

및 동물용의약품 124종의 잔류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37건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위해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위해평가 시스템

결과를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시켜 지방청 및 지자체 등의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마련함으로써 유해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을 갖추고자 한다.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삼계탕 수출과 관련하여 시험법 동등성 검증을 통한 현지 실사 대응을 지원하였다.

또한 유해오염물질 분석법의 국제적 조화 및 최신 분석장비 보급으로 인한 기존 시험법에
대한 한계 발생으로 시험법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식품 중 신규 유해오염물질을 적극 발굴, 시험법 마련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체계적인

2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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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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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분석 기반 강화
유해오염물질 시험분석 기반 강화를 위하여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 시험법 라이브러리

가) 위해평가 기반 강화

구축 및 시험법 확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유해오염물질 신속 대응을 위한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 표준화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 섭취량 산출 및 오염도

체계를 구축하였다. 신규 유해오염물질 (곰팡이, 자연독소, 방사능) 시험법을 확립하여

모니터링 표준화 가이드라인」,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였고,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곰팡이 독소(스테리그마토시스틴, 아플라톡신

위해평가보고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노출량평가의 원칙 및 표준화된 시스템을

등)와 자연독소(트로판알칼로이드, 솔라닌 등) 시험법을 마련하였고, 방사능 기타핵종(플루토늄,

마련하였다.

스트론튬) 신속 시험법을 개발하여, 관련 해설서 배포 및 심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또한, 주기적인 유해오염물질 노출량 적정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하여 식품 중

분석법의 기술적 확산을 꾀하였다. 특히, 식품 중 중금속 시험법은 시료채취부터 측정까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BBs) 및 식품 중 곰팡이독소 위해평가를 수행하여 식습관 및 환경변화에

대폭 개선하여 개정고시를 통한 정책반영은 물론, 시험법 지침서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신규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 중 자연독소, 유해금속 등

분석기술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유해오염물질 실태조사에 대한 위해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정책 활용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표 5-2-2
그림 5-2-3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 표준화 체계 구축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 시험분석 기반강화

분야

내용
식품 중 스테리그마토시스틴 시험법 확립
식품 중 아플라톡신 4종 시험법 확립

곰팡이독소
콩류 중 루핀알칼로이드 5종 시험법 확립
콩류 중 포몹신 시험법 확립
식품 중 트로판알칼로이드 13종 시험법 확립
식품 중 알로인 시험법 확립
자연독소
식품 중 솔라닌 시험법 확립
식품 중 퓨로쿠마린 시험법 확립
식품 중 방사능 알파·베타핵종(플루토늄·스트론튬) 시험법 확립

표 5-2-1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 오염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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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식품 중 방사능 감마핵종(세슘·요오드) 시험법 개선(안) 마련

위해평가 결과

농산물 중 유해금속(니켈, 크롬, 바륨, 안티몬)

위해도: 크롬 0.2%, 니켈 50.3%, 안티몬 0.2%, 바륨 8.7%

식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PBBs)

위해도: 0.01 %

피쉬콜라겐 제품 중 비소/무기비소

비소: 0.01~0.02%, 무기비소: 0.02~0.90%

식품 중 곰팡이 독소(스테리그마토시스틴)

위해우려 없음(MOE 423×103~10×106)

식품 중 자연독소(트로판알칼로이드)

위해우려 없음

식품 중 방사능 알파·베타핵종(플루토늄·스트론튬) 분석법 교육

식품 중 중금속 시험법(전처리방법) 개선(안) 마련
식품 중 중금속 시험법(시험시료) 개선(안) 마련
중금속
식품 중 중금속 시험법 전면 개선(안) 마련
식품 중 중금속 시험법 지침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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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확대

2) 추진성과

가) 신뢰성 있는 위해평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가) 방사능 사고대비 상시 감시체계 확대

신속 정확한 시험법 확립 및 개선을 위하여 2019년 중금속 시험법에 이어 2020년에는

유통 축·수산물 중 방사능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국내 유통 12,591건에 대하여 감마핵종을

곰팡이독소 시험법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며, POPs인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시험법,

검사하고, 검출 시료에 대한 추가 핵종(플루토늄, 스트론튬) 검사를 106건 수행하였다. 또한, 원전사고

해양독소 아자스필산(AZA), 신규 유해금속 6가크롬(Cr6+), 신규 자연독소(쿠쿠르비타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품 방사능 상시 모니터링 검사체계를 구축하였다. 즉, 4개 시·도

아미그달린, 칸나비디올) 시험법을 확립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오염도 조사 및 위해평가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2개 지방청에 방사능(감마핵종) 측정장비에 이어 광주청에 기타핵종(플루토늄,

과학적 기반을 확보할 것이다.

스트론튬) 측정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시험법 전문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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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이를 토대로 해양생물독소인 아자스필산, 곰팡이독소 스테리그마토시스틴, 축·수산물

수행함으로써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신속한

중 유해금속(안티몬, 크롬, 니켈, 바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를 지속 수행하여

정보교류를 위하여‘방사능 안전관리 시험검사기관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식품 중 방사능(플루토늄,

유해오염물질 저감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한편,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 실무

스트론튬) 시험법 개선 연구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방사능 분석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여 위해평가 방법의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시험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 PCBs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며, 식품 중 다이옥신

그림 5-2-4

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감시체계

분야 실험실 ISO/IEC 17025 인정을 획득할 계획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국민 불안 해소

또한, 방사능 기타핵종(플루토늄,스트론튬) 신속 시험법뿐 아니라 방사능 감마핵종(세슘,
요오드) 분석법의 기술적 확산을 위하여 관련 해설서 발간,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시험검사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나. 미래대응 선제적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강화

24시간 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감마핵종 검사

1) 추진배경

식약처

연구기관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 총괄
•방사능 위해평가 총괄
•방사능 시험법 개발 및 교육

지방식약청

가) 환경변화 지속에 따른 식품 유해오염물질 선제 대응 필요
대지 및 해수기온 상승으로 인한 곰팡이독소 및 해양독소 등 신종자연독소 증가,

오염물질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청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알파·베타핵종 검사

관련부·처

-농관원: 생산단계 농·축산물 안전성 조사

(농식품부,해수부) -수품원: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주변국의 급격한 산업화 및 분석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등 신개념 위해요소 등장,
수입국의 다양화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안전취약요인 확대로 인해 신규 식품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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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식품 오염에 대한

나) 기후변화 대응 자연독소 안전관리 기반 강화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안심제고 및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협업을

기후변화에 따라 신규 출현할 수 있는 자연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래적으로 안전성이

통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상시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와 안전관리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인정된 식물성품원료 600품목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안전한 식물원료 공급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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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국민 식품 안전섭취 환경 조성

아니라 기준 미설정 된 곰팡이 독소 스테리그마토시스틴에 대한 시험법을 확립하고 실태조사를

현재 식품 중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는 식품별로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으나,

실시하여 식품의 위해성 사전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한편, ‘곰팡이독소의

우리 몸에 축적되는 총 노출량 관리에 한계가 있다. 최근 CODEX 등 국제적으로 비의도적

일반적인 검체 채취 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곰팡이 독소 연구방법의 표준화를

오염물질의 관리가 기준·규격 관리에서 저감화 관리로 전환되는 추세로서 실질적인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출현 및 사회적 이슈 유해오염물질의 현안발생 시 선제적

저감화 기술을 통한 노출 저감화 관리 및 산업체 저감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수행 및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 공급사슬 단계별 저감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식탁 안전을 위한 대국민 조리

5 연구개발

마련하였다. 또한, 신규 자연독소 트로판알칼로이드 13종, 알로인, 솔라닌, 퓨로쿠마린뿐만

및 섭취가이드 제공이 필요하다.

3) 추진계획

또한, 시대적 흐름(맞벌이 세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식이습관 변화에 부응하고 제도권
사각지대의 안전취약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식품안전 섭취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가)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식품 안전관리 강화
2020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출현할 수 있는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 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2) 추진성과

한다. 우선적으로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망 구축’을 착수하고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 중장기
연구 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설립하여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등 유해오염물질의 선제적인

가) 소비자 주도의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서비스 제공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국내 기준 미관리 해양생물독소(아자스필산)의 시험법

소비자 주도의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자, 2018년에

확립 및 오염도 조사뿐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곰팡이독소(스테리그마토시스틴), 자연독소

유해오염물질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식품안전섭취가이드」 프로그램에 곰팡이독소

쿠쿠르비타신, 아미그달린, 칸나비디올의 오염도 조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식물성 원료

(3종) 오염도 DB 및 섭취량 DB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였고 「식품안전섭취 가이드

중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모바일웹」 개발 및 식품섭취 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한편,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한 곰팡이독소 위해평가 및 2019년에 이어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식물성 원료(600건)에 대한 위해요소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하고, 식물성 원료 안전성 정보
DB를 구축하여 정책반영을 위하여 활용하고 주기적 기준 재평가를 통한 노출량 관리로

그림 5-2-5

식품안전 섭취가이드 기록관리 시스템 및 모바일웹 버전

국제적 수준의 식품 안전관리를 기대하고자 한다.
또한, 방사능 기타핵종(플루토늄,스트론튬) 신속 시험법, 방사능 감마핵종(세슘, 요오드)
분석법의 기술적 확산을 위하여 관련 해설서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고, ‘방사능 안전관리
시험검사기관 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시험검사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다. 유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식품안전 섭취기반 구축
또한, 가정에서 중금속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가공·조리 방법을 마련하여 홍보자료를

1) 추진배경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유해오염물질의 노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식품안전 섭취
환경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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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 개선을 통한 중금속 섭취 저감 홍보

또한, 무기비소가 많이 함유된 톳·모자반 제조가공 중 무기비소 저감기술 연구를

5 연구개발

그림 5-2-6

2절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확대

통하여 공정 과정 중 80℃, 5분 이상 열수침지를 추가함으로써 무기비소가 90% 이상
저감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무기비소 저감화 가이드라인」 및 무기비소 기준(1 ppm)을
충족하도록 배합비율을 조정하도록 홍보하는 리플릿을 성과물로 도출하여 향후 산업체의
무기비소 저감화 기술지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편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식품안전평가연구회’ 및 ‘한국곰팡이독소연구회’를
운영하여, 중장기 유해오염물질 연구방향을 모색하고, 저감화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국제심포지엄을 통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마련코자 하였다.

나) 기준·규격 사각지대 식품안전관리 확대

그림 5-2-8

톳 중 무기비소 저감화 가이드라인

한편, 최근 식습관 변화로 인해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 중 유해오염
물질(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하였고, 제도권 외 전통식품인 가정식 재래된장에
대한 곰팡이 독소 안전관리 연구 및 가정식 제조 재래된장의 곰팡이독소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기준·규격 사각지대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하였다.

다)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소통 강화
다부처(환경부, 농진청, 해수부, 식약처) 환경유래 오염물질 저감화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Eco-Food Net」 구축 및 국내 저작권 등록을 통해 식품생산에서 소비까지 부처별, 단계별
저감화 기술 통합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식품 중 환경유래 오염물질(비소/
무기비소, 과불화화합물) 오염도 DB 도출 및 멍게 중 과물화합물 저감화 방안 마련 성과가

창출되었다.

3) 추진계획
그림 5-2-7

저감화 안전관리 플랫폼(Eco Food Net)

가) 유해오염물질 저감화를 위한 안전관리 지속
식품 공급단계별 다부처 유해오염물질 저감화를 위한 환경유래 오염물질 저감화 기반
구축 2기 사업 착수를 통하여 수은 및 메틸수은, PCBs에 대한 저감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유해 오염물질 저감화 통합 관리 플랫폼(Eco-food NET) 운영으로 다부처
환경유래 오염물질 안전관리 통합 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유해오염물질의 저감화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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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5 연구개발

가정식 제조 재래된장의 아플라톡신 오염도 조사 및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권 밖의 전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2019년 개발된
‘개인 맞춤형 식품안전섭취 가이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노출 관리를

가) 미생물 위해성평가 수행 및 연구활성화 기반 마련

유도하고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019년에는 미생물 위해성평가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식육의 살모넬라, 신선편의식품(채소류

또한, 해조류(톳·모자반) 제조공정 중 무기비소 저감화 기술을 제조업체 대상으로

등)의 병원성대장균 및 수산물에서의 병원성 비브리오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全) 단계 및

제공하고 식품(쌀, 해산물) 중 유해물질 노출 저감화 가이드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실생활

고위해·신변종 위해미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각 단계에서의 위해요소에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여 국민 식생활 관리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대한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황색포도상구균 및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한편, 페이스북을 통한 유해오염물질 전문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

저위해 식중독균의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장류 등 20개 식품유형에서의 클로스트리디움

학·연·관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통해 관련 정보 공유 및 전문성을

퍼프린젠스에 대하여 합리적 규격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추장 등 9개

제고하고자 한다.

식품유형에서의 바실루스 세레우스 위해성평가 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오염물질과 과장 강길진 ☎ 043-719-4251

미생물 위해성평가에 사용되는 용어, 위해성평가 체계 및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미생물
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발간하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였다.

4. 미생물 위해성평가 및 신속 정확한 미생물 시험법 개발 연구

그림 5-2-9

미생물 위해성평가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발간

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생물 위해성평가
1) 추진배경
가) 위해성 평가를 통한 과학적 안전관리 및 소통
식품의 생산,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오염, 증식, 사멸 등의 과정을 거치는 식중독균 등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미생물 위해성평가는

위해성평가 보고서

미생물 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

국가별 식품안전관리 기준 및 방안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써 요구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와 달리 미생물의 경우 식품 내에서 증식·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염도 모니터링 정보 외에도 식품별·온도별 생육예측

기후변화 및 국제무역 증가 등 국내외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증가가

모델 등이 필요하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미생물 위해성평가 연구 및 대국민 공개의

예측되는 닭고기에서의 살모넬라 및 치즈에서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주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식품-식중독균에 대하여 생육예측모델 15건을 개발하였으며, 미생물 모니터링 정보,
생육예측모델 DB, 용량반응모델 DB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미생물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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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제외국 시험법과의 비교·검토 및 시험법 검증 등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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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K-MRA)’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미생물 위해성평가 인프라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가 필요하며, 분자생물학적 검출법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신 미생물 검출기법 도입
그림 5-2-10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시험법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집단급식의 증가 등에 따른 대형

미생물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식중독이 발생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신·변종 병원체의 출현 우려가 있어
식중독 조기 탐지 및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검출기술 보강 및 식중독 발생 근원적 제어를
위한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

미생물 모니터링 정보 DB

미생물 모니터링 정보 입력/관리 프로그램

2) 추진성과
가) 시험법 개선 등 미생물 안전관리기반 강화 및 잠재적 위해미생물 시험법 마련

3) 추진계획

2019년에는 인체-식품 간 식중독균 시험법 검증을 통해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의
전처리 및 유전자 검출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식중독바이러스

가) 지속적인 위해성평가 수행 및 연구 기반 강화

전처리 시험법을 개발하고 리스테리아 유전자시험법을 개선하여 「2019년 식중독

최근 5년간 세균성 식중독 최다 원인균인 병원성 대장균의 복합조리식품에 대한 생산-

원인조사 시험법」 개정판을 발간·배포하였다.

소비 전(全) 단계에 걸친 위해성평가를 계속 수행하고, 캠필로박터, 노로바이러스 등에

공인 미생물 시험법에 대하여 제외국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생물 시험법과의

대한 노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4단계(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비교·분석, 식품 적용 시험,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체계적 검증절차를 거쳐 비브리오

위해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절임류 등에 대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패혈증균, 비브리오 콜레라균 등 미생물 시험법 6개 세부항목에 대해 신설 및 개정안을

식중독균 오염도를 조사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에 마련한 개선시험법

현 규격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해성평가 공개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10개 항목은 고시 개정이 완료되었다.

미생물 위해성 평가의 저변을 확대하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웹기반
‘원스톱 미생물 위해성평가 시스템’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추가, 선택배지 추가 등 세부항목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6호,
제2019-57호)

또한 주요 미생물 시험항목에 대한 미생물 특성, 배지사진, 검사흐름도 등 시험법 관련
참고자료를 상세히 기술한 공인 미생물 시험법 해설서를 발간하여 미생물 검사자들의

나. 신속 정확한 미생물 시험법 개발 연구

이해를 돕고 검사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2018년에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표시사항 및 품질관리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3

1) 추진배경

유전체 정보기반의 메타게놈 분석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관련 업계에 제공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유산균 함유 식품의 관리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국외에서 새롭게

가) 공인미생물 시험법 및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개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적·부를 판정하는 공인미생물 시험법은 검사의 정확도

524

3 메타게놈:

‘주어진 어떤 환경(예, 김밥 등)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 집합’을 메타게놈으로 정의하며, 이렇게 배양이
불가능한 미생물까지 포함하여 환경에서 모든 유전정보를 추출, 분석하는 연구분야를 메타게놈 분석(Metagenomics)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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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중독균 유전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5 연구개발

출현하는 신·변종 위해미생물 등 관리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 위해미생물 Aeromonas

hydrophila 등 38종의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선제적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1) 추진배경

노력하였다.

그림 5-2-11

공인미생물시험법 해설서 및 전장유전체 정보기반의 메타게놈 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및 교육

가) NGS 등을 활용한 식중독균 연구 신기술 도입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식중독 발생 시 식중독균의 유전체 정보 기반의 다양한
분석기술 도입을 통해 정확성이 보다 향상된 원인 규명 및 오염원 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식중독균의 다양한 특성을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대량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식중독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균주 자원의 안정적 보존 및 분석 정보
축적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추진성과
시험법 해설서

메타게놈 분석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

가) 식중독균 유전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2019년에는 병원성대장균 및 살모넬라 등 주요 식중독균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3) 추진계획

분석하고 그 결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각 세균별로 식중독 발생 기전과 관련
있는 병원성유전자나 독소 유전자, 혈청형 및 유전적 상동성 등 중요한 특성을 분석하여

가) 지속적인 미생물 시험법 개발 및 개선

식중독균통합정보망 시스템에 1,640주(누적 12,054주)에 대한 특성 정보를 축적하였고,

2020년에는 리스테리아 등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시험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요도가 높은 균주들은 선별하여 전장유전체를 분석하여 2,000건(누적 3,000건)의 유전체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살모넬라 혈청형별 전장유전체(WGS) 조사를 통한 동시분석 키트
개발 및 유효성 검증을 통하여 RT-PCR을 활용한 살모넬라 혈청형 신속확인시험을
개발할 예정이다. 비브리오 콜레라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혈청형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법과 변종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마련하고 전장유전체분석
기술을 도입하여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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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식중독균 유전체 염기서열 차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분석법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정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용도에 맞게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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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가)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 관리기반 마련 및 협력 강화

가) A형 간염바이러스 시험법 마련, 교육 및 검사지원

2020년에는 다양한 분석 기술을 통해 식중독균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A형 간염바이러스 긴급대응을 위해 식품유형별 시험법 3종(이매패류, 젓갈류, 절임식품)을

2,500건의 전장유전체 정보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장유전체

개발하고, 유통되는 조개젓갈의 전수검사를 위해 지방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23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식중독 원인조사법을 확립하여 식중독 원인 조사 시 인체, 식품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긴급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뿐 아니라 전수검사 검사결과

및 환경에서 분리한 균주들 간의 상동성 분석에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절차서를 마련하여

확인 등 분석과정을 총괄하여 지원하였으며, 오염 원인추적을 위하여 생산·유통단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지역별 검사를 통해 식중독 바이러스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대용량 데이터의 수용 및 분석 도구 활용 시스템 확보를 위해 ‘식중독균
유전체 정보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 수립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전장

5 연구개발

3) 추진계획

전수검사 등 적극적인 대처로 A형 간염 발생이 2019년 9월에는 2,033명이었으나
12월에는 299명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유전체 정보의 축적과 다양한 종류의 유전체 분석 및 결과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전체 정보의 공유 및 활용 범위,

그림 5-2-12

A형간염 바이러스 분자 유전자학적 분석

분석법이나 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식중독 원인규명에
유관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라. A형 간염바이러스 확산 신속대응
1) 추진배경
가) A형 간염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신속대응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형 결정 계통학적 분석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람 간 감염,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로 인해 감염되는 2급
감염병으로 대규모 발생 가능성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2019년 A형
간염 바이러스 유행의 주요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으로 지목되어 유통되는 조개, 조개젓

3) 추진계획

등에 대한 검사와 이에 따른 회수 폐기 등 조치가 필요하여, 이를 위한 시험법 개발과
교육이 긴급하게 요구되었다.

가) A형 간염바이러스 시험법 개선
2020년에는 A형 간염 환자와 식품 간의 유연관계 확인을 위한 상동성 비교시험법을
개발할 계획으로 식중독 원인체 추적 및 원인식품 규명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생물과 과장 곽효선 ☎ 043-71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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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기반 강화

2절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확대

용기·포장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착색료, 보존료에 대한 카드뉴스 및 집단급식소를

가.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의 안전성 평가 기반강화

위한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관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전자레인지 용기 선택 및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손상된 코팅

1) 추진배경
가) 국민 다빈도 사용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프라이팬은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함을 보도자료, 카드뉴스, 동영상 등으로 홍보하였다.

그림 5-2-13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홍보자료

식습관 변화 및 새로운 식품 개발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로
즉석조리용 식품 및 가정간편식품(Home Meal Replacement, HMR)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레토르트 식품 및 전자레인지용 다층포장재 개발이 증가하여 이들 포장재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노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
보존료

및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2018.4.19.)되었으나, 과거와는

착색료

살균소독제

달리 강화된 현재의 위생수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며 제조공정 전반에 걸친
오염 및 유해물질 파악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추진성과
포스터

전자레인지용 용기

코팅프라이팬

가) 식품첨가물 18품목 등에 대한 노출평가 및 생활밀착형 홍보
2019년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섭취 및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등의 품목들에 대해
노출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시중 유통 중인 식품 중 식품첨가물(보존료 9종)에

3) 추진계획

대해 위해평가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으며 향미증진제(카페인) 및 습윤제, 산도조절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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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품목에 대해 유통식품 중 함량을 분석하고 식품섭취량을 적용하여 일일섭취허용량(ADI)

가) 국민 다빈도 사용 품목에 대한 노출평가 지속

대비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구 및 용기·포장 중

2020년에 식품첨가물 중 오랜 식경험 및 섭취 수준 등을 토대로 안전한 것으로

이행물질에 대한 노출량 평가를 위해 시중 유통 중인 목재식기, 조리기구 제품 중 납, 카드뮴

간주하여 허용한 천연기원 식품첨가물 안전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나노물질

등 유해물질의 이행량을 조사하여 일일추정섭취량을 산출하고 각각의 물질에 설정되어있는

함유 식품첨가물(이산화티타늄 등)이 사용된 가공식품 중 나노물질 첨가물 검출 방법을

일일섭취한계량(TDI) 등 인체안전기준과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임을

개발하여 안전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확인하였다. 위생용품은 일회용 종이냅킨 등 15품목에 대한 중금속 등 오염물질, 미생물

안전관리는 알려진 이행물질에 대하여 조사하였지만, 제조·유통·조리과정 중 예측하지

및 살균·보존제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위생용품의 안전성

못한 분해산물 등의 생성에 노출될 수 있어 잠재적인 위해요인 파악에 부족한 면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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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은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 및 개발하였으며, 여러

및 AS(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 중 이행물질 14종과 기능형 용기포장재 중 항균제에

가지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종이제 중 3-MCPD 및 미네랄오일,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용품 이행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일회용 나무젓가락 중 과산화수소 분석법 및 금속캔 중 비스페놀 F 관련물질 10종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에 대한 일일추정섭취량을 산출하여 노출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동시분석법을 마련하였다. 또한 위생용품의 경우 물티슈의 메탄올 및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또한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카페인)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신설, 위생물수건 전처리 시험법 개선(안)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 식품 중에 자연적으로

간편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조리방법 안내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기구 및

포함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조사하기 위해 식품공전 식품원재료 분류에 따른

용기·포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식물성 원료는 15품목, 동물성 원료는 16품목, 가공품은 44품목에 대하여 천연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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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첨가물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보존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

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개발·모니터링 및 민원지원
3) 추진계획
1) 추진배경
가) 과학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개선·개발 지속
가) 위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필요

2020년에는 식품 중 식품첨가물인 보존료 및 발색제 시험의 검사 효율성 향상 및

기준·규격이 설정된 식품첨가물은 사용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식품

제외국 시험법 상이로 인한 수출 업계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된

섭취량에 따른 정확한 노출평가를 위해 식품 중 식품첨가물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법

시험법을 확립할 예정이며 사용기준(사용량, 사용대상 식품 등)이 설정되어 있으나 식품 중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미지정 식품첨가물 검출에 관한 해외 위해정보

분석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착색료 및 유화제 등에 대하여 식품 중 시험법을 개발할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시험법 개발이 필요하다. 식품 포장 기술발전으로 국민들은 더욱

예정이다. 또한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합성수지제 중

다양한 기구 및 용기·포장과 접촉이 증가하고 있어 기준·규격으로 관리되고 있지

카르본산계, 페놀계, 벤조이미다졸계, 이소티아졸린계 등 항균제 이행량에 대한 시험법,

않은 물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시험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행물질 분석 및 재활용 가이드라인(안)을

「위생용품관리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2018.4.19.)됨에 따라 시험법이 없거나 현실에

마련할 예정이다.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강화를 위해 일회용 종이냅킨 등에 대한

맞지 않는 기준·규격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가공식품 수입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및 허용 외 착색료 시험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인 가구

통관 시 제품에 허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되면 천연유래 여부 판단이 필요하여

증가로 야채 및 과일이 소량 세척된 상태로 포장된 제품의 수요 및 생산이 증가함으로서

다양한 식품원료에 대한 천연유래 함유량 조사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세제 잔류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야채·과일 등 세척 시 원료성분이나
세척방법에 따라 세제 잔류량을 저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식사 후 식기는

2) 추진성과

깨끗이 세척해야 하나, 세척여부 확인은 육안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시험법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 식품첨가물 32품목 등 시험법 개발 및 천연유래 보존료 근거자료 확보

위생용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2019년에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법을 개선 및 개발하였다. 식품 중 식품첨가물 시험법은 유화제 등 3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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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해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이며, 국가 및 민간기관별 식품 영양성분 DB를 취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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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양·식생활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2절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확대

DB 간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영양성분 노출평가 및

가. 영양·식생활안전정책 기반시스템 구축

영양강화/감화 시뮬레이션, 연도별 섭취량, 계층별, 위해상황별 영양과잉/부족 등에 대한
시나리오 구현이 가능하다.

1) 추진배경
그림 5-2-14

영양위해평가 플랫폼(영양성분 심층분석)

가) 영양·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
최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식생활 패턴 변화로 영양결핍
또는 과잉의 영양불균형 문제가 상존하게 되었다. 특히 당류, 나트륨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도한 섭취는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저감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 기반자료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트륨,
당류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섭취 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73.6g으로 섭취 열량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인 나트륨, 당류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15.61%를 차지하였다.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1일 평균 45.0g으로

2017년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당류 섭취량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심층분석

섭취 열량의 9.92%이며 WHO 기준(1일 첨가당 섭취량의 경우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에

항목에는 계층별(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등), 섭취종류별(장소, 매식 등), 주요급원식품 및

거의 도달하고 특히, 3~29세의 경우 기준보다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트륨

나트륨, 당류 섭취기준 초과자 비율 등이 포함되었다.

섭취량의 경우 2016년 조사 결과 1일 평균 3,669㎎으로 아직까지 WHO 권고량(2,000㎎/
일)보다 약 1.8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섭취량 심층 분석 결과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4,831㎎/일에서
2017년 3,477㎎/일로 약 1,400㎎/일로 감소하였으나 WHO 섭취권고기준인 2,000㎎/일

또한,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미량영양성분 중 칼슘의 경우는 모든 연령층에서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약 73.1%를 차지하고 있다.

권장섭취량 대비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영양성분 과잉 또는 결핍에 대한 위해평가체계를

매식 장소에 따른 분석 결과 남자는 음식업소의 음식, 여자는 가정식 음식으로부터 나트륨

마련하고 맞춤형 영양관리 및 정책 추진을 위해 영양성분 함량, 섭취량 등 기초 DB 구축이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

또한, 최근 3년간 총 당류 섭취량은 2015년 76.9g/일에서 2017년 64.7g/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총 당류를 전체 에너지 20% 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2) 추진성과

있는 기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당류를 에너지의 20%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2015년 23.7%에서 2017년 18.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가)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확대 및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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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 통계 자료인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및 코호트자료를

영양성분의 결핍 또는 과잉 섭취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특정

이용하여 나트륨, 당류와 만성질환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뇨병 환자의 당류

영양성분 사례분석이 가능한 ‘영양위해평가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영양위해평가 플랫폼은

섭취량은 비질환자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고혈압 환자와 비질환자의 나트륨 섭취량의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 DB 및 식품섭취량 DB를 연계하여 특정 영양성분 노출량 산출

차이가 없어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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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식 등 우리 국민이 실제로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 108종의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음식의 영양성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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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의 영양평가 등에 활용 가능한 국가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 빈도가 높은 음식 1,067품목, 가공식품

또한, 조리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1,285품목에 대한 나트륨, 당류, 비타민·무기질 등 영양성분 80종의 함량 정보를

조리식품의 영양표시값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위해가능 영양성분 등이 미표시된 제품을

분석·제공하였다.

대상으로 함량을 분석하여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저감화 정책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5-2-15

국가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계

나. 영양성분 및 건강기능식품 지표성분 등 시험법 선진화
식약처

레시피 전문가 자문회의
•기준레시피 검토 및 자문

1) 추진배경

사업관리 분석대상식품 선정
현장점검

NLS 센터

조리기관
식품배송

분석대상 식품 조리/구매
기준 레시피 작성

시료 균질화 및 배송

DB 활용

가) 영양성분 및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성분 등 시험법 개선
다양한 유형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됨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팀장회의

시료배송

분석기관

분석결과 보고

영양성분 분석
분석품질관리

재검토요청

•재분석 시료 선정
•CRM, QC 분석데이터 검토

NLS 전문가 자문회의
•분석결과 타당성 최종검토
•식품영양성분 DB 구축
개선사항 자문

DB 구축

최신의 제외국 시험법과 비교·검토하여 선제적인 시험법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두 가지 이상 혼합되어 제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존
지표성분의 특이성 확보를 위해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중 하나인 나트륨의 시험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이 필요하다.

2) 추진성과
3) 추진계획

가) 다양한 제형의 적용성 확대 및 품질관리 기반 제공
다양한 식품의 시험법 적용성 향상을 위해 식품 중 당, 지방산, 올리고당 5종(프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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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양·식생활안전정책 추진 기반 시스템 구축

이소말토·갈락토·자일로·겐티오올리고당)의 시험법을 개선하였으며, 크릴오일 제품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시행계획, 범부처 학생건강증진시행계획 등에 따라 우리나라

불소시험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중 미량영양성분(비타민B1, B2, B6,

국민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인 나트륨, 당류 등 섭취량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B12, 비타민D, 비오틴)의 특이성 확보를 위해 공전 시험법을 개선하고, 질량분석법을 추가

예정이며, 나트륨, 당류 등 섭취량 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양위해평가

확립하였다.

플랫폼을 개선하고자 한다. 한편 국가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특이성이 없는 지표성분에 대해 재설정된 지표성분 (구아검가수분해물 중 갈락토만난,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외식 및 HMR 등 200품목에 대해 나트륨, 당류,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중 4-하이드록시이소루신, 구아바잎추출물 중 엘라그산, 알로에전잎 중 알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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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이용 및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5 연구개발

A·알로인 B)의 시험법을 개발하여 건강기능식품 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나)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한 농산(農産) 식품 원료의 진위 판별법 개발

3) 추진계획

최근 고추 다대기를 혼합한 고춧가루, 양파를 혼합한 다진 마늘 등 유사·불법 원재료
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선진화

혼용 및 허위(虛僞) 표시된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이득을

건강기능식품의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해 지표성분 등 동시분석법(녹차추출물 중 카테킨/

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짜식품 등을 가공·처리하였을 경우

카페인)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시험법(매실추출물 중 시안화합물)의 기기분석법을 확립할

외관이나 관능적으로 원재료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원재료의 정확한 표시와 소비자들의

예정이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식품의 매트릭스 특성을 고려한 미량영양성분(비타민 K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판별기술 확보가

판토텐산) 등의 시험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매우 중요하다. 유전자(DNA)는 단백질과 비교하여 식품의 가공이나 제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하므로 극소량의 유전자로 특정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증폭시켜 원료 및
영양기능연구팀 팀장 이혜영 ☎ 043-719-4401

가공식품으로부터 다른 원료의 혼입 여부를 신속·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식품원료의
종판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7. 불량식품의 과학적 감시체계 강화
가.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2) 추진계획
가) 유전정보를 이용한 수산물 품종 판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 다빈도 소비 수산물의 종 특이적 유전자 바코드(DNA barcode)를 발굴하여, 식품 원료

1) 추진배경

및 가공품의 진위 판별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발굴된 유전자 바코드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한국형 수산물 식품 원료 진위 판별을 위한 유전자 정보은행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가) 수입 및 유통 수산물의 유전자 바코드 DB 구축 및 유사어종 판별법 마련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분석되지 않은 다양한 수산물의 종 특이적 염기서열 발굴 및 확보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및 연근해 수산생물의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기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기반으로 미토콘드리아 DNA의

수산생물의 공급원이 급변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물 소비 대비 공급량 부족으로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자 바코드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Data

저가(低價)의 수산생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국민의 식생활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base)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수산물의 형태학적 특성 및 차세대

수산(水産) 식품원료의 생물 종판별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염기서열 기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유전자 바코드와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수산물의 양에 비해 검사방법은 기존의 형태학적 차이에 근거한 육안 식별 방법을

PCR) 판별법 검증을 통해 신뢰성(Reliability)과 적합성(Relevance)을 확보하고, 시장에

사용하고 있어 수입 수산물 식품원료의 품종 및 원산지를 신속·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판매되고 있는 대상 어종의 위변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전자 바코드와 실시간

객관적 표준척도 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중합효소연쇄반응 판별법을 이용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형태학적 특성과 유전자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확립된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비교할 수 있는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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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및 유사재료 50종 이상에 관하여 NGS 기반의 엽록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형태학적으로 유사하거나 단순가공(절단, 분쇄 등)으로 육안구별이 어려운 식품원료에

수행하였으며, 식약 공용 농산물과 유사종 구분을 위한 다중 바코드 마커 16종(종별 4개

대한 과학적 진위판별법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신속하게

5 연구개발

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농산물 품종 판별법 마련

마커로 64개 세트)을 개발하였다.

식품원료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현장 적용 신속 검출법 및 검출키트를 개발하여
시험·분석 담당자들이 단속 현장에서 바로 식품원료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나.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의 과학적 감시 기술 개발

지원함으로써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자 한다.

1) 추진배경
3) 추진성과
가) 해외직구 식품 중 부정물질 안전관리 체계 마련
가) 육안 구분이 어려운 다소비 수산물 진위판별법 마련

건강 및 외모를 중시하는 웰빙 소비 풍조와 맞물려 해외직구 식품 구입이 폭발적으로

수산물 진위(眞僞) 판별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위한 운영안을 마련하여 바코드(barcode)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염기서열 검색(Blast Search) 방법 및 동정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제외국 시험방법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건강식품 등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조사를 통한 염기서열 기반의 어종(魚種) 동정법을 마련하여 수산물 진위확인을 위한

않는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의 함유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식품 중

바코드 판별 표준 시험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어류, 홍어류, 아귀류, 날치류, 성게,

사용금지 성분 및 의약품 성분 등을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분석법 개발과 해외 직구

대구 명태류, 숭어류, 농어류, 갈치류, 서대류(50여 종)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종별(種別) 표준바코드 염기서열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북쪽분홍새우 등 동물성 수산물
원료 7종을 대상으로 종 특이 프라이머 개발 및 유전자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2) 추진계획

확립된 분석법의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해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종 특이 유전자 분석법이
존재하는 종(種) 위주로 바코드 마커를 이용한 진위판별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식품 중 부정물질 실태조사 및 신종 부정물질 시험법 마련

일반 프라이머 세트 2종을 이용하여 육안구별이 어려운 근연종 10종(대게, 홍게, 뱀장어,

식품 중 부정물질 실태조사 및 신종 부정물질 탐색을 위해 부정물질 시험법을 마련하여

붕장어, 참조기, 부세, 날치, 열빙어, 명태, 가이양)에 대해 총 139건의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종

연 600건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분석하고, 부정물질 검출 정보, 연구현황 및 관련

동정을 실시하였고, 종 특이 분석법을 함께 수행하여 두 가지 시험 결과의 일치 여부를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식품에 부정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식품안전관리를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적용 필요성이 있으며, 위변조 우려가 있는 8종(대게, 홍게, 뱀장어,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붕장어, 참조기, 부세, 날치, 열빙어)에 대해서는 현장적용 신속검사법 및 키트를 개발하였다.

3) 추진성과
나) 유전정보를 활용한 농산물 진위판별법 개발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워 혼용 판매될 수 있는 중 농산물 원료 12종(블랙커민, 캐러웨이,

540

가) 신종 부정물질 시험법 확립 및 식품 중 부정물질 실태조사

고수, 개똥쑥, 돼지풀, 원추리, 여로, 울금, 옥수수, 쑥부쟁이, 구절초, 개미취)을 대상으로 종 특이

식품 중 사용금지 성분 및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을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한

프라이머 개발 및 유전자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유사종 혼입우려가 있는 식약 공용

시험법을 확립하였고 자가(自家) 소비용 해외 직구 식품(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효능·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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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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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 400건)을 대상으로 부정물질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부정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는

인터넷 판매 차단 및 통관 차단을 관세청 등에 요청하였다. 통관금지 성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없는 성분은 통관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해정보 등으로 위해평가가

가) 식품 중 곤충 이물 신속검사법 개발 및 이물 제어 기술 검토

필요한 성분은 통관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목록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부정물질의

식품 이물 혼입사례 분석을 통해 발생빈도가 높은 7종 곤충(저장해충: 화랑곡나방,

합성 및 분리·정제를 통해 표준품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관련 유관기관에 분양하였다.

어리쌀바구미, 거짓쌀도둑거저리, 권연벌레, 붉은무늬곡식수시렁이, 위생해충: 독일바퀴, 초파리)의

발육모형을 이용하여 이물 발견일로부터 제조일을 역환산하여 대상 곤충의 혼입시기를

다. 이물의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 체계 구축

추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식품 이물의 곤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머 세트 등 유전자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 중 혼입될

1) 추진배경

가능성이 있는 이물의 저감화 및 제어를 위한 영상분석 기술,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
최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가) 이물 혼입 원인 규명률 향상을 위한 과학적 분석 체계 마련
이물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2010.) 이후 이물 신고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라. 유해물질의 인체 총 노출량 평가 및 저감 기술 개발

소비자는 위해성 여부와는 별도로 이물을 식품안전에 대한 위생지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식품안전 체감도를

1) 추진배경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이물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4

이물 혼입 원인 규명률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생 빈도가 높은 이물 의

가) 제조과정 중 생성 유해물질의 노출량 평가 및 저감 기술 마련

혼입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판별방법 등 과학적 분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식품 제조·조리·가공 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중금속과 같은 일반적인 오염물질과 달리 실제 조리 후 섭취를 통한

2) 추진계획

노출량 조사와 생성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저감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를 통해 식품을 통한 총 노출수준 파악 및 저감화를 위한

가) 식품 중 곰팡이 이물 신속검사법 및 이물 선별·제어 기술 개발

기초 자료 확보(시험법 확립 및 개선, 노출량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 이물 중 곤충 다음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곰팡이 이물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하기 위해 식품에 이물로 혼입된 사례가 있는 곰팡이를

2) 추진계획

중심으로 형태학적 특성, 이화학적 특성 및 유전정보를 이용한 신속검사법 및 절차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 제조·유통 중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이물의 저감화를

가) 총식이조사를 통한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및 저감 기술 마련

위해 영상분석 기술, 빅데이터 수집·분석, 머신러닝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이물 선별 및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 기반 연구를 통하여 위해 관리가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한 유해물질의 노출량 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식품의
원료 및 최종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단계에서의 저감화 방안,

4 이물

종류별 발생 빈도(2018.): 곤충(843건, 27.6%) › 곰팡이(383건, 12.5%) › 금속(299건, 9.8%) › 플라스틱(243건, 7.9%)
› 유리(59건, 1.9%) › 기타(1,234건,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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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계획이다.

3) 추진성과
가) 제조과정 중 생성 유해물질의 노출량 평가 및 저감 기술 검토
축산물을 대상으로 실제 식생활에서의 섭취상태를 고려한 총식이조사(TDS)를 통하여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및 제품화 지원

유해물질(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등)의 노출량 평가 사업(5개년 사업, 2019.~2023.)을
수행하였으며,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3-MCPD 등에 대해서는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한 위해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조 과정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감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홍보하였으며 국내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지방함유 식품(Glycidyl esters, 결합형 3-MCPD 등)을 대상으로 오염도 조사(2019.~2020.)를
실시하였다.

1. 의료제품 품질관리 기반 선진화
신종유해물질팀 팀장 문귀임 ☎ 043-719-4451

가. 의료제품 기준규격 개선
1) 추진배경
가) 의료제품의 합리적 품질 기준 제시
의료제품 분야별 공정서는 유통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최소 품질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공정서인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 생약 및 생약제제, 생물학적제제
등의 각 품목의 기준규격이 제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의약외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이 있으며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등이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용품, 전자의료기기 및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고시되어 있다. 공정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규격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기술 도입, 국제조화 신속 반영, 제약 산업 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 제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서는 연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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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개정안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약전포럼」 발간 등을 통해 내·외부 의견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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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약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가) 기준규격 제·개정 및 국제조화 추진

2) 추진성과

「대한민국약전」을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개정 및 국제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일반정보, 일반시험법

가) 의료제품분야 기준규격 개선

확대를 위하여 13개의 등재 (안) 을 향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약전」의 선진화를 위하여 관련 국내외 현황, 과학적 타당성, 최신 과학기술

한약 (생약)은 기원종의 명명자 기재 원칙을 마련하고 한약(생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및 국제기술조화 동향, 제약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확인시험 개정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발굴하고, 시험연구를 수행하여 주사용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등 590건에 대한 개정(안)을

중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 확대로 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마련하였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분야 중장기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시험·분석법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화장품 중 중금속 및 1,4-

‘등전점 전기영동법’ 등 4건을 등재하였고, ‘재조합 단클론항체의약품 품질분석 시험법’ 등

디옥산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고, 탈모증상완화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효력평가법을

6건의 수재안을 마련하였다. 한약(생약) 분야는 수분 감량을 보정한 함량규정 개정, 중금속시험

개발하여 제안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공정서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중 비색법 적용 생약·추출물의 검체채취량 개정 등 114건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화장품

수행하고 마스크 원료인 필터용 부직포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원료 중 아트라놀 등 8종의 사용한도 기준을 새롭게 제안하였으며, 미세먼지 세정 화장품의

일회용 기저귀 및 면봉 등 위생용품에 대한 기존 시험법을 개선하여 시험법 고시개정(안)을

표준시험법을 마련하여 표시·광고실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또한, 유해시약, 노후화

제안하고자, 안전 및 품질 평가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체시험법 개정, 면봉의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등 의약외품·위생용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정하였으며, 부직포에 대한 표준제조기준 신설, 보건용 마스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나. 의료제품 표준품 제조·공급

전자식체온계 등의 기준규격 개정(안) 및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마련된 개정(안)은 2회에

1) 추진배경

걸친 「대한민국약전포럼」 등을 발간하여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였다.
가) 의료제품 품질관리
그림 5-3-1

대한민국약전포럼 Vol 16. No 1(2019.6.) 및 Vol 16, No 2(2019.12.)

약전과 함께 의료제품 품질관리의 기반이 되는 표준품은 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조하고 적시에 공급하는 일은
의료제품의 품질관리에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표준품
전담기구를 두고 표준품의 공급에 힘쓰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1991년 화학의약품 표준품을
시작으로, 1998년 생물의약품 표준품, 2001년 생약 표준품, 2012년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2016년 의약외품 표준품을 확립하여 분양하고 있다. 우수한 표준품 제조·공급을
위하여 그간 표준품 제조·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실험실과 시험·보관용 장비를 도입하고
표준품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하여 표준품 관리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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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파악하여 생산·공급해 오고 있다.

2019년 의료제품 표준품 분양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의약품연구과)

2) 추진성과

화학의약품
구분

가) 표준품 확립 및 분양, 안정성시험 수행, 종합안내서 발간 및 배포

분양실적

일반

마약류

191

100

생물
의약품
110

생약
표준생약

지표성분

1,314

384

체외진단
의료기기

총계

164

2,263

의료제품 품질관리의 일관성·적시성·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시험·분석에 필요한
화학의약품 표준품, 생물의약품 표준품, 생약 표준품,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의약외품

3) 추진계획

표준품 등 총 606종의 표준품을 확립하여 분양하고 있다. 또한, 표준품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보관 표준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정성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품

가) 의료제품 표준품 지속 공급 및 국제조화, 표준품 전담기관 설립 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학계 및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1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미충족 의료제품 표준품을

표준품 종합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지속 공급할 예정이며, 미국약전위원회(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 Convention, USPC)
등 표준품 생산기관과 국제표준품 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공급

그림 5-3-2

기반 마련을 위한 영문판 표준품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고, 표준품 전담기관 설립을 통하여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

표준품 공급률을 높이고자 한다.

다. 국제수준의 시험검사체계 구축·운영
1) 추진배경
가) 시험·검사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보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제제 등 의료제품의 시험·검사
업무를 공정·투명·정확하게 수행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제품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증하고자 전 세계적 다자간
표 5-3-1

상호인정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2019년 분양대상 의료제품 표준품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종, 출처: 의약품연구과)
화학의약품

구분

종수

548

일반

마약류

158

63

생물
의약품
30

생약
표준 생약

지표성분

208

108

KOLAS)로부터 ISO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일반적 요구 사항) 인정을 획득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수준의 시험검사 리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의약외품

총계

31

1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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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가) 의료제품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운영을 통한 시험분석결과 신뢰성 제고

가)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추진 및 ISO 17025 인정범위 확대, 시험자 역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의약품 분야(2004.)를 시작으로 의약품 및 생약 분야까지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8년 백수오 진위 시험법, 2020년 경구용

ISO 17025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6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World

용출시험법, 일본뇌염생바이러스 역가시험, 장티푸스 백신함량시험 등 국가표준실험실

Health Organization, WHO)의 위탁시험기관(Technical Service Agreement, TSA)으로 지정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관성 있는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ISO 17025

받아 운영되고 있다. 시험·검사 능력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역량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인정 시험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숙련도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험검사자

위하여 매년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5 연구개발

2) 추진성과

EDQM) 등의 국제적 숙련도시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등을 통해 안정적인 품질보증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표 5-3-3

의료제품 분야 ISO 17025 인정 시험 항목

화학의약품·생약 및 생물의약품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품질보증 체계를

(2019.12.31. 기준, 단위: 건, 출처: 의약품연구과)

의료제품 분야로 통합하였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의 갱신 및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현장평가 심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화학의약품·생약 및 생물의약품 2개

인정
연도

분야의 ‘세네가 확인시험’ 등 12개 시험항목 인정에서 역학시험분야를 추가하여 2019년
12월 31일 기준 총 38개 시험항목에 대한 ISO 17025 인정을 획득하였다.

생물의약품연구과
(QA)
2004
백신검정과
(QC)

또한, 2019년에는 라니티딘, 니자티딘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혼입사건 발생에
따라 NDMA 분석법 및 사르탄계열 6종 의약품 중 니트로사민류 11종의 동시분석법을

생약연구과
(QA)

마련하여 현장에서 불순물관리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실제 환자복용실태를 반영한
위해평가방법을 제안하는 등 인태반 제제 4건, 혈장분획제제 4건, 항체의약품 등

2015

유전자재조합의약품 12건, 천연물의약품 벤조피렌 시험과 수입한약재 교차검증
및 유통한약재 수거검사 등 한약 (생약) 470건, 화장품·의약외품 89건에 대한
시험·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 유통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였으며, 화장품

관련부서

의약품
연구과
(QC)

생물의약품연구과
(QA)
2016
혈액제제검정과
(QC)

사용한도 원료 ‘트리클로카반’ 등 16종에 대한 독성, 인체 노출량 등이 포함된 「위해성

분야

생물
의약품
(백신)

인정 항목
대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생물학 미생물
분야
시험

1. 피내용 건조 BCG백신 균량측정시험
2.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및 풍진 혼합 생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함량시험
3. B형 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 in vitro 역가시험-ECLIA시험법 1법
4. B형 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 in vitro 역가시험-ECLIA시험법 2법

화학
의약품
생약

1.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선광도측정법
2. 「대한민국약전」 프로게스테론의 정량법
화학
시험

의약품
시험
3. 「대한민국약전」 세네가의 확인시험

생물
의약품
(혈액
제제)

1.
2.
생물학 미생물 3.
분야
시험 4.

건조 농축 사람 혈액응고 제VIII인자 역가시험
건조

농축 사람 혈액응고 제VIII인자(건조 열처리) 역가시험
건조

단클론항체 정제 사람 혈액응고 제VIII:C인자 역가시험
건조

Fⅷ:C 단클론항체 정제 사람 혈액응고 제VIII:C인자
역가시험
5. 건조 사람 혈액응고 제IX인자 복합체 역가시험

평가 보고서」 전문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유통 생리용품
생물의약품연구과
(QA)

중 다이옥신·퓨란류 17종에 대한 모니터링·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550

2017

생물
의약품
첨단바이오제품과 (재조합)
(QC)

화학
시험

의약품
1. 대한민국약전 에리스로포이에틴 단백질 정량법
시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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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분류 중분류

생물학 미생물
1. 일본뇌염생바이러스백신 역가시험
분야
시험

생물
의약품
(혈액
제제)

1.
2.
3.
4.
생물학 미생물 5.
분야
시험
6.
7.
8.
9.

의료
기기

역학
분야

2.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세부 항목

생물
의약품
(백신)

생물의약품
연구과(QA)
2018 백신검정과,
혈액제제검정과,
의료기기연구과
(QC)

인정 항목

5 연구개발

인정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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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혈청 알부민 3.11 PKA활성측정시험
말토즈 첨가 사람 면역글로불린 3.12 PKA활성측정시험
정맥주사용 B형간염 사람 면역글로불린 3.13 PKA활성측정시험
건조 농축 사람 항트롬빈III 3.8 역가시험
말토즈 첨가 사람 면역글로불린 3.11.2 B형간염
표면항원항체가시험
사람 면역글로불린 3.10.2 B형간염 표면항원항체가시험
B형간염 사람 면역글로불린 3.10 역가시험
정맥주사용 B형간염 사람 면역글로불린 3.12 역가시험
건조히스타민가 사람 면역글로불린 3.9 히스타민확인시험

물리적
비흡수성봉합사의 인장하중시험
시험

가. 의약품 품질관리 과학적 기준 마련
1) 추진배경
가) 의약품 등의 합리적 품질 기준 제시
약전은 의약품 품질의 최소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약전의 품질은 해당 국가의 의약품
품질 및 관리 수준을 반영하며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에 직결되기에 주요 국가들은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전담기구 중심으로 약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약전은 해당 국가의
여건, 과학기술의 발달 및 국제조화 등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므로 꾸준한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약전」도 1951년 초판 발행 이후 약 5년의 주기로

생물
의약품
(백신)

1. 장티푸스백신 역가시험

개정판을 지속 발행하고 있으며, 공정서 간 통합, 국제조화 등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정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약전」의 위상이

생물의약품
연구과(QA)
2019

생약연구과,
의약품연구과,
의료기기연구과,
백신검정과
(QC)

화학
의약품

화학
분야

1.
2.
3.
4.
5.
의약품 6.
분야 7.
8.
9.

일반시험법
일반시험법
일반시험법
일반시험법
일반시험법
일반시험법
일반시험법
일반시험법
의약품각조

건조감량시험법
수분측정법(칼피셔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확인시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순도시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정량법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열분석법
적외부스펙트럼시험법
제1부 글리메피리드 정. 용출시험

생약

10. 백수오 순도시험(이엽우피소)

의료
기기

11. 멸균침의 용출물 중 중금속 시험
12. 멸균주사침의 용출물 중 중금속 시험
13. 주사기(멸균된 1회용 주사기)의 용출물 중 중금속 시험

향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페루에서 「대한민국약전」이 참조 약전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 약전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주관 국제약전회의 및 의약품규격전문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EDQM)
등 국제기관과도 업무협약(MOU)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화에 힘쓰고 있다.
약전과 함께 의료제품 품질관리의 기반이 되는 표준품은 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조하고 적시에 공급하는 일은
의료제품의 품질관리에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표준품
전담기구를 두고 표준품의 공급에 힘쓰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1991년 화학의약품 표준품을
시작으로, 우수한 표준품 제조·공급을 위하여 실험실 구축 및 시험·보관용 장비 도입,
표준품 관리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표준품 관리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장
수요조사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파악하여 생산·공급해 오고 있다.
국제수준의 약전 및 표준품 제조·공급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 또한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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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3절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및 제품화 지원

세계보건기구, 미국약전위원회 및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력도 이어나갈
가) 대한민국약전 개정 및 표준품의 안정적 공급

계획이다.

통칙 및 제제 총칙 개정을 비롯하여 민원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대한민국약전」 제12개정
발간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작성 지침에 따른 의약품각조 검토 및

나.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능력 강화

신규 등재 품목 신설(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질규제과학 콘퍼런스를 공동개최하였으며,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 일반시험법

1) 추진배경

설명서 및 시험법 동영상을 마련·제공하고 업계의 품질관리 고충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개정(안)은 2회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적 타당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가) 안전한 의약품 품질 및 유통 환경 조성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된 산업현장의 외부 개정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대한민국

안전한 의약품 품질 및 유통 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며 이는

약전포럼」을 2회 발간하여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제적인 수준의 시험·검사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시험·검사 능력은 시험·검사자

의약품 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표준품 공급을 위하여 분양표준품 중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선진 관리 체계 운영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110종에 대한 안정성 시험을 수행하여 표준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제조·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확립 및 안정성 시험 결과는 화학의약품 표준품 실무기술위원회 및 시험·검사발전실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위원회를 통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신뢰성이 확보된 표준품은 291건이 분양되어
2억 1,601만 원의 분양 수익을 달성하였다. 또한 「2019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2) 추진성과

종합안내서」를 발간하여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였다.
국제적 수준의 약전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제54차 세계보건기구 의약품규격전문가회의

가) ISO 17025 인정 획득, 불순물관리 시험법 마련 및 시험·검사 수행

(Expert Committee on Specifications for Pharmaceutical Preparations, ECSPP)에 참석하여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 추세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04년

국제 약전 제·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국제기준 및 지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생물의약품 분야에 ISO 17025 인정을 획득한 이후, 2015년에 화학의약품 및 생약

또한 미국약전위원회 전문가위원회 회의 참석 및 미국약전위원회와의 의료제품 표준품

부문에서도 ISO 17025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2016년에는 의료제품 분야로 통합하여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방문을 실시하였다.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였다. 2017년에는 17건의 품질문서를 제·개정하였으며,
시험·검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수 교육 이수 및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주관

3) 추진계획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였다. 2019년에 의약품 주요 시험항목 11개로 인정을 획득하여
글로벌 수준의 시험·검사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내 시험검사 기관 간 정보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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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약전 개선사항 지속 발굴, 표준품 안정성시험수행 및 국제협력

교류를 위한 식약처의 중심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연이 참여하는 시험 분야별

의약품 품질관리의 근간인 「대한민국약전」은 지속적으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과학적

분석 전문가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정기 지도점검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 산출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의약품 시험분석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청 및 지자체

또한 화학의약품표준품의 제조·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성시험을 수행하여 업계의 품질

등 민관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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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으로 잔류될 수 있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차단하기 위한 연구를

혼입사건 발생에 따라 발사르탄 중 NDMA 분석법 및 NDMA/NDEA 동시분석법을

추진하고 있다.

마련하고 실제 환자복용 실태를 반영한 위해평가방법을 제안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및 사용을 위한 과학적 지원을 통해 국민 안심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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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혈압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융복합기술 및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의약품 허가심사,
전주기 안전관리 및 의약품 개발 평가에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되고, 환자중심의
정밀의료 개념이 국제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국제규제조화 기반 마련 및 국내 제약산업의

3) 추진계획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 ISO 17025 인정범위 확대, 시험자 역량 강화 및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참여

또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건강관련 수요가 기존 치료 중심에서 수명연장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ISO 17025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건강관리·예방·증진 등 의료수요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표준품 제조·확립 시 실시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 5개의 시험항목에 대해

있어, 수요자 맞춤형 안전 정보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국제숙련도시험 프로그램 및 시험검사자

식약처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 기획을 통한 미충족 수요를

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경구용 용출시험법에 대한

발굴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약전」 시험방법 개선을

국가표준실험실 구축에 참여할 계획이다.

포함한 의약품 정책, 제도 개선연구 등 다방면에서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의약품 안전관리 지원 연구 및 정보 제공
2) 추진성과
1) 추진배경
가) 수요자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가) 의약품 등 안전관리 연구 사업 수행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안전 국가책임제,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규제를 통한 혁신 성장 선도를 목표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식약처는 관심도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위해 조영제
안전사용을 위한 리플릿 및 불면증치료제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매뉴얼 (안) 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

있다. 그중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그림 5-3-3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안전사용 리플릿

구축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인한 신종 위해요소가 꾸준히 출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관리 수요의 공백 구간을 최소화하고 신종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이 필요하다. 의약품 원료 및 완제품에서 유전독성 발암물질 검출
사례 발표 이후 국내외에서 회수폐기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불안감 및 위해우려 해소를 위해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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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안전성·품질관리 기술 개발 등 의약품 허가·심사 평가의 일관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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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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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기술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국민 의약품 안전사용을 제고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필수 의약품 공급 중단 예측,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수집 관리를 위한
DB 구축 등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의 체계적 시스템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자 한다.

의약품연구과 과장 박상애 ☎ 043-719-4602

나) 의약품 정책 및 허가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발간

3. 감염병 예방 안전관리 연구

또한, 유럽연합(EU) 및 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제공을 위한 허가안내서(안),
성별 차이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안전정보 제공 방안,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허가

가. 백신 제품화 지원 및 신·변종 감염병 예방안전관리 기반 마련

후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안) 등 안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 개정(안)을
개발하고 제약업계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안전한

1) 추진배경

의약품의 개발 및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허가·심사를 지원하였다.
의약품 정책 및 허가·심사 선진화 지원의 일환으로 ICH 가입 이후 국제의약용어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 MedDRA)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하여 국내

국내의 백신, 혈액제제 등 생물학적제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제약업계 및 임상시험기관 등의 국제의약용어 사용 현황 조사와 의약품 안전관리 SWOT

백신 제품화를 위한 노력으로 높은 수준의 자급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비씨지(BCG),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의약용어 실행 로드맵(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의약용어의 국내

폴리오 백신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 백신들은 여전히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어판 국제의약용어 코딩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으며,

수급 불안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이동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해 지카,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연계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뎅기, 치쿤구니야 등 신·변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5년에 WHO는 연구 개발이 시급한 10개의 고위험 병원체를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3) 추진계획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허가·심사·품질 평가기술 등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연구 지속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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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는 복잡한 조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리화학적 시험만으로는 유효성,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지원 연구 등 의약품 안전관리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관리와 국가출하승인을

정책·제도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신기술 개발

위해서는 기준물질이 되는 표준품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WHO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및 제품화를 지원하는 심사·평가기술 선제적 개발, 의약품 제조·유통, 사용까지 전주기

제제의 품질 등 평가시험법의 개발 및 표준화가 글로벌 수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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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세포배양 인플루엔자백신 참조항원·항체를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 주요 백신 등

수량에 제한이 있어 각 국가규제기관에 국가표준품의 확립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신규

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톡소이드

허가 품목과 국가출하승인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가표준품의 제조·확립과 이를

역가시험법 등 품질평가 시험법 개발연구를 수행하였고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험법의 개발 및 개선이 필수적이다.

제조·확립하였다. 2019년 7월에는 국내 백신 개발사 및 허가심사자를 위하여 결핵 등

식약처는 백신의 제품화 지원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난 2006년 기획연구를

22종 백신에 대한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대리표지자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백신

통하여 ‘국내에서 유통 중인 백신의 임상평가자료 확보’와 ‘국내 임상평가 인프라 및 평가기반

제품화 지원연구의 성과와 계획을 관련 산학연 기관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제2회

마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단계(2007.~2010.)에는 필수 백신,

식약처 백신 자급화 지원 연구 포럼’을 2019년 2월 14일에 개최하였다.

5 연구개발

WHO에서는 국제표준품을 제조·확립하여 분양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 조건이 까다롭고

2단계(2011.~2015.)에는 비필수 주요 백신에 대한 면역원성 품질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일본뇌염백신 등 12개 필수·비필수 백신의 면역원성 평가자료 확보

그림 5-3-5

제2회 식약처 백신 자급화 지원 연구 포럼

▲국내 9개 대학병원의 백신 임상 인프라 구축 ▲폐렴구균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면역원성 시험법 등 3종의 면역원성 시험법 구축을 통해 인플루엔자 백신, 폐구균
백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화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 ‘국내백신 자급화 및 세계화 지원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여 체계적인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신종 감염병
대비 미래대응 안전관리 전략 기획연구’ 수행을 통해 신종 감염병 대비 백신 등에 대한
심사평가 기술 로드맵과 수행방안을 마련하였고 신속 인허가 전략을 수립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방역현장에서 전주기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사업으로 2018년부터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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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성과를 통해 국내 주요 백신 제품화 지원과 신·변종 감염병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추진성과

3) 추진계획

가) 2019년 연구성과

가) 2020년 이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백신 제품화 지원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백신 품질평가 시험법 개발연구를

2020년에는 국내 주요 백신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족구 백신 비임상 평가용 동물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위해 이질, 노로바이러스, SFTS 등 백신의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을 마련하고

백신의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 B형 연쇄구균,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참조물질 또는 동물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백신 생산 기업, 연구소 등 현장의

치쿤구니야바이러스, 불활화 수족구, 뎅기바이러스, 사람 아데노바이러스, 중증열성

수요에 따라 혈액응고 8인자 3차, 디프테리아 독소 2차 등의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을

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 백신의 항체가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2013년부터는 신·변종

제조·확립하고 품질관리 시험법의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관리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백신의 임상평가를 위한 참조물질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백신의 개발 동향 변화에 따라 식물기반 백신, RNA

로타바이러스 참조혈청, 불활화 수족구바이러스 참조항원·항체, 뎅기바이러스 참조항원·

백신 등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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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허가심사 자료양식의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비임상

범부처 공동사업인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은 2020년에 3년차를 맞이하며,

평가법, 줄기세포치료제 품질평가 시험법, 인공지능기술 기반 항체 바이오시밀러

백신 이상반응 통합신고 시스템 마련 연구를 계속 수행하여 범부처 차원의 국가 방역체계

동등성 평가 알고리즘 등 7건의 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표준시험법을 개발하였다.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일본 국립감염병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대한민국약전」 바이오의약품 분야 선진화는 2017년에 선진국 공정서의 제·개정

Infectious Disease, NIID) 등 국외기관과의 지속적 교류를 추진하고 신종 감염병 백신 관련

현황 및 「대한민국약전」과의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된 중장기 선진화 로드맵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수립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시험 설계 및 자료 전처리법’ 등 4건을

5 연구개발

NG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등재하였고, ‘소마트로핀 생물학적 확인시험법’ 등 4건의 수재안을 마련하였다.
생물의약품연구과 과장 이광문 ☎ 043-719-4701

개발된 평가기술 정보는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자를 위해 공개되었으며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안) 등은 과학적 허가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심사자에게
제공되었다.

4.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3) 추진계획

가.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및 안전성평가 표준화 기반 확대
가) 첨단바이오신약 안전평가기술 지속적 개발 추진

1) 추진배경

향후에도 혁신적 바이오신약에 대비한 안전평가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혁신적 항체의약품, 유전자치료제, 면역세포치료제의 품질 및 안전성을

가) 혁신적 바이오신약 개발 증가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안전한 바이오의약품 유통을 위한

생물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가위, 3D 바이오프린팅, 혁신 항체 등 신기술이

확고한 규제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적용된 혁신적 바이오신약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혁신 기술 적용 바이오신약의

한다. 대한민국약전 바이오의약품 분야 선진화는 수립된 중장기 로드맵을 토대로

품질 및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표준화함으로써 안전한

연구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신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국내 의약품 품질 기준 및 관련 시험법이 기술된 「대한민국약전」

나. 첨단바이오의약품 시험 운영 및 연구 추진 시스템 강화

내용도 선진국 공정서와 비교하였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아 국내 유통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추진성과

1) 추진배경
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시험검사 및 규제과학 연구 역량 강화 요구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 수준 증가와 더불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562

가) 대한민국약전 바이오의약품 분야 선진화

국가 기관의 시험검사 역량도 국제적 수준으로의 향상이 요구된다. 최근 혁신 기술을

‘바이오의약품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안)’ 및 ‘인공지능 활용에

적용한 바이오 신약의 연구개발이 증가됨에 따라 규제과학 연구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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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9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콘퍼런스 개최

5 연구개발

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국내 품질관리 역량 강화 및 제품화 지원

2) 추진성과

1) 추진배경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2019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성과

가) 국내 바이오제약업계의 품질분석 역량 강화 요구

및 규제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수행이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이오의약품산업은 국민건강 확보 및 경제 성장을 주도할 국가적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연구를 추진하였다.

있으나 국내 시장 및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아직 세계적 기준으로는 빈약한 수준이며 국내
관련 업체는 신약 개발뿐 아니라 품질관리 역량에 있어서도 국제적 수준으로의 도약을

그림 5-3-6

2019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콘퍼런스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최신 규제 정보 및 분석기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제약업계의 품질분석 역량 강화 및 제품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추진성과
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 및 연구개발 동향 자료집 발간
「바이오의약품의 실사용데이터(RWD) 및 실사용증거(RWE) 국외 활용 정보집」, 「CAR-T
치료제 킴리아의 국외 허가심사 자료집」, 「혁신 항체의약품 분석 시험 정보집」, 「첨단
세포조직공학제제 국외 규제동향 2019」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국내외 최신 규제 및
연구개발 동향 자료집을 발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홍보하였다.

그림 5-3-7

첨단바이오의약품 국내외 최신 규제 및 연구개발 동향 자료집

3) 추진계획
가) 규제과학연구 추진 전략 수립
식약처 및 공공 전문분석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국내 첨단바이오
의약품 개발 촉진 및 품질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과학연구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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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약(생약) 안전관리 연구

5 연구개발

한편 공공 전문 분석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 기술 워크숍’을 개최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최신 분석기술 개발 동향 정보를
제공하였고 업체 분석실무자 및 연구개발자에게 분석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5-3-8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 기술 워크숍

가. 한약(생약) 전주기 품질안전관리 강화
1) 추진배경
가) 안전한 한약(생약) 유통을 위한 품질안전관리 강화
한약(생약)은 단일 성분 중심의 화학의약품과 달리 기후, 재배지, 생육기간 등 재배
환경과 건조·보관방법이 완제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국민이 신뢰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하여 수입·유통 한약재를 시험검사하고
위변조 우려 한약재 감별법을 개발하는 등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생약 중 벤조피렌 등에 대한 소비자 과학적 근거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정확한 안전관리
근거·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성과
가) 한약(생약) 시험검사·위해평가 등 사전·사후 안전관리
수입부터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의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하여 시험·검사를
실시(2019., 470건)하였다. 수입단계 통관검사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한약재 관련 위해정보, 기획감시 등에 따라 유통 한약재를 수거하여 검사하였다.
또한 천연물의약품 중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하여 원료의약품등록단계부터 벤조피렌을
검사하고 위해평가를 수행하였다.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능검사·이화학분석으로 명확한 감별이 어려운 품목인

3) 추진계획

사삼·제니(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더덕 등과 오·혼용 우려), 오공(건조 후 외형손상 시 감별 불가)
등 총 52품목(~2019.)에 대하여 유전학적 분석방법 등을 이용한 감별법을 개발하였다.

가) 바이오의약품 분석 기술 역량 강화
향후에도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관련 최신 국내외 정보 및 주요국 규제 동향

‘고본’ 한약재 등 17종 274품목에 대해 벤조피렌 검사 및 위해평가를 국민청원안전

정보 및 실무자 대상 분석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혁신

검사제로 원활히 수행하여 인체위해 우려가 낮음을 확인하고, 검사결과를 공식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발표(8월)하여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한약재 특성을 고려한
시험법을 개발하여 한약시험검사기관 및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분석법을 교육(9월)하고
첨단바이오제품과 과장 엄준호 ☎ 043-71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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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해 시험법을 공개(10월)하였다.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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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년간 추진하는 저감화정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1) 추진배경
나) 한약(생약) 안전관리 정책소통 강화
식약처 생약연구과 직원이 개원 한의사, 요리연구가 등과 함께 출연하여 생활 속

가) 한약(생약)분야 국제협력 강화 필요

알아두면 유익한 한약 관련 정보를 대화형식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식약보감」(‘요리로

국제사회에서 한약(생약) 기준규격 선도를 위하여 한의약국제표준화, 생약규격국제조화

거듭난 한약재’, ‘인삼과 홍삼’ 등 동영상 총 18편)을 대변인실과 함께 제작하고 유튜브·페이스북

포럼 및 공적개발원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의약국제표준화(ISO/TC249)’에

등에 송출하여 적극 홍보하였다(유튜브 조회 수 6만여 회). 또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 (FHH) 을

위하여 한약재의 다양한 효능, 혼용하기 쉬운 한약재, 제주센터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구성·운영하여 한약(생약) 관련 규제 및 기술동향 등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WHO/

기획기사 형식으로 제공(6편)하였다.

WPRO와 함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통해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5-3-9

‘한의사가 들려주는 이 주의 한약재-식약보감(동영상)’ 및 기획기사

2) 추진성과
가) 한의약국제표준화(ISO/TC249) 선도
한의약국제표준화 (ISO/TC249)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발굴·제안하는 ‘한약 (생약)
국제표준 개발 연구’를 지속하여 ‘산수유의 품질기준’, ‘한약 성분 프로파일링’, ‘약용생물의
분류학적 이름’ 등을 신규 제안하였다. 태국에서 열린 ISO/TC249 제10차 총회(6월) 및
한의약전문·분과위원회(4~5회/년) 등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제안과제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 제안한 과제가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3) 추진계획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중이다.

가) 한약(생약) 안전관리강화 지속 추진

나)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활성화 등 국가간 기술교류 네트워크 강화

「2020년 한약(생약)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입한약재 교차점검을

FHH는 서태평양지역 7개 국가(한국,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가 참여하고

확대하며, 생약 중 새롭게 출현하는 유해물질 시험법을 개발하고 관련 기준규격 개선을

있으며, 2019~2020년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분과위원회(6월) 및

통하여 안전관리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17차 상임위원회(11월)를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회원국 간 정보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한약재 감별과 관능검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능검사해설서’ 개정판 마련

국가별 규제 현황, 분과별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FHH 20주년 기념을 위한 준비사항 및 국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포지엄 주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국가 간 교차점검 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참당귀, 일당귀
등 2종의 FHH 표준품을 확립하였으며,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성분프로파일 등의
이화학적 분석결과를 담은 표준성분도감(Atlas)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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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H 제2분과위원회 및 제17차 상임위원회 개최

ODA사업을 위하여 라오스 규제기관 3인을 대상으로 생약시험법, 유해물질분석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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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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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 국가 생약자원 주권확보를 위한 보존기반 마련
1) 추진배경
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한 개도국 품질관리기술 지원
식약처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통하여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등 서태평양지역 개발

가) 국가생약자원 총괄관리 필요성 대두

도상국을 대상으로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19년에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원조협약을 체결(5월)한 후, 수원국인 라오스의 보건부

부속서인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 8월에 시행되었다.

및 품질관리기관을 직접 방문(7월)하여 교육이 시급한 분야를 파악하였다. 라오스 요청에 따라

중국은 강력한 제재규정을 포함한 나고야의정서 조례(안)을 공표(2017.4.)하였으며, 시행이

표준품 안정성 평가, AAS를 이용한 중금속분석법 등을 포함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임박한 상황(2019. 상반기)이다. 생약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또한, 지난해 수원국 베트남의 요청으로 교육자가 현지(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전통의약품

사용 대가로 천문학적 로열티 지불이 예상됨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환경변화에

실험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분석법 등을 교육하였다(3월).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국가생약자원 총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림 5-3-11

베트남 현지교육 및 라오스 현지실사

2) 추진성과
가) 국가생약자원 수집·조사 등 총괄관리 기반 마련
국가생약자원 확보·보존을 통하여 총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국가생약자원
수집·조사 연구’를 착수하였다. 강원·경상, 경기·충청, 전라·도서, 제주 4개 권역별 생약자원
수집·조사·발굴, 서식지 맵 작성, 재배지, 유전자정보 등을 목록화하고 연구·산업화에 필요한

3) 추진계획

생약자원정보의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보유한 연구결과를 통합·연계하는
DB 설계·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내실 있는 DB 구축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가) 한약(생약) 국제품질기준·표준화 주도권 강화

반영하고 DB를 구축하기 위한 2020년 정보화예산 2억 8천 9백만 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관련

2020년에는 ISO/TC 249에서 우리나라의 제안 과제가 채택되도록 다른 국가의 문제

업계가 ‘나고야의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매뉴얼을 마련하여

제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노회의 기준규격’, ‘연조엑스 포장재’ 등 신규과제를

민원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11월).

총회(2020., 네덜란드)에서 제안하여 국제 표준화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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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확대·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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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옥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는 온대성 생약자원을
확보·보존하고 있으며, 파종부터 수확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하여 ‘식재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구축(2018.)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옥천센터 홍보 및 방문자의 관람

가. 과학적 위해평가 등 안전관리 지원

편의를 위하여 센터 위치·면적·역할 등 개요와 센터 내 생약자원보존관, 식재포, 생태연못
및 전망대 등의 설명·사진을 포함한 리플릿을 제작하고 64개 대학 및 관련 학회 등에

1) 추진배경

배포·홍보하였다(11월).
2017년부터는 아열대성 생약자원의 보존·관리·연구를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에 ‘제주

가)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 연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 국가사업 추진으로 이익창출이 기대되는

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제품들이

경제적 타당성(편익/비용 1.19)을 확보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사업규모, 센터조성 방향,

허가·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운영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9월). 2019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3월) 및

있으며,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비의도적 오염물질의 안전관리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고시(4월)를 통하여 센터 신축 부지 용도변경을 하였으며, 연구동·전시동·재배온실 등에

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은 각각 해당법률에 따라 대상물품의 특성을 반영한

대한 설계(9월)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였다(12월). 또한, 제주센터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신축 공사비 등 2020년 예산 84억 원을 확보하였다.

화장품 원료, 오염된 유해물질 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약사법」에 따라 시중 유통
전(前) 제품별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신고·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아 유통하도록

3) 추진계획

하고 있다. 위생용품은 2018년 4월 18일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가)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 대상으로 편입되어 동법 및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2020년에는 국가생약자원 수집조사연구를 지속하고, 관련 업계 및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

제조·판매되고 있다.

결과와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열대성 생약의 과학적

화장품연구팀은 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 국가생약

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 기준·규격 이외 물질, 제조·가공·유통

자원관리센터’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축이 가시화됨에

중 생성되는 물질 등에 대한 인체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제안하기 위한 인체

따라 센터의 목표, 비전 및 기능 등을 포함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해평가 등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사업은 화장품, 치약, 마스크, 무(無)니코틴 금연용품, 일회용 기저귀 등 매우

그림 5-3-12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제품은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옥천센터’ 리플릿 및 ‘제주센터’ 조감도

국민생활 밀접제품이다.
그리고 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사용 연령층이
넓고, 거의 매일 사용되며, 인체 직접 적용하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안전사각지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유해물질에 의한 위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인체
위해평가 및 안전기준 제안을 위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약연구과 과장 조수열 ☎ 043-71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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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안전검사 결과 보도 및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
출처: (좌) 2019.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우) 2019.5.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가) 위해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
화장품 등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물질
및 제품에 대해 오염도 조사 및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홍보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필요시는 안전기준을
제안하였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팬티라이너 126품목을 대상으로 다이옥신·퓨란류
17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이들 물질의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위생용품 면봉의 포름알데히드 시험법을 신설하여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였다. 화장품과 관련하여 유럽 등 제외국 위해 정보에
즉각 대응하고, 국내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해평가를 수행하였다. 화장품 원료

나) 정책소통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

중 아트라놀, 메틸렌글라이콜,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하이드롤라이즈드밀 단백질 등

화장품·의약외품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안전

8종의 사용 기준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정보를 제공하였고, 안전기준 설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화장품

또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장품 중 메탄올 확인 시험법을 개선하고, 미생물

위해평가 보고서」를 공개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화장품 사용한도 원료인 보존제

한도 시험법의 전처리법을 개선하여 다양한 화장품 제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트리클로카반’ 등 16종에 대한 독성, 인체 노출량 등이 포함된 위해평가 보고서 전문을

고형 화장품 비누 시험법을 신설하는 등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자외선 노출로부터 피부를

2014년 이후 매년 선진국의 화장품 위해평가 기술을 소개하고 위해평가 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2019년 6차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용방법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기관 홈페이지 및 SNS로 홍보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NICNAS) ’ 등 국외 위해평가 전문기관 및 국내

그림 5-3-14

화장품 위해평가 보고서 및 자외선차단제 사용방법

전문가, 화장품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평가 기술을 공유하고 화장품
위해평가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국제 심포지엄이 글로벌 소통채널로 자리 잡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574

575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표준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안내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업계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이

5 연구개발

3) 추진계획

3절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및 제품화 지원

확보된 품목(원료 및 제제)이 공정서에 많이 등재될수록 제조업체는 쉽게 다양한 제품을
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개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생활용품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신종 유해물질의 위해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서 등재 품목의 기준·규격 관리와 표준화된 시험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생리대와 같이 특정 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국민

그리고 업계의 자율적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기준·규격 개선·개발 및 가이드라인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출원을 고려한 안전평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발·보급을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화장품은 비의도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히드로퀴논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자외선차단제(나노징크옥사이드, 나노티타늄디옥사이드)에 대한 최신의 위해평가

2) 추진성과

자료를 검토하여 국내 사용기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국외 위해평가 전문기관과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화장품 위해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염모제 부작용 임상사례

가) 안전기준 및 시험법 개선

조사를 통해 염모제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약외품·위생용품은 2016년 10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메탄올 및 미생물한도시험법을 개선하여 고시

19일에 마련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및 특정 계층 사용 제품에 대한 맞춤

하였다. 그리고 화장품 사용한도 및 배합금지 물질 중 분석법이 확립되지 않은 물질에

안전관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유해물질 사전예방 안전관리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사용한도 원료인 클로헥시딘 등 8종,

생리대 중 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배합금지 물질인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을 개발하고 각각 「화장품 중 사용한도 성분

편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평가 기술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할

분석법 가이드라인」 및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하였다.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지정될(산모용패드 등) 물품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또한,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 시험에 대한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생활용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기준

기능성 화장품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미세먼지 세정 화장품의 표준시험법을

설정에 대한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마련하여 표시·광고실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하고 안전관리 사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평가 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탐폰의 순도시험 중 에틸렌옥사이드 및 첨가제로 사용되는 아크릴산전분
등 4품목에 대해 칼럼 대체 등 노후화된 시험법을 개선하여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나. 기준규격·가이드라인·시험법 제공 등 심사평가 기반 강화

시험방법」 공정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위생용품 면봉의 포름알데히드 시험법을
신설하여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였다. 의약외품 부직포 원료가 다양화됨에

1) 추진배경

따라 면부직포 및 생리대 표준제조기준 신설(안), 보건용 마스크의 안면부흡기저항
시험과정을 상세히 추가하여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가) 기준 규격 표준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

이렇게 마련된 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 표준시험법, 가이드라인, 공정서 시험법은

화장품 등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생활용품으로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소비자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뿐만

보호를 위한 안전성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효능·효력·효과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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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허가·신고·심사에 기여할 것이다.

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국민 및 현장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화장품 품질검사에 활용되는 사용한도·배합금지

신고·심사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준·규격이 등재된 공정서를 고시하고,

원료 분석법 및 미생물 한도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한 곳에 모아 시험자들이 손쉽게 참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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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기 안전관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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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시험법 가이드라인 모음」 자료집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시험·검사기관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위해 내·외부 약
30명으로 구성된 ‘산·학·연·관 네트워크 협의체’ 및 ‘연구회’를 상시 운영하여 건의사항

가. 안전관리 기반 선진화

및 연구성과 활용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제안된 의견들은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1) 추진배경

3) 추진계획

가) 미래의료환경 대응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기반 강화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및 융복합 의료기기 출현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

가) 산업활성화 및 국민안심을 위한 적극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 확대로 화장품·의약외품·

있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선제적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분석법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업체의 자체

추진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기의 전주기에 맞춤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 조화된 선진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최근 사용빈도가 높고 사용연령층이 다양한 생활용품에

의료기기 사전·사후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과 국민 보건향상에

대한 심사체계 기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시험법 개발 시 업계 및

기여하고, 의료기기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기여하고자 한다.

시험·검사기관의 현장상황을 반영하고 교차검증 등을 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화장품 중 중금속 및 1,4-디옥산에 대한 시험법을

2) 추진성과

개선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탈모증상완화
및 여드름 증상의 완화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효력평가법을 개발하여 가이드라인

가) 의료환경 변화 대비 안전관리 및 허가심사 지원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의약외품은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공정서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2019년 1월에는 안과시술용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보건용 마스크 원료인 필터용 부직포에

가스제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품목허가 시 제출 자료, 품질관리/유통관리

대한 기준·규격 신설(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치아매니큐어의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5월에는 해외 품질관리 규격 적용현황 조사를 통한

일시적 색상 조절 평가를 위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생용품은

국제조화된 의료기기 GMP제도 개선방안 및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중 일회용 기저귀 및 면봉의 기존 시험법을 개선하여 시험법

개정에 따른 사용적합성 및 프로세스별 위험관리에 대한 GMP 심사지침 방안을

고시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 사용 시 위해우려가 있는

마련하였다. 7월에는 프탈레이트 함유 표시기재 의무화, 허용기준치 설정과 적용 및 관리

제품과 물질에 대해 사전예방을 위해 기준설정, 시험·분석법 및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우선순위(안)가 포함된 프탈레이트 함유 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 및 용출물 중 중금속 시험

수행할 예정이며 안전 및 품질 평가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및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항목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SOP)를 마련하였고, 1등급
의료기기 110건 등 기준규격(고시) 제정을 지원하여 의료기기 품질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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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이바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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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그 밖에도 임상평가에 기반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침(안) 및 임상평가와 관련된 의료기기
품질관리 개선(안)(4월),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등의 갱신주기, 갱신대상, 갱신절차 등
세부운영 방안(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7월)을 마련하였고, 단독소프트웨어(Software as
Medical Device) 등급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10월)하여 단독소프트웨어 관련 정의, 유형분류,

설계·개발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여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였다.

3) 추진계획

580

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가) 전주기 안전관리 정책 기반 및 평가기술 마련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분야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정책 지원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사항 기준을 포함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네거티브 변경허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의료기기의 사전·사후 안전기술 개발,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하였고, 4월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품목 및 등급 분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환자등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방안으로 시약,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신규 품목 분류(안)(대분류 8개, 중분류

마련 연구, 의료기기 사후 안전관리 방안 마련 연구 등을 수행하여 의료기기 개발부터

165개 및 소분류 311개) 및 사용목적, 개인/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차이에

제품화, 시판 후 안전관리 등 국제적 안전기준 변화에 대응한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정책의

따른 등급 분류 (안) 을 제시하였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규제조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제정(2019.4.30.)과 시행(2020.5.1.) 예정에 따라 2019년

또한 국내에서 인공유방보형물 이식 환자에게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첫 발생하여

6월부터는 시행령, 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과제를

인공유방 부작용 조사를 위한 환자 등록연구(Patient registry) 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해 산업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연구과제를 2019년 8월부터 추진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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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8

3절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및 제품화 지원

및 작성 예시 등 제공하는 종양검사시약의 임상시험 설계 안내서(6월), 치과용바이오임플란트,
혈액성분분리장치, 필터주사기 등 7개 품목의 안전성 및 성능평가 가이드라인(3~11월),
콜라겐사용 의료기기 및 실리콘겔인공유방의 최신 국제규격 및 해외 위해정보를 반영한
물리·화학적 특성평가 가이드라인(6월)을 마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림 5-3-19

최신 국제규격에 따른 평가기술 적용 가이드라인

나. 심사·평가 과학화
1) 추진배경
가) 신기술 의료기기의 과학적 평가기반 필요
최근 세계적으로 위험관리에 기반한 의료기기 평가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과학적

의료인의 임상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 기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안전관리 평가·기준 마련 및 신속한 심사·평가 대응의

임상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헬스 등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 도입을 위한 과학적

인공지능 기반 CDSS의 성능검증을 위한 폐결핵, 유방암, 뇌졸중, 폐암, 간암,

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신속한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데

관상동맥질환 등 6개 질환의 X-ray, MRI, CT 영상에 대한 표준데이터 구축을 추진

필요한 기준규격 제·개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로 국제 조화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후향적 임상평가 안내서(안)을 마련하였다.

허가심사에 필요한 과학적 평가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5-3-20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용 6개 질환 표준데이터 구축

2) 추진성과
가) 전주기 안전관리 정책 기반 및 평가기술 마련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규격 제·개정(안)을 마련하고자 IEC 61010-2-101 기반

표준 데이터 구축 방법

1. 영상 평가를 위한 전처리

5. AI 프로그램과 연동

2. 영상 평가

6. 연구 데이터를
BEST Image*에 등록

3. 영상 서식에 대해 사람이 판독

7. Excel-CRF를 xml로 변환

4. 판독 결과 통계화

8. Xml과 영상을 매칭 후
Best Image에서 조회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운송, 보관, 안정성, 충격시험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및 적용사례를 제시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2월)과
기준규격 제정(안)(3월)을 마련하였고, 의료용 산소발생기, 치과용 어태치먼트 등 4개 품목의

* BEST Image : PACS Viewer와 e-CRF의 기능을 조합한 ‘다기관 의료영상 평가 시스템’

기준규격 제정(안)(3~11월)을 개발하였다. 또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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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표준품 확립 및 공급
2018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의 안정성 시험결과 및 신규/재제조 표준품
후보물질의 품질검증 시험결과 검토를 위하여 2019년 5월 제1차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규제과학 지속 추진

표준품 실무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9년 제1회 시험검사발전실무위원회

의료기기 기준규격·가이드라인 국제조화, 융복합/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 제조·확립 결과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신규 제조(메르스, 뎅기열

분류기준 및 심사평가 방안 마련, 체외진단 의료기기 표준품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

바이러스 3종) 및 재제조(인플루엔자 4종) 표준품을 등록하였고 보유 표준품 32종의 안정성

근거 기반의 시험법, 성능평가, 기준규격 및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2019년에 노로바이러스유전자, 혈액판정용

또한 2019년에 이어 인공지능 기반 CDSS의 성능검증을 위한 질환별 표준데이터 구축을

표준품 등 11품목에 대한 제조·확립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은

추진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 규제과학 선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총 164건 분양하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였다.

다. 미래 의료환경 대응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그림 5-3-2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 실무기술위원회 활동

1) 추진배경
가) 융합기술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지원
혁신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의료기기 신규 제품 증가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안전관리
대상이 증가 추세이며 개발단계에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술 등이
융합된 최신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평가기술 개발은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 지원 전략으로 매우 중요하다. 신규 의료기기 기술 분석을 통해 중·장기 연구
표 5-3-4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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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스마트 의료기기 안전기술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9년 제조확립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
표준품 명칭

신규/재제조
신규

2) 추진성과

1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2

ABO 및 D형 혈액형판정용 동결 적혈구

재제조

3

C형간염바이러스 항체(혼합농도패널)

재제조

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항체(혼합농도패널)

재제조

5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2) 항체(혼합농도패널)

재제조

차세대 미세수술로봇, 안과용 다목적 일체형 레이저시스템 등 9개 품목의 가이드라인

6

로타바이러스 유전자(혼합패널, 4종)

재제조

및 기준규격 20종을 마련하는 등 첨단기술 기반 치료형 기기 9개 품목에 대한 평가기술을

7

로타바이러스 유전자(RNA)

재제조

8

로타바이러스 항원(희석패널, 3종)

재제조

9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희석패널, 4종)

재제조

안구건조증치료기기 등 6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14종을 마련하였다. 또한 3D프린팅

10

C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DNA)

재제조

임시치관용 레진, 치과용임플란트 수술가이드, 3D프린팅기반 생분해성 악안면 성형재료

11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혼합농도패널)

재제조

가) 융복합 혁신의료기기(AI, ICT 융합기술) 선제적 평가기술 개발

개발하였고, 예방·건강관리 기기에 대한 평가를 위한 스마트폐질환관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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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7개 품목의 가이드라인 및 기준규격 18종을 마련하여 개인맞춤 기반 이식형 기기에

3절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및 제품화 지원

미래대응 의료기기 관리방안의 공공성 확보 사례

대한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융·복합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평가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림 5-3-22

스마트 폐질환 관리기기 등 융복합기술 평가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3) 추진계획
가) 미래 의료기기산업 지원 육성 계획에 따른 선제적 평가기술 마련
신기술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인맞춤형 의료기기 등의 선제적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독립형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체외진단 제품 평가기반 마련 연구, 경막외카테터
나) 의료기기 관리방안의 공공성 확보

및 혈관내카테터에 대한 안전성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치과용 3D 프린팅 기반

미래대응 의료기기 관리방안의 공공성 확보의 일환으로 2019년 2월에는 다양한 과학

제품의 평가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범국가 차원의 의료기기 중장기 발전계획 및

기술이 융·복합된 웨어러블, 수술용 내비게이션 기술 융합기기, 차세대 체외진단기기

미래 의료기기산업 지원·육성 계획에 따라 신개발 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3개 분야에 대한 기술, 특허 현황 및 개발 전망 제시하는 2019년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지원을 위한 선제적 평가기술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9년 9월에는 2019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융복합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산업현황 및

라. 의료기기 혁신을 위한 안전규제·산업분야 통합형 의료기기 산업표준 개발

국제표준화 추진 등 정책적 이슈와 모범 사례를 산·학·연·관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전문가 등 약 1,000여 명의 참석자와 공유하였다. 또한 2019년 5월에는 융복합 혁신

1) 추진배경

의료기기 기술발전 및 선진화 대응전략 심포지엄 개최하여 산·학·연·관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 의료기기 R&D 성과활용 사례 홍보, 첨단

가) 의료기기 분야 국가산업표준 식약처 이관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의 최신 기술 전망 소개 및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015년 7월 식약처로 이관된 의료기기 분야 국가산업표준(Korean Standards, KS)은
인허가 시 활용도가 낮아 안전규제 산업분야 통합형 의료기기 산업표준 제·개정안
마련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표준(International Electrical Commission, IEC)에 대한

시험검증을 통하여 국내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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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국내 산업표준(KS)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인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민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가) 인허가 안전규제와 산업발전 지원을 연계한 산업표준 개발

2) 추진성과

안전규제·산업 분야 통합형 의료기기 산업표준 개발은 국제규격(IEC, ISO) 등에서
제시된 국제 규격에 대한 인허가 안전규제와 산업발전 지원을 연계한 통합형 산업표준

가) 스마트 헬스케어 등 3대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제·개정 추진

개발 연구이다. 따라서 국제규격이 없거나 국가경쟁력이 높은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산업표준(KS) 제정 및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헬스케어 표준 등 5건의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였고,
맥파분석기 안전성 평가에 대한 표준 개발의 일환으로 ISO/FDIS 18615 등록 및 KS

마. 범부처 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P ISO 18615 산업표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IEEE-SA P3333.2.5.1[의료용 3D프린팅
기반 연조직 소프트웨어모델링 표준(안)] 등 3건 WD(작업안) 개발 등 의료 3D 프린팅의

1) 추진배경

최적화 표준화 기법을 제안하였고 해당 성과는 2019 세계 표준의 날 산업통상부장관표창
수상(10.17.)하며 그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가)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차세대 의료기기를 위한 범부처 제품화 지원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령화·의료비 급증 대응 등을 위해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은

그림 5-3-24
표준 분야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활동
대표 성과사례

증대되었으나, 그간 전주기 R&D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부처별 R&D 지원의 연계부족
및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수출주력 및 차세대 의료기기를
전략 품목군으로 지정하여 글로벌 제품 개발과 미래의료 선도 및 의료복지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헬스케어 표준(OCF Healthcare) 개정

그림 5-3-25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조직도

전통의학
디바이스

맥파분석기 국내외 표준 개발 및 제품 홍보

3D 프린팅
디바이스

의료 3D 프린팅 최적화 표준화 기법의 NP 채택 및 WD 제안,
2019 세계 표준의 날 장관표창 수상(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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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 개발 사업’ 및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3절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및 제품화 지원

연구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가)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추진성과

2020년에는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훈령)」을 부처 공통 제정하여
사업비 관리, 과제평가 등 범부처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1월부터

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 추진

사업단장 선정 및 사업단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NBIT 융복합 의료기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범부처

평가기술 개발, 의료기기 국내외 표준 개발, 신기술 의료기기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2019년 4월에 2020~2025년 6년간

등에 대한 예산 32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과제를 공고(4월), 선정평가·협약(5~6월) 및

11,971억 원(국고:9,876억 원)의 예산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관련 부처

착수(7월)하여 의료기기 개발 R&D의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제품의 인허가에 요구되는

사무관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간 사업추진 실무협의체를 통해 예타 대응 및 사업

평가기술, 표준 및 신뢰성 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도 예산확보, 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 훈령) 및 사업단 정관
마련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단장 선정 및 사업 추진체계 조정 등을 위해 외부위원(10명)

바. 국제표준화 위원회 공동 협력

및 부처 담당 국장급으로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1) 추진배경
그림 5-3-26

범부처 R&D 지원 사업 확정

가) 국외 표준화 활동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의료기기 국제 표준기구는 ISO와 IEC로 구분되는데, ISO에서는 주로 의료기기에
대한 물리적 특성에 대한 표준화를, IEC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특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국제 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의
규제동향 및 최신 규격 제·개정 정보를 교환·습득하고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2) 추진성과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 개발 사업’의 다부처 공동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괄지원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과 협력하여 개발과제의 품목 지정 등 애로사항을 협의하였다.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에는 4분류 진단 멀티채널 진단키트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법 개발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전기기술위원회(IEC)와의 협력
진단영상장치(IEC/TC 62/SC B), 의료용 전자기기(IEC/TC 62/SC D),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ISO/TC 76),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외과용
이식재(ISO/TC 150),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ISO/TC 172/SC 7),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ISO/TC 194), 소독 및 멸균(ISO/TC 198), 진단검사실 및 체외진단시스템(ISO/TC 212)
8개 분과의 국제표준화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여 국제표준 개발에 협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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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3) 추진계획
가) 체외진단 등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2020년에는 ISO/TC 212 진단검사의학 및 체외진단검사시스템(Clinical laboratory
testing and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총회 및 분과회의 등에 참석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국제 표준 동향과 제·개정 현황을 파악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연구 사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의료기기연구과 과장 박기숙 ☎ 043-719-4901

1. 국가독성프로그램 및 독성시험법 국제협력
가. 현안물질 등에 대한 독성시험 수행
1) 추진배경
가) 국가독성프로그램 기반 독성시험 자료 생산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2015.), 계란 살충제(2017.) 및 생리대 (2018.) 등
다양한 품목에서 독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의약품 등의 안전성 관련 사회적 이슈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방법에
근거한 독성시험 자료 제공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2) 추진성과
가) 식약 공용 원료에 대한 독성시험 수행 및 정책 반영
식약처에서는 지난 2015년 발생한 백수오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백수오 및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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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응급의료진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성정보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제공

사용을 제한하고 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그 외

양식을 개선하고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순차적으로 최신화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식약 공용 원료에 대한 독성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사건을 계기로 범부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독성정보를 식약처의

5 연구개발

수행하였다. 그 결과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사용하도록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서 연계·제공하고 있다.

3) 추진계획
3) 추진계획
가) 위생용품의 위해물질까지 독성시험 대상물질 확대
2020년에는 식약 공용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생약재 등에 대한 독성시험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한편, 국정과제(57-4.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통합평가 및

2020년에는 국정과제(57-4.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통합평가 및 안전강화) 수행을

안전강화) 수행을 위하여 살균보존제 등 위생용품 및 잔류농약 등으로 시험 대상을 확대할

위하여 방향제, 표백제 등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되는 물질 600종을 대상으로 독성정보를

계획이다. 또한 최근 안전성 이슈가 제기된 현호색에 대한 독성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나. 인체적용제품물질의 독성정보 DB 구축

594

가) 매년 600건의 독성정보 DB 확대 추진

다. 국내외 독성시험 관련 기관·기구와의 협력 강화

1) 추진배경

1) 추진배경

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독성정보 DB 구축

가) 독성시험법의 국제 조화 및 국내 협력

매년 새로운 화학물질이 등장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의약품

식·의약품 등의 독성시험·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법을 기반으로 수행되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정확한 독성정보 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습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미국 등

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나 인체직접적용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는

선진국의 관련 기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에 구축한 식·의약품 위주의 독성정보에서 인체적용제품 등에

독성시험·연구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내

포함된 물질까지 확대하여 신뢰성 있는 독성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강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2) 추진성과

2) 추진성과

가) 대국민 대상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운영

가) 미국 FDA, NIEHS 및 OECD 등 선진기구 및 국내 전문기관과 협력

식약처에서는 대국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를 운영하고

2017년 3월에는 식약처 (평가원)와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있다. 매년 식·의약품 등과 관련된 화학물질 등의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이 독성물질국가관리 사업 간 업무 협력을 위하여

있으며, 현재까지 독성정보 3,377건, 중독정보 570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독성물질 국가관리 시스템을 국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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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 개정: 2016.2., 시행: 2017.2.)」의 개정안이 시행되어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위한 국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제조나노물질작업반

동물실험을 이용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이 의무화되었다.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아울러 미국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 (59-2.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조성) 로 동물대체시험법

국립독성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Toxicological Research, NCTR) 가 주관하는

도입·보급 및 기술지원 업무가 채택되어 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국제규제과학연구연합(Global Coalition of Regulatory Science Research, GCRSR)에 참여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은 유럽,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11월 평가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Korea Institute of Toxicology,

중국, 브라질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는

KIT)와의 공공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

3R원칙[동물대체(replacement), 동물 수 감소(reduction), 동물고통경감(refinement)]을

5 연구개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독성시험법

반영한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등 의료제품 분야 전반에 걸쳐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3) 추진계획

또한, 2019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 선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 강화

혁신적 비동물 안전성평가기술(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에 대한 투자 계획을

202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중요성이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와 국제규제과학연구연합(GCRSR) 등에서의 국제협력
활동에 참여하여 독성시험 연구개발 업무의 국제적 역량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2009년에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r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KoCVAM)를 설립하고 2011년에 유럽연합, 미국, 일본, 캐나다와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lternative Test Methods, ICATM)을
독성연구과 과장 오재호 ☎ 043-719-5102

체결하여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 추진성과

2.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 및 비임상시험 선진화
가)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 등재

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

2018년에 식약처가 제안하여 국내 최초로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된
피부감작성시험법에 이어, 2019년에는 ‘인체각막모델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이 OECD

1) 추진배경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되었다. 또한, ‘인체 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을
OECD 시험가이드라인 개발 과제로 제안하여, 국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OECD

가) 국제 화장품 등 산업계의 동물실험 금지 흐름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도입 및
보급 필요
국제적으로 동물보호 인식 확산에 따라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시험가이드라인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in chemico 피부감작성
시험법(DPRA) 개선 연구’, ‘안과용 의료기기 안자극 대체시험법’ 등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며,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생독성시험’ 검증 연구를 완료하였다.

요구되고 있으며, 2013년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하였고 미국, 호주 등 기타 국가에서도 동물실험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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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국내 비임상시험

화장품 독성시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총 21개의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임상시험

대체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화장품 업계 및 비임상시험기관

분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글로벌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 국제 비임상시험

등에 기술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대체시험법이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약처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5 연구개발

나) OECD 동물대체시험법 시험가이드라인의 국내 도입·활용 및 기술 지원

4절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제2018-93호, 2018.11.21.)」(Good Laboratory Practice, GLP)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추진계획

2) 추진성과
가) 비임상시험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2019년에 식약처는 관계부처(환경부, 농진청)와 협력하여 국제수준(OECD)의 비임상

가) 동물대체시험법의 OECD 승인 추진 및 동물대체시험법의 지속적 국내 보급

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2020년 OECD GLP 현지 방문평가 계획에

식약처는 2020년에도 미래 대비 차세대 동물대체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검증하고,

대비하였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분야 인프라 강화를 위한 비임상시험(GLP)

국내 개발 시험법이 국제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되도록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전문가 양성을 위해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총 5회(535명 수료) 실시하였고,

(KoCVAM)를 운영할 계획이다. 화장품 및 의료제품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및 안전성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평가 선진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양성 교육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의 이해와 적용’, ‘OECD GLP 가이드라인의 해설’,

동물대체시험법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할

‘비임상독성시험 수행 및 절차’, ‘표준작업지침서 이론 및 실습’ 및 ‘신뢰성보증업무 이론

계획이다.

및 실무’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국내외 GLP 제도의 이해 증진을 위한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약처 제2018-93호, 2018.11.21.) 해설서」, 「OECD GLP 지침서」

나. 비임상시험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번역본(1호-19호), 「국외(유럽, 일본, 스위스) GLP Q&A」 번역본을 발간하였다.

1) 추진배경

3) 추진계획

가) 국제 수준의 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임상시험(GLP) 관리체계 운영 필요

가) 비임상시험의 국제적 상호인정을 위한 OECD GLP 현지 방문 평가

신약 개발 등의 분야에서 국내 제약회사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2020년에 식약처는 성공적인 OECD 현장방문평가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하여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원칙에 기반한 비임상시험 자료 생산 및 관리의 중요성이

국제수준의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실태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비임상시험(GLP)

커지고 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도 비임상시험관리기준 (GLP)이 적용 (의료기기법 개정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 의료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16.12., 시행 2019.5.)됨에 따라 비임상시험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비임상시험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비임상시험 기반 강화를 통해

식약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간의 비임상시험 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임상시험 결과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10년 주기로 OECD로부터 GLP 현지
방문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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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다.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확립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5 연구개발

3. 마약류 안전관리 및 차세대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연구

4절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분양하였으며, 암페타민 계열 신종마약류에 대한 구조-활성 상관관계 기반 의존성

가. 국가마약류 안전평가 기반 구축 연구

신속예측 평가시험법을 개발하였다. 국내외 협력 강화로 유엔마약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종마약류 12종의 유엔 마약류 지정 표결에 참여하였고, 국가 마약류 시험·분석

1) 추진배경

역량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 워크숍 개최 및 마약류과학정보지(SIDA)를

가) 신종마약류 상시 평가체계 및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발간함으로써 마약류 규제·연구 분야에 대한 정보를 국내 전문가와 공유하였다.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실제 마약류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 마약류에 비해 접근이 쉬운

3) 추진계획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까지 마약류를 구입하는 등 마약류 사용
계층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가) 국제 수준의 기술보고서 작성 및 신종마약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황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주무부처로서 신종마약류를 신속하게 규제하고자

2019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마약류 등에 대한 유해성

임시마약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20종 이상의 임시마약류가 지정되고 있는

평가가 법적 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국가 마약류 안전평가’ 업무를 보다

실정이다.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해성 평가가 필수적이며,

강화할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기본사업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임시마약류 평가

약리연구과에서는 신종마약류의 유해성을 상시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항목을 확대하여 국제 수준의 기술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지정을

있다. 또한, 국가마약류 상시평가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단속·규제

위한 의존성 및 독성 등 유해성 평가로 국제수준의 과학적·체계적 평가체계를 마련할

및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평가 역량

수 있다. 또한 2020년 지정된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해성 평가를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분야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

위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0종을 합성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시험·분석 업무
담당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그동안 축적된 (신종)마약류 정보를 통합하여

2) 추진성과
가) 신종마약류 기술 검토 및 연구를 통해 마약류 지정 과학적 근거 등 제공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나. 차세대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

2019년에는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해당여부와 관련된 기술검토를 433건
수행하였고, 3C-E 등 5종의 임시마약류에 대한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심장독성

1) 추진배경

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기술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부서에 송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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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지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가) 신약개발을 위한 차세대 심혈관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시행령」개정(2019.12.10.)에 따라 25C-NBF 등 마약류 지정 제안 물질이 마약류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의 변화는 신약개발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지정되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의 마약류 지정체계 및

있다. 세계적으로 그동안 축적된 신약개발 데이터와 약물의 임상 적용에서 확보한

통제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국의 마약류 규제동향 보고서’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및 독성 예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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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5 연구개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에 따르는 R&D 비용 및 시간

4절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절약을 위해 2025년까지 50% 이상 인공지능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도 차세대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가) 임상빅데이터 및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한 차세대 안전성평가기술 연구

신약개발에 있어서 허가 전 약물에 의한 심장 이상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차세대 안전성 평가기술 구축을 위해 임상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 역분화 줄기세포

국제의약품규제 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단일 (칼륨) 채널의 변화만을 측정하는

유래 심근세포를 이용한 의약품 안전성 평가의 예측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심혈관계

hERG assay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상반응 예측 실패로 인한 신약개발 저해에 대한

안전성 약리 평가시험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역분화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을 주축으로 종합적 심부정맥 평가

이용한 차세대 신경독성 평가 기술 연구를 통해 심혈관계 이상반응뿐만 아니라 신경독성에

(Comprehensive In vitro Proarrhythmia)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CiPA는 심장의 다양한

대한 평가시험법도 지속적으로 연구 예정에 있다. 또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이온채널, 사람유래 세포를 이용한 다전극 활동전위 평가, 임상시험의 심전도 분석 등을

약물-약물, 약물-식품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유전체·대사체

통해 임상 혹은 시판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위험을 사전에 차단 가능하다. 차세대

기반 의약품 안전성 평가 연구 등을 진행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도 이를 반영하여 역분화 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를 이용한
심장 약물이상반응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약리연구과 과장 박창원 ☎ 043-719-5202

2) 추진성과

4. 임상평가 선진화 및 부작용 저감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가)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및 안전정보 제공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및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가. 신기술 활용 환자중심 임상시험 및 의료제품 안전 정보 기반 확충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평가법 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Puerarin 등 27종의
생약 성분과 의약품 병용 시 약물대사효소 변화를 평가하였고, 유전자 재조합

1) 추진배경

간대사효소(CYP450)를 이용한 상호작용 평가시험법을 확립하였으며, 심근줄기세포를
이용한 심혈관계 이상반응 평가시험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항생제 투여와 함께

가) 사회적 구조변화 및 환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병용투여한 동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활성성분 및 의약품의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체내동태를 분석 및 평가하여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병용섭취에 따른 약물 상호작용

있다.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환자별 약물반응을 예측하여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거나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식약처 열린마루에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등

용법·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였다.

확보하는 것은 환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사용 확대에 주요한 부분이다.

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의약품 평가의 역동적인 기술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바이오헬스 분야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많은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 개발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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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평가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 기법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나)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제공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반 마련

5 연구개발

찾거나 의약품 평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인실리코(in silico)

4절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1) 소아, 여성, 노인 등 취약·민감 계층을 위한 의약품 평가 기술 개발 및 안전 정보 제공

소아, 여성, 노인 등 취약·민감 계층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2) 추진성과

소아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을 허가권역 안으로 유입하기 위한 「소아임상 외삽법
가이드라인」을 개발(2019.5.)하고, 국제 의약품 규제 조화회의의 전문가 활동으로서

가)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임상시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의약품 평가 시 소아 외삽 모델링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참여하였다. 전통적인

국내 임상시험 수행 증가에 따른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임상시험 관리기준 개선

3상 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인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성별에

방안(2019.9.),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평가 지침(안)(2019.12.)을 마련하였고 「임상시험

따른 졸피뎀(수면제)의 적정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개발(2019.12.)하여 성별에

제도 발전 추진단」에 참여하여 ‘임상시험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대한 용량 조절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치매 국가책임제 실현’기반 조성의 일환으로서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및 진단기술 동향 정보집」을 마련(2019.11.)하고 파킨슨병

자기의 증상 등을 보고하는 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lated Outcomes, PRO)의 인식도

치료제 약력학적 평가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제고를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바이오 이미징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바이오이미징 콘퍼런스(2019.6.)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 자료를 홍보하였다.

그림 5-4-1

그림 5-4-2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및 진단기술 동향 정보집

PRO 맞춤형 홍보 리플릿 및 동영상

(2) 개인맞춤 의약품 사용(정밀의약) 기반 구축

의약품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소아백혈병 치료제에 의한 이상반응 관련 유전자와
항경련제에 의한 중증 피부유해반응 관련 유전자를 발굴하고 한국인 특이 위암 원인
유전자를 발굴하는 등 개인맞춤 의약품 사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유전체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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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3) 추진계획

5 연구개발

이용한 개인맞춤약물 기법 활용 임상평가 기술 선진화 워크숍(2019.9.)을 개최하였다.
또한 의약품 허가 시 계량약리학 활용 증가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임상약리
학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2019.5.) 하였으며, 대한임상약리학회와

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관리 과학화 지원 확대

공동으로 계량약리학을 활용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협력 모델」

임상시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인식도 개선을 위해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해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2019.11.).

국제 조화를 고려한 임상시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림 5-4-3

의약품안전나라 한국인 약물유전정보

나)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제공 및 의약품 평가기술 개발
(1) 과학적 근거 제공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사각지대 해소

소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약품 안심사용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모델정보 의약품 개발(model informed drug development approach, MIDD)을 통한
소아의약품 적정사용의 과학적 근거 확보 및 고혈압 치료제에 의한 한국인 특이적인
이상반응 원인유전자 등을 발굴하고 소아 외삽 모델링 관련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로써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구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검색 페이지

예정이다.

(2) 정밀의료 등 신기술 활용 임상 중개기술 개발

선택적 면역세포를 이용한 면역항암제 평가 시험법 개발, 알츠하이머 환자 유래 대뇌
오가노이드 분화법 확립, 항암제 내성 평가 실험 플랫폼 구축 등 인체 모사 기술을
활용하여 의약품의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의약품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임상평가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대한임상약리학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원문보기 화면

번역본 보기 화면

임상연구과 과장 이윤숙 ☎ 043-71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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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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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단분석 기반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

4절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의뢰 검체의 유형 및 성분(2016.~2019.)
(2019.12.31. 기준, 출처: 첨단분석팀)

가. 불법 식·의약품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첨단분석체계 강화
38.7%
33%
기타

1) 추진배경

스테로이드
15%

(중금속, 진통제 등)

29%

16%

발기부전치료제
15%

12.3%
타르색소 2%
마약류 2%

가) 불법 식·의약품 관리를 위한 신속·정확한 시험법 필요

식품

의약품

화장품

기타

체중감량 성분 4%

화장품성분
27%

여드름치료제 6%

식약처는 식품 및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제품들을 관리하기 위해 보다 신속·정확한 시험법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2) 추진성과

3) 추진계획
가)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 가능성분 분석 체계 선제적 구축
식약처는 매년 다양해지는 유해성분을 찾아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가) 식·의약품 등 분야 부정물질 시험분석 영역 확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에서의 허가외 성분에 대한 사례와 분석법 등을 수록한 수사·분석

2019년에 식품 중 항우울·항불안제 관련 22성분, 화장품 중 여드름·아토피 치료제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슈인 펜타닐 계열

관련 19성분 등 부정물질에 대한 동시분석법과 식품 중 청향목, 당살초 등 식용금지원료에

유사체, 신종 합성대마 등 불법으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부정물질에 대한 표준품의 선제적

대한 확인분석법을 마련하여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불법 혼입이 가능한 615개 유해성분에

합성을 통해 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근절에 기여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대한 시험분석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기타

예정이다.

정책부서뿐만 아니라 관세청, 검찰청 등 관계 부처에서 의뢰된 불법 식·의약품 575건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과학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하여

나. 식·의약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제고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제품 중 신종 합성대마 성분(M-alpha-HMCA)을 세계에서 최초로
검출·규명하여 해외 유명학술지(Science Citation Index, SCI)에 8편의 논문을 등재하였다.

1) 추진배경
가)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 체계 구축 요구
국가 간, 기관 간 상이한 시험분석결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검사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원 교육, 장비관리 및
문서관리 등의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품질보증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제 숙련도 시험 참여 등을 통한 국제적 신뢰성과 공신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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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성과

4절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ISO/IEC17025) 및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운영
첨단분석팀은 2015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요구사항에 따른 경영요구사항 및

2) 추진성과

기술요구사항의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ISO/IEC 17025) 을 받고,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가) 담배 제품 및 배출물 중 주요 성분 분석법 개발

성분 등 9개 항목과 담배 연기 3개 항목을 획득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궐련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가향제 및 첨가제 등 각각 128 성분, 224 성분과

특히 2019년에는 시부트라민, 타다라필 등 부정물질 분야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20개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선제적으로

통해 국제수준의 시험검사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식품·의약품 분야

마련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연관된 중증 폐질환 유발 사례가 발생됨에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숙련도 평가업무가 이관되어 2019년에는 중금속, 잔류농약 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취하였으며(10.23.), 주요 의심성분으로 알려진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비타민E

표준시료를 개발·제공하고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과학적 기술 지원

아세테이트 등 7개 성분에 대한 국내 유통 제품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12.12.).

및 시험·검사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림 5-4-5

액상형 전자담배 중증폐질환 의심성분 분석 착수 관련 언론 보도

3) 추진계획

(2019.10.23, 출처: MBC)

가) 국가표준실험실 위상 제고 및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주관·운영
기 구축된 품질보증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인시험방법의 개발·제공 및
시험·검사 지원을 통하여 국가표준실험실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며, 숙련도
평가를 주관·운영하게 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시료 개발을 통하여
시험·검사 능력 사각지대 해소 및 시험검사의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 담배제품 규제 관리 및 관리기반 확대
1) 추진배경

3) 추진계획
가) 담배제품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담배제품(전자담배 포함) 중 주요 성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담배제품 규제

가) 담배제품 규제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필요

관리와 감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와 지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9조
및 10조를 통해 회원국에게 담배성분의 측정·규제 및 공개를 위한 행정·입법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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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3의2에 따라 실험동물 자원에 대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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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동물자원 개발·보존·활용 선진화

4절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 내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준공하였다.

가. 실험동물자원 공유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또한, 자원 수집 거점기관 운영을 통하여 국내 연구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직,
혈청, 세포 등 유용한 실험동물 유래 자원 52,647점을 확보하였으며, 국내 실험동물

1) 추진배경

자원 공유 활성화를 위해 129점 (누적) 을 연구용으로 공급하였다. 이러한 자원은
실험동물자원은행(http://lareb.nifds.go.kr)을 통해 분양하고 있다.

가) 국내 실험동물자원 확보 및 공유 체계 마련 필요
실험동물은 신약 후보물질 탐색 및 식·의약품 개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연구에

표 5-4-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유 자원

필수적인 핵심기반 바이오 자원이다. 세계 질환모델동물의 시장규모가 2024년 약 1조
8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7.5%의 성장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국내에서도 질환모델에 대한

(2019.12.31. 기준, 출처: 실험동물자원과)

- 질환모델동물 자원
(단위: 종)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국내 수요에 비해 질환모델동물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인프라가

총

암

신경계

대사계

면역계

순환계

호흡기계

피부

기타

취약하여 대부분 선진국에서 확립한 동물을 수입하고 있어 국내 생명연구자원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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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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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

2

3

11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산 실험동물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동물실험 후 잉여

- 실험동물 유래 자원
(단위: 점)

실험동물 유래 자원(장기, 조직 등)은 수요가 있는 다른 연구자에게 유용한 연구자원으로,
이러한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안전성·유효성 지표 탐색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공유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결

총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블록

슬라이드
(H&E)

조직

혈청

세포

42,631*

2,202

1,589

1,589

34,873

5,344

5,700

* 자원의 세부 정보는 실험동물자원은행 홈페이지(http://lareb.nifds.go.kr) 확인

2) 추진성과

3) 추진계획

가) 실험동물자원 제공으로 국가 첨단 바이오신약 개발 등 지원

가) 실험동물자원 공유 인프라 확대

2010년부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국내 개발 질환모델동물을 이용한 식·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지표와

질환모델동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서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확보, 보존 및 관리를 하고

평가기준 및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적 의약품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해 대사질환(당뇨, 비만

있으며, 2019년 암 2종, 면역계 3종 질환모델동물 자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요 난치성

등) 평가지표 시험법 확립 및 단기 발암성 시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암 질환모델마우스의

질환모델동물 85종의 계통유지 및 자원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단기발암성 시험·평가 등의 연구를 통해 국산 실험동물자원의 과학적 특성을 검증하여 국내

기전 연구 및 관련분야 지원 등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소 90개 기관에 1,299마리(누적)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 보유한 52,518점의 실험동물

질환모델동물을 식·의약 연구개발 분야에 제공하여 기술·응용 연구를 지속적으로

유래 자원을 연구자에게 분양하고, 거점기관 운영을 통한 유용 실험동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집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 간 실험동물 자원 공유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개발 질환모델동물의 시설 간 이동 제한 및 연구결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색기능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실험동물 종 및 시설별특성을 고려한 미생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실험동물자원과 과장 김준규 ☎ 043-719-5501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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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제조소 GMP 현황, 제품의 허가·심사, 국내외 안전성 정보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해분석 기반의 ‘국가출하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출하승인시스템
선진화 및 전문성 강화

2) 추진성과
가) 생물학적제제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 수출 지원
식약처는 2019년에 총 2,494로트의 국가출하승인 처리를 함으로써 국가 예방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였다. 국가출하승인 건수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5%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혈장분획제제는 제조업체의 제조시설 확장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국가출하승인 처리 건수가 약 26% 증가한 1,129로트에 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제조

1. 국가출하승인 현황 및 제도 개선
가. 위해분석기반 국가출하승인

혈장분획제제의 해외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표 5-5-1

최근 9년간 국가출하승인 건수
(2019.12.31. 기준, 단위: 로트, 출처: 2019 국가출하승인 애뉴얼 리포트)

1) 추진배경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1,772

2,007

2,255

2,369

2,334

2,375

2,467

2,528

2,494

백신제제

941

900

995

922

856

885

919

865

842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생물체 유래 원료물질로

보툴리눔제제

92

152

242

471

536

597

521

545

523

제조되므로 공정이 동일하여도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혈장분획제제

739

955

1,018

976

942

893

1,027

1,118

1,129

구분

가) 국제수준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체계 구축

때문에 매 제조단위(로트, Lot)별 품질검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백신의 접종 대상은
영·유아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추진계획

공중보건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출하승인을 거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출하승인제도 시행의 목적은 생물학적제제 각 로트별

가) 품목별 위해도 평가 및 국가출하승인 업무 수행

품질을 보증함과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2020년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위해도 분석 품목은 총 204품목(2019.12.31.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완제의약품의 검정시험과 더불어 원료부터
완제의약품까지의 제조 및 품질관련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

1/4분기에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여, 2/4분기부터 위해도 단계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Summary Protocol, SP)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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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물학적제제 국가 품질관리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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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출하승인 품질보증시스템 제도정비 및 국가표준품 확립
표준작업지침서, 시험성적서 및 기록서 등의 품질관리 문서 정비를 포함, 국가출하승인

가) 품질보증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품질보증시스템을 지속 정비함과 동시에 2020년에는 생물학적제제 품질 안전성 강화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백신과 혈장분획제제 등의 생물학적제제

위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해분석 기반 국가출하승인

공급에 절대적인 국민안심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의 강화를 위해 위해도 1단계 품목의 검정 주기 개선의 시범운영을 실시할

국가 품질관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예정이다. 또한 연구사업을 통해 디프테리아 독소 표준품 후보물질, 사빈주 유래 불활화

매년 정비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생물학적제제의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품질관리를

폴리오백신 표준품 후보물질 및 사람면역글로불린(중합물부정시험용) 표준품 후보물질을

위해 검정시험에 국가표준품을 기준물질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R&D 과제 수행을

국가표준품으로 확립할 예정이며, 파상풍 독소 국가표준품 후보물질을 제조할 계획이다.

통해 국가표준품 후보물질을 제조하고, 제조사 및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표준품을 확립하고 있다.

2.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
2) 추진성과

가.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운영
가) 국가출하승인 심사 시스템 강화 및 문서 표준화
2019년에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출하승인

1) 추진배경

신청 시 백신 등의 첨부용제에 대한 품질관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품별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에 첨부용제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제출양식의

가) 민관 협력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강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생물의약품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의

그리고 품질보증시스템 정비를 위해 37건의 표준작업지침서를 제·개정하여 2013년부터

품질확보 및 첨단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수준의 기술력

2019년까지 총 253건의 제·개정을 하였으며, 시험기록서는 2015년부터 정비작업을

확보와 공유를 위한 민관 협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진행하여 총 165건을 제·개정하였고, 국가출하승인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에 대한 다각적

국가규제실험실로서 식약처와 제조사 실험실 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를 통한 품질관리

검토와 분석이 가능한 ‘SP 검토 체크리스트’는 2019년까지 총 117건을 제·개정하였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2011년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WHO의 권고에 따라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생물학적제제 검정시험 항목에서
삭제함으로써 국제규제환경에 부응하였다.

2) 추진성과

국가표준품은 2001년 파상풍독소 및 일본뇌염백신을 시작으로 2019년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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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독소 2종, 살무사 항독소까지 총 30품목을 등록하였고, 연구사업을 통해 제조한 정제 Vi

가)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등 탄탄한 민관 소통 플랫폼 구축

장티푸스 백신 및 혈액응고 8인자 국가표준품을 2019년에 확립하였다.

백신 협의체인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는 2019년 기준으로 14개

617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계획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실험실네트워크

5 연구개발

제조사 및 2개의 품질검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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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대한 피드백 및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제언과 자유로운 건의 수렴 등의 설문조사를
그림 5-5-1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구성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 이상이 전문지식 습득과 시험연구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림 5-5-2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

혈액제제의 경우 2011년 ‘혈액제제 품질관리 협의체’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 국내
제조·수입사, 3개 혈액원 및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혈액제제 품질연구 민관 협의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네트워크 활동계획
및 교육 계획 등 ‘2019년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운영하고 있다. 본 협의체는 시험법 표준화 및 국가표준품 제조·확립 등 혈장분획제제의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한 활발한 민관 소통 및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양방향 소통과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2019년에는 민관
공동연구를 위해 3개의 소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제 Vi 장티푸스백신

그림 5-5-3

혈액제제 품질연구 민관 협의체 구성

국가표준품의 확립 및 수막구균 백신의 다당류 함량시험법 등을 개선하였다. 또한 평가원을
포함한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숙련도 점검 특별 소분과를 운영하여 단백질정량법(로리법)에
대한 기술 숙련도를 점검하고 피드백 제공 및 통계적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시험절차 개선
등 기술의 표준화와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였다. 민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백신 제조업체 1곳을 방문하여 제조사의 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혈액제제 품질연구
민관협의체
[혈액제제검정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또한 국내 제조사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맞춤형
1:1 기술 지원 계획에 따라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항원함량시험법 등 4건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내·외부 관련자 및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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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운영위원회를

2019년에는 내·외부 전문가 41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3월에 협의체 포럼을

통해 선정된 실용적 주제의 초청강연, 사례연구,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개최하여 연간 운영계획 및 식약처 혈장분획제제 관련부서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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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였으며, 국내 제조·수입사의 제안사항을 수렴하였다. 또한 협의체와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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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등과 함께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소분과’를 구성·운영하여 사람면역글로불린
및 사람혈청알부민 제제의 중합물부정시험법 표준화 및 혈액응고 제8인자 3차 국가표준품

가. 세계보건기구 국제교육훈련센터 운영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1) 추진배경
그림 5-5-4

2019 혈액제제 품질연구 민관 협의체 포럼

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위상 강화
식약처는 2011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표준화 분야에서
협력센터로 지정됨에 따른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의
백신 국가출하승인 현장 실무교육을 내용으로 백신 품질관리 국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현장 및 문서평가를
거쳐 동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2016년 1월에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분야 전담
혈액제제검정과는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통해 혈장분획제제 신규 제조소 관련

5

세계보건기구 국제교육훈련센터 (Global Learning Opportunities, GLO)로 공식 지정받았다.

국가출하승인 절차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혈액응고8인자 역가시험법, 사람면역
글로불린 품질관리 시험법 및 사람혈장유래 성분 함유 복합제제의 품질관리 시험법 등에

2) 추진성과

대한 정보·기술을 지원하였다. 또한 혈장분획제제 분야 민관 눈높이 맞춤 및 심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혈액제제 연구회’ 세미나를 운영하였다.

가) 세계가 만족하는 국가출하승인 분야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7년 제2차, 2018년 3차 교육에 이어 2019년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 추진계획

10일간 5개국 10명을 대상으로 2019 WHO GLO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국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등 총 19개국 66명의 백신 품질관리

가) 민간분야 시험검사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전수 프로그램 추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백신 품질관리 시스템 소개, 백신

2020년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활동을 통해 국가표준품 제조 및 확립 공동연구,

제품 검정시험 현장 실습,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 검토와 국가출하승인 시험결과 경향분석

품질관리 시험법 국제조화 및 표준화 연구, 품질관리 시험자 교육 및 숙련도 프로그램

등의 사례연구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가국 교육생들로부터 만족도

운영, 제조업체 현장 방문 등의 소통 강화를 통한 품질관리 최신 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98%의 큰 호응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신 품질시험 전수교육 (Hands-On Training)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입백신의 품질관리 위탁시험기관 등의 시험검정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통한 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사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5 세계보건기구

국제교육훈련센터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규제기관,
백신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GMP), 임상시험(GCP) 및 국가출하승인(Lot Release) 분야 등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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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5

5절 국가출하승인시스템 선진화 및 전문성 강화

1) 추진배경
가) 세계보건기구의 위탁시험 지정 실험실
세계보건기구 위탁시험(Technical Service Agreement, TSA)은 자체 실험실이 없는
세계보건기구가 유니세프 등이 구입하는 백신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증된 외부기관과 시험 의뢰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영국 국립 바이오의약품 표준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그림 5-5-6

2019 WHO GLO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국제교육

Control, NIBSC)를 포함한 12개국 13개 실험실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2006년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및 풍진 백신(Measles-Mumps-Rubella, MMR)에
대한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20로트에 대한 역가시험 등을 수행하였고,
2013~2016년까지는 일본뇌염 사백신, 생백신, 키메릭백신 총 11로트에 대하여
역가시험, 열안정성시험, 엔도톡신시험을 수행하였으며, 2016~2017년에는 일본뇌염
생백신, BCG백신, 백일해백신 등 총 22로트, 2018~2019년에는 콜레라 백신이 신규
제제로 지정되어 총 7제제 17시험법에 대하여 위탁시험 지정실험실로 운영 중이다.

3) 추진계획

2) 추진성과

가) 맞춤형 교육으로 개도국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역량향상 지원

가) WHO 공급 백신 품질관리로 세계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세계보건기구 절차에 따른 교육안내서, 교육 운영자 매뉴얼에 기초하여 2020년 WHO

식약처는 2019년에 BCG백신, 백일해백신, 일본뇌염백신, 콜레라백신에 대한 총

GLO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국제교육을 11월 중 10일간에 걸쳐 WHO가 추천하는

25로트의 위탁시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 위탁시험기관 운영을 지속하였고,

국가의 규제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1 맞춤형 실험 실습 및 수요국

대상제제도 확대되었다. 위탁시험 계약에 따라 BCG백신, 콜레라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맞춤형 사례연구를 교육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역량

백일해 백신 22로트에 대하여 역가시험, 열안정성시험 등을 수행하고, PQ지정된 국내

제고를 지원하고자 한다.

생산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결과 보고서를 세계보건기구로 제출하여 위탁시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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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2

5절 국가출하승인시스템 선진화 및 전문성 강화

(2019.12.31. 기준, 출처: 2019 국가출하승인 애뉴얼 리포트)
기간
2006~2012

2013~2016

2016~2017

제제명

계약(처리) 로트

가) 서태평양지역 국가규제실험실 네트워크 국제워크숍 개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및 풍진 백신

20 로트

제4차 ‘서태평양지역 국가규제실험실 네트워크 국제워크숍’은 2019년 6월 서울에서

일본뇌염 사백신

3 로트

개최되었으며, 식약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ational

일본뇌염 생백신

5 로트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NIID) 및 베트남 National Institute for Quality Control of

일본뇌염 키메릭백신

3 로트

Vaccines and Biologicals(NICVB) 등의 국가규제실험실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BCG백신

10 로트

국제워크숍에서는 참여 국가별 혈장분획제제 국가출하승인 시스템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일본뇌염생백신

2 로트

공유하였으며, 특별히 혈장분획제제의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 표준양식 마련 제안 등에

백일해백신

10 로트

관한 협력방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BCG백신

8 로트

일본뇌염생백신

4 로트

백일해백신

9 로트

콜레라백신

4 로트

2018~2019

그림 5-5-7

서태평양지역 국가규제실험실 네트워크 국제워크숍

3) 추진계획
가) 2020년 WHO 위탁시험 계약
2020년에는 신규 제제 지정 및 추가 계약사항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와 논의할
예정이다.

다. 서태평양지역 국가규제실험실 네트워크 국제워크숍 개최

3) 추진계획
가) 서태평양지역 국가규제실험실 네트워크 강화
‘서태평양지역 국가규제실험실 네트워크 국제워크숍’은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lobal

1) 추진배경

Bio Conference)’와 연계하여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혈장분획제제의 품질관리

등을 주제로 참여 국가별 최신동향 발표 및 협력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 서태평양지역 국가규제실험실 선진화
본 국제워크숍은 서태평양지역의 국가규제실험실 간 규제 기능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 및 네트워크 확립 필요에 의하여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참여국가의 시험·
연구 역량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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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3)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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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 공동연구 및 전문가회의 참여

5절 국가출하승인시스템 선진화 및 전문성 강화

가)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의 국제 표준화 선도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 국가규제기관의 요청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국제표준품

가)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 역량 및 규제 분야 국제협력 강화

확립 등 국제공동연구의 참여뿐만 아니라 선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주관할 수 있는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규제 이슈에 대한 논의, 정보교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가능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할

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영국 국립 바이오의약품 표준화연구소, 유럽의약품품질위원

예정이다.

회(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 HealthCare, EDQM), 독일연방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관리 등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생물의약품

생물의약품평가원(Paul Ehlich Institut, PEI),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서태평양지역

표준화 전문가 회의’ 등 국제회의 및 워크숍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규제실험실 등 외국 국가규제기관과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2) 추진성과
가) 국제표준품 확립 및 시험법 표준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수행

4. 국가검정 시험분야 품질관리 강화 및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식약처는 국제표준품 확립 및 시험법 표준화 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 국가규제
기관과 함께 국제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가.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운영(ISO/IEC 17025)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주관 사람면역글로불린 트롬빈생성 확인시험법

표준화 및 영국 국립 바이오의약품 표준화연구소 주관 트롬빈 제3차 국제표준품 역가

1) 추진배경

산정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평가원-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사람면역글로불린 중합물부정시험 및 항보체성부정시험 시험법 표준화

가) 국제표준품 확립 및 시험법 표준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수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시험결과의 소급성 및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분석 업무에 대한

식약처는 사전적격성인증(Pre-qualification, PQ) 백신의 품질관리 표준화를 위한 국가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출하승인 상호인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주관 글로벌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Accreditation Schemes, KOLAS)로부터 2004년 12월에 국제표준화기구의 시험기관

네트워크 회의 참석 등 총 5회의 국제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출하승인 분야에서의

인정요건(ISO/IEC 17025)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추진성과
가) ISO/IEC 17025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유지 및 확대 운영
2004년부터 백신 4개 시험항목의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혈장분획제제 5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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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18년 백신 1개 및 혈장분획제제 9개 시험항목에 대하여 인정받았으며, 2019년

5절 국가출하승인시스템 선진화 및 전문성 강화

백신 1개 시험항목을 추가로 인정받아 현재 총 20개 시험항목에 대해 ISO/IEC 17025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유지를 위하여 매년 내부심사 및 한국

가) 생물학적제제 품질검정 분야에 국제수준 기술력 보유 확인

인정기구에서 주관하는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분석 업무에 대한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등은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검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화학·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측정불확도 추정 등에 대한

생물학적 시험에 대한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9년

신규·보수교육 등 한국인정기구에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철저히 이수하도록 하였다.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백신 다당류함량시험, 면역
글로불린지 함량시험 및 면역글로불린지 중합물부정시험에 대한 국제수준의 품질검사

3) 추진계획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국내 숙련도 프로그램으로서 단백질 정량법(로리법)을 마련하여
시험기관별 검정능력을 확인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확대 추진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정범위 확대를

표 5-5-3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현황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말토즈 첨가 사람면역글로불린(pH 4.25) 중합물부정

(2019.12.31. 기준, 출처: 2019 국가출하승인 애뉴얼 리포트)

시험 등 6항목의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시험법 및 장비 표준작업지침서를 제·개정할

연도

계획이며, 시험자 간 비교숙련도시험 심사도 수감할 예정이다. 또한 KOLAS 관련

2011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엔도톡신 시험

직원에 대한 ISO/IEC 17025 운영실무, 측정불확도, 내부심사자 과정 및 임상통계 등의

2012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면역글로불린 중합물부정시험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시험장비의 밸리데이션 및 교정을 실시하여 시험결과의 공신력 및

2013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정확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2014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혈액응고 제8자 역가시험

2015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C형 간염 바이러스 RNA 핵산증폭시험

주관기관

2016

2017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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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바이러스 RNA 핵산증폭시험

2018

영국 국립바이오의약품 표준화연구소

인플루엔자백신 헤마글루티닌 함량시험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사람혈청알부민의 프리칼리크레인 활성인자 측정시험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 능력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 숙련도

신뢰성 확인을 위해 국내 숙련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혈액응고 제9인자 역가시험

저분자량헤파린 발색기질시험법

1) 추진배경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사 및 시험기관의 시험검정 능력 및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및 풍진백신 역가시험

개량불활화 폴리오백신 D-항원함량시험

나. 국내외 숙련도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가) 검정시험 능력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대상제제 및 시험항목

피브린실런트의 피브리노겐 역가시험 및 트롬빈 역가시험
MMR 백신 역가시험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백신 다당류함량시험

2019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면역글로불린지 함량시험
면역글로불린지 중합물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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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4

국내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9.12.31. 기준, 출처: 2019 국가출하승인 애뉴얼 리포트)

연도
2011

대상제제 및 시험항목
인플루엔자 헤마글루티닌 함량시험
백일해무독화시험
장티푸스 백신 함량시험

2012

수두백신 바이러스 함량시험
일본뇌염백신 in vitro 역가시험

2013

백신 단백질 함량시험

2014

엔도톡신 시험

2016

2017

항파상풍 사람면역글로불린 역가시험법
인플루엔자백신 헤마글루티닌 함량시험
단백질 함량시험(킬달법)
건조농축사람항트롬빈III 역가시험

2018

엔도톡신 시험

2019

단백질 정량법(로리법)

3) 추진계획
가)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역가시험 등 국제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2020년에는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프로그램 중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역가시험(헤마글루티닌 함량) 및 혈액응고 9인자 역가시험에 참여하여 국제
수준의 품질검사 능력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 숙련도 프로그램으로는 알루미늄
함량시험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백신·혈장분획제제 분야에서 국제수준의 시험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정확한 시험검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시험분석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백신검정과 과장 정지원 ☎ 043-719-5401
혈액제제검정과 과장 손경희 ☎ 043-71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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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소통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6 지방청

1.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식·의약 안심행정 구현

1.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식·의약 안심행정 구현

식·의약품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분야와의 정보교류·상호협력을

1) 추진배경

강화하기 위하여 협회 및 산업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위해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정보공유 및 정책협력

가) 식·의약 안전관리 적극행정 지원

논의, 제도개선 토론회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산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건강위협이 일상화되고, 안전 관련 이슈가

사회적 이슈, 새로운 제도 시행 등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관장 현장방문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식·의약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급속한 생산·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안전관리 영역 확대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요구사항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적 대응하고 국민들이

및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블로그,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상시 의견 수렴 및 식·의약 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참여와 적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다)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서비스

서울지방식약청은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와 관련단체, 영업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분야의 신규시장이 확대되고, 국제기준 도입 등 품질관리 수준

강화하여 식·의약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

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GMP 안전관리 교육, 화장품 제조업체 예방형 길라잡이
서비스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업체의 수준향상,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2) 추진성과

분야별 교육과 민원설명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을 연중(31회) 실시하였다. 또한
시험검사기관 및 산업체 연구소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신 분석기술 제공 및 시험검사

가) 민간 참여를 통한 정책 신뢰성 확보

인력에 대한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시험검사기관(18개소)과 1:1 소통채널을

서울지방식약청은 민간의 직접 참여와 협업을 통하여 소비자와의 정책 공감대를

구축(1社 1담당제)하여 분석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맞춤형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형성하고 홍보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지역축제 및 산업 박람회 등 현장에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식·의약 안전 캠페인 등 정책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3) 추진계획

실시하였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KTX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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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업무에 각

가) 식·의약 안전 이해도 및 공감대 지속 확산

분야 소비자감시원이 참여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국민과의

무료체험방 등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에

자연스러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식·의약 안전 문화 확산을

기여하였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해 홈쇼핑, 온라인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여론을 주도하는 소비자단체와 분야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소통

쇼핑몰, 화장품협회 등 18개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화장품지킴이’를 구성하여 자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기존의 일방적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업계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강화하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알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의약 안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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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숙소·행사장 사전 위생 점검 추진(3회), 호텔별 식음료담당자(173명)

서울지방식약청 2019년 행사 참고자료

6 지방청

그림 6-1

2.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지원

대상으로 위생교육 실시 및 행사기간 중에 검식관(14명)을 숙소·행사장에 배치하여
검수·검식·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행사장 주변 음식점, 식품접객업소 현장 위생
점검,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주요 숙소별로 배치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및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식음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고속도로휴게소 식중독 예방 캠페인

서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2) 추진성과
가) 식중독 환자 발생 단 한 건도 없는 성공적인 회의 개최 지원
부산지방식약청은 식약처 본부와 관계 지자체인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상황근무 및
식중독원인조사반을 구성·운영하였다.
회의기간 동안 숙소·행사장에 검식관 14명(부산청 7명, 부산시 7명)을 배치하여 호텔별

서울역 식품안전의 날 홍보 활동

의약품제조업체 간담회

식재료 입고부터 조리·배식까지 검사·검수·검식, 조리실 위생 점검 및 행사별 케이터링
시 식품안전조치 지원을 하였다.

서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 과장 옥기석 ☎ 02-2640-1305

아울러, 부산식약청 시험분석센터에서 원재료의 농약·중금속 검사 및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에서 조리식품의 식중독균 검사분석업무에 검사관 9명을 배치하였다. 또한 식품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식중독 원인조사반 비상대기에 5명(부산식약청 2명, 부산시 3명) 및 호텔별

2.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지원
가.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 관리로 안전한 식음료 제공 환경 마련

식재료·조리식품을 검사관에게 인계하기 위해 검체운반 1명을 배정·운영하였다.

표 6-1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관련 식음료안전관리 지원 현황
구분

1) 추진배경

계

가) 대형 정상회의 식음료 안전 전담 관리
식약처는 2002년 월드컵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큰 국제대회에서

검식관(14명)

한·메콩 정상회의(5개국 참석, 2019.11.26.~27.)를 비롯하여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행사(2019.11.15.~27.) 등의 식음료 전반에 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전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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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9명)

식약처

부산시

29

19

10

롯데호텔

3

2

1

파크하얏트

2

1

1

웨스틴조선

2

1

1

파라다이스

3

1

2

아난티

2

1

1

누리마루, 벡스코, 아시안문화원, 힐튼

2

1

1

분석센터

3

3

-

식중독검사차량

6

6

-

상황대기 및 식중독원인조사(5명)

5

2

3

검체운반(1명)

1

1

-

식음료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총괄 지휘 및 관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부산지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10개국 참석, 2019.11.25.~26.) 및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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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검식관 활동

3) 추진계획

6 지방청

그림 6-2

2.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지원

가) 공감과 소통을 통한 현장 행정서비스 강화
부산지방식약청은 그동안 청사가 행정동, 시험동, 시험동 별관 등 3개 건물에 분산 배치되어
신속한 업무처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통합청사
식재료 검수

검수

이전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업무를 볼 수 있어 민원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버스형) 신규 배치로 관내 국내외 행사 시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구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입식품에 대한 꼼꼼한 관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위생점검

한편, 관내 시기별 주산지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로 대국민 안심 제고 및 지역
수산식품 산업발전에 기여하겠으며,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소통 ‘배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운영된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와 관련하여

의료제품 분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와 합동으로 위생적 취급·보존 여부 및 식중독 예방 홍보 등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다(多) 함께 의료제품 바로 알기’ 등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다.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 권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제기준에 적합한 지역 거점
실험실 ‘국가표준시험실’ 자격 유지로 부산식약청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림 6-3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관련 현장지도 및 식중독 예방 홍보
그림 6-4

나라키움 통합청사 현황
조감도

구분
위치

현장지도

식중독 예방 홍보

개발 규모
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14

대지면적

5,963㎡(1,084평)

건축 규모

36,545㎡(11,055평), 지하 4층 지상 10층,
실험동과 사무동 2-Tower 형태

사업 주체

(국)기획재정부장관(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사업비

입주기관

854억 원(국유재산관리기금)
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4%),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20%),
③ 동남지방통계청(16%)

부산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 과장 이기호 ☎ 051-602-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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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미 삼계탕 수출확대를 위한 위생관리 및 관련 기술 등 지원
1) 추진배경

현지실사에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6 지방청

3. 수출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 지원

3. 수출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 지원

3) 추진계획
가) 수출작업장의 위생관리 및 소통 지속
경인식약청은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로 위생수준 향상 및 수출 다변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축산물인 삼계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대미 수출작업장 유관기관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수출작업장의 위생관리를 통한 수출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협의체 운영을 통한 통합적 소통 창구 마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경인지방식약청은 안전관리와 더불어 민관 상호 협력체계 확립을

수출작업장 현안 및 애로사항 해소, 신속한 수출업무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통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6-5

대미 수출확대 지원

2) 추진성과
가) 삼계탕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및 사후관리 실시
경인지방식약청은 삼계탕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매 수출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및 작업
중 위생관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수출작업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대미 수출작업장 유관기관·업체 협의체 운영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작업 전/중 위생점검 실시

HACCP 운영 사항 확인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 2회 수출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수출작업장의 위생관리 및 관련 기술을 최대한 지원해서

경인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과장 한상철 ☎ 02-2110-8060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나) 대미 수출작업장 유관기관·업체 협의체 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에 기여

4. 안전한 식품·의약품, 따뜻한 현장 소통

미국 삼계탕 수출 시 「가금제품 미국 수출관련 검역·검사 지침」에 따라 수출 시 관련
업무에 대한 관할 기관이 나눠져 있어, 경인식약청은 수출업체에 대한 원활한 수출지원을

가. 국민과 함께 하는 ‘불만제로 안전행정’ 실현

위하여 통합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수출업체의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인식약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업체로 구성된

1) 추진배경

대미 수출작업장 유관기관 협의체는 매년 2회 개최되며, 준비 단계부터 최종 수출 시까지

640

민관 상호 협력체계 유지를 통한 수출 활성화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 지역특화 의료기기 산업단지 지원체계 강화

해외 측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작업장을 사전 현장점검하는 등 기관별 업무 분담을 통해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의료산업분야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실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등 정보 공유를 통해 향후

꾸준한 성장에 발맞추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9.1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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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위해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식·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6 지방청

제정됨으로써 대구지역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첨복단지 내에

4. 안전한 식품·의약품, 따뜻한 현장 소통

입주하는 의료기기 업체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구지방식약청은
이들 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

나)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감시 및 컨설팅, 사후관리 등 다양한 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대구식약청은 첨복단지·연구개발특구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의료기기
주요 업무계획 및 GMP,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의료기기표준코드), GLP(Good

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식·의약 적극행정 구현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관리기준) 도입 등에 따른 제도 안내 등 의료기기 민원설명회를

포항 영일만항에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된 이후 포항지역 식품 수입량이 2017년 153건에서

개최(2019.2.)하였다. 또한 관내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제조업체와 시험검사기관

2019년 217건으로 증가하는 등 러시아와 일본, 서해안을 잇는 환(環)동해 국제물류가 점차

등 시험연구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분석원리·결과해석·행정절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전통주 출고금액이 전국 대비 33%(2018. 국세청 통계)로

등을 교육하는 ‘Dr.call 분석 솔루션’ 및 HACCP 업체의 미생물 관련 CCP 품질관리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역 주류업체 중 영업자 2인 이하 영세업소가 78.7%(133/169개소)인

대하여 심층적으로 교육하는 ‘MicrobeNet’을 운영하는 등 분석 업무의 애로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세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및

현장에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보를 지원하고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 사전예방적 식·의약 안전관리

2) 추진성과

대구식약청은 식·의약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식·의약품,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의약품, 고의적·상습적

가)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위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계절별 특성에 맞게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방식약청은 첨복단지·연구개발특구 입주업체와 ‘의료산업 활성화 협의체’를

관내 주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설·추석 제수용, 선물용 제품 제조업체 등 기획점검을

구성(2019.11.)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실시하였고, 제조단계, 유통단계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주류

품질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포항 영일만항을

위생관리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노력으로 위생관리 준수율이 2017년에 92.0%에서, 2018년

통해 반입되는 수입식품의 증가로 통관 지연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포항시와 긴밀한

92.8%, 2019년에 93.8%로 주류제조업체의 위생수준이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협조하에 신속 통관 처리를 위한 협업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대구식약청은 의료제품안전 분야에 의료제품 안전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3) 추진계획

‘대구·경북 의료제품안전협의회(연 4회)’,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GMP 정보 공유 및 현장

642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료기기 GMP 협의회(연 4회)’ 및 ‘한약재 GMP 발전협의회(연

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 구현

1회)’를, 식품안전 분야에는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및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식중독

대구식약청은 관내 식·의약품 업체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사전예방대책협의회(연 2회)’, 지자체와의 식품감시업무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대구식약청-

예방함은 물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대구시 식품감시업무협의회(연 2회)’를, 시험분석분야에서는 최신 분석기술 및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첨복단지·연구개발특구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GMP,

위한 ‘대구·경북 시험분석 전문가 협의회(연 2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이처럼 식·의약

의료기기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분야 전반에 다양한 협의체를 구축하여 유관기관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또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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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성공적 지원

식음료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총괄 지휘 및 관리를 진행해 왔다.

수 있도록 위생관리 수준이 낮거나, 위반이력 업체, 신규 업체 중심의 특별 관리를 실시할

이에 광주·전남지역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대형 국제대회인 ‘세계수영선수권 및

예정이다. 또한, 포항 영일만항 수입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입검사 인력 확보와

마스터즈대회’가 2019년(선수권 7.12.~7.28., 마스터즈 8.5.~8.18.) 개최됨에 따라 2019년

더불어 지속적인 물량 증가 시 영일만항에 수입식품검사소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최성락)을 본부장으로 하는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공식

6 지방청

영세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 안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발족하고 예하에 광주지방식약청장 (김영균) 을 센터장으로 하는 ‘식음료현장센터’를
그림 6-6

구성하여 대회 개최 전부터 식음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대구지방식약청 2019년 행사 참고자료

2) 추진성과
가) 식음료 제공 장소별 검식관 전담 배치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Zero化)
광주지방식약청은 식약처 본부와 관계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첨복재단·연구개발특구 의료산업 활성화 협의체

MicrobeNet 분석교육

식음료사전안전점검반 및 현장식음료검식반, 신속검사반을 구성·운영하였다.
대회 기간 총 48일(선수권 7.12.~7.28., 마스터즈 8.5.~8.18.) 동안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 검식반을 구성하고 연인원 4,097명이 총 10,650건의 위생점검을 수행하였으며,
229,663식의 식음료 제공량 중 변질하기 쉽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신속검사 1,229건을 실시하여 식중독균 유전자 17건을 사전 검출하여 폐기 조치하는 등

대구·경북 권역별(안동권) 주류 안전관리 협의체

대구·경북 의료제품안전 협의회

대구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 과장 서지영 ☎ 053-589-2704

대회와 관련된 모든 식음료 제공 장소에서 안전한 식음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2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식음료안전관리 종합성과
(2019.12.31. 기준, 단위: 명, 건, kg, 출처: 식품안전관리과)

5.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성공적 지원
가.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 관리로 안전한 식음료 제공
1) 추진배경

구분

검식관

검식관
연인원

위생점검

식음료
제공량

신속검사
검출

불검출

배식 전
폐기량

선수권

141

2,524

5,763

211,875

13

1,034

109.6

마스터즈

105

1,573

4,887

17,788

4

178

5.2

계

246

4,097

10,650

229,663

17

1,212

114.8

비고

가) 대형 국제대회(올림픽, 월드컵 등) 식음료 안전 전담 관리
식약처는 2002년 월드컵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큰 국제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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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역 간 교류·소통을 위한 GMP-Circle 운영

가) 현장 중심의 촘촘한 식·의약 안전관리로 지역사회 안전환경 조성

6 지방청

6. 권역 간 교류·소통을 위한 GMP-Circle 운영

3) 추진계획

가. 참여와 협력으로 민관 동반성장 실현

광주식약청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식중독 발생 없는 성공적인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상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사람 중심의

1) 추진배경

식·의약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 지역 내 종합안전망 구축

또한 국제공인실험실 운영으로 시험·검사 결과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

의약품의 범주에는 완제의약품 외에도 원료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제제 등이

안전교실, 청소년·대학생 진로체험, 찾아가는 영양교실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 등

있으나, 이들 품목은 제조업체 수가 적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이나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성장에 한계가 있고, 지방청은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기 힘들어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6-7

광주지방식약청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식음료 안전관리

2) 추진성과
가) 범중부권 협의체 GMP-Circle 구성·운영
원료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제제 등은 권역별 제조업체 수 편차가 심하며, 이러한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지방식약청은 각 지방청의 특성을 고려한 범중부권
조리음식 위생점검

식음료 수거

협의체인 ‘GMP-Circle’을 2017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제조소가 많은 경인청과는 Bulk(원료) GMP-Circle, 대구청과는 Bio(바이오)
GMP-circle, 광주청과는 Herb(한약제제) GMP-Circle을 구성하였고, 판매업체가 많은
서울청과는 AD(광고)-circle, 대전청은 생산액 기준 전국 상위 15위 이내의 관내 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수출 진흥을 위한 Export(수출) GMP-circle을 구성하였다.

식음료 신속검사
(신속검사차량 운영)

식음료시설/경기장
식음료 반입차량 봉인

광주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 과장 김재선 ☎ 062-60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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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GMP-Circle 구성 현황
경인청

Bio

대전청

대구청

41

75

바이오
업체 수

14

2

주요업체

코오롱
생명과학,
이니스트
에스티

ST팜,
유한화학

주요업체

녹십자,
LG생명
과학

SK
케미칼,
동아ST

AD

대전청

서울청

원료
업체 수

대전청

그림 6-9

중부권 광고 협의체
Bulk-GMP-Circle

6 지방청

그림 6-8

6. 권역 간 교류·소통을 위한 GMP-Circle 운영

대전지방식약청 2019년 행사 참고자료

Export-GMP-Circle

참여

Herb
한약제제
업체 수
주요업체

의료제품 광고 및
행정처분 담당자

대전청

Bio-GMP-Circle
Herb-GMP-Circle

광주청

Export

대전청

46

3

상위업소
(15위 내)

12

한국신약,
정우신약

한풍제약

주요업체

유한양행, 동아제약,
종근당, 대웅제약

대전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 과장 김일수 ☎ 042-480-8711

각 협의체에는 지방청 GMP 조사관과 제조업체의 품질담당 실무진 등이 참여하며,
협의체별로 연 1~2회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GMP 지적사례를 발표하고, 업체의 해외
실사 수감 사례와 GMP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방청 GMP 담당자의 역량강화는 물론
동종 업계의 권역 간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추진계획
가) 민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의약품 안전은 성장과 발전이 동반된 업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선행되어야만 확보될
수 있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상호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GMP-circle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식약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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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 및 정원현황

section 1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 및 정원현황

2020.2.27.

○ 2020년도 소요정원(1과, 1검사소, +48명) 반영
- (본부) 위생용품정책과 신설, (지방청) 천안수입식품검사소 신설
- (정원) 48명 증원(5급3, 6급8, 7급10, 8급19 9급6, 연구사12)
○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 평가기간 1년 연장(~2021.2.28.)
○ 개방형직위 변경 (국장급 1, 과장급 1)

2020.1.9.

○ 전문직공무원 반영
- “식품안전관리 분야”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지정(일반직 5급 8명 → 전문관 8명)

2019.5.7.

○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 +1명(고위공무원)
○ 관리운영직의 행정직 전환 : ±5명
- 본부(1) 사무운영 9급 1명 → 행정8급 1명
- 지방청(4) 사무운영 9급 4명 → 행정9급 4명

2019.3.4.

○ 2019년도 소요정원(31명) 반영
- 31명 증원(5급2, 5급2(한시), 7급9, 8급10, 9급5, 연구사3)
* 본 부(5) : 식품

등의 표시·광고(1명), 농산물 PLS 도입(1명), 공공데이터 전담(1명),
농축수산물 안전관리(2명, 한시)
* 평가원(1) : 농산물 PLS 도입(1명)
* 지방청(25) : 의료기기 현장감시(10명), 수입식품 안전관리(15명)
○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 마약관리과 → 평가기간 1년 연장(~2020.2.28.)
- 바이오심사조정과→정규조직 전환

1. 역대 처장·청장·차장
1) 처장
성명

재임 기간

이의경

2019. 3. 9. ~

류영진

2017. 7. 12. ~ 2019. 3. 8.

손문기

2016. 3. 28. ~ 2017. 7. 11.

김승희

2015. 4. 7.

정 승

2013. 3. 23. ~ 2015. 3. 12.

2)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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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력 재배치 : ±10명
-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지방청 이관 : 본부 의약품관리과 → 대전청 의료제품안전과(7급 1명)
- 각 사업부서 특사경 업무를 지방청 운영지원과로 통합
: 지방청 조사단 TF → 지방청 운영지원과(15명)
* 서울3, 부산3, 경인3, 대구2, 광주2, 대전2
○ 식품분야 업무조정

~ 2016. 3. 12.

3) 차장

성명

재임 기간

성명

업무 구분

재임 기간

법인단체의 운영 및 관리

정 승

2013. 3. 15.

~

2013. 3. 22.

양진영

2020. 1. 20.

~

이희성

2011.12. 30. ~

2013. 3. 14.

최성락

2017. 8. 20.

~

2019. 12. 17.

노연홍

2010. 4. 2.

2011. 12. 11.

유무영

2016. 5. 11.

~

2017. 8. 6.

~

윤여표

2008. 3. 8.

~

2010. 4. 1.

손문기

2015. 10. 21. ~

2016. 3. 27.

김명현

2007. 6. 21.

~

2008. 3. 7.

장기윤

2014. 12. 8.

~

2015. 10. 20.

~

문창진

2006. 2. 1.

~

2007. 6. 20.

장병원

2013. 4. 19.

김정숙

2004. 9. 3.

~

2006. 1. 31.

김승희

2011. 12. 30. ~

7 부록

2. 조직 변천 과정

2018.12.11

심창구

2003. 3. 3.

~

2004. 9. 2.

이희성

2010. 5. 20.

~

2011. 12. 29.

2002. 3. 20.

~

2003. 3. 2.

이상용

2008. 3. 31.

~

2010. 4. 18.

양규환

2000. 8. 11.

~

2002. 3. 19.

문병우

2007. 7. 24.

~

2008. 2. 25.

허 근

1999. 1. 29.

~

2000. 8. 10.

김명현

2005. 9. 7.

~

2007. 6. 20.

박종세

1998. 3. 9.

~

1999. 1. 28.

변철식

2004. 10. 19. ~

2005. 9. 6.

정연찬

2003. 5. 1.

~

2004. 9. 30.

이형주

2002. 4. 18.

~

2003. 4. 10.

박정구

1999. 6. 26.

~

2002. 4. 7.

김희선

1998. 3. 25.

~

1999. 6. 25.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변경


식품안전정책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비상조치

수입식품정책과



수입유통안전과

비식용 농수산물 관리

식품안전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가공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설정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 신설
○ ‘혁신행정담당관’을 ‘민관협업 총괄부서’로 지정
○ 「본부

‘복수직렬’ 확대 방침」에 따라 단수로 배정된 행정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단수직렬 3명
→ 복수직렬)
* 검사제도과(5급1, 6급1), 운영지원과(9급1), 농축수산물안전과(9급1)

2014. 11. 20.
2013. 4. 18.

이영순

자가품질검사 제도 운영

현행

2018.3.30

○ 2018년도 소요정원(61명 증원) 반영
- 1검사소 신설(김포수입식품검사소)
- 61명 증원(5급4, 6급4, 7급9, 8급10, 9급10, 연구관1, 연구사23)
* 위생용품

안전관리 대응(11명),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1명), 국가필수의약품 공급(1명),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2명),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1명),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2명), 정보보안 관제센터(3명), 수입식품 검사(40명)
○ 2018년도 인력 재배치 : ±10명
- (지역간, 5명) 의약검사소 → 김포검사소(6급1, 7급2, 8급2)
- (기관상하간, 5명) 수입관리과→검사소부산2, 경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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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운영정원 8명 증원(6급)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1), 소통협력과(+1), 식품안전정책과(+1), 현지실사과(+4),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1)

2017.9.28.

○ 기구명칭 변경 : 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 채용 정원 1명 추가
* (현행) 홍보 1명 → (개정) 홍보 1명 및 대외협력 1명

2017.5.26.

○ 의약품안전평가과 정규조직 전환
- 존속기한이 2017.5.31.까지인 한시조직 의약품안전평가과에 대한 행자부 성과평가 결과를
직제에 반영
* 한시정원 3명(4급1, 5급1, 6급1) 정규정원으로 전환

2016.5.19.

○ 2016년도 소요정원(12명) 반영
- 1과 신설(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2018.4.26.한시>
- 12명 증원(4급1, 5급2, 6급4, 7급1, 연구관1, 연구사3)
* 본 부 :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2명),

사이버보안(1명), 수입식품(2명), 마약류(1명),
추적의료기기(1명)
* 평가원 : R&D 관리(1명), 바이오시밀러(1명)
* 지방청 : 식품이력(1명), 기록물(2명)

2016.2.5.

○ 2016년도 소요정원 직급조정 반영
- 직급조정 : ±15명(3·4급2, 4·5급6, 5급2, 연구관5)
○ 통합정원 감축 : △16명(5급1, 6급2, 7급3, 8급1, 9급2, 연구관2, 연구사5)

○ 식품분야 조직개편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
* 식품영양안전국을 식품소비안전국으로 개편
* 농축수산물안전국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으로 개편
구분

2017.3.21.

5급1, 6급1, 7급2, 연구관1, 연구사1

과

식품안전
정책국

식품안전
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 → 식품안전정책과(명칭변경)
식품관리총괄과 → 식품안전관리과(명칭변경)
식품소비안전과 → 식품안전표시인증과(명칭변경)
건강기능식품정책과(식품영양안전국에서 이관)
축산물기준과 → 유해물질기준과(명칭변경)

식품영양
안전국

식품소비
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영양안전정책과와 식생활안전과 통합)
농축수산물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농축수산물안전국에서 이관)
* 축산물위생안전과와 농수산물안전과 통합

농축수산물
안전국

수입식품
안전정책국

○ 2017년도 소요정원(38명 증원) 반영
- 3과 신설(주류안전정책과, 마약관리과, 바이오심사조정과)
- 38명 증원(4급1, 5급4, 6급11, 7급9, 연구관2, 연구사11)
*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3명), 이력추적 단계적 확대(2명),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4명),
주류안전관리 강화(±1명), 음식점위생등급제 시행(1명),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2명),
의약품 품목갱신 등(5명), 마약관리과(6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심사 강화(2명),
바이오심사조정과(9명), 국제협력 강화(2명), 기록물 관리(2명)

5급1, 6급1, 7급1, 9급1, 연구관1, 연구사1

2016.7.29.

654

6급1, 7급2, 8급1, 9급1, 연구사2

연구관2, 연구사2

○ 국장급 개방형직위 조정
- 의약품안전국장 지정, 식품기준기획관 제외
○ 소비자위해예방국 업무 조정
- 소비자 단체 지원 및 협력(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소통협력과)

▷ 사무

△2(9급) → 행정 +2(8급,9급), 기계 △1(9급) → 공업 +1(7급),
보건 △1(9급) → 행정 +1(7급)
▷ 사무 △1(9급) → 행정 +1(7급)

2015.12.4.

2015.5.29.

○ 2015년도 소요정원(14명) 반영
- 1과 신설(의약품안전평가과)<2017.5.31.한시>
- 14명 증원
* 의약품안전평가과(3명),

인체조직(2명), 통합망(1명), 식품이력(2명)지방청,
식품방사능(2명본부, 1명평가원), 기록물/개인정보(1명본부, 2명지방청)
- 직급조정 : ±22명(3·4급2, 4·5급5, 5급15)
○ 2014년 정원감사 후속조치
- 평가원 국가검정센터 → 백신검정과, 혈액제제검정과
- 부산·경인청 시험분석센터 → 2차 소속기관

2015.1.9.

○ 2014년도 조직진단 반영 : +9명(5급2, 6급3, 7급3, 8급1)
- 본부 : △ 21명
* (이관·폐지) 건강기능식품기준과 폐지, 신소재식품과 → 평가원 이관, 의료기기품질과
폐지, (신설)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평가원 : +14명
* (이관·폐지)

방사선안전과 → 폐지, (신설) 신소재식품과(본부에서 이관), 체외진단기기과,
(명칭변경) 의약품규격연구과 → 의약품연구과
- 지방청 : +16명
* (신설) 인천항/용인식품검사소(임시검사소 정규직제)
○ 관리운영직 일반직 전환 : ±28(본부 ±3, 평가원 ±21, 지방청 ±4)
○ 통합정원 감축 : △16명(본부 5, 평가원 4, 지방청 7)

지방청(△6명)
6급2, 7급2, 8급1, 연구사1

본부

○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증원
- 본부 : 1명(5급1)
○ 수입식품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서울지방청 수입식품분석과 신설
- 광주청 수입식품분석과 폐지→서울지방청 수입식품분석과 신설
(광주지방청 : △ 4 → 서울지방청 : +4 연구관1, 6급1, 7급1, 연구사1)
○ 개방형직위 추가 : 소비자위해예방국장
○ 평가원 자체정원조정
- 정형재활기기과(△2)→첨단의료기기과(7급1, 연구사1)

소속기관(△10명)
평가원(△4명)

전환 내역(관리운영직 → 일반직)

○ 국장급 개방형직위 조정
- 식품영양안전국장 지정, 의료기기심사부장 제외

수입식품정책과(식품안전정책국에서 이관)
검사실사과 → 현지실사과(명칭변경)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부서통합을 통해 재편)

본부(△5명)

지방청(△8명)

연구관1, 연구사2

구분

지방청

○ 통합정원 감축 : △15명(5급1, 6급3, 7급3, 8급1, 9급1, 연구관2, 연구사4)
2017.1.26.

소속기관(△11명)
평가원(△3명)

○ 관리운영직 일반직 전환 : ±5(본부 ±4, 지방청 ±1)
2015.12.30

○ 식·의약 R&D 정책기능 신설 및 인력 조정
- 5급 1명(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 미생물 위해분석 강화
- 연구사 4명(평가원 미생물과←본부)
○ 국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
- 식품소비안전국장 지정, 식품영양안전국장 제외

2017.2.28.

본부(△5명)

주요 개편내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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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0.

○ 「정부조직법(2013.12.24.)」 개정에 따른 별정직 차장 일반직 전환
○ 행정직 전환시험 합격자 직종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3명)

2013.12.18

○ 직종 개편(2013.12.12.)에 따른 정원 조정
- 기능직(94명) → 일반직(94명)
- 계약직(개방형직위 11자리*) → 임기제 공무원 전환
* 국장급 : 식품기준기획관,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의료기기심사부장
* 과장급 : 대변인,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약정책과장 및 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방사선안전과장, 임상연구과장
- 별정직(2명)* → 일반직(임기제 서기관, 행정사무관)
* 비상안전담당관, 시설·장비 5급 상당
○ 안전행정부 통합정원 운영 계획(2013.6.)에 따른 17명 감축*
* 본부(△6명), 평가원(△3명), 지방청(△8명)

2013.11.5.

○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신설
○ 기타 기능직 직무 및 정·현원 불일치 조정 : ±17명

2013.10.4.

○ 2013년 소요정원 반영 및 국정과제 수행 인력 증원
- 2과 신설 : 주류안전관리기획단(한시조직),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 15명 증원
- 2013년 소요정원 : 12명
- 불량식품근절전담인력 : 5명
- 방사선 안전관리 인력(방사선안전과) 복지부 이체(△3명)
○ 기타
- 개방형 직위 조정(국장급 3개, 과장급 8개)
- 경인청 위치 및 검사소 명칭 변경*
* 인천광역시 → 경기도, 광양수입검사소(여수 → 광양)
○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
- 「정부조직법(2013.3.23.)」 개정에 따라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위생안전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 인력 : 1,483명 → 1,760명(+277명)
• 농림부 이관 : 260명
* 축산분야(1부 8과, 171명), 수산분야(1과, 87명), 농업분야(1명)
• 복지부 이관 : 10명
* 식품분야(1과 6명), 의약품분야(2명), 공통분야(2명)
• 순증(+12명), 감축(△5명)

2012.11.18

○
○
○
○

본청 및 소속기관별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신설(총 64명)
약효동등성과장 개방형 직위 추가
의료기기심사부 주무부서 변경(첨단의료기기과)
지방청 수입식품검사소 업무분장 규정 신설

2012.7.30.

○ 원료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국가출하승인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인력 증원
- 19명(5급 3, 6급 2, 7급 3, 연구관 3, 연구사 8)
○ 경인청에 광주수입식품검사소 신설을 통한 의왕검사소와의 관할구역 재배치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 10급 폐지
- 기능 10급 33명 → 기능 9급으로 일괄 변경

2012.2.3.

○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심사 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
-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및 첨단의료기기과 신설
○ 평가원 제조품질연구팀을 폐지하고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기능을 전담하는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신설
○ 과 명칭 변경 및 의료기기 임상분야별 심사부서 개편
- 바이오의약품심사부 : 첨단제제과 →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 의료기기심사부

: 진단기기과 → 심혈관기기과, 치료기기과 → 정형재활기기과, 재료용품과
→ 구강소화기기과

2011.7.29

○ 기획조정관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설치

2010.12.31

○ 평가원

부작용감시팀을 폐지하고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 수집·평가를 전담하는
의약품안전정보팀을 본청에 신설

2009.4.30

○ 조직 전면 개편(대과제 적용하여 6과 축소)
- 본청 1관 5국(1단·4부) 65과→ 1관 5국(1관·4부) 48과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해외실사과 신설
• 유해물질관리단을 위해예방정책국으로 개편
• 생물의약품국을 바이오생약국으로 개편
• 영양기능식품국을 영양정책관으로 개편
• 4개
 평가부를 4개 심사부로 개편(식품기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 국립독성과학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3부 18과 → 3부 29과)
• 식품 및 의료기기 안전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본청과 기능 연계 조직화,
식품위해평가부, 의료제품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
- 6개 지방청
• 운영지원과를 고객지원과로, 의약품과를 의료제품안전과로, 시험분석과를 유해물질분석과로,
식의약품분석과를 수입식품분석과로 개편
• 식·의약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지도·단속 등 단순집행 업무와 그
수행인력101명을 시·도로 이관

2008.2.29

○ 국 및 과(담당관) 체계로 조직 개편
- 청장 직속에 대변인, 기획조정관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신설
- 차장 직속의 성과관리팀을 기획조정관의 성과관리팀으로, 시험검사관리팀을 식품안전국
유해물질관리단의 검사관리팀으로 개편
○ 혁신기획관, 정책홍보팀 폐지
○ 정부

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창의적으로 조정하고 팀제 시스템을 과(課)
단위 체제로 전환

2007.9.14

○ 차장

팀에 성과관리팀, 식품본부에 식중독예방관리팀, 의약품본부에 의약품품질팀,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에 품질동등성평가팀, 의료기기본부에 의료기기허가심사팀, 국립독성과학원에
연구지원팀 각각 신설
○ 의약품본부의 의약품동등성팀을 생물학적동등성평가팀으로 개편
○ 국립독성과학원을 국립독성과학원으로 개편, 생명공학지원팀을 약리연구부 생명공학지원팀으로,
독성연구부 내분비장애물질팀을 위해평가연구부 내분비장애평가팀으로 각각 개편

2006.8.25

○ 차장

밑에 시험검사관리팀, 정책홍보관리본부에 정보화지원팀 및 종합상담센터,
영양기능식품본부에 신소재식품팀, 의약품본부에 임상관리팀 및 한약관리팀,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에 화장품평가팀, 의약품본부 생약평가부에 한약평가팀, 생물의약품본부에
생물의약품관리팀, 의료기기본부에 의료기기품질팀 각각 신설
○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의 검사관리팀 폐지
○ 생물의약품본부의

생물의약품팀을 생물의약품안전팀으로,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의
화장품의약외품팀을 의약외품팀으로 각각 개편

2006.6.30

○ 고위공무원단 직위 도입(22개 직위)

2005.12.30

○ 식품본부에 유해물질관리단(위해관리팀, 위해기준팀, 검사관리팀)을 신설, 식품규격팀 폐지
○ 부산·경인지방청의 시험분석팀을 시험분석센터(시험분석반, 유해물질분석반)로 확대 개편,
부산지방청에 신항수입식품검사소와 경인지방청에 평택수입식품검사소 신설

7 부록

2014.8.27.

○ 2014년도 소요정원(12명) 반영
- 1과 신설(의약외품정책과)
- 12명 증원
*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3명본부, 1명평가원), 시험검사 품질관리 강화(2명),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3명), 원료혈장 안전관리 강화(2명본부, 1명평가원)
○ 직렬·직무 불일치 해소(1명) : 보건운영서기보→사무운영서기보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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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15

○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공보담당관을
정책홍보담당관으로 변경

2004.12.31

○ 혁신담당관을

혁신기획관으로 변경, 안전평가관실의 시험분석담당관 폐지, 연구기획조정담당관
신설

2004.5.24

○ 의약품안전국 의료기기과를 의료기기안전과와 의료기기관리과로 분리
○ 국립독성연구원 유효성연구부에 생명공학지원과 신설

2004.1.9

○ 안전평가관실에

식품평가부와 식품첨가물평가부를 각각 식품규격평가부와 식품안전평가부로
개편
○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동등성 평가 업무의 인력과
기능을 본청 의약품평가부로 이관
○ 국립독성연구원의 일반독성부·특수독성부·약리부를 각각
독성연구부·유효성연구부·위해성연구부로 개편

2003.7.25

○ 식품안전국에

기능식품과와 식품평가부에 기능식품평가과 및 생물의약품평가부에
생물의약품규격과 신설
○ 부산지방청에 양산수입식품검사소 신설

2002.5.27

○ 국립독성연구소를 국립독성연구원으로 개칭
○ 감사담당관실과 국립독성연구원 약리부에 의약품동등성평가과 신설

3. 부서별 임무(본부)
부서
대변인

기
획
조
정
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책과 그 실적의 홍보
각종 중장기 정책 및 계획의 총괄·조정, 국회 대응 총괄·조정,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연구개발사업 조정·총괄

혁신행정담당관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일자리정책 총괄,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총괄·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법령·행정규칙안의 입안 및 심사, 규제개혁 총괄, 국무·차관회의, 국회 입법지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식품·의약품 등 국제통상 및 국제 협력 총괄·조정, 재외공관 주재관의 관리
식의약품 등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정책통계 총괄

고객지원담당관

고객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고객지원 정책 개발,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및 종합상담센터의 운영

비상안전담당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조정,
비상대비 동원자원관리(물자, 업체 등)

감사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감사 결과의 처리

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 식품·의약품등의 상습적·고의적 범죄행위 발굴 및 조사
문서, 서무, 인사, 용도, 회계, 시설공사
식품·의약품등 소비자 권익의 보호증진을 위한 소비자 정책 개발,
식품·의약품 등 위해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

소통협력과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소통 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위해정보과

식품·의약품등의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 위해정보 수집·분석체계의 구축 및 기법 개발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및 활용 정책 수립·조정,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총괄 및 지원

2001.9.29

○ 의약품안전국에 생물의약품과와 식품안전국에 ‘부정·불량식품 중앙기동단속반’ 신설

2001.3.27

○ 경인지방청에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신설

2000.5.10

○ 국립독성연구소에 내분비독성과 신설

위생용품정책과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감시업무 총괄
위생용품 종합계획 수립·시행

식품안전정책과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 조정

1998.2.28

○ 식품의약품안전청 개청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국, 약정국, 의정국(의료기기)의 집행 업무 이관
• 정책결정 및 법령 제·개정, 산하단체 관리 등 일부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존치
- 소속기관으로 국립독성연구소와 6개 지방청을 설치

식품안전관리과

식품등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식품등의 수거 및 검사계획의 수립·관리

1996.4.6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6개 지방청 신설
- 보건복지부 식품국·약정국의 일부 집행 업무 → 안전본부, 지방청 이관
• 안전본부: 2부(6과) 5실(22과)
- 국립보건원 4개 부(위생, 약품, 생약, 방사선표준부)
→ 5개 안전평가실(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 생약생물학적제제, 의료기기)로 개편
- 국립보건안전연구원 → 독성연구소로 개편

식
품
안
전
정
책
국

검사제도과

식품·의약품등의 시험검사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총괄 조정,
시험검사기관 검사품질 강화 및 종합 발전계획 수립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운영 및 영유아식,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등의 표시·광고
심의기준 운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관련 업무 총괄

주류안전정책과

식품
기준
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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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기획재정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소
비
자
위
해
예
방
국

7 부록

2005.9.30

○ 한국형센터제(본부제) 및 팀제로 조직 전면 개편
- 본청: 2관 2국 6부를 6본부 4부로 개편 및 모든 부서에 팀제 전면 도입
• 6본부: 정책홍보관리본부, 식품본부, 영양기능식품본부, 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본부,
의료기기본부
• 4평가부: 식품평가부, 의약품평가부, 생약평가부, 의료기기평가부
- 독성연구원의 유효성연구부·위해성연구부를 각각 약리연구부·위해평가연구부로 개편
- 6개 지방청의 식품감시과를 식품안전관리팀으로 개편
- 식품본부에 식품안전기준팀·위해정보관리팀을 신설, 생물의약품본부에
유전자치료제팀·세포조직공학제제팀 신설 및 법무통상담당관을 행정법무팀 및
통상협력팀으로 분리
- 국립독성연구원에 인체노출평가팀, 응용통계팀 신설
- 대구·광주·대전지방청에 각각 운영지원팀을 신설

1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 및 정원현황

주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법령·제도 개선, 교육 및 홍보,
행정처분

식품기준과

식품의 기준·규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유해물질기준과

식품등의 유해물질 기준·규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첨가물기준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관한 기준·규격 설정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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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정책과

수입 식품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도개선 법령 및 고시의 제정·개정

현지실사과

해외 제조업소의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식
품
소
비
안
전
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식품등의 검사 계획 수립 및 조정관리, 검사항목 지정

수입유통안전과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종합계획의 수립,
수입식품등의 수거 및 검사계획의 수립·관리

국내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리제도의 운영 및 대책 수립

농축수산물안전과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거, 검사, 지도·단속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식중독예방과

식중독예방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 운영,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평가

의약품정책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개정,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 개발

의약품관리과

약사감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약품의 표시기재 및 광고 제도 운영,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

의약품품질과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계획 수립, 제도운영, 교육계획 수립, 국제협력

의약품 허가특허관리과
의약품안전평가과
마약
안전
기획관

바
이
오
생
약
국

의
료
기
기
안
전
국

의약품 특허목록의 등재·관리 및 관련 제도 운영, 규정 제·개정

마약관리과

마약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한약정책과
화장품정책과

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조직공학제제,
인체조직 및 원료혈장의 안전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설정, 변경관리 및 운영,
바이오의약품 및 인체조직에 대한 감시계획 수립 및 조정
한약·생약·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안전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정·개정
화장품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개정,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의 종합계획 수립

의약외품정책과

의약외품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개정,
의약외품에 대한 감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의료기기 지정 및 등급 분류,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 감시계획의 수립·조정,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지도·단속계획의
수립·조정,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정
무
직

일반직

관리운영직

직급별
합계

기관별

처
장

고
위
공
무
원

3
·
4
급

4
급

4
·
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수
석
전
문
관

운
영
7
급

운
영
8
급

운
영
9
급

총계

1,938

1

24

12

50

30

209 322 340 168

77

158 509

8

9

2

19

본부

609

1

11

10

36

19

120 130 114

7

36

8

7

2

10

소속기관

1,329

-

13

2

14

11

89

192 226 159

70

122 420

2

-

9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424

-

7

-

6

1

28

13

19

5

107 224

2

-

1

지방청

905

-

6

2

8

10

61

179 215 140

65

15

196

-

-

8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144

-

1

1

1

2

9

31

39

17

11

4

25

-

-

3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227

-

1

1

4

-

17

44

54

48

11

2

43

-

-

2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321

-

1

-

3

2

18

60

60

44

27

6

98

-

-

2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55

-

1

-

-

2

4

12

15

9

4

1

7

-

-

-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76

-

1

-

-

2

7

14

23

11

6

1

10

-

-

1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82

-

1

-

-

2

6

18

24

11

6

1

13

-

-

-

9

89

의약품, 의약외품의 부작용 정보 수집·관리 및 평가, 의약품피해구제 제도의 운영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정책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2020.2.27. 기준)

임상시험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총괄,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총괄

마약정책과

바이오의약품정책과

1) 기준정원

식품영양 안전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농축수산물정책과

임상제도과

4. 정원 현황

7 부록

수
입
식
품
안
전
정
책
국

의
약
품
안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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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관리, 의료기기의 안전성 정보에 관한 관리,
의료기기의 재평가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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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 및 정원현황

3) 정원 변동 연혁

7 부록

2) 운영정원
(2020.2.27. 기준)
정
무
직

일반직

2020.2.27.

1938명(48명 증원)
- 2020년도 소요정원 : 48명
• 의약품 해외제조원 관리 : 3명
• 조직관리 전담인력 : 1명
• HACCP 사후관리 : 8명
• 수입식품 유통단계 안전관리 : 19명
•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 17명

2019.5.7.

1,890명(1명 증원)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2019.2.26.

1,889명(31명 증원)
- 2019년도 소요정원 : 31명
• 식품 등의 표시광고 : 1명
• 농산물 PLS 도입 : 2명
• 공공데이터 전담 : 1명
• 다수부처 협업정원 : 2명
• 의료기기 현장감시 : 10명
• 수입식품 신고처리검사 : 15명

2018.3.30.

1,858명(61명 증원)
- 2018년도 소요정원 : 61명
• 위생용품 안전관리 대응 : 11명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1명
•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 1명
•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 2명
•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 1명
•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 2명
• 정보보안 관제센터 : 3명
• 수입식품 검사 : 40명

2017.2.28.

1,797명(38명 증원)
- 2017년도 소요정원 : 38명
•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 3명
• 이력추적 단계적 확대 : 2명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4명
• 주류안전관리 강화 : ±1
• 음식점위생등급제 시행 : 1명
•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2명
• 의약품 품목갱신 등 5명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 6명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심사 강화 : 2명
• 의료제품 허가심사 : 9명
• 국제협력 강화 : 2명
• 기록물관리 : 2명

2017.1.26.

1,759명(15명 감축)
- 안전행정부 통합정원 운영계획(2013.6)에 따른 15명 감축
• 본부: △5명
• 평가원 : △4명
• 지방청 : △6명

2016.5.19.

1,774명(12명 증원)
- 2016년도 소요정원 : 12명
•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 2명
• 사이버보안 담당 인력 : 1명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인력 : 2명
• 마약류 안전 및 추적의료기기 관리 인력 : 2명
• R&D 관리 및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인력 : 2명
• 식품이력 추적 담당 및 기록물 관리 인력 : 3명

관리운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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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4.

1,778명(1명 증원)
- 사이버보안 전담인력(1명) 증원

2015.5.29.

1,777명(14명 증원)
- 2015년도 소요정원 : 14명
• 의약품안전평가과 인력 : 3명
• 인체조직 담당 인력 : 2명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인력 : 1명
• 식품이력추적관리 인력 : 2명
• 식품방사능 관리 인력 : 3명
• 기록물 및 개인정보 담당 인력 : 3명

2015.1.9.

1,763명(7명 감축)
- 2014년도 수시직제 : 9명
- 안전행정부 통합정원 운영계획(2013.6)에 따른 16명 감축
• 본부: △5명
• 평가원 : △4명
• 지방청 : △7명

2014.8.27.

1,770명(12명 증원)
- 2014년도 소요정원 : 12명
• 의약외품 안전관리 인력 : 4명
• 시험검사 품질관리 인력 : 2명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운영 인력 : 3명
• 원료혈장 안전관리 인력 : 3명

2013.12.18.

2013.10.4.

2013.3.23.

1,758명(17명 감축)
- 안전행정부 통합정원 운영계획(2013.6) 에 따른 17명 감축
• 본부: △6명
• 평가원 : △3명
• 지방청 : △8명
1,775명(15명 증원)
- 2013년 수시직제 : 6명
- 불량식품근절 전담인력 증원 : 5명
• 정부3.0 인력 증원 : 1명
- 2013년 소요정원 : 12명
• 주류안전관리 인력: 2명
• 의약품 허가특허 인력 : 4명
• 화장품 사후관리 인력 : 3명
• 의료기기 GMP 해외현지실사 인력 : 2명
• 개인정보 보호 인력 : 1명
- 방사선 안전관리 인력 복지부 이체 : △3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 1,760명(277명 증원)
- 농림부 이관 인력 : 260명
- 복지부 이관 인력 : 10명
- 수입식품검사인력 증원 : 12명
- 공통부서 : △ 5명

section 2

7 부록

2015.12.30.

1,762명(16명 감축)
- 안전행정부 통합정원 운영계획(2013.6) 에 따른 16명 감축
• 본부: △5명
• 평가원 : △3명
• 지방청 : △8명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1.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ㄱ
■ 가교시험(Bridging Study)
정 의

	국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자료(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시험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주요내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민족적 요인(유전적, 생리적 등의 내적

요인과 문화, 환경 등의 외적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한국인이 포함된 다국가 임상시험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별도로
시행한 임상시험)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정 의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 가쓰오부시(Kastuobushi)
정 의

	가다랑어를 필렛으로 만들어 자숙, 배건, 곰팡이 붙이기 등을 거쳐 충분히 건조시킨 일본의
독특한 수산가공품의 하나임

주요내용 	가쓰오부시에는 비교적 대형어로 만든 혼부시, 소형어로 만든 가메부시가 있으며,

독특한 감칠맛과 향기가 있어 주로 국물을 만드는데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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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

■ 건강기능식품 검사기관
 정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또는 인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건강기능식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요내용 	합성감미료로는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이 있으며

일반 설탕보다 수백배의 감미도를 가짐

7 부록

■ 감미료(Sweetener)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주요내용 	건 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해당

검사기관으로부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및 유해물질의 규격과 시험방법의

■ 개량신약(IMD; Incrementally Modified Drug)
정 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야 함

	의약품 중 안전성·유효성·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에 있어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

■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정 의

■ 개방형시험실(Open Test Room)
정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 원료

주요내용 	건 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험실, 시험분석 장비, 시약 등 무상 지원하고 제조업체에서 직접
한약재의 시험항목 검사

주요내용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의 도입(2015.1.1)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규모가 작은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들의 품질관리 검사 지원을 위해 설치

■ 건강기능식품 기타 원료(Other Ingredients)
정 의

	기능성 원료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그 범위는 「식품의 기준

■ 개인맞춤약물(PM; Personalized Medicine)
정 의

적합하여야 함

	환자의 유전정보 등에 따라 약물의 이상반응과 최적의 효과를 예측하여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Personalized Health Functional Foods)
정 의

및 규격」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식생활·건강상태 설문, 유전자 검사, 웰니스 기기 측정 결과, 전문 상담 등을 통해 개인에게

■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정 의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요건(위생, 제조공정, 시설 등)을 설정한 기준

필요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조합·소분하여 섭취가 편리하도록 하루 분량으로
포장한 제품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Potentially Harmful Effect of Nutrients)
정 의

■ 건강기능식품(Functional Health Foods)
정 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잉섭취 시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을 말한다.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제70조7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기술의 개발·보급, 적정섭취를 위한 실천방법의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정 의

	고시형 원료가 아닌 기능성 원료로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

주요내용 	개별적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666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능력평가/숙련도평가(Proficiency Testing)
정 의

	특정 성분이 함유된 평가용 표준시료를 각 시험검사기관에 배포하고, 기한 내에 실험결과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당해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값을 제출받아 표준값과 비교하는 시험기관 간 비교시험으로, 시험기관의 검사능력에 대한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기능성 원료로 인정함

모니터링 또는 시험방법의 비교측정 등의 목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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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외에서 위해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위생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정 의

7 부록

■ 검사명령(수입식품)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주요내용 	조류 인플루엔자는 폐사율 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비병원성 등 크게 3가지가

있음.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가장 위험한 A급

주요내용 	검사명령 대상 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식품위생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한 해외
악성전염병임. 고병원성은 치유가 가능한 저병원성, 비병원성과는 달리 감염 닭 등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정 의

치사율이 75%가 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원조, 무역확대 등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서 경제정책 조정,
무역문제검토, 개발도상국의 원조 등의 활동을 함

주요내용 	•조직: 회원국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 고열량·저영양 식품(High-Calorie Low-Nutrient Foods)
정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

위원회는 사무국 전문가들의 연구 및 행정상의 지원을 받으며, 수시로 회의를

주요내용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 식품으로

소집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공통된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그러한 대안의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 및 방송광고 등을

실천을 공동으로 추진

제한하고 있다.

•의사결정기구: OECD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회원국
대표간의 전원 합의제로 운영

■ 고위당국자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정 의

■ 경제협력개발기구 제조나노물질작업반(OECD WPMN; OECD Working Party on

주요내용 	고위당국자 회의는 11개 회의체가 있으며 그중 표준적합소위원회와 생명과학 혁신

Manufactured Nanomaterials)
정 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당국자 회의

포럼에 우리 처가 참석

	경제협력기구(OECD) 제조나노물질작업반

주요내용 	OECD는 화학물질위원회 산하에 제조나노물질작업반(WPMN)을 설치·운영하여

나노물질 안전성평가 및 국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고카페인 함유 식품(High-Caffeinated Foods)
정 의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주요내용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 두통, 심장 두근거림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고카페인

■ 고기풀(Surumi)
정 의

함유 식품’ 주의문구 표시와 판매 및 방송광고 제한 등을 관리하고 있다.

	두부, 내장을 제거한 어체를 어율 채취기로 채취하여 수세 탱크에 넣고 물을 넣고 교반한
다음 정치하여 어육만을 분리한 후, 고기 갈이한 어육으로 연제품의 중간 소재로 이용됨

주요내용 	첨가하는 부원료의 종류에 따라 무염 고기풀과 가염 고기풀로 나뉘어지는데 전자는

5% 정도의 당류와 0.2% 정도의 중합인산염을 첨가하는 것이 보통이며, 후자는

■ 공정서(Official Compendium/Pharmacopoeia)
정 의

주요내용 	의 약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격시험서로, 식약처가 인정하는

당류 10% 정도, 식염 2~3%를 첨가하고 중합인산염은 첨가하지 않음

■ 고령친화식품(Senior-friendly Foods)
정 의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 혹은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기재한 국가공인 규격시험서

공정서는 미국약전, 일본약전, 영국약전, 유럽약전, 독일약전, 프랑스약전이 있음

■ 광독성(Phototoxicity)
정 의

	시험물질을 전신 또는 국소에 적용한 후 피부가 빛에 노출되어 유도되거나 증가되는 독성반응

주요내용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및 기능성 화장품 등의 안전성 심사자료로

제출되는 시험법

668

669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정 의

	광범위 베타-락탐계 항생제 분해효소(ESBL; Extended Spectrum Beta-Lactamase)를
분비하는 내성 이질균

■ 국가출하승인(National Lot Release)
정 의

7 부록

■ 광범위 항생제 내성이질균(ESBL-Producing Shigella Sonnei)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국가가 시험검정과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등의 자료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판매를 승인하는 것

주요내용 	보건 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하여

주요내용 	항생제 내성균을 치료하기 위하여 광범위 베타-락탐계 항생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제조단위별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제조(수입)회사의 품질검사를

항생제)를 개발 하였으나, ’80년대 중반 독일에서 ESBL을 생성하는 내성균이

거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기 전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발견되었음. 내성 이질균은 결과적으로 광범위 베타-락탐계 항생제로는 치료가

검토를 거쳐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업무

불가함을 의미함

■ 국가표준실험실(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 광학활성의약품(Optically Active Drug)
정 의

정 의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로서, 공인실험방법 개발, 제공
및 검증, 시험검사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 업무 수행하며, 시험결과의 분쟁 조정 역할을

	분자식은 같으나 성질이 다른 화학물 중 빛을 비추면 물질을 통과한 뒤 나오는 빛의 방향이

수행하는 실험실(기관)

반대가 되는 화학물을 광학 이성질체라 하며, 광학 이성질체 중 인체에 해가 없고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화합물을 광학활성의약품이라 함

■ 국립중개과학발전센터(NCATS;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
■ 구제역(FMD; Foot and Mouth Disease)
정 의

정 의

설립되었으며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위치함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전염병

	미국 보건복지부 기관인 국립보건원(NIH)의 27개 기관 및 센터 중 하나로 2012년에

주요내용 	화학물질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약품이나 치료법 개발, 생체 실험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민간부분의 제약업체들이 수행해 왔던 연구를 담당하여

주요내용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육류·사료·물·공기 등을 통해 전파됨. 임상증상은 열이

오르고 입, 혀, 발굽, 젖꼭지에 물집이 생기며, 심하게 앓거나 죽는 경우도 있음.

신약개발을 지원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최근 중국·몽골 등 동북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발생

■ 국립환경보건과학원(NIEH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정 의

■ 국가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정 의

	미국에서 ’66년 복지부 산하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환경 등에서 기인하는 유해물질의 안전
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여 NTP 범부처 총괄기능 수행

	NTP(National Toxicology Program)

주요내용 	• NTP란 ‘국가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으로 ’78년 NIEHS(국립환경보건 과학원)

총괄로 NCTR(국립독성연구센터), CDC(질병관리센터)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 국제공인실험실(International Standard Laboratory)
정 의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는 “시험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을 따르는 실험실로
인정받는 실험실(기관)

조직으로 설치
• 미국 내 독성물질 연구, 평가, 정보제공 등 수행

■ 국제공통허가심사서류(RPS; Regulated Product Submission)
■ 국가잔류물질관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
정 의

정 의

	농·축·수산물의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결과에 대한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기술문서(STED)를 대체하여 국제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허가심사 서류 양식

원인 추적조사를 통한 사전 예방관리 및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중점관리 품목 및 조사항목,
안전관리기준 마련 등)을 수립·시행하는 프로그램

■ WHO 국제교육훈련센터WHO GLO/VQ(WHO Global Learning Opportunities for Vaccine Quality)
정 의

	개발도상국 및 중간 소득국가(developing and middle income countries)들의 백신
품질관련 규제기능의 강화, 확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WHO주관 국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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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도 규제기관이 WHO를 대신하여 운영 중

■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I; 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International)
정 의

■ 국제공인실험실
정 의

기관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이 과학적, 윤리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공신력

인정받는 실험실(기관)

정 의

	방사선으로부터 인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주요내용 	방사선의 영향, 방사선량 측정, 의료방사선 등 분야에 대해 연구하며, 국제 사회에

있는 척도로 사용

■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정 의

Radiological Protection)
정 의

	비이온화 방사선으로부터 인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주요내용 	휴대전화, 전자레인지 등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에 대한 노출 제한값을 결정 및 권고함

■ 국제수의학조화협의체(VICH; Veter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정 의

	국제수의학조화협의체(VICH)는 제3자(유럽연합, 일본 및 미국)형태로 동물생산물등록을

	암에 대한 연구를 총괄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산하기구

주요내용 	암의 발생원리 관련 연구를 지휘하고 조정하며, 발암물질의 위험등급을 결정·발표

방사선 방어를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권고함

■ 국제비전리방사선방어위원회(ICNI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프로그램을 평가·인증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주요내용 	미국, 유럽, 아시아의 각 기관에서 AAALAC-I 인증을 받고 있음. AAALAC-I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는 ‘시험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을 따르는 실험실로

■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7 부록

주요내용 	제조·품질(GMP), 임상시험(GCP), 국가출하승인(Lot Release) 등의 분야에 대한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발암물질등급

인간대상 연구자료

동물실험 결과

물질

인체발암물질(Group 1)

충분함

충분함

전리방사선, 간접흡연, 석면, 술,
아플라톡신, 알코올, 엑스선, 벤젠, 벤조피렌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

제한적임

충분함

디젤엔진배출물,무기 납화합물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

제한적임

불충분함

비전리방사선, 납, 나프탈렌, 휘발유,
유리섬유, 커피, 전자기장

인체발암성미분류물질(Group 3)

불충분함

불충분함

멜라민, 카페인, 콜레스테롤, 싸이클라메이트

인체비발암성추정물질(Group 4)

가능성 없음

부족함

카프로락탐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정 의

위한 기술적 요건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1996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됨

	국제연합(UN)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주요내용 	각국 국민의 영양과 생활수준 향상,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분배 개선이 목표이고,

■ 국제식품규격(Codex; Codex Alimentarius)
정 의

우리나라는 1949년에 정식 가입. 2년마다 본부에서 총회가 개최되어 사업검토,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을 하고 있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식품의 국제교육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국제식품규격

주요내용 	코덱스(Codex)는 Codex Alimentarius(food code의 라틴어)의 약어이며, 보통 8단계

심의를 거쳐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의사가 결정되고 식품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회의(JECFA; Joint FAO/
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정 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첨가물분야
전문가 모임

빚어질 때 해결의 기준이 됨

주요내용 	F AO 및 WHO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전문가 모임으로 1956년부터 활동을

■ 국제식품안전당국자네트워크(INFOSAN;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정 의

시작하였음. FAO, WHO가입국 및 코덱스 위원회에 대한 과학적 조언 기관으로서
첨가물, 오염 물질,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함. 일반적으로 연2회 개최

	국가 간 식품안전관련 담당자들의 긴급 정보교류 네트워크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운영하고, 180개국이

참여하는 국가 간 식품안전 긴급정보교류 네트워크로서 한국은 식약처가 대표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협의회(IMDRF;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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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의 국제적인 표준화를 위하여 2011년 2월 발족한 국제 의료기기 규제 조화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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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한 의료 기기 국제표준화회의(GHTF; 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를 전신으로 함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정 의

7 부록

미국, 일본, EU, 캐나다, 호주, 브라질 정부로 구성되어 있음. 1993년 EU집행위원회에서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전 기·전자 기술분야를 제외한 제품 및 서비스 등 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준규격을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

■ 국제의약품규제자협의회(IPRP;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Programme)
정 의

주요내용 	인체에 접촉,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국제규격(ISO 10993)을 기반으로 한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를 제정하여 시험을 통해

	2018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협의체로, 국제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Forum, IPRF)과 국제제네릭의약품규제당국자협의회 (International Generic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Drug Regulators Programme, IGDRP)의 통합협의체임
주요내용 	ICH 가이드라인 도입 지원 및 규제자 간의 국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한

공동체

■ 국제표준화기구 나노기술위원회(ISO TC229; ISO Technical Committee Nanotechnologies)
정 의

	제조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관리 및 나노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연구를 추진하는
국제기술 위원회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정 의

	허가·심사관리 국제조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부기관 및 협회 공동체(’90.4~)

■ 권장규격(Advisory Levels)
정 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이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의약품 허가·관리 규정의 통일·표준화 및 과학화 도모

주요내용 	인체 위해우려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기준 미설정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권장규격을

■ 국제임상시험데이터교환표준컨소시움(CDISC; Clinical Data Interchange Standard

설정·운영하고 권장규격을 초과했을 경우, 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그럼에도

Consortium)
정 의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원래는 임상시험에 관련된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단체를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의약품
신청서류 중 임상, 비임상시험의 표준화된 자료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됨

주요내용 	국제임상시험 데이터 교환표준컨소시엄은 비영리국제단체로 임상시험자료 관리에

적용되는 글로벌표준을 개발 CDISC는 임상시험자료의 수집, 임상시험자료의 규격화,

■ 권장유통기간(Recommended Shelf Life)
정 의

	유통기한 설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기간

주요내용 	직접 실험을 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비임상자료의 규격화,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 변환, 프로토콜 디자인, 프로토콜 디자인

유통기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모델의 시각화, 자료의 이동, 연구실 자료의 이동 및 규제기관 서류제출에 적용되는
9종의 표준화를 정하고 있음. 미국식품의약품청(FDA)과 유럽의약품청(EMA)는
전자문서(eCTD)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CDISC에서 제정한 표준을 이용한 임상시험
데이터 제출을 권장

■ 그람염색법(Gram Staining)
정 의

	덴마크의 그람이 1884년에 고안한 세균 감별에 사용하는 염색법

주요내용 	세균을 염색·고정하여 보라색으로 물들면 그람양성, 물들지 않으면 그람 음성이라

하며, 미생물의 분리 동정에 중요한 지표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정 의

	전기·전자 기술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준규격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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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레이징(Glazing)
정 의

	정확한 표현은 아이스 글레이즈이고, 얼음의 피막이란 뜻으로 빙의라 함

주요내용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감전, 화상 등의 위해 예방을 위해 국제규격(IEC

주요내용 	동결장치에서 끄집어 내어 평균 품목이 -20℃ 이하가 되어 있는 동결품을 공기

60601-1)을 기반으로 한 식약처 고시(의료기기의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온도 –5℃ 이하의 실내에서 1~2℃ 청수 또는 해수중에 5~10초간 침지하였다가

기준규격)를 제정하여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끄집어 올리면 그 표면 전체에 얼음의 피막이 완전히 밀착하여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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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ㄴ

	우 리나라에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다른 나라에서 별도 심사 없이 허가되거나 허가 시
제출자료 간소화 또는 신속 처리되는 혜택을 얻는 제도

■ 나노화장품
정 의

■ 급성독성참고량(ARfD; Acute Reference Dose)
정 의

7 부록

■ 글로벌 자동승인OCA(One-Cycle Approval)

	나노물질이 제품 중에서 응집되지 않고 나노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화장품 또는 나노 기술을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화되거나 생물학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잔류농약위원회(JMPR), 미국환경
보호청(EPA)이 식품이나 음용수를 통한 특정 농약 등 화학물질의 인체에 대한 급성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설정한 값

■ 나들가게
정 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가격 경쟁력을 갖춰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브랜드 명칭

주요내용 	24시간 또는 그보다 단시간의 일일 경구 섭취로 인체 내 건강상 위해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추정되는 양으로 mg/kg bw/day의 단위로 표기

■ 나트륨(Sodium)
■ 기능성(Functionality)
정 의

정 의

구성하고 있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생체 활동에 필요한 무기질 영양소로, 최저 필요량은 200~1,000mg이며, 소금의 40%를

주요내용 	나트륨은 과다섭취시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비해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으로 나눔

2.4배 높음

■ 기능성 원료(Functional Ingredient)
정 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 낱알식별표시
정 의

숫자 등을 조합하여 인쇄 또는 각인하여 나타낸 표시

원료로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눔

■ 기능성 인정등급(Functionality Rating)
정 의

	기능성 원료의 근거자료의 수준에 따라 인정되는 기능성 등급

	의약품의 낱알이 다른 의약품과 구별 가능하도록 특징적인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거나 문자·

■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정 의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서 자국민과 동일하게 차별없이 대우하는것을 말함

주요내용 	기능성 내용에 따라 ‘질병발생위험 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으로 구분됨

■ 내분비계 장애물질(EDCs/EDs; Endocrine Disrupting Compounds/Endocrine Disruptors)
■ 기능성 화장품(Functional Cosmetics)
정 의

정 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짐

	화장품 중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함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로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여 환경

주요내용 	내분비계 기능에 변화를 일으켜 정상적인 개체 또는 그 자손의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나타내는 외인성 물질로서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 저하, 기형, 성장

■ 기립불능 소(Downer Cow)
정 의

장애, 암 등을 유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종류는 다이옥신류, 농약류(DDT 등),
비스페놀 A, 벤조피렌 등이 있음

	대사성, 질병성, 독성의 원인에 의해 다리가 마비되어 옆쪽 방향으로 눕거나, 배를 바닥에
대거나, 뒷다리가 주저앉은 자세 등을 취하는 모든 소를 통칭함

■ 내적노출량(Internal Exposure)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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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주요내용 	식품 중 식육 및 어육제품, 우유 및 유제품, 맥주 등에서 생성가능하며, 특히 식육

물질의 양으로 예를 들어 간 독성이 있는 물질의 경우 체내 흡수 후 간에 남아있는

제품은 보존 및 발색을 위해 질산염 및 아질산염을 사용할 수 있어 니트로사민이 생성될

그 물질 양을 뜻함

가능성이 높음. 또한, 식품의 저장 숙성 및 발효과정 중에 생성되는 바이오제닉아민은

7 부록

주요내용 	외부로부터 경구섭취, 호흡, 접촉을 통해 체내로 흡수된 후 작용 장기에 남아있는

니트로사민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 노출 시나리오(Exposure Scenario)
정 의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노출을 추정 또는 정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노출 발생 방식에 관한 사실, 가정, 추론 등

주요내용 	경구섭취, 호흡, 접촉 등 노출 경로 중 어떠한 경로가 주요 노출 경로가 되는지,

경구섭취라면 식품에 의한 노출이 주가 되는지 음용수에 의한 노출이 주가 되는지

■ 니트로푸란(Nitrofuran)
정 의

	니트로푸란제는 5-니트로기를 갖는 모노니트로화합물군에 속하는 광범위 합성항균제로서
대표적인 약물로는 푸라졸리돈, 푸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푸란토인, 니트록시존,

등을 고려하여 있음직한 노출상황을 가정함

니트로빈 등이 있음

■ 노출안전역(MOE; Margin of Exposure)
정 의

주요내용 	니트로푸란제에 대한 독성으로는 물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전자변이·

	최대무독성용량(NOAEL), 벤치마크용량(BMD) 등과 같이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기준값을 인체

염색체 손상 등을 유발하는 변이원성, 갑상선종 등 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기형·유산

노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화학물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중

등을 초래하는 생식독성, 난소 위축·정자수 감소 등을 초래하는 내분비계 교란성

우선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등의 위해관리를 지원할 때 사용함.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음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니트로푸란계 약물은 발암성 등 유해성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식용동물에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주요내용 	

MOE =

POD(NOAEL or LOAEL or BMDL)
일일인체노출량

ㄷ

• POD(Point of departure): 시작값
•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대무독성용량
•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소유해용량
• BMDL(Benchmark Dose Lower Confidence Limit): 용량반응곡선의 95%
신뢰상한선으로부터 구한 벤치마크용량의 하한값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정 의

화학연료나 담배, 숯불에 구운 육류와 같은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 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
주요내용 	식품에서 굽기, 튀기기, 볶기 등의 조리가공 과정에 의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탄화에 의해 생성되며, 오염된 환경에서 유래하여 식품에서 검출되기도 함. 100종

■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정 의

이상의 PAHs가 존재하며, 독성이 있는 물질은 50종으로 밝혀졌고 이중 벤조피렌이

	위해평가 4단계 중 하나로 식품·환경 등을 통하여 사람에게 노출되는 위해요소의 양 또는

가장 독성이 높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의 인체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음

수준을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산출하는 과정
주요내용 	유해영향 유발인자에 노출된 인구 집단의 특성과 크기, 노출의 규모와 기간을

파악(현재와 미래의 예상 노출을 모두 평가)함. 노출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는 (1)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 (2) 노출 경로, 빈도 및 기간 (3) 연령, 성, 특이 조건(예,
임산부, 소아, 노인, 기존 질병, 해당 집단의 생활양식 등)의 분포 등이 고려됨)

■ 니트로사민(NAs; Nitrosamines)
정 의

	니트로사민은 아민과 같은 질소화합물이 아질산염과 같은 산화질소화합물과 니트로소화

	2개 이상의 벤젠고리가 선형으로 각을 지어 있거나 밀집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화합물로서

■ 단세포단백질(SCP; Single Cell Protein)
정 의

	효모, 세균, 곰팡이, 담자균, 미소해초류, 원생동물을 포함한 미생물 단백자원의 총칭

주요내용 	단세포단백질을 분류하는 방법은, 이용하는 미생물(효모나 국균 등), 이용하는

탄소원(탄화수소, 알코올, 초산, 탄산가스, 수소, 농산폐기물 등), 용도(사료용,
식용)에 의한 방법이 있음. 용도는 주로 사료용이지만, Spirullina나 효모와 같이
식용에 이용되는 것도 있음

반응을 하여 생성되는데 주로 2급 아민과 아질산염이 산성조건하에서 반응하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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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 단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7 부록

정 의

영양성분으로, 식품 중의 당류는 과일(과당), 우유(유당)와 같이 천연적으로
식품내에 존재하거나 가공·조리시 첨가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스 등의

	하나의 항원 결정기에만 대응하는 항체

단당류와 맥아당, 유당, 자당 등의 이당류 함량의 합으로 표시하고 있음

주요내용 	동물에 어떤 항원을 주입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면 다양한 항원 결정기 각 부분에

대응하는 여러 종류의 항체가 만들어짐. 항체를 만드는 다수의 세포 중 임의의 한
개의 항체생성세포에서는 한 종류의 항체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한 개의
세포(단클론세포)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항체들을 단클론항체라 함

■ 대마(Cannabis)
정 의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 단회투여독성시험(Single Dose Toxicity Study)
정 의

제외

	시험물질을 실험동물에 단회투여(24시간 이내의 분할 투여도 포함)시 나타나는 독성을
관찰하는 시험

■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정 의

■ 달걀등급(Grade of Egg)
정 의

	달걀의 등급은 크기와 내부 품질에 따라 분류됨. 우리나라의 경우 무게에 따라 특란(60g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계 죽상동맥경화증 등 여러
가지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

주요내용 	여러 진단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 중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

이상), 대란(54~60g), 중란(47~54g), 소란(42~47g), 경란(42g 미만)으로 구분

증후군으로 정의함.
• 허리둘레: 102cm 초과(남자), 88cm 초과(여자)(한국인 및 동양인: 90cm(남자),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정 의

85cm 이상(여자))
• 혈중중성지방(Triglyceride): 150mg/dL 이상

	담배규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WHO에서 ’03.5월 채택한 보건분야
국제협약(’05.5월 우리나라 비준, ’16.10월 현재 180개국 비준)

•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holesterol): 40mg/dL 미만(남자), 50mg/dL
미만(여자)

■ 담배연구소 네트워크(TobLabNet; Tobacco Laboratory Network)
정 의

• 공복혈당(Fasting glucose): 100mg/dL 이상
• 혈압: 수축기 혈압이 13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85mmHg 이상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의 제9조(담배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시험·측정 및
규제)에 대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 및 단체의 연구소가 참여하는 연구 협의체

주요내용 	현재 30개국(한국, 영국,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 38개 연구소에서 참여

■ 대장균군(Coliform Group)
정 의

■ 당뇨렌즈(Diabetic Lens)
정 의

	포도당 측정센서를 넣어 체내 포도당 등을 측정하여 인슐린을 체내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나 동물의 장관내에서 서식하고, 환경 중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람음성, 통성
혐기성, 무아포성 간균 모양의 세균 집단

주요내용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콘택트렌즈

의해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대장균군은 열에 의해 쉽게 사멸되는 특성이 있어
살균 또는 가열처리한 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함

주요내용 	눈물을 통해 체내 포도당 측정 및 측정된 데이터 값을 스마트 폰 또는 다른 IT

기기에 전송하여 데이터 값에 따라 자동으로 콘택트렌즈에 저장되어있는 인슐린을
체내로 방출할 수 있는 제품

■ 대조약(Comparator/Control Drug)
정 의

■ 당류(Sugars)
정 의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를 말함

주요내용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이지만 과량 섭취시 비만 등 만성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

680

	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수입) 품목으로 허가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조약으로 타당성을 인정한 의약품

주요내용 	신 약, 국내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 품목,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한 품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구수량이 가장 큰 품목 등의 순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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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질병 및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을 바르게 정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제정한 의약품에 관한 법전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정 의

7 부록

■ 대한민국약전(KP; Korean Pharmacopoeia)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1961년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주요내용 	설립당시 회원국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5개국이었으나,

이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10개국으로 늘어남

주요내용 	제1부는 주로 빈번히 사용되는 의약품과 기초적 제제를 수재하고, 제2부는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재

■ 동등생물의약품(Biosimilar Product)
■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기준(KPC; Korean Pharmacopoeial Codex)
정 의

정 의

생물의약품

	대한민국약전 미수재 의약품 중 동일 성분 및 제형으로 다수 허가된 원료의약품과 제제의
표준화된 기준규격서

	이미 제조판매,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비임상·임상적 비교 동등성이 입증된

주요내용 	생물의약품의 복제약 개념으로, 생물의약품은 화학의약품에 비해 분자량이 크고

주요내용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않은 의약품 중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구조가 복잡하여 원개발사 제품(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대하여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제법, 성상, 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하지만 생물의약품 제조기술과 분석 기술 등의 발달로 특성이 잘 밝혀진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단백질의약품(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경우 후발 업체에서 이와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원개발사 제품과 품질, 비임상, 임상단계에서 동등성을 입증하는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KHP: Korean Herbal Pharmacopoeia)
정 의

경우 동등생물의약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음

	「약사법」 제52조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

주요내용 	총칙, 포제법, 의약품각조 제1부, 제2부, 제3부, 생약시험법 및 표준품·시약·

■ 동물대체시험법(Alternative Test Method)
정 의

	실험동물에 가해지는 고통의 최소화, 실험동물의 수 감소, 하등한 동물 또는 세포를 이용하는
시험법

시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내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시험 중 실험동물을 대체하거나 동물의 수와

■ 독성주의한약재
정 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시험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독성주의한약재로 지정한 한약재

주요내용 	감수, 경분, 낭독, 밀타승, 반묘, 반하, 백부자, 보두, 부자, 섬수, 속수자, 수은,

아마인, 연단, 웅황,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호미카

■ 동물대체시험법국제협력(ICATM;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lternative Test Methods)
정 의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간 국제 공동연구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

주요내용 	미국(ICCVAM), 유럽연합(ECVAM), 일본(JaCVAM), 캐나다(Health Canada),

■ 독일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 Federal Institute for Drugs and Medical Devices)
정 의

	독일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정부기관

한국(KoCVAM) 동물 대체시험법검증센터 간 협력체
• ICCVAM(Interagency Coodinating Committee on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미국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 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
정 의

	독일의 식품, 화장품, 소비자제품 등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 ECVAM(Europ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유럽연합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 JaCVAM(Japanese Center for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일본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 KoCVAM(Korean Center for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한국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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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ㄹ

3) 코카 잎(엽): 코카 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함)의 잎. 다만,

■ 룩백시스템(Look-back System)
정 의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4)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시점에서 과거 헌혈기록을 조사하여 해당 혈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절차를
말함

5) 1)부터 4)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공혈자,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 Jakob Disease, CJD)이나 변종 크로이츠펠트-

6) 1)부터 5)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야콥병(new variant Creutzfeldt -Jakob Disease, 이하 “vCJD”라 한다)으로 진단된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1)부터 5)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공혈자 또는 vCJD로 의심되는 공혈자, vCJD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의 공혈자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여행한 공혈자의 과거 헌혈 기록 등이 해당됨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한외마약은 제외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정 의

	사람 리스테리아증을 일으키는 식중독균 중 하나로 포유류 및 조류에서 주로 분리되는

■ 마약류
정 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그람양성 단간균
주요내용 	육류와 어패류, 유가공품 등을 통해서 전파되며 냉장이나 냉동 상태를 좋아해

쉽게 죽지 않음.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설사, 두통, 복통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에는 임산부 유산, 패혈증, 뇌수막염 등을 초래함

■ 마약류 취급자
정 의

	마 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요내용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ㅁ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을
업으로 하는 자

■ 마비성패독(PSP; Paralytic Shellfish Poision)
정 의

	패류가 와편모조류 플랑크톤(Alexandrium sp, Pyrodinium sp 등)과 담수산 남조류
(Aphanizonmenon flosaquae)를 섭취하므로써 패류 체내에 축적되어 생긴 독

주요내용 	패류의 독화시기는 주로 2~5월이며, 패류외에 우렁쉥이, 게류, 권패류 섭취 시

중독증상을 나타내고 중독의 주증상은 복어독과 유사하여 마비증세를 일으키고
치사율은 8.5~15.5%임

•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 마약(Narcotics)
정 의

	아편, 대마,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과 같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물질로서 중독성이나 탐닉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와 정신을 파괴시키는 약물

주요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양귀비: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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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수입하여 사용하려는 자
•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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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면역독성시험(Immunotoxicity Study)
정 의

7 부록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시험물질에 의한 면역이상반응을 검사하는 시험

주요내용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시험으로 면역억제 또는 면역증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록

■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정 의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 6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위원국은 53개국(임기 4년)이며, 마약통제정책 결정의 핵심이 되는 심의기구

■ 멸균(Sterilization)
정 의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켜 무균상태로 만드는 것

주요내용 	매년 3~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기회의를 개최, 한국은 ’91.5월 위원국으로

피선되었고, ’95.5월 재선되었으며, ’94.4월 제37차 회의에서 의장국으로 피선되어
활동한 바 있음

■ 멸균의료기기(Sterilized Device)
정 의

	제 조공정에서 멸균공정을 거치는 의료기기로서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멸균’ 또는
‘STERILE’의 문자, 멸균방법, 유효기한 등 멸균품임을 표시하는 제품

■ 맞춤형화장품(Costom Make-up Products)
정 의

주요내용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인체조직 또는 기능을 대치하는 의료기기에서 시술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중 미리 멸균하여 의료기기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매장에서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만들어 판매하는 화장품
* 혼합: 내용물+내용물, 내용물+원료 ** 소분: 화장품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눔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정 의

	보호대상 동식물을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1군, 2군, 3군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내용물과 내용물의 혼합

내용물과 원료 혼합

내용물의 소분

주요내용 	1975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원국은 미국, 영국 등 12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하였음. 수출입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는 종은 1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Customezed Cosmetics Manufacturing Manager)
정 의

수출입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2군, 회원국이 자국의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종은 3군으로 분류함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모니터링정보망협업시스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Customized Cosmetics Sales)
정 의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판매장 소재지별로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정 의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를 등록하고 확인하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업무협업시스템

주요내용 	식약처 사이버수사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사후관리 부서, 지방청, 광역시·도,

시·군·구가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를 등록하고 확인하며 결과를 입력하여

■ 매르코수르(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정 의

허위과대광고 현황등의 자료를 공유함

	남미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공동시장

주요내용 	지역 내 모든 관세를 철폐함

■ 무균시험(Sterility Test)
정 의

■ 메타게놈(Metagenome)
정 의

	주어진 어떤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 집합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무균상태, 모든 미생물을 죽이던가 없앤 것을 멸균상태라고
하며, 무균시험은 무균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시험방법

주요내용 	멸균상태 또는 무균상태로 만든 의약품을 적절한 배지를 써서 배양할 때, 자라는

세균 또는 진균의 유무를 시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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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무역 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만드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

■ 미국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정 의

	미국의 농업 정책을 관장하는 연방정부기관

주요내용 	처음에는 농민이나 목축업자에게 좋은 종자나 농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오늘날에는 국민의 의식생활까지 관여하는 기관으로 발전함. 연방정부에서 주는

강제력을 가지는 WTO TBT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기술규정,

저소득자들을 위한 식량배급과 학교급식,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 국립산림지 관할 및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개발, 채택, 적용시에 국제표준을 기초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감독, 토양·강·호수 및 야생생물의 보전, 농촌지역 발전과 주택 및 통신난 해결과

있고,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안전한 식수 공급에 앞장서고 있고, 농축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유통을 책임지고 있으며,

적합성평가절차를 제개정할 때 WTO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 농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과 개발도상국의 식량 원조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무작위 표본검사(수입식품)
정 의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7 부록

■ 무역에대한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 미국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정 의

표본추출 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며, 특히 미국 내 최빈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정부기관

주요내용 	국내외 위해 정보, 해당 물품의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한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

■ 미국생물학적제제평가센터(CBER;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정 의

■ 무지유고형분(Non-Fat Milk Solid)
정 의

	우유에서 유지방 및 당분(유당제외)을 제외한 고형

	공공보건서비스법과 연방 식품의약 및 의약외품법을 포함한 연방법에 저촉되는 인체용
생물학적 제제를 규제하는 미국식품의약품청(FDA) 부속기관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유효성 및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공공보건의

보호와 증진의 역할을 하고 있음. CBER은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 미국국립독성연구소(NCTR; National Center for Toxicological Research)
정 의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음

	미국식품의약품청(FDA) 산하기관으로, FDA가 규제하는 제품의 독성에 대한 기본적 생물학
매커니즘을 정의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

■ 미국수의의약품센터(CVM;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정 의

■ 미국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정 의

	미국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국 산하기관 가운데 하나인 국립의학연구기관으로써 의료와

	미국식품의약품청(FDA)에 소속된 부서로 식용동물 및 애완동물의 의약품, 사료첨가제 생산
및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함

주요내용 	가금·소·돼지·소수동물 및 애완용 동물의 의약품, 동물용 의료기기, 사료첨가제

건강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의 행정기관

관련 규정을 운영
• 소수동물: 소, 돼지, 닭, 칠면조, 말, 개, 고양이를 제외한 동물

주요내용 	남 녀노소의 건강을 비롯하여 건강과 생활양식 등에 대한 연구와 연구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며 모두 27개의 연구소 및 연구센터로 이루어져있으며, 연구활동은
자체인력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국내외 종합대학과 의과대학, 병원 의학 및 생명과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진행

■ 미국식품안전및응용영양공동연구소(JIFSAN; Joint Institue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정 의

■ 미국국립의학연구소(IOM; Institute of Medicine)
정 의

	전미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보건 부문 산하기관으로 비영리 독립기관이며,

	미국식품의약품청(FDA)와 메릴랜드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민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세워진 연구소

주요내용 	미국 내 식품안전 프로그램과 국제식품기준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제공뿐만

아니라 안전한 완전 식품 공급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공급함

보건 부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결정자 및 공공부분에 객관적이며 권위있는 의견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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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미국식품의약품청(FDA) 부속기관으로 규제, 교육 및 연구를 통해 미국 소비자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식품, 보조식품 및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함

■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정 의

7 부록

■ 미국식품안전및응용영양센터(CFSAN;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제품의 원재료 등에 대한 규격 및 시험법을 규정하는 미국협회

주요내용 	인체 접촉 또는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원재료가 ASTM 규격에 적합한 경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주요내용 	CFSAN은 행정처리, 과학적 분석과 지원, 식품 및 화장품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계획, 처리 및 정책 업무를 맡고 있으며, 소비자와 국내외 업계와 외부 기관들에게
상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정 의

■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 Act)
정 의

주요내용 	양질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주 정부의 보건 부서 및 여타 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공중보건 및 안전 개선, 질병예방 및 통제 수준을 개선, 환경보건, 산업안전보건,

	2011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FSMA는 미국내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연방규제 정책의 중점을 대응차원에서 예방차원으로 변화시킴

■ 미국식품의약품청(FDA; Food and Drug Adminstration)
정 의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산하기관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규제를 하는 기관

	미국보건복지부(HHS) 산하기관 중 하나

건강증진, 상해예방 및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담당

■ 미국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정 의

	미국 내 기술표준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1918년 설립된 기관

주요내용 	식품, 의약품, 수의약품, 생물제제, 의료기기, 화장품, 방사능 발생제품, 담배 등

제품들의 안전성과 유효성 담당

■ 미국항생제내성감시시스템(NARMS; National Anti-microbial Resistance Monitoring System)
정 의

■ 미국식품의약품청개정법(FDAAA; FDA Amendment Act)
정 의

	NARMS는 미국 공공 보건 감시 시스템으로 식중독 박테리아의 내성 저항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식품의약품청(FDA) 및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미국농무부(USDA)와 협력을 맺고 있음

	2007년 9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동 법안은 FDA에 주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함.
그중에는 처방약 사용자 비용 부담법(PDUFA;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의료기기

주요내용 	양질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주 정부의 보건 부서 및 여타 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사용자 부담비용 및 현대화법(MDUFMA; Medical Device User Fee and Modernization

공중보건 및 안전 개선, 질병예방 및 통제 수준을 개선, 환경보건, 산업안전보건,

Act)이 재승인·확인됨. 이러한 법안들로 인해 FDA에서는 신약과 의료기기에 필요한 어렵고

건강증진, 상해예방 및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담당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데 드는 추가적 재원을 마련함

■ 미국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록
■ 미국약물평가연구센터(CDER;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정 의

정 의

	미국의 환경관련 과학·연구·교육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법 규제의 개발과 시행, 국가재정지원,
환경에 관한 연구 수행, 자원봉사 협력단체와 프로그램 후원, 그 밖의 환경교육 등을 수행함

	미국식품의약품청(FDA) 부속기관으로 상시약과 비상약(생체치료제와 제네릭의약품 포함)을
규제 하고 있음. (단순한 의약품 규제뿐 아니라 불소치약, 비듬샴푸, 자외선차단제도
‘의약품’으로 간주함)

주요내용 	CDER는 미국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을 보장하는

■ 미래형 융합기술(NBIT(Nano Bio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기술)
정 의

	생명기술(B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을 결합한 미래형 융합기술

필수적인 공공 보건의 임무를 수행

■ 미통상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
■ 미국의료기기방사선보건센터(CDRH;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정 의

	미국식품의약품청(FDA)의 조직 중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부서

주요내용 	C DRH는 의료기기 등록, 신고, 허가, GMP관리업무, 안전성 평가,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의 전반적인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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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미국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며 국제통상을 교섭하는 역할을 담당

주요내용 	미국정부기관에서는 USTR외에도 상무부, 국무부 등에서 국제통상정책을 담당하며,

USTR은 이들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을 총괄, 수립, 집행하면서
대외교섭의 창구로 활용됨. USTR 대표는 장관급이며 워싱턴, 제네바에 차석대표 1명씩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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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7 부록

ㅂ

주요내용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제1부에 수재된 품목으로 순도시험,

회분 등의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음

■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정 의

	화학의약품의 복제약(제네릭) 개념을 바이오의약품에 도입한 것으로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바이오의약품(오리지널의약품)을 후발업체에서 자사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품질, 안전성, 유효성이 동등함을 입증한 의약품

■ 발색제(Color Retention Agent)
정 의

	식품의 색소를 유지, 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주요내용 	생육을 방치하면 색이 적색에서 갈색으로 변화하는데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발색제는

신선한 육색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식중독균인 보툴리누스균의 생육억제 효과가 있음

■ 바이오제닉아민(BAs; Biogenic Amines)
정 의

	아미노산의 탈탄산 작용, 알데히드와 케톤의 아미노화와 아미노기 전이반응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질소화합물로서 미생물, 식물, 동물의 대사과정에서 합성되는 세포에서 흔히 발생되는 구성성분

주요내용 	간장, 된장, 고추장, 액젓 등에서 주로 발생되는 알러지 유발물질로 히스타민과

■ 발암성시험(Carcinogenicity Study)
정 의

주요내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시험으로 사람에서의 발암성 위험을

티라민이 대표적임

■ 바이오칩(Bio Chip)
정 의

	고형 기판위에 세포, 단백질, 면역항체, 유전자 등 생체물질을 고밀도로 집착시켜 상보적인
생체 물질끼리 교잡반응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반응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생체물질과 기존의

	시험물질의 장기 투여에 의해 암(종양)의 발생 유발여부를 검사하는 시험

예측하기 위한 시험

■ 발열성물질시험(Pyrogen Test)
정 의

	검체를 토끼의 정맥 내에 주사하여 동물의 체온 상승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주요내용 	검체 주사 전·후의 토끼 직장 내 체온변화를 측정한 후, 체온변화의 최대치를

물리·화학·광학적 신호 변환기를 조합한 바이오센서

발열반응으로 하여 기준값에 따라 발열성 물질의 양성, 음성을 판단

주요내용 	고체표면에 DNA, Protein, 세포 등 생체물질을 고밀도록 집적한 뒤, 이것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양상, 유전자결함, DNA-Protein 상호작용, Protein-Protein 상호작용,
Chemical-Protein 상호작용, 질병진단 등의 목적을 수행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
현재 DNA칩과 Protein칩을 이용해 바이오마커 발굴 및 질병의 메커니즘을 찾아

■ 방사능(Radioactivity)
정 의

주요내용 	불안정한 물질이 안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세기로

질병진단제 개발 및 신약개발에 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반복투여독성시험(Repeated Dose Toxicity Study)
정 의

	시험물질을 실험동물에 반복투여시 중·장기간 후에 나타나는 독성을 관찰하는 시험

주요내용 	최대무독성용량(NOAEL) 산정이 목적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

단위는 베크렐(Bq; Becquerel)

■ 방사선(Radiation)
정 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하는 에너지

주요내용 	물질에 작용하여 전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으며, 종류는 X-ray,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음. 환경으로부터 받는 ‘자연방사선’과 사람이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 반수치사용량(LD50; Lethal Dose 50%)
정 의

‘인공방사선’이 있음

	시험물질을 실험동물에 투여하였을때 실험동물 50%가 죽는 투여량

주요내용 	실험한 동물의 50%가 죽는 농도로 체중(kg)당 시험물질양(mg)으로 나타냄(단위: mg/

kg)

■ 방사선 피폭(Radiation Exposure)
정 의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되거나 노출되는 것

주요내용 	• 외부 방사선피폭: 사람을 기준으로 방사선을 인체 외부로부터 받는 피폭

■ 반지련(半枝蓮, Barbed Skullcap)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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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방사선피폭: 방사성물질이 인체 내부에 들어와 내부에서 받는 피폭

	반지련(半枝蓮) Scutellaria barbata D. Don 의 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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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정 의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하여 제조된 의약품.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7 부록

* 대조군: 독성시험에서 시험물질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

■ 방사성 의약품(Radiopharmaceutical)

주요내용 	최대무독성용량(NOAEL) 접근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방식으로 최근

의약품 (체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을 포함)

용량반응평가에서 BMD 사용이 선호됨

■ 백신(Vaccine)
정 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원의 총칭

주요내용 	감염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미리부터 체내에 항체를 생산시키기 위하여 접종하는 약독화

병원체 (생백신), 불활성화 병원체, 병원체가 생성하는 독소의 불활성화물을 말함

■ 밸리데이션
정 의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

주요내용 	의약품 제조업자는 신규 품목 제조 또는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등의

실시사유 발생 시 밸리데이션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제조공정·시험방법 등의

• x축: 독성시험에서 사용된 용량(mg/kg/day)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함

• y축: 용량별 시험군에서 관찰된 생물학적 영향(%)
• BMD10: 용량-반응 곡선에서 BMR 10%(y축)에 대응되는 용량(x축)

■ 벤젠(Benzene)
정 의

• BMDL10: 용량-반응 곡선의 신뢰상한선에서 BMR 10%(y축)에 대응되는
용량(x축)

	상온, 상압에서는 독특한 향을 가진 평면 정육각형 구조의 무색투명한 휘발성 탄화수소

• BMR(Benchmark Response): 생물학적 영향

주요내용 	염료, 향료 등의 원료로 쓰이며, 식품에서 비타민 C, 안식향산나트륨이 금속이온과

반응하여 생성됨.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EU, 일본 등에서 먹는 물에 대한 벤젠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변형크로이펠츠야곱병(vCJD;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 벤조피렌(BaP; Benzo(a)pyrene)
정 의

	벤젠고리 5개로 이루어진 황색의 결정성 고체로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정 의

	사람의 프리온 질병인 크로이펠츠야곱병의 일종

주요내용 	광우병 감염된 소의 생산물 섭취로 발생 추정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중 한 종류
주요내용 	벤조피렌은 훈제식육, 훈제어육, 식용유지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한국, EU 등에서 훈제어육, 어류, 패류,

■ 보완요구기한지정제(Supplemental Requirement Duration Designation System)
정 의

이내에 요청하는 제도

영·유아식 등에 대하여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벤치마크용량(BMD; Benchmark Dose)
정 의

	용량-반응 모델을 활용하여 어떤 물질의 독성에 대해 사전에 정한 척도나 생물학적 영향(BMR;
Benchmark Response)의 변화가 대조군에 비해 5% 혹은 10%의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는
용량을 산출한 값을 BMD라고 하며, 용량-반응 곡선의 95% 신뢰 상한선에서 대조군에 비해 5%
혹은 10%의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는 용량을 BMDL이라 함. 단위는 mg/kg, bw/day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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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제품 허가·심사 자료에 대한 1차 보완사항을 법정 처리기간의 2/3(의료기기 1/3)

■ 보존료(Preservative)
정 의

	미 생물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여 저장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주요내용 	수 분함량이 높거나, 수분활성도가 높은 식품의 미생물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안식향산, 소르빈산 등이 있음

695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정 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섭씨 영하 18도

■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
정 의

이하로 보관하는 것

■ 복약지도
정 의

7 부록

■ 보존식(Preserved Foods)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17개 시·도(6개 지방청)의 검사결과 또는 현장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 의

	북미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이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해 추진한 협정

것.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분사제(Propellant)
정 의

	식품용기에서 식품을 배출하는 가스형태의 식품첨가물

■ 복합제(Combination Preparation)
정 의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주요내용 	2종 이상의 주성분이 한 제품에 포함된 의약품 제제

■ 불포화지방(Unsaturated Fat)
정 의

	구조내에 이중결합이 하나 이상이 있는 꺽인 모양(ㄱ자 구조, cis 형태)의 지방. 주로
식물성기름에 많고 실온에서 액체임. 그러나 팜유, 야자유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음

■ 본질적 동등성(SE; Substantial Equivalence)
정 의

	이미 허가(신고)된 의료기기와 구조, 원리, 성능,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면 제품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붕해시험(Disintegration Test)
정 의

「대한민국약전」 붕해시험법 또는 대조약의 품질관리기준(기준 및 시험방법 중 붕해시험법)에

주요내용 	다음 2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시판된 의료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간주함.

• Predicate Device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며 그 기술적 특성 또한 같은 경우
• Predicate Device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그 기술적 특성은 다르나 안전성·유효성에

	의약품동등성시험으로서 용출시험이 제제의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대조약 및 시험약에 대하여

따라 시험하여 대조약 및 시험약의 붕해시간을 비교하는 시험
주요내용 	* 붕해: 정제, 캡슐제 등 의약품이 물 등의 정해진 시험용액 중에서 깨진 후 녹거나

문제가 없고, Predicate Device와 동일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될 경우

분산되는 현상

* Predicate Device: 시판전 신고 510(K) 절차를 통해 다른 의료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의료기기임 따라서 본질적 동등의 개념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용도·설계·사용에너지·성능·안전성·효능 등 모든 적용 가능한

■ 브루셀라증(Brucella)
정 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성립함. 미국식품의약품청(FDA)는 본질적 동등성이 판명되면 시판
승인서(SE Letter)를 발송하고 510(K)에 명시된 대로 판매함. 만약 동등하지 않다고

	소, 산양, 양, 돼지 등에서 유산을 일으키는 균으로 Brucella melitensis, 소유산균(Br. Suis)
등 서로 유사한 성상을 가진 여러 종으로 나누어져 있음

주요내용 	• 원인식품: 인체감염은 피부나 브루셀라병에 걸린 동물의 젖, 유제품이나 고기를

통해 경구적으로 감염됨

판명될 경우 새로 510(K)를 작성하거나 관련법 513(F)에 의거 등급분류 재조정을

• 식중독 증상: 잠복기는 7~21일이며 발열, 파상열, 쇠약, 전신통증, 두통 등의

요청하거나 시판전 승인(PMA; Premarket Approval)을 제출해야 함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은 2% 이하임

■ 부작용(Side Effect)

• 예방법: 수의사나 식품취급자는 의심되는 가축을 도살할 때 피부 노출을 가급적

1) 의약품 등
정 의

	의약품 등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한 효과를 포함함

2) 의료기기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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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마스크, 장갑, 위생복, 장화 등을 착용한 후 작업해야 함

	의료기기를 정상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발생한 모든 의도되지 아니한 결과를 말함

■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s)
정 의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있음. 관세장벽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상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고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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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

미량의 비스페놀이 잔류될 수 있어 용출규격(0.6㎎/L 이하)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함

있음. 또한, 젖병을 포함한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에는 비스페놀 A

주요내용 	관세장벽은 수입측면과 수출측면으로 나누어지며, 수입측면에서의 비관세장벽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시 직접적 비관세 장벽과 간접적 비관세장벽으로 나누어짐
• 직접적 비관세장벽이란 주로 중앙정부가 수입을 실질적인 방법으로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입상품을 국산품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방법으로는 국가가 수출입에 따르는 구매 및 판매에 대하여 특권을

■ 비임상시험(Nonclinical Study)
정 의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사하는 방법, 정부기관이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부조달제도,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무역금융제도 등이 있음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 간접적 비관세장벽이란 본래 수입상품을 국산상품과 직접적으로 차별하여

주요내용 	비 임상시험은 크게 약리작용에 관한 시험과 독성에 관한 시험으로 이루어짐.

규제하려고 하지는 않으나, 다른 목적을 위한 제조 및 조치의 이차적인 결과로

약리작용에 관한 시험은 약물이 생체에서 나타내는 작용기전·흡수·분포·대사·배설

수입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동식물 위생상의 이유로

등을, 독성에 관한 시험은 사람에서의 독성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시험

취할 수 있는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 등이 있음
• 수출측면의 비관세장벽이란 수출을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금지 조치(정부
및 기업단체에 의한 수출수량 규제 조치, 최저가격제) 및 수출을 최적수준 이상으로

■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정 의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허가 또는 심사신청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비임상시험(독성시험)의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수출 보조금,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상의 우대 조치) 등을 말함

비임상 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운영·관리 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

■ 비브리오균병(Vibrio Diseases)
정 의

	비브리오속에 속하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병

주요내용 	담수어에서는 비브리오의 감염에 따라 무지개송어, 은어 등에 유행하고, 해산어에서는

방어, 복어, 돌돔 등에 해양세균인 호염비브리오라고 하는 비브리오(Vibrio

■ 비전리방사선(Non-Ionizing Radiation)
정 의

주요내용 	방사선이 물질을 통과할 때 전리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외선, 가시광선,

parahaemoyticus)의 감염에 따라 일어남

■ 비브리오패혈증
정 의

	해수와의 접촉, 수산물의 생식으로 인해 전신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으로
혈액중의 철분함량이 높은 간질환자에게 이 균에 의한 발현율이 아주 높음

	물질에 작용하여 전리시키는 능력이 없는 파동

적외선, 전자파 등이 있음

■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 NIPT)
정 의

	산모의 혈액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선별하는 검사

주요내용 	산모의 혈액에 존재하는 극소량의 태아의 DNA를 분석하여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주요내용 	비브리오 불니피쿠스(Vibrio Vulnificus)가 원인균으로서 호염성의 그람음성간균으로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기형아 검사. 산모의 혈액 내 태아의 DNA가 4% 이상이

균체외 독소를 생산하는 해양상재균인데 수온 20℃ 이상일 때 염분이 낮은 해역에서

되는 임신 9~10주부터 검사가 가능함. 기존에는 산모의 복부를 바늘로 관통하여 검체를

빈번히 검출

채취하는 융모막검사나 양수 검사 같은 침습적인 방법이 시행되어 왔으나, 보다
안전하게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비침습적 검사법이 연구되어 왔음

■ 비스페놀 A(BPA; Bisphenol A)
정 의

	다이페닐 메테인 계열의 화합물로 탄소에 두 개의 메틸기와 벤젠고리를 갖는 두 개의
히드로기페놀이 결합한 현태의 유기합성화합물임

주요내용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와 에폭시 수지(epoxy resin)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로 제조 과정에서 반응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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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소독력(Efficacy of Sanitizers and Disinfectants)
정 의

■ 사람혈청알부민(HSA; Human Serum Albumin)
정 의

7 부록

ㅅ

	살균소독제에 대하여 규정된 조건에서 규정된 시험균의 초기균수에 대한 생균수 감소율(%)

주요내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실제 사용농도로 희석한 액을 표준균주인 「대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에 상온에서 5분간 처리 시 초기균수(cfu/㎖)를 99.999% 이상

	사람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단백질의 일종으로 혈장 단백질의 약 60%를 차지하며, 혈중
알부민 부족시 투여되는 의약품임

감소시키면 살균소독력이 있다고 판정

주요내용 	혈액 내에 에이즈, 간염 등의 바이러스 혼입 우려가 있어 혈액매개 바이러스(HIV,

HBV, HCV 등) 음성인 혈액만을 사용하여 사람혈청알부민을 정제함

■ 삼원교잡
정 의

■ 사전검토
정 의

	서로 다른 두 품종 또는 계통 간 교배에 의한 1대잡종에 제3의 품종이나 계통을 교배시켜
교잡종을 생산하는 방법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신고) 신청 또는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신청 전 필요한 자료의 적정성

주요내용 	국내의 경우 요크셔종과 랜드레이스종을 교배하여 생산된 F1 모돈에 듀록종을

교배시키는 삼원교잡이 비육돈 생산의 주를 이룸

여부 등에 관해 미리 검토를 받는 것
주요내용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신고) 또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신고) 신청 또는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신청 전 필요한 자료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받는 것

■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정 의

	제품, 공정, 서비스가 표준 또는 기술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판정결과를
체결 당사자 간에 서로 인정하는 협정을 의미.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

■ 산도조절제(Acidity Regulator)
정 의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음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주요내용 	구 연산, 젖산, 주석산 등과 같은 산도조절제는 식품의 산도를 적절한 범위로

조정하는 식품첨가물로, 보존료나 산화방지제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침

■ 생리학적약동학모델(PBPK; 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 Model)
정 의

	인간이나 다른 동물 종에 있어 합성 또는 천연 화학물질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

■ 산화방지제(Antioxidant)
정 의

주요내용 	약학연구, 의약품개발, 화장품, 일반 화학물질에 대한 보건 위해평가에 이용됨

	지방의 산패, 색상의 변화 등 산화로 인한 식품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저장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첨가물

주요내용 	기름에 튀긴 즉석면이나 튀김과자 등 유지를 포함한 식품은 유통 과정에서 공기

■ 생리활성기능(Bioactivity Functionality)
정 의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 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중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변질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타민E,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등 산화방지제가 사용됨

■ 생명연구자원
■ 살균(Pasteurization)
정 의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

정 의

주요내용 	배양가능한 생물체 및 복제가능한 부분, 생태계 다양성, 생물자원에서 유래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처리된 결과물로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추세

주요내용 	63℃ 이상에서 30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조건

■ 살균보존제
정 의

■ 생물의약품(Biotechnological Products/Biological Products)

	미생물로부터의 오염 및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균
보존제의 종류 및 사용한도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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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연구의 기본이 되는 자원으로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

정 의

	사 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며,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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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약시험법
정 의

■ 생물의약품표준화전문가위원회(ECBS; WHO Expert Committee on Biological

대한 시험법이 있음

	세계 각 국의 규제기관 전문가 및 생물의약품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회의체

주요내용 	세계 보건기구가 작성한 생물의약품분야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품을 결정

■ 생약제제(HMP; Herbal Medicinal Product)
정 의

■ 생물학적 유용성자료(Bioavailability Evaluation)
정 의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에서 정의한 생약에 적용하는 시험

주요내용 	경검(현미경 검사), 이물,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엑스함량, 정유함량 등데

Standardization)
정 의

7 부록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서양 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방 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하며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않음

	섭취한 기능성 원료가 체내 흡수 후 생체작용에 반영되는 정도를 평가한 자료

주요내용 	섭취한 기능성 원료가 체내 흡수 후 생체작용에 반영되는 정도를 평가한 자료로서

기능성원료의 섭취량 중 실제로 생리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양을 예측할 수 있음

■ 생체이용률(BA; Bioavailability)
정 의

■ 생물학적동등성시험(BE Study; Bioequivalence Study)
정 의

	약물의 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주성분 또는 활성대사체가 제제로부터 체내
전신 순환혈까지 도달하는 흡수속도와 양의 비율

	주성분이 동일한 두 의약품이 동등함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으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

주요내용 	개발중인 의약품(시험약)이 시판중인 원개발사 의약품(대조약)과 비교했을 때,

■ 생체지표(Biomarker)
정 의

생성된 산물로서 생체지표를 검색함으로써 물질의 위해성을 판단할 수 있음

통계적으로 동일하게 사람 몸 속에 흡수되는지 확인하여 두 의약품이 동등한 효과를
나타냄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외인성 화학물질, 대사산물, 또는 화학물질이 표적분자나 세포와 반응하여 상호작용에 의해

주요내용 	독성학적인 측면에서 생체지표란 발암, 유전질환, 노화, 최기형성 등이 진행되는

단계 중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학적,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변화를 말함. 예를

■ 생식발생독성시험(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Toxicity Study)
정 의

들면, 발암의 다단계 과정 중 개시 단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DNA 부가체
형성을 비롯하여 염색체 이상, 소핵 형성, 자매 염색분체 교환, 전암병변(GSTP,

	시험물질이 포유류의 생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시험

ACF, hyperplasia) 등을 생체지표라 할 수 있음

주요내용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시험으로 임신, 출산, 후세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 서방성제제(ER; Extended-Release Forms/Prolonged Release Forms)
■ 생식세포 변이(Germline Variants)
정 의

	생식세포에서 발생한 유전자 변이

정 의

	같은 투여경로의 일반제제보다 약물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개발된 제형

주요내용 	일 반제제와 다르게 약물이 소화관에서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고, 방출속도,

방출시간 등이 조절되도록 설계된 제제를 말함. 의약품의 투여횟수 감소 등의

주요내용 	생식세포인 난소와 정자에서 유래한 세포에서 발생한 유전자 변이. 이 변이들은

자손들에게 유전될 수 있음. 종양조직(체세포)을 시퀀싱하는 경우에는 종양세포만의

장점이 있음

변이가 아닌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변이로 판단하고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 선량보증
■ 생약(Herbal Substances)
정 의

702

	동·식물 중 약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

정 의

	환자치료 방사선장치 성능보증 업무

주요내용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정확한지 보증해 주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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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검체에서 특정한 미생물을 분리하고자 할 때 배양하는 방법

■ 세계보건기구위탁시험(TSA; Technical Service Agreement)
정 의

다른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목적 균만 일방적으로 증식시키기 위한 배양

7 부록

■ 선택적 증균배양(Enrichment Culture)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백 신 등 생물의약품의 품질평가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증된 시험기관이 세계보건기구
(WHO)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품질검사

주요내용 	WHO에는 실험실이 없으므로 각 국의 규제기관 실험실 평가를 통해 위탁시험기관으로

■ 설육(Offal Meat)
정 의

지정하고, WHO가 저개발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의뢰하고
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원을 포함 11개국 12개 실험실이 지정되어 있음

	동물의 정육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물(식용설육: 머리와 그 절단육, 발, 꼬리, 심장, 혀,
횡격막, 대망막, 목, 흉선 등)

■ 세계보건기구협력센터(WHO CC; WHO Collaborating Center)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정 의

정 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가축의 질병과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적 위생규칙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보급하는 국제기관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WTO SPS) 협정이 발효되면서 동물검역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각 분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조직한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계에서 6번째 WHO 협력센터로 지정됨(2011년)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규제기관으로 공인됨. 우리나라는 1953년에 이 기구에
가입

■ 세포감염용량(TCID50; Tissue Culture Infective Dose 50%)
정 의

■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정 의

	세포배양시 세포의 50%를 감염시켜 세포병변을 나타낼 수 있는 바이러스의 양을 의미함

주요내용 	세포배양시 세포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양의 정량분석에 이용되며 세포 병변이

진행되는 속도와 세포병변의 변화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보건위생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하는 국제연합(UN) 전문기구

주요내용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6개 지역(서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아메리카, 유럽)에 지역사무소가 있음. 세계보건 총회는 통상 제네바에서
매년 5월에 열리며 각국 대표가 참가

■ 세계보건기구-동남아시아지역사무처(WHO-SEARO; WHO-South East Asia Regional Office)
정 의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

■ 세포배양 의약품
정 의

	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 세포치료제(Cell Therapy Products)
정 의

	살아있는 자가세포(본인세포), 동종세포(사람세포) 또는 이종세포(동물세포 등)를 체외에서
증식, 선별하거나 여타 방법으로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주요내용 	인도 뉴델리에 위치.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티모르, 네팔,

제조하는 의약품.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해당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자가세포 또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북한 11개국

동종세포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조작(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을 말함)만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WH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정 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주요내용 	체 세 포 치 료 제 , 면 역 세 포 치 료 제 , 줄 기 세 포 치 료 제 등 이 있 으 며 , 주 로 암 ,

피부화상치료, 피하지방 결손,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적용되고 있음

주요내용 	필리핀에 위치.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홍콩, 사모아, 브루나이 등 37개국을 관할하고 있음

■ 소량포장
■ 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지역한약규격국제조화협의체(FHH;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
정 의

정 의

	유통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불용재고 감소를 위해 생산된 100정(캡슐)
이하의 포장단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의 한약을 사용하는 국가의 규제당국을 회원으로 하는
한약 규격의 국제조화를 위한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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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식 품을 소비자가(보관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소비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정 의

7 부록

■ 소비기한(Use-by Date)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고자 하는자

주요내용 	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의 교육수료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

신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 의

	민간기관에 의한 식품위생관리 및 감시활동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 수출국 제조원 등록제(Export Country Manufacturing Source Registration System)
정 의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청 포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2019.12.12.)하는 제도로서, 승인받은 조직을
수입하려면 해당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을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주요내용 	제조원의 명칭, 소재지, 조직의 유형 등을 등록해야 하며 수출국 제조원을 등록하지

■ 소포제(Antifoaming Agent)
정 의

않고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 조직은행 허가가 취소됨

	거품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

주요내용 	액상식품은 농축, 교반 등의 제조과정에서 거품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 수화제(Waterble Powder)
정 의

	살 충제 제형의 한 종류로 전질균등하게 분말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때 물에 현탁하여
사용하는 제제

■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정 의

	소 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감염으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 순도시험(Purity Test)
정 의

전신마비 등의 임상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폐사되는 치명적인 진행성 질병

■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정 의

	보 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재의 생산, 연구 및 품종개발을 유도하고 원활한 공급기반을

등 불순물의 존재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험

■ 슬로푸드운동(Slow-Food Campaign)
정 의

조성함으로써 유통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로 지정한 한약재로서, 그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음

	검체 중 합성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 보존기간 중 생성되는 분해산물, 중금속, 잔류용매

	슬로푸드운동은 대량생산, 규격화, 산업화, 기계화한 음식에 대항하여 지역특성과 수공업적
생산·유통, 전통적인 맛과 문화를 살린 음식과 식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운동

주요내용 	음식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세계각국의 음식들을 발굴하고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내용 	• 요건: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품질이 우수한 것

시작됨. 슬로푸드(Slow Food)는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반대되는 개념임

• 품목(14종):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 시민식품감사인
정 의

■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정 의

	국 내 미등록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제외국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기준설정을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영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제도

주요내용 	시민감사인 제도는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여 위생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

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5년 7월 도입

주요내용 	수입식품 중 국내 미등록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시정 및 예방조치(CAPA; 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ve Action)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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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합성어로 시정조치는 이미 일어난 부적합 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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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 시험장비 성능 적격성 평가(PQ; Performance Qualification)
정 의

7 부록

취해야 하는 조치를 말하며, 예방조치는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시험장비 운용목적 상의 실제 시험분석(운용) 환경과 조건에서 분석 목적물질 또는 특정 분석
표준 물질 등을 정하여 적합한 분석(운용)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장비의 성능(분석능) 평가

주요내용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 또는 제도

■ 시험장비 시험교정(TC; Test and Calibration)
■ 시퀀싱 또는 염기서열분석(Sequencing)
정 의

정 의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 시험·교정 기관을 통하여 국제표준과의 소급성(Traceability)을
검증 하는 시험장비(주로 계측장비) 시험·교정 평가

	DNA 염기서열을 순서대로 읽는 것

주요내용 	생명체의 유전정보인 DNA 염기서열을 순서대로 읽어서 밝혀내는 것이 그 생명체의

설계도를 읽는다는 의미를 가짐

■ 시험장비 운전 적격성 평가(OQ; Operational Qualification)
정 의

	시험장비 설치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운영),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기능적으로 평가

■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정 의

	ISO 17025(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주요내용 	시험검사 능력에 관한 국제 공인으로서, ISO 17025 인정(Accreditation)을 받을

■ 시험장비 정기예방점검·보수(RPM; Routine Preventive Maintenance)
정 의

	수행대상 장비의 장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 예방정비

경우 해당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는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 받음

■ 식육가공품(Meat Product)
■ 시험약(Test Product)
정 의

	임상시험 또는 의약품동등성시험의 시험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서 대조약의 비교대상 의약품임.

정 의

주요내용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시험약은 대조약과 그 주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 시험장비 긴급 점검·보수(QRS; Quick Repair Service)
정 의

	수행대상 장비의 가동중단 또는 목적기능 상실 등 장애발생시 정상가동 등 긴급 복구에
필요한수리 일체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축산물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등

■ 식이섬유(TDF; Total Dietary Fiber)
정 의

	사람의 체내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아 소화되지 않는 난소화성 성분의 총칭

주요내용 	식품 중에서 채소·과일·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 있는 섬유질 또는 셀룰로오스로

알려진 성분으로 배변활동, 콜레스테롤 조절,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시험장비 밸리데이션(Validation)
정 의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정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시험장비의 적격성 평가
및 시험·교정

■ 식중독(Food Poisoning/Foodborne Illness/Foodborne Disease)
정 의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하며,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과 화학물질에

■ 시험장비 설계 적격성 평가(DQ; Design Qualification)
정 의

	시험장비 사용 목적에 맞는 장비선택, 도입, 설치, 운용에 필요한 전체적인 환경, 사양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평가·설계하는 과정

의한 식중독으로 분류
주요내용 	•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감염형: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독소형: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 시험장비 설치 적격성 평가(IQ; Installation Qualification)
정 의

	시험장비 신규도입 또는 이동 등 설치상황 발생에 따라 장비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기계적시스템 설치·구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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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7 부록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Foodborne Disease Management System)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주요내용 	식품안전기본계획 및 식품안전관련 주요 정책, 식품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 제·개정,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식품안전사고 종합 대응 방안 등을 논의·결정함

	식중독 발생을 실시간으로 보고·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상시 보고관리시스템

주요내용 	식중독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 식품 알레르기(Food allergies)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Foodborne Disease Early Warning System)
정 의

정 의

	일반인에게 무해한 식품을 특정인이 섭취했을 경우 그 식품에 대해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공급업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식중독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 초기 대응과 다른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주요내용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을 섭취하거나 접촉할 때 마다 반복되며, 식품의 양과는 관계가

없어서 극소량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피부(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혈관부종),

■ 식품미생물예측모델(Predictive Food Microbiology Model)
정 의

소화기(구토, 설사, 복통), 호흡기(콧물, 기침, 천명,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빠르게
진행되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기관에서 증상이

	일정한 온도와 환경조건에서 미생물의 발육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수식 모델

나타남. 조기에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 식품및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정 의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임

	유럽지역의 식품 및 사료안전성에 대한 긴급 알림서비스

■ 식품원료(Food Materials)
■ 식품안전 교육명령
정 의

	부 적합 식품 등을 수입한 영업자 및 국내 유통중인 수입식품 등 중 행정처분을 받은

정 의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원료(원재료와 원료를 모두 포함)

주요내용 	원재료: 가공되지 않은 천연상태의 농·축·임·수산물, 원료: 원재료 및 이의 단순

영업자에게 식품안전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

추출물 또는 이를 식품공전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한 식품 등

주요내용 	식품안전 교육명령대상 영업자에게 부적합 식품 등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

등에 대해 3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이력추적관리
정 의

■ 식품안전나라
정 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제공을 통한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제도

주요내용 	식 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시 추적하여

	국민(산업체) 대상 서비스로써, 식품안전정보를 사용자에 따라 총괄 제공하고, 관련 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시스템(웹사이트)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 Center for Food Safety Consumer Report)
정 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 신고대상식품등록(RFR; Reportable Food Registry (for Industry))
정 의

	한 식품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개연성이 보이는 경우 전자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구축한 신고센터

등록을 하는 시스템

주요내용 	전화(국번없이 1399)를 통한 신고 또는 인터넷 식품안전소비자신고 센터(http://

주요내용 	신고 식품 등록은 소비를 위해 생산·가공 또는 포장되는 식품이 섭취나 노출에

cfscr.mfds.go.kr)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불량식품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의해 사람 또는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건강에 위협을 끼치게 되는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조사기관으로 즉시 이첩하는 시스템으로 식약처, 전국 시군구

경우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식품위생관련부서, 축산물관련부서 등이 매일 수시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
■ 식품안전정책위원회(The Food Safety Policy Committee)
정 의

710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민관 참여 논의기구

정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청 포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신고내용에 따라 1천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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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정 의

■ 아이스크림믹스(Ice Cream Mix)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정 의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7 부록

■ 신약(New Drug)

	우유 또는 유제품, 설탕 계란, 안정제, 유화제, 향료, 색소 또는 필요에 따라 쵸콜렛, 견과류,
캔디 등을 혼합하여 교반, 용해시킨 후 균질, 살균, 냉각, 공정을 거친 후 프리저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유지방분 6%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이어야 함

■ 실험동물운영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정 의

주요내용 	아이스크림믹스류 살균은 68.5℃에서 30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실시하여야 하며, 종류로는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저지방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 및 시설운영, 실험동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아이스크림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등이 있음

주요내용 	실 험동물운영위원회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동물실험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며 동물 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아질산염(Nitrite)
정 의

	국내에서는 식품보존료로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며, 고기의 염지에 있어 필수적인 성분으로
주효과는 전형적인 염지육색의 고정, 염지육 풍미조성, 항산화 효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정 의

식중독 미생물 발육억제등임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

문서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정 의

	백색, 무취의 결정성 고체로 화학적, 산업적 용도에 널리 사용되는 비닐 단량체

주요내용 	탄수화물 함량은 높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식물성 식품(특히, 감자)의 제조·가공

시 고온처리에 의해 생성되며, 감자스낵(감자원료 사용 과자류), 후렌치후라이,

ㅇ

인스턴트커피 등에서 주로 발생됨.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우려물질로 분류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 의

	1 989년 1월 호주총리의 제안에 따라 환태평양지역의 주요 경제실체 간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의 범정부간 협력기구

■ 아플라톡신(Aflatoxin)
정 의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주요내용 	1993년 APEC 각료회의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 매년 개최되고 있음. 정상회의

외에도 외무장관, 재무장관, 통상장관회의 등 분야별 장관회의가 개최

	식물이나 식물제품에 오염되는 곰팡이인 Aspergillus flavus, Aspergillus parasiticus

주요내용 	아플라톡신은 20종이 확인되었고 이 중 4종의 아플라톡신 B1, B2, G1, G2는

자연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 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HWP; 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
정 의

	아시아를 비롯 전세계 3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기구

주요내용 	2015년~2017년까지 우리나라(식약처)가 의장국 역할 수행 중

■ 아이스밀크(Ice Milk/Milk Ice)
정 의

	냉동 유제품의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지방이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 함유된 제품

■ 안자극시험법
정 의

	안점막에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화학 물질의 자극성을 평가하는 시험법

■ 안전상비의약품
정 의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 아이스크림(Ice Cream)
정 의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당류 및 기타 식품을 첨가하여 냉동 경화한 식품을
말함.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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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 안전성약리시험(Safety Pharmacology Test)

7 부록

정 의

안전성 조치 등 이와 관련된 행위들을 통칭

	의약품 개발 시 원래 의도한 치료효과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약물의 효과 및 제한적인 장기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 나타날지도 모르는 약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시험

주요내용 	의약품 개발 시 초기단계에서 수행하는 필수시험으로 심혈관계, 호흡기계, 중추

■ 약물방출패치(Drug Release Patch)
정 의

	피부에 부착하여 원하는 시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입된 약물의 농도를
센서 등을 통해 측정 및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신경계에 대한 시험을 실시

주요내용 	당뇨렌즈와 유사하게, 일정한 약물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입하고자 하는

■ 알가공품(Egg Product)
정 의

약물의 농도를 패치가 전자센서를 통해 측정하여 약물의 농도가 옅은 경우 자동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한 제품

	알이나 알의 내용물을 주원료로하여 가공한 축산물

주요내용 	알이나 알의 내용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것이거나 분리, 건조,

냉동, 가열, 발효·숙성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등

■ 약물상호작용(Drug Interaction)
정 의

	약물을 다른 약물, 음식, 알코올 등과 동시에 투여하였을때 효과 및 이상반응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

■ 알가열성형제품(Heat Treated Egg Product)
정 의

	알을 원료로 하여 그대로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응고온도 이상으로 가열,
살균 등의 열처리 공정을 거치거나 이를 성형시킨 것

■ 약물유전정보(Pharmacogenetic Information)
정 의

유전자의 빈도에 대한 총체적 정보를 통칭

주요내용 	구운란, 찐란, 알지단, 삶은 계란 등이 해당됨

■ 알랄라(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정 의

	유해성 및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공공 정책적 이득과 손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의약품의 치료효과, 약물 반응과 관련되는 유전자 및 이와 관련된 인종·개인 간 특정

■ 양해각서(MOU; Memorendum of Understanding)
정 의

가능한 수준까지 노출량을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개념

	당사국 사이의 외교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

주요내용 	적절한 의료용 방사선 검사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환자의

방사선 피폭 선량은 방사선 진료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이며, 식품·의약품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Children’s Meal Service Support Centers)
정 의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 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정 의

직접 운영하거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최신 주요정보를 실시간 전송 기능, 공지사항, 뉴스 등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를 식품안전
나라에 접속 없이 새로운 게시물이 등록 될 때마다 사용자에게 전송

■ 어린이 기호식품(Children’s Favorite Foods)
정 의

■ 약동학 모델(Pharmacokinetic Model)
정 의

	생체 내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정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모델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식품

주요내용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인증 제품의 제조·유통을 장려함

■ 약물감시(PV; Pharmacovigilance)
정 의

	약물의 유해작용 또는 약물관련 문제의 탐지·평가·해석·예방에 관한 과학적 연구 및 활동

주요내용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보고, 수집·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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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Exemplary Business Places Selling Children’s Favorite Foods)
정 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가갖추고 고열량·저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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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APEC 장관급회담(’08.8)에서 ‘APEC 규제조화센터’의 한국 유치승인, 식품의약품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Children’s Dietary Life Safety Index)
정 의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7 부록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로 2,160개(전국, 2018년 12월 기준)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안전평가원 내 ‘APEC 규제조화센터’ 설립(’09.6)

■ 엑스제(Extracts)
정 의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

	보통 생약의 침출액을 농축하여 만든 제제로 물엿과 같은 조도로 만든 연조엑스제와 분쇄할
수 있는 덩어리, 입상 또는 분말로 만든 건조엑스제가 있음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과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식생활 안전분야, 영양분야, 인지실천분야를
조사하여 수치화한 지표이다.

■ 엔도톡신(Endotoxin)
정 의

	균체내 독소

주요내용 	세균이 죽기 시작하면서 유리되는 독소를 말하며, 생물학적 작용 중 중요한 의미를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Children’s Food Safety and Protection Zones)
정 의

갖는 것은 발열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주사제의 발열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그람음성균에서 유래한 엔도톡신’인 것으로 알려짐

	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

주요내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8,357곳(전국, 2018년 12월 기준)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 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며, 2019년 11월 3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 어쥬번트(Adjuvant)
정 의

타결되면서,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질 예정임

	항 원에 대한 면역반응을 증강시키는 물질로 낮은 면역반응을 보이는 정제항원백신에
사용되어 낮은 농도의 항원으로도 높은 면역반응을 유도함

주요내용 	좀 더 안전하고 높은 효율을 가진 어쥬번트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대상 후보

■ 연골(Cartilage)
정 의

	콜라겐, 콘드로무코이드(조단백질과 콘드로이틴 황산), 콘드로알부미노이드 (엘라스틴에
유사한 단백질)로 구성되며 골성장은 연골에 칼슘염이 침착하여 골로 변화되면서 일어남

물질들은 오일 이멀젼, 리포좀, 생체분해성 미세구, 사포닌 등이 있음. 어쥬번트가
면역반응을 증강시키는 기전은 체내 주사 부위에 항원을 저장하거나, 면역세포에
항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면역촉진제로 작용하며, 현재 사람에게
사용되는 백신 어쥬번트는 알루미늄 화합물로서 DTaP, B형 간염백신 등에 사용됨

■ 연유(Condensed Milk)
정 의

	전유 또는 탈지유에 설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감압하에서 농축한 제품. 가당연유와
무당연유로 나누며 가당연유는 살균이 필요 없음

■ 에틸카바메이트(Ethyl Carbamate)
정 의

	우레탄이라고 알려진 에틸에스테르 형태의 무색무취의 결정성 가루

주요내용 	과 실주의 발효과정에서 과일 씨앗의 시안배당체 성분이 에탄올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단기간 동안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구토, 의식불명, 출혈, 신장과 간에

■ 열형광선량계(TLD; Thermo-Luminescence Dosimeter)
정 의

	방사선량 측정 소자

주요내용 	방사선에 노출된 양을 측정해 주는 소자(피폭선량 측정)

손상을 일으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 염기서열
■ AHC(APEC Harmonization Center)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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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규제조화센터, APEC 권역내 의료제품 규제조화 국제교육기관

정 의

	DNA의 기본단위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성분 중 하나인 염기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

주요내용 	유전자는 생물의 유전형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을 지정하는 기본적인 단위로, 지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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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류인 염기 A(아데닌), T(티민), G(구아닌), C(사이토신)이 배열되어 이루어짐.

■ 영양소 기준치(Nutrient Reference Value)
정 의

7 부록

모든 생명체들을 염기서열을 통해 단백질을 지정하는 원리를 따름. 염기서열은 총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학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
간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 영계(Young Chicken)
정 의

	부화 후 60~70일 정도에 체중이 평균 600~800g 되는 중병아리로서 암, 수 구별 없이 영계

섭취기준량을 말함
주요내용 	식품표시에서 정하고 있는 1일 영양소 기준치는 탄수화물(330g), 단백질(55g),

백숙용으로 이용됨

지방(51g), 포화 지방(15g), 나트륨(2000mg) 등 32개 영양소에 대해 설정되어 있음
* %영양소기준치: 1회제공량에 대해 표시된 영양소 함량이 하루 필요한 영양소

■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정 의

기준치(식품표시를 위해 설정한 값)의 몇 %를 구성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영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정부기관

■ 예비심사(Pre-Review)
■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
정 의

정 의

	품목허가 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심사절차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감소’ 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

주요내용 	• 영양소 함량강조표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OO’, ‘저OO’,

‘고OO’, ‘OO함유’ 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

■ 오·남용우려의약품
정 의

지정한 의약품

• 영양소 비교강조표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21개성분 지정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

■ 영양성분표시(Nutrition Facts)
정 의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제 등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완제의약품(Drug Product)
정 의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의약품

주요내용 	현재 식품별로 정해진 1회 제공량에 함유되어 있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을 표시하고, 이외에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무기질 등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정 의

	투여 용량, 적용 용량, 또는 내부 용량 규모와 특정 생물학적 반응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때 정량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용량-반응곡선(Dose-Response

■ 영양소(Nutrient)
정 의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함

주요내용 	에 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인체구성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타민(A, B군, C, D, E, K, 엽산 등) 및 무기질(칼슘, 철, 마그네슘 등) 등이 있음

Curve)임
주요내용 	선형 용량 반응(Linear Dose Response)은 용량과 생물학적 반응 사이의 관계를

직선으로 나타내는 것임. 즉, 반응의 변화율(기울기)이 어느 용량이든지 동일함.
선형 용량 반응은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Y가 예상 또는
평균반응이고, D가 용량인 경우, Y=aD가 됨. a는 기울기 이며 선형계수라고 부름.
2차 선형 용량 반응(Linear-Quadratic(LQ) Dose Response)은 용량과 생물학적

■ 영양소 기능(Nutrient Functionality)
정 의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등이 신체에 작용하는 기능

주요내용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이 영양소이며, 인체의 성장,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반응 사이의 곡선형 관계를 의미함. 반응의 변화율이 용량별로 다르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저용량에서는 반응이 느리게 변하다가, 고용량에서는 빠르게 변할 수
있음. LQ 용량 반응은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Y가 예상 또는 평균
반응이고 D가 용량인 경우, Y=aD+bD2임. 이때 a는 선형계수(또는 기울기)이고
b는 이차계수(또는 곡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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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원료물질 등으로 사용되어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migration)되는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e Practices)
정 의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7 부록

■ 용출규격(Migrant Specification)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주요내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되는 특정의 원료나 첨가제 등에 대하여 설정하는

특정 이행량규격(specific migration)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물질을 포함한
모든 비특정물질을 관리하는 총이행량 규격(overall migration)으로 구성되며,
용출시 식품유사용매를 사용

■ 원료란액(Raw Egg Fluid)
정 의

	제과공장, 마요네즈공장 및 대형식당 등에서 다른 식품을 만들기 위한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난백과 난황을 혼합한 전란액 또는 난백과 난황을 분리한 난백액과 난황액으로

■ 용출시험(Dissolution Test)
정 의

분리하여 이용됨

	의 약품동등성시험으로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용출시험 조건에서 대조약과 시험약의 용출양상을 비교하는 시험

주요내용 	주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대조약 및 시험약)에 대해 동등성을 입증하기

■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정 의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위해 용출양상을 비교하는 시험
* 용출: 의약품의 주성분이 미리 정해진 적당한 온도 및 교반조건하에서 용출액에 녹는 것

■ 원료의약품등록제도(DMF; Drug Master File)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정 의

정 의

판매 하려는 자가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제조·품질관리 시설, 제조방법 등에 대해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의 설비와 원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제도

자재의 구입부터 제조·포장·출하까지 모든 공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기준

■ 우수수입업소
정 의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조하여

■ 원료혈장(Plasma)
정 의

	사람혈액을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적·백혈구와 혈소판을 제외한 부분

주요내용 	혈장분획제제 제조에 원료로 사용됨

주요내용 	우수수입업소의 책임하에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며,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혜택으로 통관검사에서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등을 부여하여 안전한

■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Plasma Master File)
정 의

	혈장의 채혈에서 수집, 보관 및 운송까지의 과정과 관련된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혈 장분획제제 제조업자 및 혈장분획제제 수입업소가 혈장제조업소에 대한

■ 우수시험검사기관운영시스템(오송라카스)(Osong LaQAS; Osong Laboratory Quality

일반정보(품목현황, 공정의 안전성 확보 절차, 혈장 공급 흐름도 및 관리기준), 혈장

Assurance System)
정 의

수집에 대한 정보(수집기관, 헌혈자 선정· 제외기준 등), 혈장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내 시험검사 업무를 반영하여 식약처에서 개발한 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 식약처가 ‘오송 라카스’로 브랜드화한 것

주요내용 	1. 총칙, 2. 조직의 운영, 3. 시험의 적절성 보장을 위한 시험·검사 장비, 시설, 설비

■ 원생약

운영 점검 사항, 4. 검체취급, 시험실시 및 결과 보고 등 시험검사 준수사항, 5. 검사방법

정 의

검증 및 숙련도 평가 등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

720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한약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세척·선별·절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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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 원재료(Raw Material)

정 의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건강 상 위해를 나타내지는 않음

	원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원물질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에 불편이 없도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에서 부여

7 부록

정 의

높을수록 병원성균에 대한 오염 확률 또는 부패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 위해/위해성/위해도(Risk)
정 의

	유해물질이 인체에 들어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

주요내용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제제나 요인

등에 의해 확인된 노출로 인하여 위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정 의

	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위기 이전상태로 복구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

■ 위해관리(Risk Management)
정 의

	위해평가 결과와 경제, 사회,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예방 및 관리 등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위해분석’의 한 요소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정 의

주요내용 	위해평가 결과,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무역 실행의 증진을 위하여 다른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SPS는 주로 사람이 먹는 식품 및 농수산물을 수입할 때, 위생상태 및 농약이나 유해물질의
정도 등을 감시, 감독 및 그 기준을 정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지칭

필요하다면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선택하는 위해평가와는 별개의 일련의 과정. 결과
또는 위해평가 측면에서 정책대안을 비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대책을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WTO) SPS 협정에 따라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등),

병원성 미물, 독소 등의 국제 규격 기준이 각국에 강제 적용됨. 이를 거부할 경우

포함해 적절한 관리 방안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절차임

각국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해야함

■ 위해기술서(Risk Profile)
■ 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협정(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정 의

정 의

	식품위해요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 오염현황, 위해평가 결과, 외국의 규제
동향, 저감화 방안, 경제적 측면, 위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 관리에 요구되는 정보를

	동식물의 해충·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해 시행되는

종합적으로 요약한 문서

조치로서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

주요내용 	위해기술서의 작성 목적은 특정 식품 등에 함유된 위해요소와 관련된 문제의 상황과

■ 위생검사요청제
정 의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해관리의 방향 결정시 활용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체 위생점검을 요청하는 제도

주요내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20인 이상)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하는 제도

■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
정 의

	위험성 확인, 위험성결정, 노출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평가대상 위해요인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유해 영향 발생과 위해정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는 과정

■ 위생점검참여제
정 의

주요내용 	위해평가 전 과정에 고려된 자료를 토대로 위해도를 산출하여 현 노출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영향을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불확실성의 평가를 포함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자회사의 위생점검을 요청하는 제도

주요내용 	영업자의 요청으로 식품위생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위생

점검을 받는 제도

■ 위해분석(Risk Analysis)
정 의

■ 위생지표균(Hygiene Index Bacteria)
정 의

	식품의 생산, 제조, 보관 및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주요내용 	위 생의 척도로서 병원성균에 대한 대체 검사 성격으로 식품에서의 오염량이
722

	식품 등을 통한 위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위해평가’,
‘위해관리’, ‘위해정보교류’ 3요소로 구성

주요내용 	위해분석은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위해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위해평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며(위해관리), 이러한 위해와 대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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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정 의

7 부록

정보를 상호 교류(위해정보교류)하는 전 과정을 말함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Average Daily Dose(㎎/㎏ bw/day)
ADI or RfD(㎎/㎏ bw/day)

Hazard∈des =

• ADI(Accept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
• RfD(Reference Dose): 독성참고치

	바코드를 기반으로 상품 부적합 정보를 최종 판매점의 POS로 전송하여 소비자 구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NOAEL, LOAEL, BMDL에 불확실성계수를 적용하여 도출된 값

■ 위해예방

•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대무독성용량
•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소유해용량

주요내용 	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12개 부처 270여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 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관간 칸막이 없이 공유·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정보화 시스템.

• BMDL(Benchmark Dose Lower Confidence Limit): 용량반응곡선의 95%

2. 식품안전나라: 국민(산업체) 대상 서비스로써, 식품안전정보를 사용자에 따라총괄
제공하고, 관련 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시스템(웹사이트)

신뢰상한선으로부터 구한 벤치마크용량의 하한값
	일반적으로 위해지수가 1이상(HI 〉1)일 경우는 평가에 적용된 노출상황과 특정 독성을

3.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품위생 공무원 대상 서비스로써, 식품 행정을 통합

고려하여 유해영향의 발생이 예측된다고 판단하며, 유해지수가 1 이하(HI ＜1)일 경우

처리하고 관련 DB를 구축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평가에 고려된 노출로 인하여 특정 독성에 대한 유해영향 발생이 예측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지원하고 있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시스템
4. 식품정보활용시스템: 공무원 대상 서비스로써, 연계·통합된 관련부처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조회·송수신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시스템

■ 위해평가(Risk Assessment)
정 의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유해물질 등과 같은 위해요소의 노출로부터 유해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일련의 단계

■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정 의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
적용(제시된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현장에 맞게 계획 수립 및 운영)

주요내용 	위해평가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 위해요소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 과정,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의 4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수행됨

■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정 의

	위해의약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코리아넷)를 통해 편의점 등 판매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정보교류/위해소통(Risk Communication)
정 의

	정 부,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위해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위해분석’의 한 요소

주요내용 	위해평가 결과의 설명과 위해관리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위해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산업계, 학계,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에 위해 관련 요소와 위해 인지도

•물리화학적 성질
•동물독성자료
•역학자료
•발암성여부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비발암물질

노출 평가

비발암물질

환경 노출

•최대무작용량(NOAEL)
•발암성 근거자료
•불확실성계수(UF)
•외삽(저용량에서 고용량에
•인체안전기준(ADI, TDI 등) 대한 수학적 모델링)
•용량스케일
•발암 기울기
(Cancer slope factor)
•한단위 위험(Unit risk)

인체 노출
•모니터링 데이터
•식품 등 섭취량(복용량)
•체중

관련한 위해분석 과정동안 정보와 의견의 상호교환

■ 위해지수(Hazard Index)
정 의

	독 성 역치를 나타내는 물질의 위해도 결정은 노출평가 단계에서 구해진 평균일일
노출량(average daily dose, mg/kg bw/day)과 인체노출안전기준(mg/kg bw/day)을

위해도 결정
•발암평가: 초과발암위해도/노출안전역
•비발암평가: 위해도 산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지수를 구하여 평가대상물질의 노출수준에 대한 위해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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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인체건강에 잠재적인 유해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 등에 잔류하는 화학적, 미생물학적,

■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정 의

물리적 요소 및 상태

7 부록

■ 위험성(Hazard)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유럽내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식품첨가물, 유아용 또는 유기농과 같은
특정한 사용을 위한 식품, 기능식품, 유전자변형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등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함

주요내용 	위해요소는 잔류농약, 중금속, 환경오염물질 등 화학적요인, 이물 등 물리적 요인

및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학적 요인이 있음

■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 위험성 결정(Hazard Characterization)
정 의

동물실험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결정

■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독성실험 및 역학연구 등을 활용하여 화학적·미생물학적·물리적 위해요인의 유해성 및
독성, 그 정도와 영향 등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과정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정 의

■ 유가공품(Dairy Product)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축산물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됨

■ 유전독성시험(Genotoxicity Study)
정 의

	시험물질이 유전자 또는 염색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시험

주요내용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시험으로 발암성 예측, 돌연변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주요내용 	환경 내 동태, 물리·화학적 성질, 동물 독성, 인체 독성 등을 확인

정 의

	유럽연합(EU)의 의약품 관리 정부기관

	유해물질 등 위해요소의 인체노출허용량을 결정하는 위해평가의 한 과정

주요내용 	위해요소의 노출량과 유해영향 발생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단계로

정 의

정 의

■ 유전자(Gene)
정 의

	개체의 특성을 세대간으로 전달하는 유전물질의 단위. 생명현상의 발생, 유지, 조절 등에
필요한 기능을 후세대로 전달하는 기능을 함

주요내용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 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등

■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정 의

■ 유고형분(Milk Solid)
정 의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생산된
농·축·수산물·미생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한 건조물질량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변형

■ 유기농화장품(Organic Cosmetics)
정 의

농·축·수산물 등을 식용으로 수입·개발·생산하려는 자는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동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함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서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정 의

■ 유동엑스제(Fluid Extracts)
정 의

	생약의 침출액으로 보통 1mL 중에 생약 1g 중의 가용성 성분을 함유하도록 만든 액상의
제제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합하거나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의 소기관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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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7 부록

■ 유전자재조합의약품(Recombinant DNA Technology-Derived Product)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주요내용 	제조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설정하는 기간

주요내용 	유전자조작기술이란 한 생명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일부를 절단하여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에 끼워 넣는 기술임. 이러한 기술을 통해 치료 단백질을 코딩하는 특정
유전자를 발현하는 세포(세균, 포유 동물세포 등)를 만들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치료
단백질을 정제하여 의약품으로 개발한 것

■ 유해오염물질(Contaminants in Food)
정 의

	환 경오염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이행되어 존재하거나,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벤조피렌, 3-MCPD 등 유해물질을 말함.

■ 유전자치료제(Gene Therapy Products)
정 의

중금속(카드뮴, 납, 수은, 비소 등 6종),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제랄레논, 오크라톡신 A,
파튤린 등 8종), 다이옥신, PCBs, 벤조피렌, 3-MCPD 등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되거나 도입된
세포 중 어느 하나를 함유한 의약품

주요내용 	유전물질은 벡터(바이러스, 플라스미드 등) 또는 유전물질이 이입된 세포를 통하여

인체에 투여되며, 투여된 유전물질은 생체내에서 발현되어 치료효과를 나타내게 됨.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U-healthcare Medical Device)
정 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약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기기

유전자치료제는 주로 암, 유전병, 감염성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적용되고 있음

• 유비쿼터스: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뜻

■ 유전체(Genome)
정 의

주요내용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자의 생체신호정보를 측정 및 수집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송

후 진단 지원시스템의 정보 분석, 보조진단 및 의료인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환자의 질병을

	생물체의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물질 전체를 통칭

진단 또는 치료하거나 또는 일반인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주요내용 	세포나 생명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완전한 한 조 또는 유전물질. 염색체 DNA에서

그 전체가 기능을 발휘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유전자 단위

■ 유화제(Emulsifier)
■ 유전체학(Genomics)
정 의

정 의

	물과 기름 등 같이 섞이지 않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을 균질하게 섞어 주거나 이를
유지 시켜주는 식품첨가물

	생명현상을 유전체(Genome) 수준에서 연구하는 학문

주요내용 	식품 제조 가공 시 유지성분과 수용성 성분을 섞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 유전학(Genetics)
정 의

아이스크림이나 마가린, 마요네즈 등에 주로 사용

	생명현상을 유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학문

■ 육계
■ 유전형(Genotype)
정 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각각 염색체쌍(상동염색체)의 특정부분의 염기서열

정 의

	고기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닭

주요내용 	국내에 유통되는 육계의 종류

• 브로일러: 부화된 지 8~10주령이면 평균 1.6~2.0kg이며, 연하며 주로 통닭

■ 유통 및 품질관리기준(GSP; Good Supplying Practice)
정 의

	유통 제품의 안전성, 품질 확보 및 위해 제품 추적관리를 위하여 공급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유통과정 중 지켜져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 시설기준, 문서기록 관리, 교육 의무 등을 포함함

구이용으로 소비
• 세미브로일러: 대체로 8~10주령이면 1.3~1.5kg이며, 고기와 뼈는 연하여 통닭
구이용 또는 영계백숙용으로 소비
• 영계: 부화 후 4~8주령이면 평균 0.8~1.0kg이고 삼계탕용으로 소비

■ 유통기한(Sell by Date)
정 의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중닭: 부화 후 100일 정도 된 닭으로 1.2~1.5kg임
• 햇닭: 산란직전 또는 산란초기의 닭으로 1.5kg 이상되는 닭
• 묵은닭: 생후 2년 된 다 자란 닭으로서 보통 몸무게가 2.5kg 정도인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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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약사법」 제2조제4호와 제7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정 의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말하며,

7 부록

■ 융복합 의료제품(Combination Product)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의약품을 허가된 용법·용량, 효능·효과에 따라 사용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국민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피해보상을 제공하는 사업

그중 신기술이 집약되어 기존 제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심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품은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임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생명공학,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 의약품 시험검정(Pharmaceutical Products Test and Lot Release)
정 의

역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시험, 검사 및 분석

이용하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으로 대표적으로 인슐린 주입을 주사기가 아닌 콘택트렌즈로 가능하도록 하는

	의약품에 관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전기적, 위생적, 제제학적, 생명공학적,

주요내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규격

당뇨렌즈가 있음

시험. 대한민국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시험 항목 및 제조사에서 허가 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시험 검정

■ 의료기기국제조화회의(GHTF; 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정 의

	’92년 설립된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5개국의 정부 및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국제조화 추진 협의체로 ’11년 8개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IMDRF(International Medical

■ 의약품 유익성-위해성 균형 평가(BRA/BRBA; Benefit-Risk (Balance) Assessment)
정 의

Device Regulators Forum)로 전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약품 치료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발생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것

주요내용 	보통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 뿐만 아니라 적응증의 중증도, 대체제 유무 등의

■ 의료기기아시아표준화회의(AHWP; 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
정 의

의약품 사용 정황과 위해관리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평가하게 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국제적 방향으로 표준화 하기 위하여
결성된 국가간 협의체로 한국, 중국 등 23개 국가의 정부와 의료기기 관련단체로 구성

주요내용 	주요 활동은 의료기기 제도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 국제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협의회(IMDRF)에서 결정한 최종문서를 분석하고 아시아 각국에 교육을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정 의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규제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절차

주요내용 	사 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제약회사 등이 임상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각국의 의료기기 관리 제도의 국제 표준화를 이루는데 있음

실시하기 전에 규제 당국에 임상시험계획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

■ 의료기기위원회(Medical Device Committee)
정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따른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기구

주요내용 	의 료기기 기준규격, 재심사·재평가, 등급 분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추적

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함

■ 의약품 허가신청(NDA; New Drug Application)
정 의

	미국에서 의약품의 판매승인을 얻기 위한 허가 신청절차

주요내용 	의약품에 대한 구조,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 독성

및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및 신청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을 평가한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정 의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약품 시판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절차로 국내에서는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의 허가 신청절차로 통용됨

	의 료기기의 허가부터 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 의약품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s)
■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정 의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 등을 말함

정 의

	의약품규제조화국제회의(ICH)에서 정한 의약품 허가 등록을 위한 국제공통기술문서 양식

주요내용 	국 제공통기술문서 양식으로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1부~ 제5부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제1부는 신청내용 및 행정정보,
제2부는 국제공통기술문서의 자료개요 및 요약, 제3부는 품질평가자료, 제4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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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
정 의

■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

주요내용 	동물성으로 절지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털,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정 의

7 부록

비임상시험자료, 제5부는 임상시험자료임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 파편 등이 있음.

	유럽연합, 일본, 미국의 의약품 허가당국 및 각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의약품 허가에 요구되는 자료를 표준화하고 불필요한 시험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국제협력기구

주요내용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및 관련 주제 중 국제조화 필요사항에 대하여

■ 이상독성부정시험(GST; General Safety Test)
정 의

	검체를 기니픽이나 마우스에 복강주사하여 7일 이상 관찰하면서 동물의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는 ICH 국제협력위원회, 규제자
포럼에 참석하여 국제협력활동을 하고 있으며, ICH 가이드라인 전문가협의체에
참여하여 ICH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하고 있음

■ 이온분광기(IMS; Ion Mobility Spectrometry)
정 의

■ 의약품동등성시험(Pharmaceutical Equivalence Study)
정 의

	이온을 가속시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진행 방향을 변화시켜 가스 상태에
있는 이온화된 분자를 분리 및 확인하는 분석 기술 도구

	주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두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용출시험, 붕해시험 등을 말함

■ 이종이식(Xenotransplantation)
정 의

■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업무수행편람(GRP-MaPP(Good Review Practice Manual of Policies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을 사람에게 이식하거나 또는
이들과 체외에서 접촉된 사람의 체액, 세포, 조직, 장기 등을 다시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

and Procedure)
정 의

	의약품 허가심사시 예측가능하며 투명하고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위한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처리지침 및 매뉴얼

■ 이종이식재(Xenotransplantation Products)
정 의

	이종이식의 재료로 사용되는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 조직, 장기 및 이를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복합제품

■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정 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 조화와 GMP 실사의 질적 시스템 향상을 위해
결성된 국제 협의체(본부: 스위스 제네바)

■ 이형제(Releasing Agent)
정 의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주요내용 	국가 간 GMP 실사결과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추진 시 선결 요건이며, PIC/S

가입국은 GMP 분야의 글로벌 리딩 국가가 됨

	빵 반죽을 분할기에서 분할할 때나 구울 때 달라붙지 않게 하여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내용 	식 품 제조시 원료가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유동파라핀 등이 있음

■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uality by Design, QbD)
정 의

	의약품의 개발단계부터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여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첨단품질보증체계

주요내용 	국내 도입을 위해 QbD를 적용한 화학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모델을 개발 중에 있음

■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정 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주요내용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함에 있어 인간의 지능(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이해능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

■ 의존성(Dependence)
정 의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중지했을때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그 약물을 심히 갈망하게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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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노출허용량/인체노출안전기준(HbGV; Health based Guidance Value)
정 의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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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일섭취허용량(ADI),

■ 일일섭취한계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정 의

7 부록

주요내용 	평생동안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인체노출 허용량을 초과하여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환경오염 물질 등과 같이 식품 등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물질(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 mg/kg

일일섭취한계량(TDI)등으로 표현

bw/day로 표기됨. TDI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는 한 0~2세 유아의 경우는 제외됨

■ 인체모니터링(Human Biomonitoring)
정 의

주요내용 	

	사람, 동물, 식물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매체(혈액, 소변,
호흡 등) 중의 화학물질을 측정하는 것

ADI =

POD(NOAEL or LOAEL or BMDL)
불확실성계수

• POD(Point of departure): 시작값
•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대무독성용량

■ 인체조직(Human Tissue)
정 의

•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소유해용량
• BMDL(Benchmark Dose Lower Confidence Limit): 용량반응곡선의 95%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이 해당됨. 살아있는

신뢰상한선으로부터 구한 벤치마크용량의 하한값

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로부터 기증된 조직에서 채취됨

■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 인체조직관리기준(Good Tissue Practice, GTP)
정 의

정 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

	우수하고 안전한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가공·보관·분배를 위해 조직은행이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기준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등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일생 동안 섭취하여도 유해

주요내용 	

주요내용 	인 체조직의 기증부터 채취·처리·보관·분배 등 각 단계별 관리기준을 통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ADI =

POD(NOAEL or LOAEL or BMDL)
불확실성계수

• POD(Point of departure): 시작값
•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대무독성용량

■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man Tissue Safety Management System, HUITS)
정 의

•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소유해용량
• BMDL(Benchmark Dose Lower Confidence Limit): 용량반응곡선의 95%

	인체조직 기증·채취부터 이식현황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

신뢰상한선으로부터 구한 벤치마크용량의 하한값

주요내용 	조직은행 허가정보, 수입 해외제조원 현황, 입고부터 분배까지 이력 등록, 부작용

보고 및 회수·폐기보고서 등록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일일추정섭취량(EDI; Estimated Daily Intake)
정 의

■ 일반의약품(OTC; Over The Counter)
정 의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의약품.

	실험에서 얻어진 검출수준 및 해당식품의 일일섭취량(국민건강영양조사표 등의 자료 활용)을
이용하여 얻어진 값

주요내용 	농약의 경우 실제로 사용된 농약의 비율, 저장, 가공 중 잔류량 감소 등의 요인을

• 오·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고려하여 섭취량을 예측한 것으로 농약 등의 평균 검출 수준에 각 식품들의 1인 1일

•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평균 섭취량을 곱하여 구하고 있음

•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 일회제공량(One Serving)
■ 일본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정 의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심사 및 관리 정부기관

정 의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일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서 일회제공 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을 말함

주요내용 	소비자가 구매하게 되는 최종제품의 영양표시를 하는 기준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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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바탕으로 각각 식품별로 설정한 값

■ 임상시험 계획서(Protocol)
정 의

7 부록

• 일회제공기준량: 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일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임상시험이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의 목적, 연구방법론, 통계적
고려사항, 관련 조직 등을 기술한 문서

■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
정 의

	환자의무기록, 의료영상, 생체신호 등의 의료정보를 분석하여 임상의사가 진단과 치료방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 임상시험관리기준(GCP; Good Clinical Practice)
정 의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익보호와 비밀보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임상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 임상시험(Clinical Trial/Clinical Study)
정 의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정한 규정

■ 임상시험실시기관(Clinical Trial Site)
정 의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의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평가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주요내용 	단계별 임상시험

1) 임상약리시험(제1상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성적을 토대로 시험약을 사람에
처음으로 적용·검토하는 단계이며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용량의 범위내지 최대 전량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정 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상설위원회로서 주로 임상시험계획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함

하고, 또한, 약물 동태를 실시함
2)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제2상 임상시험): 시험약을 처음으로 환자에 적용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시험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고, 적응환자에서의 약물동태를
검토하며, 제3상 임상시험의 투여용량 범위를 확실시하는 단계

■ In silico 기법
정 의

	컴퓨터기반 시뮬레이션 또는 예측시스템으로 구성된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안전성 평가 기술

3)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제3상 임상시험): 대상질환이나 조건에 부합되는
다수증례군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임상시험 및 일반임상시험 등에 의해 더욱
광범위한 임상시험성적을 수집하여 대상 적응증에 대한 시험약의 유효성 및

ㅈ

안전성을 면밀히 객관적으로 밝히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완성하는 단계
4) 치료적 사용 임상시험(제4상 임상시험): 품목 허가 후 실시되는 모든 임상시험으로서
허가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수행하며, 부가적인 약물간 상호작용, 용량·반응 또는
이상반응 추적관찰을 위한 임상시험, 허가사항 범위 이내의 적응증에서 의약품

■ 자가품질검사
정 의

	자회사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주요내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을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예, 이환율/사망률 연구, 역학연구 등)

유통·판매하기 전에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국내 임상시험: 국내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 다국가 임상시험: 다국적 제약사가 의약품을 개발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
• 비교임상시험(Comparative Study): 의약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 자료제출의약품(Pharmaceuticals Required for Data Submission)
정 의

	신약이 아닌 의약품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의약품

주요내용 	신약이 아니면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방법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시험약)과 비교되는 약물(대조약 또는 위약)의

• 새로운염(이성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

효과와 비교 평가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 새로운 효능군 의약품
• 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또는 함량만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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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운반되고 반휘발성으로서 대기에 의해 먼 지역까지 운반되어 세계적으로 국가간

•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

협약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물질

7 부록

• 새로운 투여경로 의약품
• 새로운 기원의 효소·효모·균제제(약리학적으로 거의 동등)
•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

■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정 의

■ 자연치즈(Cheese)
정 의

	체내 축적되는 성질을 지닌 중금속과 같은 식품오염물질에 적용하는 값으로 뚜렷한 건강위해
없이 일생동안 매주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mg/kg bw/week로 표시됨.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유용한 안전성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고, 체내에 축적과 대사기능에 의한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단백질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능력과의 균형이 고려된 주당 섭취가능수준을 뜻함. PTWI를 위해평가에 활용 시 어느

제거하여 제조한 것을 말함
주요내용 	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63~65℃에서 30분간, 72~75℃에서 15초 이상 살균하여야

특정한 날의 인체 노출량이 주간노출량을 일일노출량으로 전환한 값(mg/kg bw/day)을

하며, 유산균 접종 시 이종 미생물에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산도 및 시간관리를

일정기간 초과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인 노출이 아닌 경우는 실제 우려상황은

철저히 하여야 함. 유형으로는 경성치즈,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생치즈 등이 있음

아님. PTWI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는 한 0~2세 유아의 경우는 제외함
주요내용 	

■ 자외선차단지수(SPF; Sun Protection Factor)
정 의

PTWI =

POD(NOAEL or LOAEL or) × 7
불확실성계수

• POD(Point of departure): 시작값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

•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대무독성용량

주요내용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자외선B 차단제품을 도포하여

•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소유해용량

얻은 최소홍반량을 자외선차단제품을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홍반량으로 나눈 값

• BMDL(Benchmark Dose Lower Confidence Limit): 용량반응곡선의 95%

■ 자외선A 차단등급(PA; Protection Grade of UVA)
정 의

신뢰상한선으로부터 구한 벤치마크용량의 하한값

	자외선A(UVA) 차단효과의 정도

■ 장기추적조사(Long-term Follow Up Study)
■ 자외선A 차단지수(PFA; Protection Factor of UVA)
정 의

정 의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자외선A(UVA)에 의해 흑화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

주요내용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자외선A 차단제품을

주요내용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환자의 등록, 투여 환자의

도포하여 얻은 최소 지속형즉시흑화량을 자외선A 차단제품을 도포하지 않고 얻은

검사, 발생된 이상사례의 해당 약물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으로 나눈 값

환자보호 및 안전사용을 위한 것임

■ 잔류규격(Residue Specification)
정 의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원료물질 등으로 사용되어 재질 내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주요내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된 원료 또는 불순물로서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 장내세균과(Enterobacteriaceae)
정 의

주요내용 	그람음성의 통성무산소성 간균으로 운동성이 있고 포자를 만들지 않는 세균의 집단으로

대표적인것은 대장균, 아세트산세균, 포도상 구균, 진균, 살모넬라세균 등이 있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규격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정 의

	환경내에서 분해가 되지않고 먹이사슬에 따라 동식물에 축적되는 유독성 유기화합물질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않고 지방조직에 잘 축적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먹이사슬

	동물의 장 내에 붙어사는 세균의 총칭

■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정 의

	비브리오속에 포함되는 균종으로 호염성의 굽은 형태를 갖는 그람음성 간균. 오염된 생선회,
조리한 물고기, 조개 등 주로 해산물 유래의 식중독균

상위계층의 지방에 고농도로 축적됨. 또한, 담수나 해수에 의해 낮은 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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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경구투여시 위에서 용출되지 않고, 장에서 용출되는 제제

주요내용 	투여 후 일정시간 동안 약물의 용출을 지연시키도록 제조된 제형으로서 일반적으로

■ 재평가(Re-Evaluation)
1) 의약품
정 의

같은 용출양상을 나타내는 제제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위의 산성 조건에서 용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처방이나(과) 제조방법에 의해서
제조됨. 전반적인 약물동태학적 기준은 변하지 않고 지연시간 후에 일반방출제제와

7 부록

■ 장용성제제(Enteric-Coated Products)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2) 의료기기
정 의

	품목 허가·신고된 의료기기 중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제도

■ 장출혈성대장균(EHEC; Enterhaemorrhagic Escherichia Coli)
정 의

주요내용 	품목 허가·신고된 의료기기 중 시판 후 정보 등에 의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예시기간 중

	가축의 장관내에 상재하며 베로독소(verotoxin)을 생성하는 대장균으로 인체 감염 시
출혈성 대장염,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 혈전성 혈소판 감소증 등을

재평가 신청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준비하여 재평가 신청 기간 내에 제출

일으키는 주요 식중독 원인균
주요내용 	베 로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은 60여종의 혈청형이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감염력이 높은 것은 혈청형 O157:H7, O111, O26 등이 보고되고 있음

■ 재평가(Re-evaluation) 건강기능식품
정 의

	이 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평가하는 제도

■ 재사용(Reuse)
정 의

주요내용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주기적 재평가) 사회적 논란이 있는(상시적 재평가)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해 재평가하여 인정내역의 유지, 변경 및 취소 조치 실시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주요내용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서는 식품의 용기·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

■ 재활용(Recycle)
정 의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주요내용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서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와 폴리

■ 재심사(Reexamination)

에틸렌나프탈레이트(PEN)에 대해서 화학적 재생법만을 허용

1) 의약품
정 의

	신약 및 일부 전문의약품의 시판허가 이후 사용 초기 약물 사용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국내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 저지방아이스크림(Low Fat Ice Cream)
정 의

	아이스크림류로서 조지방 2% 이하, 무지유고형분 10% 이상인 것

주요내용 	개 발과정에서 제한적인 임상시험 등을 토대로 품목 허가된 신약 등에 대하여

사용 초기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장기간(4~6년)동안 약물사용경험을
평가·반영하여 허가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제도

■ 저지방유(Low Fat Milk)
정 의

	원유의 유지방분을 0.6~2.6%로 조정하여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함(원유 100%)

2) 의료기기
정 의

	신개발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류(또는 품목) 허가 시 시판된 후 일정기간 내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

주요내용 	시판 후 임상적 관찰이 이루어지는 재심사 기간 중에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 전란액(Liquid Egg Product)
정 의

	알의 전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

주요내용 	알내용물 80% 이상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판 후 조사를 실시

■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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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X-ray,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음

■ 전문의약품
정 의

■ 전장유전체WGS(Whole Genome Sequence, WGS)
정 의

7 부록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고 함. 물질에 작용하여 전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으며,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장비를 이용하여 얻은 유전자 전체(염기서열) 정보

■ 전통주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 의

다음의 의약품
주요내용 	•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 및 농어업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한 술로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로 구분

주요내용 	민속주: 무형문화재(문화재보호법), 식품명인(식품산업진흥법)이 제조한 술 지역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특산주(농민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인근에서 생산된

•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용량의 설정이 필요하여
• 의사의 전문적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정균작용(Bacteriostasis)
정 의

	미생물의 증식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작용. 우유 중의 락토페린은 대표적인 정균작용 물질.
정상 우유는 이 값이 1.5~3.5 이나 3.5 이상이면 유방염유 또는 비유말기유를 나타냄

•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 내성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
•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약효의 현저한

■ 정밀약사감시
정 의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발생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도·점검하고,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약사감시 제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
•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
•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약으로 지정하는 의약품

■ 정서저해 식품(Foods, etc. Detrimental to Children’s Emotional Health)
정 의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서 성적인 호기심과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모양이나 그러한 도안을 사용한 제품

■ 전염성해면상뇌증(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정 의

	소, 사슴, 면양, 밍크 등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최근에 와서 그 원인체가
변형 프리온 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TSE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려지고

■ 정육(Dressed Meat/Lean Meat)
정 의

있음, 동물의 종에 따라 소해면상뇌증(BSE), 양 및 산양의 스크래피(Scrapie), 사슴류의

	도체(또는 지육)에는 등뼈·다리뼈·갈비뼈 등의 뼈가 들어 있는데, 이들 도체에서 뼈를 빼낸
나머지 가식 부분을 가리킴

만성소모성질병(CWD) 등이 있음

■ 제네릭의약품(Generic Drugs)
■ 전자파 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정 의

정 의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제형·함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주변 환경에 대한 전자파 간섭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면서도
기능은 완벽하게 수행하는 능력. 즉 전자기적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의 총칭

주요내용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방해를 억제하여 다른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국제규격(IEC 60601-1-2)을 기반으로 식약처 고시(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정 의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 GMP의 한글명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임

관한 공통기준규격)를 제정 하였고, 시험을 통해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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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균질성을 갖도록 설계되고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만들어진 시험물질, 대조물질의 특정 양

■ 조직공학제제(Tissue-Engineered Products)
정 의

또는 로트

7 부록

■ 제조단위(Lot)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살아있는 인체 또는 동물 유래의 세포, 조직을 배양·증식하거나 또는 세포분비물, 생체재료,
지지체 등과 결합·배양·증식하는 등의 상당한 공학적인 과정을 통해 조직으로 제조하여
인체조직을 재생, 수복, 대체하거나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 제조번호/로트번호(Lot Number)
정 의

주요내용 	지지체 등을 이용하여 3차원 조직의 형태로 제조되는 피부조직, 인공 간조직 등이

대표적인 예임

	일정한 제조단위분에 대하여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서 숫자·문자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

■ 조직은행
■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살균소독제(Sanitizers and Disinfectants from Manufacturing

정 의

Equipments)
정 의

	인 체 조직의 수집, 기증자의 선별, 조직의 품질보증, 처리, 보존, 보관, 분배, 부작용
발생보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

	전기분해장치 등 제조장치에서 생성한 살균소독제

주요내용 	•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생성한 차아염소산나트륨부

•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생성한 차아염소산수

■ 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등급제
정 의

자율성을 보장 해 주고 미흡(일반, 중점)업체는 위생관리를 강화 하는 주류안전관리시스템

• 오존수 제조장치로 생성한 오존수
•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로 생성한 이산화염소수

	주류제조업체 위생수준에 따라 자율·일반·중점 등급으로 분류하여, 우수(자율)업체는

주요내용 	주류제조업체 환경 및 시설관리,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관리, 원료·제조공정·제품

관리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위생기본수칙 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 관리기준

■ 제한효소(Restriction Endonuclease/Restriction Enzyme)
정 의

수립 및 기록관리 등 우수관리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200점)를
매기고 3등급(자율·일반·중점)으로 분류 후 출입·검사 등을 차등관리

	DNA사슬의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그 부분을 자르는 효소

주요내용 	바이러스 또는 분리된 DNA가 세포에 침입하면 그것을 잘라 제거시키는 효소로

세균이 자기방어를 위하여 작용

■ 주류안전관리인 제도
정 의

■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정 의

	닭·오리 및 철새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주 류 제조업체의 자율적 주류안전관리와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주요내용 	양조학, 발효학 등 주류제조 관련 전공을 이수하거나 1년 이상 주류의 품질·위생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류안전관리 이론과 실무교육을 이수하게 한

주요내용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H5N1형의 고병원성 AI가 2003년말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유럽 등 50개국에서 유행. AI는 원래 조류의 전염병이며, 감염된 조류와

후 제조공정관리, 품질검사 및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

직접 접촉한 사람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사람간에
전염이 가능해지는 경우에는 대유행의 우려가 있음. 가금류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이
되거나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섞이게 되면 ‘변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주사제(Injections)
정 의

	피하, 근육내, 혈관 등의 체내조직·기관에 직접 투여하는 용액, 현탁액, 유탁액, 사용시
용제에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고형의 무균제제

■ 조제우유(Humanized Milk)
정 의

	모유화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제조한 것. 이것을 분말화시킨 것을 조제 분유라 함

■ 주작용(PMOM; Primary Mode of Action)
정 의

	융복합 의료제품 또는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에서 효능·효과나 사용목적을 나타내는 데 가장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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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성격의 경제단체

주요내용 	미국기업들과 미국 대사관이 회원

■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정 의

7 부록

■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시험관내에서 DNA를 증폭하는 방법

주요내용 	수 시간내에 특정부위의 DNA를 105~108배까지 증폭할 수 있어 극미량의 DNA만

있으면 이 반응을 통하여 다량의 DNA를 확보할 수 있음

■ 줄기세포(Stem Cell)
정 의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을 만들어 내는 세포로서 뼈, 근육, 혈액 등 어떤 인체조직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세포

주요내용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면서 냉동 보관된 남은 수정란을 녹여

■ 증점제(Thickener)
정 의

	식품의 점성을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주요내용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변성전분, 메틸 셀룰로오스

배아로 키운 다음 질병치료에 필요한 줄기세포만을 추출하는 기술연구이며, 당뇨,

등이 있음

암, 치매 등 난치병 치료에서 획기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지정검역물
■ 줄기세포치료제(Stem Cell Therapy Products)
정 의

정 의

	동물, 축산물, 축산물 용기포장,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깔짚·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자가 증식능과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로서 체외에서 증식,
선별 하거나 여타한 방법으로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주요내용 	줄 기세포치료제는 기원 및 분화능에 따라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등이

있으며, 성체줄기세포는다시 중간엽줄기세포, 조혈모줄기세포, 신경줄기세포

■ 지표성분(Analytical Marker/Marker Compound)
정 의

주요내용 	제조공정의 관리 및 원재료 및 기능성 원료의 표준화 및 원재료의 사용 여부 등을

등으로 구분됨

■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정 의

	중국 국무원 소속기구로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업무를 담당

	기능성분 이외에 제조공정의 표준화 관리를 위한 성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 직접검경법(Direct Microscopic Count/Direct Microscopy)
정 의

	시료에 들어 있는 죽은 균을 포함한 미생물의 총수를 현미경에서 직접 계수하는 방법

주요내용 	식 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차관급)을 확대

개편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장관급)으로 함(’13.3월)

■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Reduction of Disease Risk Functionality)
정 의

■ 중대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Serious Adverse Event)
정 의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기능

주요내용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이(영양소는 제외함) 특정한 질병이나 질병상태를

유발시키는 위험을 감소하는데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 확보된 과학적 근거자료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준이 과학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높을 경우 인정함

주요내용 	•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항

■ 질환모델동물(Animal Model for Human Disease)
정 의

	사람질환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실험동물

주요내용 	유 전적으로 자연발증하는 동물을 선별하거나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주입 또는

결손시켜 제작할 수 있음. 의약품 개발, 질병 발병기전 연구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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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 천연물성분
정 의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생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정 의

물질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고속으로 분석하는 방법

주요내용 	‘대용량 염기서열분석법(High-throughput Sequencing)’ 또는 ‘대규모 병렬형

염기서열분석법(Massive Parallel Sequencing)’, ‘2세대 염기서열분석법(Second-

■ 천연물신약
정 의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도 불림. 하나의 유전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주요내용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물, 식물 등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 등의

분해하여 각 조각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읽어낸 뒤, 생물정보학적 분석방법을

생물에서 유래된 생성물질(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 으로 조성성분 및

이용하여 데이터를 조합함으로써 방대한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해독할 수 있음

효능 등이 기존에 있던 의약품과 다른 새로운 의약품

■ 차세대유전자 분석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

■ 천연물의약품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정 의

정 의

7 부록

ㅊ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한약(생약)제제 등을 통칭

주요내용 	대용량 유전정보의 신속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

■ 천연화장품(Natural Cosmetic Products)
■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정 의

정 의

	화장품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식약처 고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기반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정보 간 결합을 통한 유의미한 사전·사후 안전정보를 구축 및 공유함 으로써, 지능정보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식품안전서비스 제공

■ 첨단바이오의약품(Advanced Therapy Product)
■ 착색제(Coloring Agent)
정 의

	식품에 색을 부여 또는 복원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정 의

	첨단 생명공학 기법으로 제조된 의약품

주요내용 	첨단 생명공학 기법으로 제조된 의약품으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이 해당됨

주요내용 	식품은 본래 고유한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가공식품 제조 시 가열처리 등으로

변색되거나 퇴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착색제를 사용하여 식품 본래의 색조를
복원하기 위해 사용됨

■ 체계적 문헌고찰(SR ; Systematic Review)
정 의

	특정 연구에 대해 최선의 가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는 방법

■ 착향료(Flavouring Agent)
정 의

	식 품 특유의 향을 첨가하거나 제조공정 중 손실된 향을 첨가하여 식품 본래의 향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주요내용 	식품의 착향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물질을 국내에서는 천연착향료및 합성착향료로

분류하여 관리

■ 체세포 변이(Somatic Variants)
정 의

	생식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에 발생한 유전자 변이

주요내용 	생식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 즉 체세포 분열 중에 일어나는 유전자 변이. 이 변이들은

자손들에게 유전되지는 않음. 종양조직(체세포)을 시퀀싱하고 환자의 생식세포
변이와 비교하여 다른 변이가 발견될 경우 해당 변이가 종양조직 특유의 체세포

■ 천연물
정 의

변이로 판단할 수 있음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식물 등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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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인체에서 유래한 검체(조직, 혈액 등)를 대상으로 체외에서 검사하여 검체 내 특정물질을 검출한

■ 최소유해용량(LOAEL;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정 의

결과로 질병 감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약

7 부록

■ 체외진단용 시약(IVD Reagents; Reagents for In Vitro Diagnostics)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동물독성시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최저 용량(mg/kg
bw/day)

주요내용 	자율관리하고 있던 체외진단용 시약을 의료기기로 분류(9개 중분류 49개 품목)하여

2012년도부터 허가·관리하고 있음

■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MPPD; Minimal Persistent Pigment Darkening Dose)
정 의

■ 체외진단용 의약품(In Vitro Diagonostic Products)
정 의

	자외선A(UVA)에 의한 흑화가 인식되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

주요내용 	UVA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2~4시간의 범위내에,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희미한 흑화가 인식되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

	인체에서 유래하는 시료를 검체로 하여 그 자체로 진단 및 질병 여부를 판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주요내용 	인체에서 유래하는 시료를 검체로 하여 검체 중의 물질을 검출하거나 측정하여 인체의

질병감염 여부 등을 판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다른 기구 등(보조시약 포함)과의
조합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예: 키트)를 포함)을 말하며, 체외진단용의약품을

■ 최소홍반량(MED; Minimum Erythema Dose)
정 의

	자외선B(UVB)에 의해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

주요내용 	UV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16~24시간의 범위내에,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실험실적으로 사용할 때 보조적 또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을 말함

진단 등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실험실적 조제시약 및 반응전후 처리시약 등과
생화학자동분석기용 시약 등과 같은 보조시약류는 제외함

■ 최혜국(MFN; The Most Favored Nation)
정 의

	어떤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

■ 초고온처리우유(UHT Milk; Ultra High Temperature Milk)
정 의

	약 130~150℃ 정도의 온도에서 순간적으로 가열 살균하여 제조하는 우유. 저온 살균유에
비해 살균 효과를 극대화하고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인 살균방법. 멸균 후
멸균포장지에 충전한 것을 초고온처리우유라 함

■ 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정 의

	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적인 원칙

주요내용 	기체결된 협정안과 관련된 협정 당사국이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기체결 협정 당사국에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 최대무독성용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정 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투여용량

주요내용 	독성시험 시 대조군에 비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Medical Device Subject to Tracking)
정 의

의료기기

나타나지 않는 최대 투여용량(mg/kg bw/day)
• 대조군: 독성시험에서 시험물질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의 발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파악이 필요한

주요내용 	인체에 1년 이상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 최대무작용량(NOEL; No Observed Effect Level)
정 의

	아무런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 최대투여용량

주요내용 	대 조군과 비교시 통계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유해 영향뿐만이

아니라 좋은 효과)도 없는 최대 투여용량(mg/kg bw/day)
• 대조군: 독성시험에서 시험물질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

■ 축산물(Livestock Product)
정 의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주요내용 	축 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에 해당하는 동물(소, 말, 양, 염소, 산양, 돼지,

멧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을 이용한
식육(부산물포함),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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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정 의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입허용 이후 국제기준 변경, 위험요인의
신규 발견 또는 수출국의 식품위생 제도 변경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축산물별로

■ 콜로니형성시험(CFE; Colony Forming Efficiency Test)
정 의

7 부록

■ 축산물수입위생평가(Livestock Product Import Sanitation Assessment)

	나노물질에 대한 인체 간 종양세포 독성시험

주요내용 	나노물질 노출에 의한 김자(Giemsa) 염색된 세포 콜로니 수 감소여부로 세포독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국제검증연구 진행중이며, 참여국가는 대한민국, 유럽JRC,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평가하는 절차

폴란드,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가 있음

주요내용 	수출국 정부의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 법령 운용 현황, 식중독 관리사항, 잔류물질,

미생물 등 위생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고, 위생설문서 송부, 위생답변서 검토,
현지조사, 수입허용여부 결정, 수입위생조건 및 위생증명서식 협의, 해외작업장
등록의 6단계 평가절차를 수행함

■ 크림(Cream)
정 의

	우유를 장시간 정치하거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분리하였을 때 지방구의 부상에 의해 생긴
유지방(18% 이상)을 많이 함유한 부분. 버터, 아이스크림, 제과 등의 원료로 이용되며 지방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Livestock Product Hygine Deliberation Committee)
정 의

함량이 30%인 크림의 비중은 약 1.00임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기구

주요내용 	축 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ㅌ

설정,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존, 유통 기준 및 성분 규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의 수입, 판매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수행

■ 탈염(Demineralization)
정 의

■ 치료보호
정 의

교환법, 한외여과법 또는 역삼투압법이 널리 상용됨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

■ 탈지분유(Dried Skim Milk/Non-Fat Dry Milk)
정 의

ㅋ
■ 캐나다연방보건부(HC; Health Canada)
	캐나다 연방정부기관의 하나로서 캐나다 국민의 건강 유지와 보건 증진에 책무를 맡고 있음

	우유에서 대부분의 유지방을 분리해 내고 남는 탈지유를 건조시킨 것

■ 톡소이드(Toxoid)
정 의

정 의

	우유중의 염류를 제거하는 것. 유청을 이용하여 유당을 제조할 때 필요한 공정으로 이온

	세균에서 생성된 독(Toxin)을 포름알데히드 처리와 같은 화학적 과정을 거쳐 독성을 없애고
항원성은 대로 살린 상태의 단백질

주요내용 	톡소이드로 제조된 백신으로는 디프테리아 톡소이드(Diphtheria Toxoid) 백신과

파상풍 톡소이드(Tetanus Toxoid) 백신이 있음

주요내용 	캐나다 보건시스템의 보호 및 현대화, 캐나다 국민의 건강 증진,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및 건강 촉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통상장벽규정(TBR; Trade Barrier Regulation)
■ 코호트(Cohort)
정 의

정 의

	B R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외국가(비유럽 국가) 내의 유럽산 제품에 대한

	질환 등의 발생을 전향적으로 추적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요인에 노출되거나 노출되지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않은 인구집단을 코호트라고 하고 이들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대상 질병의 발생율을 비교하여

부여한 규정을 말함. 통상장벽규정이란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 등 공정한 무역활동을

요인과 질병 발생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방법을 코호트 연구라고 함

저해하는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불공정무역 실태를 조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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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ㅍ

	16개 부처 243여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관 간 칸막이
없이 공유·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정보화 시스템

■ 패혈증(Bacteremia)
정 의

	혈액중에 병원성 미생물 또는 그 독소가 존재하며 지속되는 전신성 질환

■ 통합위해평가(Integrated risk assessment)
정 의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물질이 다양한 인체적용제품에 사용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 펄스장겔 전기영동(PFGE; Pulsed Field Gel Electrophoresis)
정 의

	미 생물의 DNA를 제한효소로 절단하고, 절단되는 패턴을 비교하여 미생물의 상동성
(유사성)을 비교하는 기술

주요내용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중

• 예, 중금속(납, 카드뮴 등) 통합위해평가는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물 등 환경
으로부터 노출되는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포스파타제(Phosphatase)
정 의

■ 트랜스지방(Trans Fat)
정 의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산양유에서 저온 살균의 지표

주요내용 	우 유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효소의 일종으로 원유 내 함량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우유 생산량과 연관이 있음. 효소처럼 열에 불안정하여 저온 살균 시

	트랜스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

불활성화되므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우유의 살균(63~65℃, 30분)이 적절하게

주요내용 	불 포화지방인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로 제조하는 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입체적인 모양이 포화지방과 비슷하여 인체에서 포화지방과

이루어졌는지 검사하는 지표로 사용

유사하게 작용함. 포화지방, 트랜지방의 과다섭취는 심혈관계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 Positive List System)
정 의

■ 특수의료용도식품(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정 의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식사를 대신하여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할 목적으로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주요내용 	1) 국내 등록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만 기준설정

제조·가공된 일반식품을 말함. 식사를 보조하거나 대신하는 식품으로 질병의 치료, 증상

2) 식품 중 국내 기준미설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검출시 불검출 (0.01mg/kg)

완화 또는 특정 기능성분 섭취를 위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과는 차이가 있음

■ 특정병원체부재실험동물(SPF Laboratory Animal; Specific Pathogen Free Laboratory Animal)
정 의

	규정된 미생물, 바이러스, 기생충이 없는 실험동물

	사용등록이 된 물질에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기준 적용

■ 포화지방(Saturated Fat)
정 의

	구조내에 이중결합이 없는 일직선의 긴 사슬모양인 지방. 주로 동물성지방에 많고, 실온에서
고체상태임. 그러나 어유는 불포화지방 함량이 높음

주요내용 	병원균에 감염된 동물을 실험에 사용할 경우 동물실험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설치류실험은 SPF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폴리염화비페닐(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 특정위험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
정 의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변형 프리온이 다량 검출되는 부위를 지칭

정 의

	두 개의 벤젠고리에 여러 개의 염소분자가 붙어있는 화합물로서 209종 동족체가 존재

주요내용 	PCBs는 1979년에 생산되어 현재 판매금지된 물질로서 열에 안정하고 분해되지

않아 다이옥신과 같이 지방조직에 축적되어 발암성 등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

주요내용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SRM 기준

• 30개월령을 초과한 소의 뇌, 눈, 척수(등골), 두개골, 척추(등뼈)
• 모든 연령 소의 편도 및 회장 원위부

■ 표백제(Bleaching Agent)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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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식품의 표백 및 보존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백제로는 아황산염류가 있으며, 강한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주요내용 	푸모니신은 주로 곰팡이 독소균으로 곰팡이 종이 오염된 옥수수, 밀과 쌀 등에서

환원성을 가지고 있어 식품 중의 색소성분이 표백됨

생성되며, 곡물 섭취를 통하여 푸모니신에 장기간 노출되면 식도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짐

■ 표시(Labels)
정 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

■ 품질경영시스템(QMS; Quality Management System)
정 의

■ 표준생약(RMPM; Reference Medicinal Plant Materials)
정 의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직, 책임, 절차, 공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 중 기원 및 품질규격
등이 명확한 것

주요내용 	생약 및 생약제제의 원료생약으로 감별, 정제, 분석시험을 통해 기원 등이 명확히

■ 품질인증(Pre-qualification, PQ)
정 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밝혀진 것으로서 생약이나 생약제제의 분석에 이용되는 표준물질

주요내용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등 UN 산하기관은 WHO 품질인증(PQ)을 거친 제품을

■ 표준작업지침서(SOP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정 의

국제 입찰하여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고 있음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와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정 수행 시 절차 및 필요장비 사용에 대한 지침서

■ 퓨란(Furan)
정 의

	4 개의 탄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5원자 방향족 헤테로고리화합물로
클로로포름 냄새가 나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

■ 표준품(RS; Reference Standard)
정 의

주요내용 	식품을 통조림으로 가공하거나 열을 가하여 조리하고 굽는 등 전형적인 열처리

과정에서 아미노산, 탄수화물, 다중 불포화 지방산 등이 가열 분해될 때 생성되며,

	높은 순도와 공신력을 가진 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기준 물질(동일한 측정법,
측정시약 등을 사용하여도 측정값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하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사용하는 이미 값을 알고 있는 물질)
주요내용 	현재 화학의약품, 마약류, 생물의약품, 표준생약, 지표성분 및 체외진단용 표준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분양중임

■ 프랑스 국립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Agence nationle de securite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de du travail)
정 의

■ 푸드마일리지(Food Milage)
정 의

모니터링, 안전성 및 위해평가, 분석을 수행 기관

	음식의 수송거리 즉, 식탁에 올라온 먹거리가 운반되어 온 거리를 뜻함. 지구 온난화가 심각
해지면서 ‘푸드마일리지(중량×거리)’가 뜨고 있음. 푸드마일리지는 1994년 영국의 비정부기구
(NGO) ‘Sustain’이 ‘먹을거리의 수송거리가 확대되면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한다.’라며 제안한 것으로, 영국의 소비자운동가 Tim Lang이 제창했음

■ 푸모니신(Fumonisin)
정 의

	식품(동·식물), 환경, 작업장(근로자)으로부터 인체에 노출되는 위해요인에 대한 감시,

	토양에 서식하는 곰팡이 종류인 푸사리움(Fusarium) 속 곰팡이(Fusarium moniliforme)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 독소로서 푸모니신 B1, 푸모니신 B2 등 현재까지 28종이

■ 프랑스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 Agence Nationale de Sėcuritė du Mėdicament
et des produits de santė)
정 의

	프랑스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관리 정부기관

■ 프레스햄(Press Ham)
정 의

	햄, 베이컨의 잔육이나 적육,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축육의 적육을 잘게 썰어 결착육과 함께
조미료, 향신료를 섞어 압력을 가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소시지와 햄의 중간형

발견되었으며, 이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고 유해성이 큰 물질은 푸모니신 B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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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슈거(Free Sugars)

ㅎ

	식품의 제조·조리·섭취과정 중에 첨가되는 모든 단당류, 이당류와 꿀, 시럽, 과일주스에
존재하는 천연당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프리슈거로서 하루섭취열량의 10% 미만(2,000kcal 기준 50g

■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Kor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정 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검증연구를 통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으로 설치

미만)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당류(첨가당+천연당) > 프리슈거(첨가당+일부 천연당)

주요내용 	동 물대체시험법의 개발, 인정에 관한 정책 지원과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 프리온(Prion)
정 의

가이드라인 보급, 국내외 협력 연구, 교육 등을 수행

	감염성 있는 단백질 입자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질병감염인자

주요내용 	보통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작으며 사람을 포함해 동물에 감염되면 뇌에 스펀지처럼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reditation Scheme)
정 의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국내외 각종 시험기관의 자격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

구멍이 뚫려 신경세포가 사멸되어 뇌의 기능을 잃게 됨

■ 한약
■ 플라크형성단위(PFU; Plaque Forming Unit)
정 의

정 의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정제된 생약을 말함

	단층배양된 세포에서 한 개의 플라크를 형성하는 바이러스의 감염단위

주요내용 	바이러스의 정확한 정량분석과 바이러스의 순수분리에 이용되며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름

■ 한약(생약)제제 복합제
정 의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한약(생약)제제로, 2종 이상의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과
동일 동물의 2종 이상의 장기에서 추출한 추출물등을 포함

■ 피단(Pidan)
정 의

주요내용 	동일 식물의 추출 엑스(낭탕근엑스와 같이 동일 식물이라도 각 부위에서 추출한 주성분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제외)와 동일 동물의 동일 장기에서 추출한 추출물은 단일제임

	알껍질 외부로부터 조미·향신료 등을 알 내용물에 침투시켜 특유의 맛과 단단한 조직을
갖도록 숙성한 것

주요내용 	알 내용물 90% 이상

■ 한약분말
정 의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한약을 가루로 만든 상태

■ 피막제(Glazing Agent)
정 의

	식품의 외형에 보호막을 만들거나 광택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주요내용 	식품의 수분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서 담마검, 밀납, 왁스류 등이

■ 한약사
정 의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있음

■ 한약엑스
■ 피부감작성(Skin Sensitization)
정 의

정 의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한약을 엑스화한 상태

	시험물질이 피부에 반복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는 홍반 및 부종 등의 면역학적 피부과민반응

주요내용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및 기능성 화장품 등의 안전성 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시험법

■ 한약원료
정 의

	원생약, 한약, 한약분말, 한약엑스 등으로서 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생약에서
유래한 모든 원료

■ 피부감작성 시험법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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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감작성을 예측하기 위한 시험법

■ 한약재
정 의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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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항생제 다제 저항성(Multiple Antibiotic Resistance)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정 의

7 부록

■ 한약제제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하나의 미생물이 여러 종류의 항생물질에 대하여 저항성을 나타내는 현상

주요내용 	우황청심원, 쌍화탕, 갈근탕 등과 같이 한의학적인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질병 치료

및 경감을 목적으로 제조한 의약품

■ 항원성시험(Antigenicity Study)
정 의

■ 한외마약(Non-Addictive Narcotic Substances)
정 의

	시험물질이 생체의 항원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면역원성 유발여부를 검사하는 시험

주요내용 	식 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시험으로 쇼크와 같은 반응을

검사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시험과 피부 접촉으로 인한 피부감작성 시험이 있음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등의 마약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마약이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주요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마약의 제제(주사제의 제제를 제외)

■ 핵산증폭검사(NAT;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정 의

	DNA, RNA 등을 구성하는 핵산을 증폭하여 혈액매개 전염인자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100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 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 향미증진제(Flavor Enhancer)
정 의

	식품의 맛이나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

주요내용 	식품에 특징적인 맛, 향 등을 부여하는 물질로 카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이 있음

•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 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제제

■ 향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s)
정 의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주요내용 	현재 205종의 향정신성물질이 규제되고 있음

1)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2)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 할란(Egg Breaking)
정 의

	가공원료인 계란을 깨서 액란(전란, 난백 및 난황)을 생산하는 것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3) 1) 및 2)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 할란검사(Inspection of Broken Eggs)
정 의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달걀의 신선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외관검사로 판정이 어려울 때나 정밀검사를 필요로 할

4) 3)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때 달걀을 깬 후 내부 품질을 검사하는 것. 난백계수, 난황계수 및 하우 유닛을 측정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3)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달걀의 신선도 및 품질을 평가할 수 있음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5) 1) 내지 4)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 항생제 내성(Antibiotic Resistance)
정 의

	세균이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능력

주요내용 	세균이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으로 해당 항생제 분해, 표적단백질 변경, 체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1) 내지 4)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배출 등의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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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의 약품의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 혈액제제
정 의

사용경험, 논문 등을 근거로 사용되는 의약품

7 부록

■ 허가 외 사용 의약품(Off-Label Drug)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전혈(全血), 농축적혈구
(濃縮赤血球), 신선동결혈장(新鮮凍結血漿), 농축혈소판(濃縮血小板)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이 혈액제제에 해당함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정 의

주요내용 	2017년 1월 혈액제제 특성에 맞는 혈액제제 GMP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의4]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도입되어 안전한 혈액제제 관리체계가 구축됨

	PLS(Positive List System)

주요내용 	농 약, 동물용의약품 등 의도적 사용물질에 대하여 사전에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
’16.12월부터 단계적 도입, ’19.1 전면도입

■ 혈장(Plasma)
정 의

	혈 액을 원심분리하여 혈구와 혈소판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

■ 해외작업장(Overseas Workplaces)
정 의

	수입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

■ 혈장분획제제(Plasma Derivatives)
정 의

■ 해외제조업소(Overseas Manufacturing co.)
정 의

주요내용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5] 원료혈장관리기준(제48조제11호 및 제60조

제1항관련)에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에탄올 농도와 pH 조정을 통해 혈장 내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

■ 헤테로사이클릭아민(HCAs; Heterocyclic Amines)
정 의

	육 류나 어류를 가열조리할때 생성되는 유해성 물질로, 아미노산의 가열분해산물과

	인체의 구성성분인 혈액(혈장)에 포함된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여 제품화한 품목

성분을 분리하는 냉에탄올분획(Cohn Fractionation) 방법을 사용

■ 혈장수입업소
정 의

	혈장수입의뢰업소에서 요청한 혈장을 수입하는 업소

아미노기를 가진이미다졸의 고리가 퀴놀린이나 퀴노살린에 붙어 있는 물질을 총칭
주요내용 	식품의 가열조리 중 발생하며, 현재까지 약 20여종이 알려져 있음. 1종(2-아미노-

3-메틸이미다조(4,5-f)퀴놀린)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우려물질, 7종(2아미노-1-메틸-6-페닐이미다조 (4,5-b)피리딘 등)은 발암가능물질로 규정

■ 호로파(胡蘆巴)
정 의

	호로파(胡蘆巴) Trigonella foenum-graecum Linné 의 씨

주요내용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제1부에 수재된 품목으로 확인시험,

엑스함량 등의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음

■ 현호색(玄胡索, Corydaline)
정 의

	들현호색 Corydalis ternata Nakai 또는 연호색(延胡索) Corydalis yanhusuo W.T.Wang의
덩이줄기

■ 환원유(Reconstituted Milk)
정 의

	유가공품을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 유고형분은 11% 이상

주요내용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제2부에 수재된 품목으로 확인시험, 곰팡이독소,

건조감량 등의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음

■ 환자선량(Patient Dose)
정 의

■ 혈액매개 전염인자
정 의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위해 방사선영상의학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피폭되는 방사선량

	수혈, 혈장분획제제 등 혈액을 매개로 사람 간 전염병을 유발하는 미생물 등

주요내용 	혈액매개바이러스로서 B형 간염 바이러스(HBV), C형 간염 바이러스(HCV),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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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방사선에 의한 방사선피폭량

■ 환자선량 권고기준(DRL; Diagnostic Reference Level)
정 의

	의료방사선에 의한 방사선피폭량 기준

763

2020 식품의약품안전백서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7 부록

•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

주요내용 	방사선 영상의학검사시 환자선량을 적정수준이하로 촬영하기 위해 전국의료 기관의

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환자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환자선량 기준을 설정하여 권고하는 값(방사선량)

• 원칙적으로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150만불(미화) 이하이거나 연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정 의

국내 총 생산실적이 15억원 이하인 의약품[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5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500만불(미화) 이하이거나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이 50억원 이하]

주요내용 	2013년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2) 위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현 의약품 수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의 12개국이 협상에 참여

경우 환자의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인정하는 의약품

Pacific Partnership)
정 의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으며,

■ 희석제(Carrier)
정 의

우리나라도 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식품첨가물의 취급, 적용 및 사용의 편리를 위하여 자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식품첨가물을 용해, 희석, 분산시키거나 물리적으로 변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주요내용 	다 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협정 내용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임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정 의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처리·가공·조리·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 회수효율성 점검
정 의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회수영업자가 회수를 위해 1차, 2차, 3차 거래처 등 각 유통단계의 거래처에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였는지, 또한, 회수사실을 통보받은
거래처에서는 회수대상 식품의 판매중지 및 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는지

■ HACCP교육·훈련기관
정 의

점검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HACCP인증업체 및 이를 준비하는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
하도록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 효소면역검사(EIA; Enzyme Immuno Assay)
정 의

	효 소로 표지한 항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 엘리사법(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이라고도 불리움

■ HACCP제품 생산비율(%)
정 의

	전체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을 인증하여 해당 시스템으로 생산한 제품의 비율

주요내용 	측정 대상의 항원과 반응하는 항체를 과산화효소(peroxidase) 등과 같은 기질을

이용하여 정량하는 방법

■ WLA(WHO Listed Authorities)
■ 희귀의약품(Orphan Drug)
정 의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하여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하여 고시한 의약품

주요내용 	1)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은 다음에 적합해야 함

정 의

	기존 글로벌벤치마킹툴(GBT) 및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절차에 기반하여 정한
지표(indicator)와 요건에 만족하였음을 입증한 국가 규제기관 또는 지역 규제 시스템

주요내용 	WHO WLA 등재 시 WLA 규제기관의 품목허가, GMP 적합판정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 시, 사전검증(PQ)된 것으로 간주하여 WHO PQ 신속심사 가능함

•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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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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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1

약어

Full name

홈페이지 주소

한글명칭

기관명칭
약어

Full name

홈페이지 주소

한글명칭

27

CFSAN

The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28

CDRH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29

CVM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30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미국 환경보호청

31

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http://www.fsis.usda.gov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32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www.cdc.gov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http://www.usda.gov

미국 농무부

HHS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ttp://www.hhs.gov

미국 보건복지부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센터
http://www.fda.gov

미국의료기기 방사선보건센터
수의의약품센터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

2

UMC

World Health Organization Uppsala
Monitoring Centre

http://www.who-umc.
org

국제의약품모니터링센터

3

ICH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http://www.ich.org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4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ttp://www.fao.org/
home/en/

유엔식량농업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

세계무역기구

Consumers International

http://www.
consumersinternational.
org/

국제소비자기구

35

CPSC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in

http://www.cpsc.gov/
index.html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36

NAM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http://www.nam.edu

미국 의학원

37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http://www.nih.gov

미국 국립보건원

38

USP

U.S. Pharmacopeial Convention

http://www.usp.org

미국약전위원회

39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s://www.epa.gov

환경보호청

40

US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https://ntp.niehs.nih.gov

미국국립보건환경연구원

41

HC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

캐나다 연방보건부

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http://www.inspection.
gc.ca/english/toce.shtml

캐나다 식품검사청

AAFC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http://www.agr.gc.ca/
index_e.phtml

캐나다 농업농식품부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http://www.phac-aspc.
gc.ca/

캐나다 공중보건청

European Union

http://europa.eu

유럽연합

European Medicines Agency

http://www.ema.europa.
eu

유럽 의약품청

The European Cosmetic Association

http://www.colipa.eu

유럽 화장품협회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http://www.efsa.europa.
eu

유럽 식품안전청

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http://www.edqm.eu

유럽 의약품 품질 위원회

WTO

세계보건기구

국
가

WHO

5
6

CI

7

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http://www.
codexalimentarius.net

국제식품규격위원회

8

OIE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http://www.oie.int

세계동물보건기구

9

IARC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http://www.iarc.fr

국제암연구소

10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ttp://www.apec.org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www.oecd.org

경제개발협력기구
국제표준화기구

11
12

국
제
기
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http://www.iso.org
http://www.picscheme.
org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33
34

미
국

42
캐
나
다

13

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14

AHWP

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

http://www.ahwp.info

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15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ttp://www.asean.org

동남아국가연합

44

PHAC

16

WHOSEARO

WHO-South East Asia Regional Office

http://www.searo.who.
int/en

세계보건기구동남아시아지역사무처

45

EU

17

WHOWPRO

WH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http://www.wpro.who.int/
en

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지역사무처

46

EMA

18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http://www.efta.int

유럽자유무역연합

47

19

IPRF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Programme

http://www.iprp.global

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협의회

48

20

ICMRA

International Coalition of Medicines
Regulatory Agencies

http://www.icmra.info

국제의약품규제기관정상회의

49

EDQM

21

IMDRF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http://www.imdrf.org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협의회

50

BMG

Federal Ministry of Health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http://www.bmg.bund.de

독일 연방보건부

22

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
Regulation

http://www.iccrnet.org

국제화장품규제협력체
51

BfArM

Federal Institute for Drugs and Medical
Devices (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http://www.bfarm.de

독일 연방의약품
의료기기연구원

Paul-Ehrlich-Institut

http://www.pei.de

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

Federal Ministry of Food, Agricultureand
Consumer Protection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http://www.bmelv.de

독일 연방식품
농업소비자보호부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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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FDA
미
국

NCT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품청

National Center for Toxicological Research

CBER

The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43

미국 국립독성연구소

52

유
럽
연
합

독
일

COLIPA

PEI

http://www.fda.gov
생물학적제제평가센터
약물평가연구센터

53

BME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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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54

기관명칭
약어

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홈페이지 주소

http://www.bvl.bund.de

한글명칭

독일 연방소비자
보호식품안전청

번
호

77

BfR

56

BLL

German Federation for Food Lawand Food
Science(Bund für Lebensmittelrecht und
Lebensmittelkundee. V.)

www.bll.de

독일 식품법 및 식품학연맹

57

RKI

Robert Koch Institute(Robert Koch Institut)

http://www.rki.de

로버트 코흐 연구원

58

ANSM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du
Médicament et des produits de santé

http://ansm.sante.fr

프랑스 국립의약품
건강제품안전청

80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http://www.anses.fr/fr

프랑스 국립식품
환경노동위생안전청

81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

http://agriculture.gouv.fr

프랑스 농업농식품 산림부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

http://www.social-sante.
gouv.fr

프랑스 사회보건부

82

Irstea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sciences
et technologies pour l’environnement et
l’agriculture

http://www.irstea.fr/
linstitut

프랑스 국립환경
농업과학기술연구소

83

Cirad

Centr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n recherche agronomique pour le
développement

http://www.cirad.fr

프랑스 농학연구
개발국제협력센터

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http://www.cnrs.fr

프랑스 국립과학 연구센터

Haut Conseil des biotechnologies

http://www.
hautconseildes
biotechnologies.fr/

프랑스 생명공학 고등위원회

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Exploitationof
the Sea(Institut Françaisde Recherchepourl’
ExploitationdelaMer)

http://wwz.ifremer.fr/
institut/

프랑스 해양개발 연구소

INRA

French 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Research(Institut National dele Recherche
Agronomique)

http://www.inra.fr

프랑스 국립농업 연구소

MHRA

Medicinesand Health 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http://www.mhra.gov.uk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규제청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http://www.dh.gov.uk/
Home/fs/en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FSA

Food Standard Agency

http://www.
foodstandards. gov.uk

영국 식품기준청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http://www.defra.gov.uk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Public Health England

https://www.gov.
uk/government/
organisations/publichealth-england

영국 공공보건청

독
일

59
ANSES

60
61

62

63

프
랑
스

64
65

HCB

66

Ifremer

67

68
69
70

DHSC

영
국

71

72

73
74
75

PHE

아
일
랜
드

HPRA

FSAI

국
가

76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

55

768

Full name

http://www.bfr.bund.de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78

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

http://www.hpra.ie

아일랜드 건강제품규제청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http://www.fsai.ie

아일랜드 식품안전청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http://www.agriculture.
gov.ie/

아일랜드 농수산식품부

스
위
스

79

84

벨
기
에

기관명칭
약어

85

홈페이지 주소

한글명칭

BAG

Bundesamt für Gesundheit

http://www.bag.admin.ch

스위스 연방보건청

Swiss
medic

Swiss medic-Swiss Agency for The rapeutic
Products (Swissmedic-Schweizerisches
Heilmittelinstitut)

http://www.swissmedic.
ch

스위스 의료제품청

FCAB
(영어)
BFK
(독어)

Federal Consumer Affairs Bureau
(Eidgenössisches Büro für
Konsumentenfragen)

http://www.konsum.
admin.ch

스위스 연방소비자사무국

FDHA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https://www.edi.admin.
ch/edi/en/home.html

스위스 연방내무부

FASFC

Federal Agency for the Safety of the Food
Chain

http://www.favv-afsca.
fgov.be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

AFMPS

Federal Agency for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Agence Fédéraledes Médicamentsetdes
Produitsde Santé)

http://www.fagg-afmps.
be/fr

벨기에
연방의약품 건강제품청

Ministry of Life/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 (Lebensministerium/
Bundesministerium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 Umwelt und Wasserwirtschaft)

http://www.
lebensministerium.at/

오스트리아 생명부/
연방농림환경수리부

BMG

Federal Ministry of Health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http://bmg.gv.at

오스트리아 연방보건부

AGES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Österreichische Agentur für Gesundheit und
Ernährungssicherheit)

http://www.ages.at

오스트리아 보건식품안전공사

BASG

Austrian Federal Office for Safetyin
Health Care(Bundesamt für Sicherheit im
Gesundheitswesen)

http://www.basg.gv.at

오스트리아 연방보건안전청

BMLFUW
오
스
트
리
아

Full name

86

덴
마
크

DHMA

Danish Health and Medicines Authority

http://www.dkma.dk

덴마크 보건의약품청

87

핀
란
드

EVIRA

Finnish Food Safety(Authority
Elintarviketurvallisuusvirasto
Livsmedelssäkerhetsverket)

http://www.evira.fi/portal/
en

핀란드 식품안전청

Ministeriode Sanidad, Servicios Socialese
Igualdad

http://www.msc.es

스페인 위생사회복지평등부

Spanish Agency for Food Safety and
Nutrition
(Agencia Españolade Seguridad Alimentariay
Nutrición)

http://www.aesan.msc.es

스페인 식품안전영양청

Ministerio de Agricultura, Alimentación y
Medio Ambiente

http://www.mapama.gob.
es

스페인 농업식품환경부

The Italian Medicines Agency of the Republic
of Italy

http://www.
agenziafarmaco.gov.it/en

이탈리아의약품청

The Office for Registration of Medicinal
Products, Medical Devices and Biocidal
Products of the Republic of Poland

http://en.urpl.gov.pl/
general-information

폴란드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

Economic and Food Safety Authority

http://www.asae.pt

포르투갈
식품경제안전청

88

89

스
페
인

AESAN

90

91

이
탈
리
아

AIFA

92

폴
란
드

URPLWMi
PB

93

포
르
투
갈

A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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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94

네
덜
란
드

95

기관명칭
약어

Full name

MEB

Medicines Evaluation Board

PMDA

96

MHLW

97

JAPIC

98

NIHS

99

FSC

100

일
본

MAFF

101

NIH

102

NFRI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

104

CAA

105

http://english.cbg-meb.nl

한글명칭

네덜란드 의약품 평가위원회

번
호

CMCHK

117

FEHD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종합기구

http://www.mhlw.go.jp

일본 후생노동성

(一般財団法人日本医薬情報センター)

http://www.japic.or.jp

일본 의약품정보센터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http://www.nihs.go.jp/
index-j.html

일본 국립의약품 식품위생연구소

(食品安全委員会)

http://www.fsc.go.jp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農林水産省)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ttp://www.maff.go.jp/j/
press/index.html

일본 농림수산성

121

MOHW

(独立行政法人国立健康·栄養研究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Nutrition

http://www.nih.go.jp/
eiken

일본 국립건강 영양연구소

122

FDA

National Food Research Institute

(独立行政法人食品総合研究所)

http://www.naro.affrc.
go.jp/nfri

일본 식품종합연구소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

http://www.kokusen.
go.jp

일본 국민생활센터

Consumer Affairs Agency, Government of
Japan(消費者庁)

http://www.caa.go.jp

일본 소비자청

National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http://www.niid.go.jp

국립감염증연구소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http://www.samr.gov.cn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http://www.customs.gov.
cn

해관총서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of the
Peopleʼs Republic of China

http://www.moa.gov.cn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ʼs
Republic of China

(国家卫生健康委员会)

http://www.nhc.gov.cn

국가위생건강위원회

China Food Information Center

http://www.chinacfic.org.
cn

국가식품 정보센터

http://www.cfda.com.cn

국가식품 품질감독검사센터

機構)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厚生労働省)

Japan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国立医薬品食品衛生研究所)

Food Safety Commission of Japan

108

(中华人民共和国农业农村部)

109

110

NHFPC

중
국

111

CFIC

NFQS

National Food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Center

((國家食品質量監督檢驗中心)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113

NMPA

114

SATCM

115 홍콩

(科信食品与营养信息交流中心)

The Central Peopleʼs Government of the
Peopleʼs Republic of China

112

770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107

DH

기관명칭
약어

116

118

123
124
125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国家药品监督管理局)

State Administ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f the Peopleʼs Republic of China

(中華人民共和國國家中醫藥管理局)

Department of Health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 strative
Region (香港衛生署)

128

국가약품감독관리국

http://www.satcm.gov.cn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중의약관리국

133

135

베
트
남

137

홍콩 위생서
139

인
도
네
시
아
인
도

(食物環境衛生署)

홍콩 중의약관리위원회

http://www.fehd.gov.hk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CFS

Centre for Food Safety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食物安全中心)

http://www.cfs.gov.hk

홍콩 식품안전센터

Consumer Council (消費者委員會)

http://www.consumer.
org.hk

홍콩
소비자위원회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衛生福利部))

http://www.mohw.gov.tw

위생복리부

http://www.fda.gov.tw

중화민국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aiwan
(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局)

DOH

Department of Health, Taipei City
Government (臺北市政府衛生局)

https://health.gov.taipei

대만 타이베이시
정부위생국

COA

Council of Agriculture (行政院農業委員會)

http://www.coa.gov.tw/
show_index.php

대만행정원 농업위원회

AVA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http://www.ava.gov.sg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

HSA

Health Sciences Authority

http://www.hsa.gov.sg/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http://www.fda.moph.
go.th

태국 공중보건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http://www.moac.go.th

태국 식품의약품청

Ministry of Agriculture & Cooperatives
THAILAND

http://www.doh.gov.ph

태국 농업협동부

DOH

Department of Health

http://www.fda.gov.ph

필리핀 보건부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ttp://www.moh.gov.vn/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Vietnamese Ministry of Health

http://moh.gov.vn/sites/
en-us/pages/home.aspx

베트남 보건부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http://www.dav.gov.vn

베트남 의약품청

Vietnam Food Administration

http://vfa.gov.vn

베트남 식품청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https://www.mard.gov.vn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National Agro-Forestry-Fisheries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http://www.nafiqad.gov.
vn

베트남
국립농림수산물품질보증국

DEPKES

Ministry of Health Republic of Indonesia

http://www.depkes.go.id/
en

인도네시아 보건부

NADFC

The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http://www.pom.go.id/
index.php/home.en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

Food Safety &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http://www.fssai.gov.in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FDA

MOH
(DAV)
(VFA)

MARD
(NAFIQAD)

136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ttp://www.cmchk.org.hk

홍콩 식품위생국

MOAC
필
리
핀

(香港中醫藥管理委圓會)

한글명칭

http://www.fhb.gov.hk/
cn
http://www.fhb.gov.hk/
en

132

138
http://www.dh.gov.hk

태
국

Chinese Medicine Council of Hong Kong

홈페이지 주소

Food and Health Bureau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食物及衛生局)

MOPH

129

134

http://www.nmpa.gov.cn

싱
가
포
르

127

131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대
만

Full name

FHB

120

130

http://www.gov.cn

홍
콩

119

126
SAMR

106

국
가

http://www.pmda.go.jp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

103

홈페이지 주소

FS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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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140

말
레
이
시
아

기관명칭
약어

Full name

한글명칭

Ministry of Health Malaysia

http://www.moh.gov.my

말레이시아 보건부

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http://www.tga.gov.au

호주 연방의료제품청

Australian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http://www.agriculture.
gov.au

호주 농업수자원부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http://www.
foodstandards.gov.au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NSW(New South Wales Government) Food
Authority

http://www.foodauthority.
nsw.gov.au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식품청

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http://www.medsafe.
govt.nz

뉴질랜드 의약품
의료기기안전청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http://mpi.govt.nz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COFEPRIS

Comision Federal para la Proteccion contra
Riesgos Sanitarios

www.gob.mx/cofepris

멕시코 연방보건안전
보호위원회

SAGARPA

Mexico Ministry of Agri culture, Live stock,
Rural Development, Fisheries and Food
(Secretaríade Agri cultura, Ganadería,
Desarrollo Rural, Pescay Alimentación)

www.gob.mx/sagapa

멕시코 농축수산
농촌개발식품부

Mexico Ministry of Health (Secretariade
Salud)

www.gob.mx/salud

멕시코 보건부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INOCU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

www.gob.mx/senasica

멕시코 농식품보건품질원

Administració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ía Médica

http://www.anmat.gov.ar

아르헨티나 의약품
식품의학기술청

Ministerio Agri cultura, Ganaderíay Pesca
Presidenciadela Nacion

www.agroindustria.gob.
ar/sitio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

Ministerio de Salud Presidencia de la Nacion

www.argentina.gob.ar/
salud

아르헨티나 보건부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

http://www.senasa.gov.
ar

아르헨티나 보건농식품품질국

Ministerio de Salud de Chile

http://www.minsal.cl

칠레 보건부

Instituto de Salud Publica de Chile

http://www.ispch.cl

칠레 공중보건원

MINAGRI

Ministerio de Agricultura - Gobierno de Chile

http://www.minagri.gob.cl

칠레 농업부

158

SUBPES
CA

Gobierno de Chile Supsecretaria de Pesca

http://www.subpesca.cl

칠레 수산국

159

SALUD

Ministerio de Salud Publica

http://www.salud.gob.ec

에콰도르 공중보건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ia,
Acuacultura y Pesca

http://www.agricultura.
gob.ec

에콰도르 농축수산부

L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Control
y Vigilancia Sanitaria

http://www.
controlsanitorio.gob.ec

에콰도르 법률규제보건감시청

EMPRESA PUBLICA DE FARMACOS

http://www.
controlsanitorio.gob.ec

에콰도르 의약품구매공사

142
호주
143

FSANZ

144

NSW

145
146

뉴
질
랜
드

147

148

멕
시
코

149

Med Safe
MPI

SALUD

150

SENASICA

151

ANMAT

152
153

아
르
헨
티
나

MSAL

154

SENASA

155

(mou)

156
157

칠
레

ISP

160
161

에
콰
도
르

ARCSA

162

EMPAMA

163

IESS

Instituto Ecuatoriano De Seguridad Social

http://www.iess.gob.ec

에콰도르 사회보장청

ANVISA

Agencia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http://portal.anvisa.gov.br

브라질 위생감시국

164

브
라
질

번
호
165

MOH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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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페
루

167

168

콜
롬
비
아

169

기관명칭

홈페이지 주소

한글명칭

약어

Full name

INSA

Ministerio de Salud del Peru

http://www.minsa.gob.
pe/portada

페루 보건부

INICIO

Ministerio de Agricultura y Riego

http://minagri.gob.pe

페루 농업관개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y Desarrollo Rural

https://www.
minagricultura.gov.co/
Paginas/inicio.aspx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https://www.invima.gov.
co

콜롬비아 식품의약품감시청

Ministerio de Salud y Proteccion Social

http://www.minsalud.gov.
co/Paginas/default.aspx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

National Drug Authority

https://www.nda.or.ug

우간다의약품청

MINAGRIC
ULTURA
INVIMA
MINSA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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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간
다

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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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티
오
피
아

FMHACA

Food, Medicine and Health Care
Administration and Control Authority of
Ethiopia

http://www.fmahca.gov.
et

에티오피아 식약청

172

이
란

MOHME

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http://www.behdasht.
gov.ir

이란 보건의료교육부

173

사
우
디
아
라
비
아

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http://www.sfda.gov.sa/
en

사우디 식품의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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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트

EDA

http://www.eda.moph.
gov.eg

이집트의약품청

Egyptian Drug Authority

7 부록

번
호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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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7 부록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법령

■집필진
(2020.3.20. 기준)

법률(21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21개)

시행규칙(총리령)(24개)

구분

내용

작성부서 및 과장

집필자

정보화통계담당관
나인묵

김종욱
이우선
장민희
김보형

기획재정담당관
장민수

장동광

혁신행정담당관
강민호

정원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발간사·목차·기획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4. 사진으로 보는 식·의약 주요 행사

약사법 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5. ’19년 성과와 ’20년 추진계획(종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1. 온라인 식·의약 유통 안전 확보

약사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1. 비전·목표·핵심전략
2. 조직·소속기관
Ⅰ. 개요

3. 연혁

대변인
이상수
기획재정담당관
장민수

손유진
박세용
이겨레

사이버조사단
김현선

변상훈
황순임

식품안전관리과
김용재

정정순
윤상진
김홍태
황수진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식품의 생산·제조 안전성 강화

가.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조성

나.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안전관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8.28. 시행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오정완
농축수산물안전과
최대원

3. 유통·소비식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Ⅱ.
식품

가. 전국 합동단속
나.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운영

식품안전관리과
김용재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오정완

라. 위해식품 회수체계 마련 및 소비자 정보 공개 강화

식품안전관리과
김용재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2020.5.1. 시행

마.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식품 표시제도 개선

식품표시광고정책TF
최종동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2020.5.1. 시행

바. 민관 합동 감시 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성학

4. 주류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관리과
김용재
주류안전정책과
나안희

조성훈
김양수
전영신
안진영
류창희
조윤희
전영신
이혜영
신영희
이경민
정정순
윤상진
장수진
조강신
이지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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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부서 및 과장

집필자

구분

2.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국 현지실사 강화
3.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
4. 수입식품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5.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Ⅱ.
식품

의약품품질과
이수정

최희정
김은경

김자영

손성열

1. 국제 조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도입·정착

현지실사과
신용주

정영애

2. 의약품 규제 국제조화 및 선진화

수입검사관리과
이호동

장현철
이승현

가. 국제수준의 의약품 허가심사체계 구축

의약품심사조정과
(직무대리)고용석

마정애

나. 글로벌 규제당국과의 협력사업 활성화

의약품정책과
채규한

수입유통안전과
김솔
신소재식품과
박종석
식품표시광고정책TF
최종동
수입검사관리과
이호동
수입유통안전과
김솔

신지은

다. 임상시험 품질 향상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남혜선
3. 허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장현철
이승현

가. 제조·수입부터 유통·소비까지 전주기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마정애

나. 시판 후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평가·생산·제공
식품기준과
이강봉
유해물질기준과
이동호
첨가물기준과
오금순

임상제도과
김정미

김판순
이지은
이소향
이철승
김희선

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최윤주

의약품관리과
김남수
의약품안전평가과
김정연

정영숙
조아라
양동인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김효정

정현호
장혜정

5. 안전한 마약류 사용기반 조성

마약정책과
안영진

현미영

4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6.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마약관리과
최승진

김지원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7. 융복합 등 의료제품 신속허가 및 제품화 지원
허가총괄팀
오정원

김혜숙

융복합기술정책팀
정현철

남주선

2.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개선

가. 급식 위생·영양 관리 확대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송성옥

조태용

최계선
김상록
반경녀
최규호

임재귀
식중독예방과
김성일

4. 국민영양 안전관리 강화

가. 의료제품 민원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나. 융복합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1. 바이오의약품과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고도화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문은희

2. 국민이 안심하는 한약재 공급 및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한약정책과
고호연

이소운
3. 화장품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기반 구축

3.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합리적 규제개선

Ⅲ.
의료제품

2절 바이오·생약·화장품

가. 식중독 사전예방 및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나.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 전개

4.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활용지원으로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지윤

2. 안전한 외식·급식 환경 조성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

776

집필자

수입식품정책과
최현철

3절 과학적 식품 기준·규격 관리

1. 식품 기준·규격 개선

작성부서 및 과장

1절 의약품

2절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안전 확보
1.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내용

7 부록

구분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안영순
식품기준과
이강봉
영양기능연구팀
이혜영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송성옥

최은진

4. 국민이 안심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형욱

5. 바이오의약품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윤태형

가. 바이오의약품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김수현
반경녀

나.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의약외품정책과
김춘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신준수

김정연
손영기
강인호
김지유
송호선
이선미
이승철
김영준

김민조
최오석
이연희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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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부서 및 과장

집필자

구분

나.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품질제고 및 제품화 지원
다. 의약외품·화장품 심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바이오심사조정과
최영주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오호정
생약제제과
박주영
화장품심사과
윤미옥

오일웅
오상연
김지현
송현
김지연
황인선
박순영
김선희

1.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연구(R&D) 로드맵 구축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기반 구축

의료기기정책과
김유미

다. 의료기기 표준코드(UDI)기반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이승용
정재용
고대웅
서아림
이종화
정형석

박진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주선태

박나영

소통협력과
신인수

이제명
소담이
장석기
권우정
고민지
임선미

위해정보과
양창숙

백남이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박선영

정진목
최형화

검사제도과
김일

박정규
최현성

1.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진흥 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조정과
강주혜

홍정희

2. 공정한 연구관리 및 연구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연구관리T/F팀
이은주

서지우

3.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성과관리

연구기획조정과
강주혜

이선화

식품위해평가과
강윤숙

박성수
정용현
최장덕

2절 국민체감형 식·의약 소통강화로 소비자 신뢰구축
Ⅳ.
위해예방

1. 소비자니즈 발굴로 양방향 소통 강화

2. 계층별 맞춤형 소통으로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

2. 소비자 중심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나. 유통 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광고 관리

3절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공유·개방·활용 확대

최장용
신근수
박선이
차정민

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감시 강화

의료기기관리과
유희상

라. 의료기기 이물혼입 저감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1.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활용
2. 범정부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및 식품행정 선진화

정상오
4절 시험·검사기관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임경택
1. 식품·의약품 분야 등 시험·검사기관 선진화

마. 국제조화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원미영
박원영
권태희
정현정
김정한

박성관
전혜진

1. 의료기기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확립

Ⅲ.
의료제품

집필자

위생용품정책과
박영민

4.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5. 식약처-한국소비자원 식·의약 안전이슈 협조체계 강화

가. 의료기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주선태

3. 사전예방을 위한 식·의약 위해요소 선행조사

3절 의료기기

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수입·공급 지원

작성부서 및 과장

1절 소비자중심 선제적 위해예방 및 위기대응 기반 구축

6. 허가심사체계 선진화 및 국제기준 선도

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 선진화 및 국제기준 선도

내용

7 부록

구분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조정진
1절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추진

3. 의료기기 안전평가체계 구축
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관리 강화
나. 인체 이식 의료기기 등 추적관리

양원선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정재호

다. 재평가 등을 통한 유통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4.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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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은
박연심

첨단의료기기과
이정림
심혈관기기과
정진백
정형재활기기과
홍충만
구강소화기기과
최선옥

김건소

Ⅴ.
식품
·
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조영민
김미라

2절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확대

박해대
박상진

1. 국내외 협력기반 확대를 통한 위해평가 체계 강화

임채형

2.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위해평가체계의 선진화

잔류물질과
김현경

3.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 저감화를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오염물질과
강길진

김세중
김별아

최시원

정지연
이정미
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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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4. 미생물 위해성평가 및 신속 정확한 미생물 시험법 개발 연구
5.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기반 강화

작성부서 및 과장

집필자

미생물과
곽효선

김미경
김용훈
김승환
임호수
허수정
방수진
김형수
박은미

첨가물포장과
이종권

6. 영양·식생활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영양기능연구팀
이혜영

7. 불량식품 과학적 감시체계 강화

신종유해물질팀
문귀임

구분

작성부서 및 과장

집필자

1.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식·의약 안심행정 구현

서울청 운영지원과
옥기석

유병욱

2. 식품 사고 없는 안전한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부산청 운영지원과
이기호

이광식

3. 수출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 지원

경인청 농축수산물안전과
한상철

한상철

4. 안전한 식품·의약품, 따뜻한 현장 소통

대구청 운영지원과
서지영

안영배

5. 식품 사고 없는 대회 개최 성공적 지원

광주청 운영지원과
김재선

김영현

김주환

6. 권역 간 교류·소통을 위한 GMP-Circle 운영

대전청 운영지원과
김일수

방준호

심현준

1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 및 정원 현황
운영지원과
김현중

최기환

혁신행정담당관
강민호

정원균

1.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정보화통계담당관실
나인묵

김종욱

2.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기관

국제협력담당관실
공수진

전윤영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법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지운

문금영

Ⅵ.
지방청

3절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및 제품화 지원
1. 의료제품 품질관리 기반 선진화
2.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3. 감염병 예방안전관리 연구

생물의약품연구과
이광문

전형옥
박은혜

1. 역대 처장·청장·차장

4.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첨단바이오제품과
(직무대리) 엄준호

오호경

2. 조직 변천 과정

5. 한약(생약) 안전관리 연구
6.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 연구
Ⅴ.
식품
·
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의약품연구과
박상애

내용

7. 의료기기 안전관리 연구

생약연구과
조수열
화장품연구팀
손경훈
의료기기연구과
박기숙

김종환
현성예
민충식
김상섭
김세경

4절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1. 국가독성프로그램 및 독성시험법 국제협력

독성연구과
오재호

2.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 및 비임상시험 선진화

특수독성과
윤혜성

3. 마약류 안전관리 및 차세대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연구

약리연구과
박창원

4. 임상평가 선진화 및 부작용 저감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임상연구과
이윤숙

5. 첨단분석 기반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첨단분석팀
백선영

6. 실험동물자원 개발·보존·활용 선진화

실험동물자원과
김준규

정기경
양준영
김광진
김태성
이정선
김영훈
이진무
오우용
이정연
신동우
박형준
이수해
조현영

3. 부서별 임무(본부)
Ⅶ.
부록

7 부록

구분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4. 정원 현황
2절 식품·의약품 등 주요 용어

5절 국가출하승인시스템 선진화 및 전문성 강화
1. 국가출하승인 현황 및 제도개선
2.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
3. 국제협력 활동
4. 국가검정 시험분야 품질관리 강화 및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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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검정과
정지원

이철현

혈액제제검정과
손경희

지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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