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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2013년 성과와 평가

1. 식품안전 분야

2. 의료제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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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안전 분야 주요성과 및 평가

◈ (성과)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과 국민의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운영) 30개 부처 기관과 협업,

맛가루, 불법도축 등 국민관심분야 범정부 기획감시 실시(5회)

* 6,623개소 적발(행정기관) / 6,114명 검거(수사기관)

❍ (식품안전 체감도 상승)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67% → 72%, 전년대비 5.6%p 상승)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폭 확대) 전년 22개소에서 ‘13년

88개소로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추진

* 수혜아동 수 : (’12년) 12만명(9%) → (’13년) 30만명(21%)

❍ (방사능 검사 등 수입식품 안전 강화) 방사능 기준강화
*
및

일본산 식품 수입시 정밀검사 강화

* (세슘) 370Bq/kg → 100

◈ (평가) 사고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예방적 안전관리 미비) 식품제조단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지정을 확대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전체생산제품중HACCP적용비율 : (’12) 39.7%→ (‘13) 47.1%→ (‘14) 51.6%

❍ (급식․외식의 증가로 식중독 지속 발생) 최근 식중독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학교 급식과 음식점에서의 식중독은 꾸준히 발생

하고 있으며, 전체 식중독의 70% 이상 상회

❍ (‘과학적 안전’과 국민의 ‘심리적 안심’ 사이에 격차 존재)

소비자의 안심 확보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끊임없는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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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5.6%)

(‘12년) 66% → (’13년) 72%

* 국무조정실 조사(‘13.11월)

❍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

 식중독 환자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

(’12년) 119명 → (’13년) 97명

*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 지하수 사용 학교 군부대 등에

살균 소독장치를 보급

* ’12년 867대 설치 → ’13년 비영리시설 745대, 군부대 1,256대 추가 설치

❍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식약처) 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 정보 연계로 식중독 확산을 조기 차단

 생산 유통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향상

❍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농 축 수산물, 가공식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

* 유통식품 부적합률 : (’03) 1.2%→ (’08) 1.0%→ (’13) 0.6%

❍ 식품판매업체 전체 14만여개소 중 4만 2천여개소(30%)에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13)

* 중소형 매장 3만여개 업체에 대해 ’16년까지 시스템 설치 확대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매장 1일 이용객수는 약 1,770만명(’13)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정밀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 ’13년 가공식품, 농 축 수산물 총 27,421건 검사, 69건 미량검출

* 일본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 우려에 따라 임시특별조치 시행(’13.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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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받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아동 수 증가

❍ 100명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폭 확대(’12 : 22개소 → ’13 : 88개소)

* 수혜아동 수 : (’12년)12만명(9%) → (’13년) 30만명(21%)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인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

❍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실제 섭취량도 감소

* 인식도 : (’11) 22% → (’12) 24% → (’13) 41%

* 섭취량 : (’10) 4,878㎎ → (’11) 4,831 → (’12) 4,583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 정육점 등에서 저지방 부위(안심, 등심) 등을 돈까스, 양념육으로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 확대와 수급 불균형 해소

* 돼지고기 선호부위(삼겹살) 가격하락(연평균 3.1%)과 식육가공품 판매업

활성화에 따른 2,800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예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C방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여 서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13.12월)

❍ 미국·중국 등 외국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 우리식품의 수출장애 해소 및 수출증진에 기여

* 미 FDA의 잔류농약 기준을 개정토록 하여 ‘제주감귤’의 미국 수출길 개척

** 한 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제5차, 9.8～10)를 통해 중국의 김치 미생물

규격 개정 요구 등 대중국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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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제품 분야 주요성과 및 평가

◈ (성과)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 소비자․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

❍ (국내개발 바이오시밀러(2건)․개량신약(19건) 허가) 해외 시판

(유럽·캐나다) 및 미국·중남미 수출 등 해외진출 확대

* ’13년 수출액 4,000억

❍ (의약품 등 안전사용정보 확대) 의약품 안전정보 온라인

도서관 운영 등 IT기반 소비자 안전사용 환경 조성

* 부적절 처방 전년대비 24% 감소

❍ (신종 불법마약 신속 차단)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통해 유사

엑스터시 등 59개 신종 불법 마약류 단속 및 확산 억제

* 임시마약류 지정 : (‘11) 1개→ (’12) 2개→ (‘13) 여성흥분제 등 59개

❍ (규제 국제조화를 위한 협정 체결) 양자협력 MOU 체결(10개국)

및 의약품 공적개발원조(ODA) 시행 확대

* ODA 의약품 연수 참여국(‘12년) 8개국 15명 → (’13) 11개국 31명

◈ (평가) 근본적 위해예방 강화, 내수중심 성장한계 극복 시급

❍ (선진국과 대비 안전관리 수준 미흡)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문제 발생, 비의도적 혼입 위해물질 등 관리강화 필요

- 마약류 불법사용, 감염우려 인체조직 관리 등

❍ (내수시장 위주, 국제경쟁력 취약) 가시적 해외진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 임상시험·허가·제조 등 보건분야 민간전문인력 부족,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수탁기업(CMO) 부족 등 대외 경쟁력 확보 여건 미흡

❍ (부작용 사고 보상체계 미비) 의약품 부작용 발생 인과관계

분석 시스템 및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미비

* 피해구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13.7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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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2건, 개량신약 19건 허가 등

의료제품의 수출 확대 견인

❍ 국내 GMP관리의 국제인정과 협력을 위한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

기구(PIC/S) 가입’ 진행 중(‘12년 가입신청)

* GMP평가보고서 등을 PIC/S양식 채택(‘13.11), 방한평가 완료(’14.1)

❍ 제품개발 단계부터 사전검토, 선제적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지원

* 개량신약 허가 현황(누계) : (‘11) 14건 → (’12) 20 → (‘13) 39

< 제품화 지원을 통한 수출 성공사례 >

✔ 보령제약 고혈압 신약 카나브정 :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16개국 약 2억

달러 수출계약

✔ 한미약품 고혈압 개량신약 아모잘탄 : 미국 등 51개국에 2억달러 수출 계약

✔ 세계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램시마주 (류마티스관절염 등 치료제,

‘12년 허가) : 유럽(’13.6월), 캐나다(‘14.1월) 등에서 시판허가

❍ 의약품 허가 특허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 의약품 특허정보 분석·제공성분수(누계) : (‘12) 361개 → (‘13) 431개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정보(누계) : (‘12) 564건 → (‘13) 1,433건

❍ 유헬스케어(U-Healthcare) 심전계 등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

(16품목) 신설 및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품목별 가이드라인 : ‘10년(7개) ⟶ ’11년(5개) ⟶ ’12년(4개)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스템 가이드라인(‘13.11월)

 소비자, 취약계층(어린이, 다문화가족,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 사용 확대 및 부작용 수집체계 선진화

❍ 환절기 어린이 감기약 등 의약품의 유의사항(안전사용 매뉴얼),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음성서비스(온라인의약도서관 앱) 제공

* 안전사용매뉴얼 개발 현황(～12년) 18종 → (13) 25종(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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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의사 약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의

약품 처방 조제 유도

* 부적절 처방 전년대비 24% 감소

❍ 의료제품의 부작용 수집거점* 지정·운영으로 부작용 수집 활성화

* 지역의약품안전센터(22개소) , 의료기기안전성정보모니터링센터(12개소)

* 의약품: (’10)64,143건 →(’12)92,615 →(‘13)182,951 (영국의 77%(’11년), 일본보다 상회)

* 의료기기: (’11) 717건 →(’12) 2,397 →(’13) 4,130

- 국내수집 부작용 분석을 통한 사전예방적 독자적 안전조치 시행

* 부작용에 의한 조치(국내/해외) : (‘11) 0/53건 →(’12)3/83 →(‘13)11/150건

 위해우려 제품 신속회수 및 불법 인터넷 판매사이트 신속차단

❍ 위해의약품(주성분 초과된 어린이 해열제 등) 및 위해우려 의약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판매중지·회수조치 및 판매차단 조치

*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폐쇄(개) (‘11)2,409 →(’12)10,912 →(13)13,542

❍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단속 및 확산 억제

* 임시마약류 지정 : (‘11) 1개→ (’12) 2개→ (‘13) 여성흥분제 등 59개

 규제기관 역량강화 지원 및 의약선진국과의 협력약정 체결

❍ 국제사회 규제조화 주도 및 당국간 양자협력 MOU 체결

* MOU체결국: 스위스, 프랑스, 영국, 덴마크, 폴란드, 중국, 우간다, 인도네시아등10개국

* APEC 약물감시·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조화 로드맵 주도, 국제의약품

규제당국자 포럼 바이오시밀러 분야 의장 선출

❍ 국내 의약품관리체계의 신뢰성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의약품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 규제기관 역량강화 지원

* ODA 의약품 연수 참여국(‘12년) 8개국 15명 → (’13) 11개국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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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공포일)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3.7.30)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4.7.31

식품위생법
(‘13.5.22)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 ‘14.5.23

․수출국 제조업체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 마련 등 ‘13.11.23

식품위생법
(‘13.7.30)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식약처의 감독근거 마련

‘14.1.31

․잔류농약 기준 설정시 원활하게 자료 확보하기 위한 근거 마련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벌칙 마련

‘13.10.31

․식품규제 단속과정에 소비자 참여 기회 확대 ‘13.7.30
식품위생법
(‘14.1. 미정)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신고 의무화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13.7.30)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정의 신설
․고카페인 함유식품 광고 제한․판매 금지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표시 권고(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

‘14.1.31

․품질인증 표시사용 제한기간 명확화(6개월의 범위) ‘13.7.30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14.1. 미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축산물위생관리법
(‘13.7.3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가축의 출하 전 준수사항 규정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 근거 신설

‘14.1.3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및 조사․평가
․닭, 오리등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

‘14.7.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3.8.13)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도입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자)

‘14.2.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4.1.28)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신고 의무화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약사법
(‘13.8.13)

․업무정지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1년의 범위) ‘13.8.13

의료기기법
(‘13.8.13)

․업무정지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1년의 범위) ‘13.8.13

의료기기법
(‘14.1. 미정)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고용 의무화 추진
․벌칙 조항 추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7.30)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신설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허가제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신설

‘13.10.31

․업무정지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1년의 범위) ‘13.7.30

실험동물에관한법률
(‘13.7.30)

․법인 등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서 제외 ‘13.7.30

< ’13년 식약처 소관 법률 제 개정 현황 >



     Ⅱ.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1. 정책환경 및 여건

2.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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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환경 및 여건

 안전문제의 글로벌화

❍ 다양한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고, 위해사고 발생시 유해물질이

지역과 국경을 넘어 급속히 확산

- 일본 방사능 누출 확산, 미국산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사건 등

수입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

- 인터넷 등 통신·이동 수단의 확대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국가 간

유통 확산

 새로운 위해요인의 지속출현

❍ 기후온난화 , 잦은 기상이변 등에 따라 그간 발생이 적었던

위해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필요

* 평균기온 상승으로 장출혈성대장균 등 변종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11),

여름 폭염 등 남해안 유해 적조 발생으로 어류 266만 마리 폐사(’12)

❍ 나노, 첨단 융복합 기술 등을 이용한 식품, 의료제품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

또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EU,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첨단융복합기술 응용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연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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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급식의 증가

❍ 전체국민 중 절반(50%)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25.7%(1,390만명)가 단체급식을 이용(’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반면, 전체 식중독 중 외식, 단체급식 원인환자가 80% 이상

구분 음식점 학교급식
학교외
집단급식 가정집 기타

건수(252) 135(54%) 46(18%) 14(5%) 4(2%) 53(21%)

환자수(4,972) 1,288(26%) 2,259(45%) 618(12%) 21(1%) 786(16%)

* 식중독 발생현황 통계(식품의약품안전처, ’13)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수요가 급속히 증가

-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인터넷, 무료체험관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과학적인 안전과 심리적 안심과의 차이

❍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과 선제적인 의사

소통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

* 라면스프의 벤조피렌 검출 사건(’12),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13), 불량 맛가루 사건(’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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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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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2014년 주요업무계획

1.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2.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
3.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1.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1. 기본 안전관리 지속 추진

2.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확대 강화

3.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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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본 안전관리 지속 추진

생산단계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 (농산물) 국민 다소비 농산물(배추, 파 등 11품목), 길거리 봄나물 및

가로수 은행 등 쉽게 채취 섭취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강화

- 위해우려 항목(잔류농약, 병원성 미생물 등) 위주 모니터링 조사

* (’12) 80천건 → (’13) 84천건 → (’14) 88천건

❍ (축산물) 도축장 집유장의 식육 등에 대해 미생물(식중독균 등)과

잔류물질 검사(307천건)

- 내장 등 식육부산물에 대한 저온유통 의무화 추진

* 내장 등 식육부산물 저온유통을 위해 도축장 23개소에 제빙기 지원

❍ (수산물) 계절별로 위해우려 수산물 안전성조사

- 부적합 이력 특별관리품목과 부적합 이력 양식장 조사

* 패류독소(3월), 활어패류 비브리오(6월), 굴 노로바이러스(11월) 등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및 취약요인 관리

❍ (농수산물) 현장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영도매시장

반입농산물은 관할 지자체에서 2주마다 20건 이상 집중검사 실시

* 농산물·수산물 단순가공업체를 식품가공업으로 등록 유도 위생개선

❍ (축산물) 염소 등 불법도축 방지를 위해 도축여건 지속 개선

* 사슴 등 소규모 사육 가축용 도축장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농식품부)

❍ (가공식품) 참기름, 고춧가루 등 최근 부적합률이 높은 20개 식품

유형을 지정하여 월1회 집중 수거·검사 실시

* 참기름(들기름), 냉면육수, 고춧가루, 두부, 약주, 두류가공품, 조미건어포류,

절임류, 액상차, 과자, 액젓, 즉석섭취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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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단계 통관검사 강화

❍ 수입검사 이력, 위해정보 등을 통해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수입식품 사전예측검사시스템 본격 운영

- 각종 위해정보 등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입력되면 해당항목의

이력분석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위해도에 따라 검사

* 수입검사 이력, 위해정보, 수입자 정보, 수출작업장 정보 등 분석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 수입시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공개

- 검사과정을 시민감시단 과 소비자단체가 참관하여 투명성 제고

* 정확한 실태파악 등을 위해 관련 직원을 일본에 파견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활성화

❍ 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합동)단속

- 허위 과대광고(일명 ‘떴다방’), 농축수산물 원산지 둔갑, 친환경농산물,

대형마트 PB상품 제조업체 등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 집중관리

❍ 고의․악의적 위반업체를 특별관리(Black List)

- 최근 3년간 식품관련 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집중 단속

❍ 인터넷(사이버) 거래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

- 불법 의약품 성분(발기부전치료제 등)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기적 수거․검사(연3회) 및 결과 공개

* 해외 인터넷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자에 대해 수입신고를

의무화(「식품위생법」 ’14.1월 개정, ’15.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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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정보 수집 다각화와 부처간 공유체계 확립

❍ (현장) 전국 시민감시단(1,309명) 활용 현장의 정보 체계적 수집

* 불량식품 제보 사이트 개설 운영 등

❍ (민원) 소비자신고(1399, 1372,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등 정보 정밀

스크리닝을 통한 실마리 단서 구체화

* 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소비자 상담센터(1372)

❍ (부처) 수사 정보 공유, 필요시 공조 수사․위해평가 및 신속한

회수․폐기 등 협조 강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 확대, 불량식품 판매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조치(‘13.7월

개정, ’14.1월시행)

* 형량하한제 대상확대 : (개선) 2종(인수공통전염병에걸린가축, 독성한약재사용) →

(확대) 7종(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 허위․과대 광고 등)

* 형량하한제 처벌강화 : (종전) 7년 이하 징역 → (개선)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 연중 추진,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

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

* 인터넷 판매 불량식품 신속차단 : (종전) 3~4주 → (개선)1~2일

○ 생산·유통·수입 각 단계별 국민다소비 농·축·수산물, 위해성이

높은 식품을 대상 사전 집중 검사 후 결과 공개

- 특히 부적합율이 높은 참기름·고춧가루 등 20개 가공식품과 도매

시장 농수산물은 월 1회 검사 실시

* 검사건수(부적합률 관리수준) : ‘13 166230건(0.6%) → 195,300건(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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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확대 ‧ 강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확대

❍ (가공식품) 어린이기호식품,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HACCP 적용 의무화(‘14~’20)

- 중소업체 대상 시설개선 자금 및 맞춤형 현장기술 지원 강화

* 의무적용 확대 품목(8개) :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유탕면류 국수, 특수용도식품

❍ (축산물) 도축장에 이어 집유업, 유가공업 등에 HACCP 의무적용

- 식육의 생산 출하, 도축 가공, 소비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통합인증업체 육성(‘14년, 4개소)

*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통해 ‘18년까지 50개소 인증 추진

❍ 영·유아식품 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료 종류별로 품질규격

마련하는 등 HACCP 표준관리기준서 개정

* 농·수산물 종류별로 성상(신선도), 병해·충해 등 품질규격과 비가식 부분

(사용시 제거할 부분) 범위 등 마련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확대

❍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매장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

* 전체 식품판매업소 14만여개소 중 약 4만여 개소에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하여 운영중

❍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영 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 연매출액 50억이상 제조 수입업체, 1천㎡이상 판매업체 대상(‘14)

*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 연계 및 정보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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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이물 제어관리 강화

❍ 이물 신고가 많은 식품을 대상으로 원료, 제조과정, 포장과정

등에서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관리 매뉴얼 제작·보급(‘14.8월)

* 이물신고 50% 이상을 차지하는 면류, 커피, 과자류, 빵 및 떡류, 음료류

❍ 업체의 이물관리 능력(노하우)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협의체) 활성화 추진(연중)

- 이물관리 우수업체와 미흡업체간의 멘티-멘토 운영

주류 안전관리 제도 정착

❍ 주류안전업무 이관(‘13.7) 후 주류업체(1,148개소)의 위생안전수준

전면조사 실시(’13)

* 우수업체(141개소), 적정업체(914개소), 미흡업체(93개소)로 분류 차등관리

- 미흡업체에 대한 안전·품질 관리 집중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지하수 사용 주류업체(탁주·약주 등 390개소) 수질검사 관리 철저

* 방충·방서시설, 운송 냉장온도관리,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

❍ 주류안전관리 제도 정착 및 산업진흥을 위한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 강화

* 주류 영업등록 관련 정보공유 및 시설기준 등 규정 조화 협력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운영

❍ 식약처 안행부 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69종의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업체, 제품, 원재료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을 표준화하여

정부부처 간, 중앙-지방간 칸막이 없이 정보공유 활용

-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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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 (수입前 단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3만4천여개소)에

대해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 강화

❍ (통관 단계) 위해우려 식품에 대한 집중관리

- 수입자의 과거 이력(부적합, 위반행위 등)을 토대로 3등급(우수, 일반,

특별관리)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업체 집중관리

❍ (유통단계)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도입, 유통 수입식품 검사 강화

- 영 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우선 적용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이력이 높은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 (가공식품) 주요 어린이 식품 수입 국가의 제조업체 및 농산물

가공품 재배지 실사

* 최근 5년간 15개국 149개소 실시, 연평균 30개소 점검

❍ (축산물) 부적합이력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신규 승인신청

작업장 대상으로 점검

* 최근 5년간 28개국 453개소 실시, 연평균 90개소 점검

❍ (수산물) 우리나라 수출실적이많거나 부적합 이력 가공시설을 우선점검

* 최근 3년간 7개국 155개소 실시, 연평균 52개소 점검

❍ 수입량, 수입건수 상위 수입업체 및 해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업체에서 수입하는 업체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관리

* ‘14년 우수수입업소 170개소(등록 시 전년대비 2배 수입중량 증가) 예상

❍ 축산물에 대해 수출국 위생평가제도 도입

* 수출국 위생관리 제도, 실험실, 잔류허용기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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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어린이, 학생 등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 확대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4.6만개, 141만명)의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어린이 식습관 교육 실시

* 센터 설치수 : (’12) 22개소→ (’13) 88개소→ (’14) 188개소→ (‘17) 500여개소

* 아동수혜율(약 141만명) : (’12) 9%(12만명)→ (’13) 21%(30만명)→ (’14) 48%(68

만명)→ (’17) 100%(141만명)

- 센터 1개 설치시 영양사 8~10명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져, ‘17

년까지 5000여명 고용창출 효과 예상

*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조리사 배치

의무화도 ‘14년 5월부터 시행되어 영양사·조리사 2,500명 고용창출효과

❍ 학교주변 식품 조리 판매 환경 개선

-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및 특정시간대 TV 광고 제한

대상을고열량·저영양식품에서고카페인음료까지확대(’14.1월시행)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

❍ 현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과 연계되어 있는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을 조달청 나라장터 까지 확대하여 식중독 확산 조기차단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 학교별 식재료 납품업체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식재료 오염이 발생할 경우 학교들에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고 납품을 차단

- 식재료를 조달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학교(2,796개)에 대해

신학기에 집중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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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학교(총 11,408개) 중 8,612개가 식재료를 외부 조달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가 5,283개(61.3%)이고, 나머지

3,329개(38.7%)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 계절별, 시설별 식중독 발생 특성에 따라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

업체(3월, 8월) 및 수련시설, 김밥 등 제조업체(4월) 점검 강화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지하수 사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에 보급한 살균·소독장치를 철저히 점검

❍ 식중독 유행 예측과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통합DB 구축

- BT·IT 기술 활용 식중독 원인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정보를

분석·관리, 식중독오염원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휴대용 진단키트 개발

- 국내 유통·수입 식품, 환경(지하수 등), 환자 등으로부터 검출된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유전정보를 DB화

* 식중독 분리균주의 기원(분리장소, 관련 식품 등), 생화학적 특성 등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 대대적 전개

❍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양사협회 등과 협조하여 위생적인 음식점에

대한 교육 홍보 확대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 추진

- 음식점 주방 공개, 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운동 전개

❍ 식중독 발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검토

- 음식점별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 부여, 간판 출입문 게재

❍ 안행부, 농식품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나트륨 줄이기 대책

협의회 를 구성하여 나트륨 줄이기 문화 확산

-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자체 공무원 전문교육, 영양사·조리사 및 외식업 등 종사자 보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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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자율적 위생관리 제고

- 새로운 형태의 외식산업 공급처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등 위생관리 강화

* 프랜차이즈 업체는 77,032개소로 관련 식품접객업체(제과점, 음식점 등

676,784개소)의 약 11%를 차지(‘11년, 공정위)

소비자와 소통 활성화 및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

❍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1,309명)을 활용하여 식품안전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

❍ 소비자, 업계, 언론 등이 함께 참여하는 ‘불량식품 안 사먹기’ 및

‘불량식품 안 만들기’ 등 안전 먹거리 문화운동 전개

- 학생 성인 어르신 등 계층별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 및 시장 활성화

❍ 기능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지사항(질병치료, 성기능 개선 등)을

명문화하여 제시하고 그 외에는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

- 농진청,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으로 심사기간 단축(120일 → 80일)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금지된 사항이외에는

기능성으로 인정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도록 개선

❍ 건강기능식품을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판매업 신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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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

2-1.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2-2. 의약품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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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관리 강화

❍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전담조직설치, 교육등)을 마련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시범적용

* 전체 163개 기관 중 100건 이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도입 추진

❍ 중소규모(연 50여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차등관리제’ 점검

실시 (‘13년은 임상시험 실시건수가 연 70여건 이상인 기관 위주 실시)

* 임상시험 실시기관 평가 : (‘13) 43개 → (’14) 60개 → (’15) 60개

제조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및 취약요인 관리

❍ (의약품) 처방 건수, 생산·수입량이 많은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인체 유해물질(프탈레이트 등) 함유 여부 검사

- 천연물 신약, 한약재에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저감화 추진

❍ (의약외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황사방지용 마스크, 탈모방지제, 모기기피제 등 수거 검사 확대

* (‘13) 44품목 → (’14) 400품목 이상

❍ (화장품) 영유아용 제품(샴푸, 로션, 오일 등),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료의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크림 등) 집중 수거검사

해외 제조소부터 철저한 안전관리

❍ 안전한 의약품이 수입되도록 해외 제조소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현지실사를 강화 (‘13년 15개소 → ’14년 31개소)

* 의약품 수입의존도 : 원료의약품 77%, 완제의약품 21%

* 해외 현지실사 : (‘13) 15개소 → (‘14) 31(화합물15, 바이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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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허위과대광고 단속

❍ 인터넷뿐 아니라 SNS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폴 외국 정부와

연계하여 해외 제조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통·공급을 차단

* 사이트 차단 : (‘13) 13,871건 → (’14) 15,000건

부작용 정보수집 활성화

❍ (의약품)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설치를 확대(‘13년 22개소→’14년 27)

하고 보건소 등과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부작용 보고 활성화

* 부작용 보고현황 : (’12) 92,615건 → (’13) 182,951건

❍ (의료기기)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속 운영 및

지역병원과의 연계 강화로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활성화

* 부작용 보고현황 : (‘12) 2,397건 → (‘13) 4,130건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 해외 의약품 제조공장의 공장 등록제 도입과 현지 실사 강화

* 의약품 수입의존도는 원료의약품 77%, 완제의약품 21%

* 현지실사 공장 : ‘13년 15개소 → ’14년 31개소

❍ 생산·수입량이 많은 의료제품 검사 확대, 제조공정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혼입 여부 검사 및 저감화

* 수거검사 강화 : (‘13년) 2,613품목→(’14년) 3,408 품목

* 유해물질 혼입여부 검사 : (‘14년) 1,000품목→(’16년) 1,500품목

❍ WHO·인터폴·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해외

불법제조 의약품 국내 유통 차단

* 해외 사이트 차단요청(Pangea Project) : (’13) 287개 → (’14)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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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본격 시행

❍ 정상적 복용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강화

- 사망보상금부터 장애일시금, 진료비 등으로 보상범위 단계적 확대

* 피해구제 사업비(부담금) 확보, 보상 절차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

구 분 ‘14년 ‘15년 ‘16년

피해구제 사업비 26억원 95억원 146억원

보상 범위 사망보상금
사망보상금
장애일시금

사망보상금
장애일시금
장례비․진료비

❍ 의약품 부작용과 의료정보(진료기록 등)의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으로 한국인 특성에 맞는 독자적 의약품 안전정보 개발 제공

- 부작용정보, 진료기록 등 Big data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Big data : 허가정보(식약처), 부작용 정보(의약품안전관리원), 진료기록Z

(의료기관 등), 급여청구자료(심평원), 건강검진자료(건보공단) 등

소비자, 의사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확대

❍ 국민이 일반의약품의 효능·효과, 주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요약하여 표시

- 환절기 어린이 감기약 등 의약품의 유의사항(안전사용 매뉴얼),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폰 음성서비스(온라인의약도서관 앱) 제공

* 안전사용매뉴얼 개발 현황(～12년) 18종 → (13) 25종(누적)

- 말기암, 중증질환자에 대해 임상시험 현황 등 정보제공 확대

* 요약표시 대상 : 13개(안전상비의약품) → (‘14) 1만7천여개(일반의약품)

❍ 의사 약사에게 부작용 정보를 제공, 안전한 의약품 처방 조제 유도

* 적정사용 정보(DUR) 제공 현황 : (‘12) 210건 → (’13) 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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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단위별로

RFID를 부착하여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프로포폴 등 12개 성분 시범사업을 통해 전체(55개)로 확대

* 병의원 처방 투약내용, 도매상 약국 등의 판매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법무부 등과 협조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회복귀 교육 활성화

* 중독자(약 5천명) 치료보호·사회복귀 교육 : (‘13) 401명(7.3%)→ (’14) 540명(10%)

인체조직,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 조회, 인체조직 관리기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 인체조직 채취부터 분배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통합

전산망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 이식용뼈,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에 이식되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으로 추가지정(‘13년 26 품목→ ’14년 50 )

- 신속한 회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을 인체이식

의료기기 50개 품목에 대해 운영

의약외품 시판 후 안전관리체계 마련

❍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평가 제도’ 도입 추진

- 안전성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살충제 6개성분 특별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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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약품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외국,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관으로 도약

- 스위스, 프랑스와 의약품 규제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정보교환,

전문 인력 교류를 위한 협약 체결(‘14.1월)

* 일본, 에콰도르 등과 허가심사, GMP 등 협력 추진

-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바이오의약품 분야 국제기준 선도

* APEC이 바이오의약품 규제조화(’13.2), 의약품 약물감시 로드맵(’13.7)을 승인

❍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연내 가입 추진

- 상호인증(MRA)을 위한 선결요건 충족, WHO 인증(PQ) 및 외국

(ASEAN 10개국 등) 수출 시 국내업체 현지실사 면제가 가능

* 원료의약품 기준 신설, 방사성의약품 GMP 전면 도입 등 규정 정비

허가심사 체계 선진화 및 특허정보 제공

❍ 임상시험부터 시판 후 부작용 정보까지 비교분석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의약품 통합허가관리시스템 구축

* 임상시험자료 표준형식(CDISC), 의약품국제공통기술문서(eCTD) 도입

❍ 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현재 제공중인 특허권자, 존속기간 등

정보 외에 국내 외 특허분쟁 판례, 허가심사 사례 등 추가 제공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분야 민간 전문인력 양성

❍ 임상시험 허가 제조 시판후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법적

과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RA) 양성

- 민간 위탁교육 기관 지정,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전문가 배출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수탁제조기업(CMO), 연구개발 전문기업(CRO)

육성·지원으로 해외 의약품 시장 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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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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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기술 개발 강화

❍ 불량식품 제로화를 위한 유전자분석법 등 신속판별법 마련

* 불량 식품원료, 발기부전 비만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 식중독 오염원 차단 및 원인물질 저감화 기반 구축

- 식중독 오염원 조사대상 확대 및 저감화 제어기술 개발

* ('06～'13) 집단급식소 지하수 → ('14～'16) 농업용수, 축산농가, 해수

- 고위험 식품정보 및 식중독균 유전체정보 DB 구축(~'18)

첨단 신약,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제제 개발증가에 대비 심사평가 기반 구축

-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유효성, 품질 평가 시험법의 선제적 개발

❍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등 신개발 의료기기 맞춤형 평가기술 개발

- 뇌혈관용 스텐트 등 임상시험 의무 대상인 의료기기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평가법 개발

- 수입이 많은 핵심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한국인 약물유전형 분석으로 개인맞춤약물 실용화 기반 마련

식의약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공공 R&D 투자 강화

❍ 사회 안전 위협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 마약류, 담배성분 및 주류 신속 분석법 및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 의료방사선 환자선량 기록관리 프로그램 운영 단계적 확대

❍ 신뢰성 있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공공 연구자원 개발

- 독성물질 국가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독성자료 DB 구축

- 실험동물 수입의존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질환모델 동물개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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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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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가 높아집니다

2  우리 아이의 식생활이 안전해집니다

3  국민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4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34 -

구분 정무직 고위공무원
일반직 연구직

계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연구관 연구사

정원 1 23 8 47 20 188 849 155 467 1,758

현원 1 22 9 41 21 139 839 201 499 1,772

【참고 1】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현황

기구 및 조직

❍ 본부 : 1관 7국 1기획관 45과

❍ 소속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개 지방청, 13개 검사소

정원 및 현원

❍ 본부(588명), 평가원(396명), 지방청(774) 등 총 1,758명

(‘14. 1월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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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현황

❍ ’13년 본예산(3,009억원) 대비 437억원(14.5%) 증가한 3,446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B)

증 감

본예산(A) 추경 전년대비
(B-A) %

총 지출 3,009 3,165 3,446 437 14.5

◇ 사 업 비 1,904 2,060 2,314 410 21.5

- 일반사업 1,184 1,340 1,446 262 22.1

- R & D 627 627 741 114 18.2

- 정보화 93 93 127 34 36.6

◇ 기본적 경비 1,105 1,105 1,132 27 2.4

❍ (식품) 불량식품 근절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확대 (100개소 → 188)

- 소규모 유통매장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 운영 등 제조·유통과정의 위해요인 차단 (162억원→206)

❍ (의료제품) 안전망 확대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불법 제품 모니터링 및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확대(22개소 → 27) 등

안전관리 강화 (84억원 → 93)

- 첨단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인허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제품화 지원 등 투자 확대 (64억원 → 90)

❍ (연구개발) 식의약 안전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기술연구 강화 및

신기술 제품 선제적 지원, 공공 R&D 강화 (627억원→ 741)

❍ (정보화) 식약처 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부처 식품안전정보를

통합,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신규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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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 식품 정책 및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 관련 13개 법률 운용

- 대통령령 14개, 총리령 18개

* 고시 훈령 예규 :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264개

분 야 법 률 명

식 품

① 식품안전기본법

② 식품위생법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④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⑤ 축산물위생관리법

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식품부와 공동 소관)

의약품 등

⑦ 약사법(복지부와 공동 소관)

⑧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부와 공동 소관)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⑩ 화장품법

⑪ 의료기기법

⑫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공 통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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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식품위생법

(일부)

○식품표시에 관한 주요사항과 원칙을

법률에서 정하여 단계적으로 위임

○‘유전자재조합’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타 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유전자변형’

으로 개정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결과의 보관

의무를 법률로 규정

8월 국회제출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국내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자격 확대 및 재평가 신설

○벌칙의 구성요건 명확화 및 형량하한제

등 도입

8월 국회제출

규제

개선

과제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요청 및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으로 환원가능 하도록

규정 정비

○축산물의 자가검사를 실시 대상에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영업자 추가

8월 국회제출

4
약사법

(일부)

○허가-특허 관련 제네릭 시판방지 및

시판독점권 제도 도입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관련 벌칙 구성요건

명확화 및 통신판매 중개 행위 등 제재

조치 마련

○의약외품 광고·표시기재 제도 개선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9월 국회제출

한미

FTA

후속

입법

포함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대마의 운반 등 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제4조제4항)

○동물용 마약류 수출입업자 등 허가 요건

합리화

8월 국회제출

【참고 2】입법 추진계획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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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 환원 및 체납금

징수 법적 근거 마련

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기준 마련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육 면제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 마련

10월 국회제출

7
화장품법

(일부)

○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그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도록 개정

○행정처분 확정된 영업소의 정보 공표

규정 마련

○과징금을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 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명시

○위해 화장품 수입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회수 불이행자 처벌근거 명확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예외 범위 확대

(기능성화장품 심사 예외)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

대상자 명확화

8월 국회제출

8
의료기기법

(일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자료보존 기간 등

근거 마련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근거 마련

○거짓 과대광고 위반 벌칙 상향 및 형량

하한제 실시

○허가 신고 갱신제 도입

11월 국회제출

9

(가칭)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와 표시 광고

심의 규정 마련

○식품 기능성 표시기준 신설

○식품의 기능성 개발 전문인력양성 근거

신설

○소비자 교육․홍보 신설

12월 국회제출

10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법(제정)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자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비 출연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

3월 국회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