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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8년 개청 이래 15년 동안 안전한 식의약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풍부한 지식(Knowledge), 미래를 보는 시야(Foresight), 최고
를 향한 열정(Desire & Innovation), 소통을 통한 협력(Association)'이란 4가지 핵심가
치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국민 건강 보호, 증진과 식의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벽
한 예방, 신속한 대응, 최적의 지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학적 안전관리로 식의약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식품 등 기준규격의 과학화, 선진화를 통해 안전관리 기준
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정보센터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
하여 체계적인 식의약 안전정보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의약품 등의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3건의 줄기세포치료제 및 신약 35품목을(‘11년도) 허가하였으며, 바이오시밀러 등의
허가를 선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고 허가심사 전문 인력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카드형 혈압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식약청은 한-EU 등과 FTA 체결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안전관리 및 국가간 교역에
대한 안전기준 상호 인정을 위하여 규제조화와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독일,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과 MOU를 체결하여 위해정보 교류 및 수집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이밖에도 식약청은 업계와의 소통, 현장에서의 의견청취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4년(2008~2011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실시 청렴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청렴도 높은
규제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식의약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의 기대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안전과 생활밀
착형 정보 제공 및 소통 활성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식의약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식품
의약품안전백서가 이명박 정부 5년 간 식약청이 수행한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2011년 식약청의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
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2012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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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렇게
일하였습니다.
1. 식의약 선진화 주요성과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2008.6), 식품안전정보원 설립(2009)
• 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 운영 등 식중독 저감화
안전한 식품
생산·공급

※ 식중독환자수(백만명당) : 154명(2008) → 115명(2011)
• 식품제조업체 해썹(HACCP) 확대(2008, 143개 → 2011, 1,837개)
•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도입(27,658개소, 2011)
•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출범(2012.3)
• 사전 품목별 GMP제도 도입 시행,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실시 등 의약품 생산·품질관리 선진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품질관리

※ c-GMP 도입 : 신약(2008.1) → 전문(2008.7) → 일반(2009.7) → 원료·의약외품(2010.1)
• 체계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2012.4)
• 의료기기기술정보원 출범(2012)
• 전문 및 의약품 등 재분류 결과 발표(2012)
• EU,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준 2,524건 신설·강화(2011)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과 동등수준 전면 개정

위해평가 및
기준설정 등

• 중국(2009), 호주·뉴질랜드(2011), 싱가폴(2011), 인도네시아(2012)와 MOU 확대
※ APEC 규제조화센터 한국 내 설치(2009) 및 국제 워크숍 개최(9회)
• ‘CEO 열린마루’ 개최(3회) 등 민관소통·협력 활성화
• 규제개혁 4년 연속(2008~2011) ‘우수기관’ 선정, 청렴도 평가 규제기관 중 1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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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및 정책성과

• 서해 기름유출(2007~)에 따른 수산물의 유통 안전관리
2008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중국산 멜라민 함유 수입식품 안전관리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및 시행
• 석면 탤크 함유 의약품 사건에 대응·해결
2009

•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
• 위해정보 수입관리를 위한 식품안전정보원 설립
• 신종플루 대유행, 예방백신 신속허가 및 품질관리
• 청사 오송이전 및 희망미래 2020 비전선포

2010

• 위해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대법원과 양형기준 마련
• 지자체 시험장비 및 예산지원
• 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

2011

• 선진국 수준의 기준·규격 선진화 작업 완료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지정 운영
• 카드형 혈압계 세계최초 상용화

• 줄기세포 치료제 2호, 3호 탄생
•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출범(3월)
2012

•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4월)
• 의료기기기술정보원 출범(6월)
• 의약품 재분류 결과 발표(전문, 일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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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간의 주요성과(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식품안전
강화(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 확
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 추진
등) 및 신성장 동력으로 보건의료 산
업육성(제약 및 의료기기 등)을 위
한 정책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정부출범 당시부터 식의약 안전만큼은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부처 간 식품안전을 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세워져 상호 간 효율적으로 안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8년 멜라민 혼입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였고, 2009년에는
베이비파우더에 혼입된 탤크 석면 사건에 대한 안전대책을 모색하여 조기에 해결하였다.
이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 조기 확보를 위해 신속
허가 및 품질관리로 국내 자급물량을 조속히 확보하였다.

이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국가 위생과 대외 경쟁력 확
보를 위한 핵심 선결요건으로 각인되었다. 더불어 안전관리 비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에 식의약
안전을 보장하면서 업계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게
되었으며,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안전관리망 강화와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줄이고
안전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개선하였다. 이렇듯 식의약 안전에
대한 호혜적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4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한-EU 등 FTA 체결 확대로 국제적인 안전관리와 국가 간 교역에 대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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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호 인정을 위하여 규제조화와 협력이 확대되었으며, 국경을 초월한 위해요인을 효과
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더불어 첨단 시험장비 개발 및 분석기술이 과거의 안전 기준보다 10억분의 1(ppb)
수준으로 발전되어 기존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신종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영역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영역 확대에 따라 정부 부처간의 업무 영역이 모호해지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사각지대의 업무가 출현하고 있어 이를 메워줄 집중적인 연구와 새로운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및 수요는 증가하고,
BINT 기술발달로 인한 융·복합 제품 출현이 예상되며, 개인 맞춤형 식의약품 개발에 지구
촌의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업체의 신기술
첨단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육성정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에 반영된 식약청의 기후변화 대응 식중독 예방모델 개발,
위해인자 영향분석 등 녹색성장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식의약 안전 인프라 확보 및 위기대응 선진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수립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대책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 건강한 어린이)을 위한 비전 및 전략목표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으로 탄생(2008)하였다.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을 조성
해 주기 위하여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학교 내에서 판매 제한하였다. 또한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 퇴출을 위해
소비자단체회원, 학부모 등을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집중 관리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유통·판매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판매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사용관리 강화를 위하여 섭취량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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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황색 4호 등의 식용 타르색소에 대한 사용 기준·규격을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 비만
유발의 주원인인 트랜스지방, 당 등의 영양성분 섭취량 관리를 위해서 ‘식품영양성분 국가
관리망(NLS)’을 구축하고, 가정용 ‘영양평가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며 패스트푸드점 등
의 외식업체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시범사업 확대와 영양표시 산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
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시행(2009년 3월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정(2008.3) 및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등 고시 제정 시행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08.6)되어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분산된 관련 법령을
통합한 안전정책의 수립과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조정이 가능해짐으로써
안정적인 정책수립 추진 및 위기상황에 효율적인 협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간의 사건·사고 중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중국산 수입제품 멜라민 검출(’08)
및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의약품의 탤크사건(’09)을 계기로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 직원 토론회 등을 개최하
고,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하여 위기대응 조직으로의 변화를 모색하
였다.

[ 멜라민 및 석면 탤크 사건 이후 주요개선 사항 ]
√ 위기대응 전담부서인 위해예방정책국 신설
√ 1일 상황관리시스템 및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 위해식품 신속회수 시스템 구축·운영
√ 위해정보관리 및 신속 위기대응시스템 가동

식품안전 위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위해예방정책국을 신설하고,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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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 D/B 구축, 국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선행조사와
안전관리 기준·규격을 WHO, 미국 등과 비교 검토를 통해 2,524건의 개선 대상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국내 안전관리 기준·규격 반영 및 시험법 마련 등 안전관리 기준을 4년에
걸쳐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검토기준

계

식품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선진국은 기준이 있으나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 기준 신설

1,816

602

164

985

65

선진국 기준보다 낮은 경우는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 강화

222

164

52

6

선진국수준의 시험법 개선

486

482

4

총 계

2,524

698

995

766

65

특히, 예고 없이 닥친 신종플루(’0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이 부족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수입에만 의존하던 백신의 수급방식을 개선하여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도록 백신
주권을 확보하였다. 신속한 허가 지원을 위해 민관실무협의를 담당할 팀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속한 국가검정을 거쳐 국내 예방백신 생산 자급능력을 일정 부분 확충하였다.
그리하여 빠른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철저한 부작용 관리로 예방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불안을 잠재웠다.

[ 전세계적인 신종플루 대유행(2009년) 백신 등 안정적 공급 ]
√ 예방백신 국내생산 백신(면역증강제 미사용) 허가ㆍ공급
√ 치료제(타미플루) 신속허가 및 제조생산
√ WHO 권장수준의 방역용 마스크(의약외품) 허가 제도화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전담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하였다. 그 결과 47개국 265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탐지·분석·공유하며 수입단계 검사 강화 및 사전 유통 차단과 추적관리로
선제적 예방기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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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3) 때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였다. 일본산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오염을 검사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단체)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농식품부(검사검역
본부), 외교통상부 등과 협조체제를 가동하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 그림 1-1-1 】 VIP 식약청 방사능 검사 현장 방문 (2011.4.6)

우선,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일본 정부가
출하 제한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13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일본정부증명서를, 그 외 타 지역은 생산지증
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식약청 홈페이지에 ‘일본 원전 식의약 정보방’ 코너를
개설하는 등 안전검사 현황 및 과정을 국민과 산업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
고 있다.

2) 더 촘촘한 식의약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더하기
식품의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통
단계까지 대상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를 의무화시키고 확대하였다. 중소·
영세업체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조시설에 위생관리개선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하여 중소업체에 적용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이로써 안전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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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위해항목 중심의 무작위 검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위해 수입식품 사전선별 프로세스 개발 및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
확대를 통해 위해 우려 식품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또한 위해 우려 식품은 통관 전에 식품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였고,
부적합 식품 수입자에 대한 의무교육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 교육명령제’를 도입
하여 수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부정식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의적 식품사범 엄단조치(’08.3.25.
복지부 업무보고 대통령) 지시 및 근본적 처벌 강화 방안 지시(’10.4.6. 식약청장 업무보고)에
따라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은 식·의약품 위해사범 척결을
위해 형량 상향조정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실제 처벌 미약으로 국민의
안전관리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처벌·처분기준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여 산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에 양형기준 제정 필요
성을 설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명 업무협의를 통하여 영업자 책임의식을
제고, 상습·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로 식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양형 기준
제정을 강화하였다.

식약청은 그동안 수입 주류의 안전관리,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설정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실시하여 왔다. 즉, 수입되는 주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만을 실시하였고, 국내 주류 안전관리
업무는 국세청에서 전담하였다. 그러나 2010년 6월에 식약청과 국세청이 주류 안전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국내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았다. 따라서 식품안전 전문
기관인 식약청이 모든 주류에 대한 안전업무를 관장함에 따라 주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문적·종합적·선제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주류 이물 검출 등으로 주류
(酒類) 제조 면허자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 포함, 단속·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류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고혈압, 심혈관계, 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에 의한 보험급여(’05년 2조5천5백억 원 → ’10
년 4조9천1백억 원)가 빠르게 증가하고, 나트륨 섭취량 또한 매년 증가(’08년 4,553 → ’10
년 4,878mg)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단체, 업계,
범정부 기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출범식(’12.3)을
가졌다. 이 행사에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출범 선포식을 갖고, 저 나트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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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및 시민참여 행사 등 사회 계층 모두의 협력과 실천을 다짐하였다. 이제는 나트륨
과잉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식품제조, 음식조리(급식·외식·가정식) 및 소비자 섭취 등
모든 단계에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려는 전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

【 표 1-1-1 】 국내 나트륨 섭취량 WHO 권고량의 2.4배~3배
WHO 1일 섭취 최대 권고량

한국인 평균 섭취량

30~50대 남성 섭취량

2,000mg

4,878mg

6,621mg

※ 출처 : ’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따라서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11년 113개소 → ’12년 학교)
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집중 홍보
및 지자체 공동 협력을 활성화하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마련 중에 있다.
지역약물 감시센터 확대를 통하여 부작용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환자 및 전문가 등
대상별 정보방 개설·운영을 통해 맞춤형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부작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적정한 사용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하여 노인(老
人)주의 의약품,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등의 정보를 개발하여 처방·조제 시 활용하도
록 조치하였다. 한편으로는 어린이 감기약에 사용되는 무색소 시럽제 감기약이 공급되도
록 제약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였고, 가정에서 의약품에 의한 어린이 오용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기 사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어린이용 치약의 불소성분 함량의
표기를 의무화하여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였다.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공급되도록 일반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및 공정
밸리데이션 도입 등 ‘선진화된 우수의약품 제조 기반’을 확대하였고, 의약품 관련 업체 및
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국 순회 밸리데이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한약
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약 규격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에 대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우수 한약재 유통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밀검사 대상 품목확대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개정하였다.
의약품 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현장에서 허가사항 이외로 처방·사용
하는 허가 초과 의약품의 평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인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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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원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제품의 안전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성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독자적 안전조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안전
관리원(’12.4)」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미국 FDA에서 의약품 안전성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모델을 응용하여 독자적인 ‘한국형 Medwatch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앞으
로는 의약품 등의 부작용 정보를 자체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의약품
안전성 기반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 의약품안전관리원 공식출범(2012. 4. 17) ]
• 목적 : 국내·외 의약품 정보의 체계적 관리·분석·평가를 통해 위해요인 차단, 국외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정보에 대해 독자적 수집·분석 기대
• 주요업무
√ 의약품 사용시 발생하는 부작용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관리, 중대하고 알려지지 않은
안전정보 발굴
√ 약물-부작용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개발 등

선진화된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허가부터 시판 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통합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기의 수요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관리체계를 개선
시켰다. 의료기기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특성과 규모에 적합한 GMP 모델 개발 및 제조·
품질관리 모델을 적용하였고, 유통 의료기기의 부작용 정보처리 등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확대(6개소→10개소)하고 중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부작용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였다. 의료기기 제품식별코드(UDI) 도입으로 ‘생산에서 사용까지’ 유통정보
통합관리를 위하여 추적관리대상 품목 지정 및 바코드 사용 등 전면 적용을 위한 시범운영
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 빈도 부작용 발생으로 추적관리 대상에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집중검사 품목을
확대하고, 민간 참여의 부작용 보고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매체별 모니터링 요원 운영 및 광고사전심의제를
운영하였고,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 유통기반 마련을 위하여 표시·광고 심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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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등의 네티즌 모니터 운영 및 인터넷 포털 업체와 협력 체계 구축으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3)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합리적 규제
식의약 안전 규제는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 안전과는 무
관한 절차적 규제는 철폐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였다. 이렇듯 합리적인 규제로 업체의 신성장 산업 발전의
활력을 제고시키고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제도 개선 및 의료기기 등의 민간 컨설팅 제도를 정비(자율 등
록제 운영)하였고,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허가를 위하여 품목허가 신청 전 단위별(GMP,
비임상, 임상 등 준비된 자료 우선 심사)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제품화 소요기간을 단축
(평균 1년)하였다. 또한 의료기기 변경절차 개선을 위하여 경미한 변경대상을 확대(8종 →
32종)하였으며,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를 위한 민간위탁기관도 지정하였다. 더불어 기능
성 화장품 심사 항목 정비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유사고시 통폐합(31개 → 16개) 및 비공개 내부규정을 공개(15건)하여 행정
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부패유발요인 등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시정권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계 자율 확대를 위해서는 국무총리실과 협조하여 안전성과 경쟁력이 선순환하는 전면
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식의약 분야의 ‘자율과 공정’을 제고하고, 제로베이스 규제
개혁을 통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47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다.

안전과 무관한 규제 철폐(121건) 및 제로베이스 규제개혁과제 발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
을 통해 규제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09년 기업 건의 규제완화 수용률’이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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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94.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였으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국무총리실 정부 업무
평가 결과 4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동등생물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촉진을 위하여 허가심사와 관련
한 기준을 정비하고, 선진국의 기술동향 및 컨설팅 지원과 허가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료
의 종류와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시장 접근을 지원하는 안전성·유효
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식품·의약품의 안전정책에 대한 업계의 규제 반응과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을 위하여
청장 등 주요 간부의 현장방문을 정례화하고 업계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화하였으며, 다양한 애로사항 수렴을
위해 기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핫라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업체 CEO(열린마루) 등과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하는 적극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인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정착을 위한 새로운 인
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판매자 등록관리 및 표시기재, 위해 의약품 판매 자동차단시
스템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품목허
가(신고) 갱신방법 및 절차(제출자료·신청기한, 준수사항, 갱신수수료) 등 종합적인 대책
을 추진하여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4) 미래 식의약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Unmet needs)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희귀의약품 조기 지정 및 신속허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
서 동물로부터 유래된 세포, 조직 또는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해 필요한 제제인 이
종(異種)이식제제 등 새로운 영역의 바이오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선제적 안
전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당뇨환자식 등) 의 시장 수요조사 등을 통한 고령친화 식품 활성화 기반
마련과 질병의 정확한 조기진단을 위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시약에 대해 중점관리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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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할 예정에 있다.
※ (현행) 363제품 → (확대) 1,691제품 적용

서구화된 식사패턴 및 외식문화 확산으로 어린이 비만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바
른 식품선택 및 외식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며 식습관이 형성되는 어린이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소아·청소년 비만율 : 1998년 5.8% → 2009년 9.1% 증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영양사 등 전문가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
치원의 급식시설에 식품안전정보와 위생관리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저소득층 어린이
는 일반 아동에 비해 영양섭취가 부족(열량 81.5%, 비타민C 75.3%, 칼슘 85.6%)한 실정
인데, 위생·영양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 및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를 15개 시·도의 22개 지자체에 설치 운영하였다.

• 20∼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대상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 연도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계획
(2011) 12개소 → (2012) 22개소 → (2013) 36개소 → (2014) 52개소 → (2015) 70개소

이명박 대통령은 ’08년 광복절에 향후 60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하였다. 기후 변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또한 최우선의 Agenda로 급부상하였다. OECD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선제적 대응
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은 이미 아열대 기후로
구분되고 있으며, 기온의 1°C 상승에 따라 세균성이질이 5~9% 증가하며, 식중독 발생건수
는 약 5.27%, 환자 수는 약 6.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안전분야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세균·바이러스 등 신종 질병매개체의 증가 및
수산물 등의 위해 증가가 예측되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변
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첨단독성평가기술 개발 및 방사능오염 예측 연구 등 미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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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개발사업(R&D)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인 약물유전정보 발굴 및 진단
키트개발을 통한 국내 맞춤형의약품 산업기반 마련과 조류독감, A형 간염 백신 등 수입
백신의 국내 개발지원을 위한 백신 제조용 세포주(cell line)를 분양 확대(3종)하였다. 또한
의약품 시험법에 사용하는 메탄올 등의 의약품 유기용매를 친환경 용매로 대체하는 등
차세대 녹색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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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식약청 뉴스(2008~2012)

이 대통령, 식약청 전격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식약청을 전격 방문, 윤여표
청장으로부터 멜라민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되지 않는 게 중
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린이용을 먼저 검사했으
면 좋겠다”고 지시하였다.(2008. 9. 26)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현판식
윤여표 청장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현판식에
참석하여 조사단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2009.
2. 9 KT은평지사)

식약청 주관,
‘ 최초 범정부적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윤여표 청장이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2009 식
품사고 위기대응 모의훈련’에 참석하여, 식품분
야의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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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009. 6. 30)

열린마루 선포식 및 6개 분야 간담회 개최
식약청은 문제해결, 실사구시형 간담회를 표
방하는 ‘열린마루’ 선포식 및 6개 분야 간담회 개
최하였다.(2010. 11. 16)

희망미래 2020 비전 및 CI 선포식
노연홍 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 ‘희망미래
2020 비전 및 CI 선포식’에서 세계 5대 보건안
전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며 깃발을 흔들고
있다.(2010. 11. 3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노연홍 청장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소비
자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단체장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식약청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
고 있다.(2011. 3. 25)

서울청 서울종합민원센터 준공식
노연홍 청장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서울종합민원센터 준공식’에 참여하여 관
계자들과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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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노연홍 청장이 청원군 강외면에 위치한 쌍청
리마을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1. 10. 28)

나트륨줄이기 운동본부 출범식
이희성 청장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나
트륨줄이기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하여 출범
식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
다.(2012. 3. 21)

여수엑스포 식품안전 현장방문
이희성 청장이 여수엑스포박람회에 방문하여
식품안전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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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 10대 뉴스(2008~2012)

1. 학교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운영(’08. 3)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서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과 다른 학교로의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하여 학교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
한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전국의 학교와 급식
관련 업체 현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특정 학교의 식중독 사고가 여러 지역의 다수 학교
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전자민원 사이트에 구축되어 전국의 학교에 ID 등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수시로 거래하는 식재료 공급업체나 위탁 급식업체 현황 업데이트를 용
이하게 하고, 인근 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 현황과 관련 식재료 공급업체 등의 인·허가,
행정처분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 ‘고객 섬김 공간’으로 거듭나다(’08. 11)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객 섬김 공간’을 마련하여 민원인
을 고객으로 섬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눈높이
에 맞는 고객 감동 행정’실현을 위해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고
객 PC ZONE’을 설치하는 등 민원실을 철저하게 민원인 이용 편의 위주로 리모델링하고
2008년 11월 11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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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원실 리모델링은 윤여표 청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만
이 아니라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규제’라는 뜻에 따라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 결과로써 앞으로도 섬김과 봉사로 민원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민원인의 불편
사항이나 불만족 사항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탄력받는다(’09. 7)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개발의 국내 활성화
를 위해 허가·심사 규정이 마련되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되고 있다. 식약청
은 2009년 5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17개 신성장동력 가운데 첨단융합 분야의 핵심인 ‘바
이오제약’ 산업 지원을 위해 유럽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바이오시밀러 허가 제도를 도입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산업 분야는 우수
인력과 핵심기술 및 제품개발 경험 등 세계시장 진출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평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7월 15일 「동등 생
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를 위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를 통해 바이오시
밀러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허가 받기위한 자료제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식약청
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세계시장 선점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4. 식약청, 오송시대 개막(’10. 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 5대 보건안전 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비전을 제
시하였다. 식약청은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역대 전임 식약
청장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오송시대의 결의를 다지는 ‘식약청 미래비전 및
CI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식약청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2020년까지 세계 5대 보건안전강
국을 목표로 ‘식의약 안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건강확보’의 비전과 함께 3대 목표
를 제시하였다. 또한, 빛을 모티브로 해 국민의 삶을 비추는 안전의 빛을 형상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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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석구석까지 안전 영역을 확대하고 밝고 건강한 미래를 열겠다는 식약청의 의지를
닮은 새로운 CI도 선보였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10여 년의 불광동 시대를 마감하고 힘차
게 오송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급변한 환경 속에서 많은 도전이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심리적 한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비전달성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성실히 이
행하자”고 다짐하였다.

5. 나트륨 저감화 운동 시발(’11. 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 국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과 상호협조를 통해 우리
나라 외식음식의 나트륨 저감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외식문화 개선 및 나
트륨섭취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나트륨 저감화 시범특구 사업을 전개하여 시
범특구 음식점에서 소비자들이 저나트륨 메뉴를 선택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저나트륨 메
뉴로 개선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증가에 따른 고혈압 등 유병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와 같은 사업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저나트륨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6. 식약청,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품목허가(’11. 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인 ‘하티셀그램-AMI’(에프씨비파미셀
(주))를 품목허가 할 예정으로 그간 피부, 연골 등에 대한 세포치료제는 우리나라를 포함
한 여러 나라에서 허가된 바 있으나, 분화되지 않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품목을 허가한 것은 세계에서 최초이다.
‘하티셀그램-AMI'는 심근경색환자의 골수를 채취한 후 중간엽줄기세포를 약 4주간 분
리·배양한 후 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혈관을 통해 손상된 심장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제품이다.
특히, 이번 품목의 허가심사 과정을 통해 심사경험 축적 및 검토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품목이 진입되는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이
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수종 사업분야인 세계 줄기세포 분야에서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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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규제를 선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7.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드형 혈압계 허가(’11. 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개발한 융복합 의료기기인 ‘카드형 혈압계’를 허가하였다.
이는 커프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기존 가정용 혈압계와는 달리 IT기술(스마트 폰)과
BT(혈관탄성도와 맥파전달속도) 기술이 결합된 휴대형 협압계이다.
식약청은 카드형 혈압계를 이용한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자동전자혈압계로 측정
된 기준값으로 하여 혈압을 추정하는 제품의 특성상 반드시 보정 절차를 거친 후 보정한
시간과 측정시간이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며, 앞으로도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
화 지원,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BT, IT, N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의료기
기에 대한 제품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8. 식약청, 첫 번째 임시마약류 지정(’11. 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
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 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였다.
‘MDPV’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9월 8일 시행)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 성분으로서
‘MDPV’ 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
위가 전면 금지된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1. 6. 7.개정, ’11. 9. 8.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약품 제외)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
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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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약청장 여수세계박람회 현장방문(’12. 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식품 공급업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식약청은 ‘2012 여수세
계박람회’ 개최 기간 중 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식품안전 특별 대책팀(상황관
리반, 안전점검반, 신속검사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박람회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식중독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3대를 현장에 배치하여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해 식중독 확산을
차단한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현장 방문 시 “박람회 식품 공급업체 대표 및 현장 식품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음식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
고 식중독 예방관리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0. FTA 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마련(’12. 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수입식품 증가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이 ’12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회의에 상정·의결되
었다. 이번 방안은 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문제 수
입업체 및 제품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FTA 시대에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로 개편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
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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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성과
제1절 과학적 안전관리로 식의약 사고발생 최소화
제2절 신속하고 전문적인 허가심사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제3절 미래 비전 수립 및 국내외 소통·협력 활성화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식의약·보건 관련 주요 국정과제로 보건의료·제약·한방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식탁의 안전 보장, 비만퇴치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민이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간 여러 가지 사
건사고로 인해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보장이 필수적 과제였다.

【 표 2-1 】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 중 식약청 관련 주요사항
3대 비전

10대 희망

43개 과제

92개 약속

잘사는 국민

살아나는 경제

대한민국호에 새 엔진을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

당신의 평생 건강지킴이

안전한 사회

안전한 먹을거리 행복한 식사

따뜻한 사회

비만퇴치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맑은 공기로 아토피 없애기
식탁의 안전보장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위해 1998년 설립되어 개청 14년을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중국산 수입김치 사건(’05), 서해기름 유출사고에 따른 수산물안전관리(’07), 중국산
멜라민 사건(’08), 석면 탤크 사건(’09), 일본 원전사고에 의한 수입식품 검사 강화(’11) 등
각종 먹을거리 관련 사건사고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그간 거듭되는 사건사고로 인해 조직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식약청은 과거를
교훈 삼아 위기대응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식의약 사고 사전예방 및
위기대응을 위한 법령·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고,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식·의약 안전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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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에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선진국의 인적·물적 시스템에 비교하면 상대
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최근에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문제가 더 이상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가 아닌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이슈가 되었다. FTA 체결 확대로 수입제품의 증가로 새로
운 위해물질에 의한 새로운 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BINT
기술발달로 인한 융·복합 제품 출현과 개인 맞춤형 식의약품 등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있어 선제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첨단 시험장비 개발 및 분석기술에 의한 새로
운 안전기준의 제정의 필요성과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에 의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출현하고 있어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안전 사각지대를 책
임지고 관리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건수(1995년 대비)

중량(1995년 대비)

금액(1995년 대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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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수입식품 검사 건수, 중량, 금액 증가 추이

앞으로 미래는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플루, 식중독균 증가와 같은 새로운 안전수요 증가
로 전염병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확보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원전 사고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복
합재난으로 국민의 불안감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충분한 연구와 경쟁력 있는 업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연
구개발을 통해 미래를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은 국민건강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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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과 같이 SNS가 국민 생활에서 상시적인 소통과 정보공유의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는 시대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식의약 안전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과학으로 소통하는 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아래 철저한 사전예방과 국민의 안심
을 더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과의 정
책 소통과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지고 있다.

【 표 2-2 】 분야별 주요 성과
1. 과학적 안전관리로 식의약 사고발생 최소화
• EU,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준 2,524건 신설·강화(2011)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과 동등수준 전면 개정
안전관리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2008.6), 식품안전정보원 설립(2009)
• 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 운영 등 식중독 저감화
※ 식중독환자수(백만명당) : 154명(2008) → 115명(2011)

식품생산·유통
수입식품

• 식품제조업체 해썹(HACCP) 확대(2008, 143개 → 2011, 1,837개)
•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도입(27,658개소, 2011)
•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강화(2011.3~현재)

2. 신속허가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 사전 품목별 GMP제도 도입 시행,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실시 등 의약품 생산·
품질관리 선진화
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

※ c -GMP 도입 : 신약(2008.1) → 전문(2008.7) → 일반(2009.7) → 원료·의약외품
(2010.1)
• 체계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2012.4)

신성장동력 제품화
의료기기

• 세계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허가(하티셀그램, 2011.7), 바이오시밀러 등 허가관리지침
선제적 도입(2009)
• 카드형 혈압계 세계최초 상용화(2011) 등 u-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허가

3. 미래비전 수립 및 국내외 소통·협력 활성화
희망미래 2020 수립
투명행정 구현

글로벌 규제조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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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미래 2020 비전(2010.11) 및 식의약 선진화 3개년 계획 수립(2011.3)
• ‘CEO 열린마루’ 개최(3회) 등 민관소통·협력 활성화
• 규제개혁 4년 연속(2008~2011) ‘우수기관’ 선정, 청렴도 평가 규제기관 중 1위(2011)
• 중국(2009), 호주·뉴질랜드(2011), 싱가폴(2011), 인도네시아(2012)와 MOU 확대
• APEC 규제조화센터 한국 내 설치(2009) 및 국제 워크숍 개최(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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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불안감 감소 : 69%(2008) → 37.3%(2010)
√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감소 : 154명(2008) → 115명(2011)
√ 위해식품 회수율 : 26.5%(2008) → 33.6%(2011)
√ 유통식품 부적합률 : 0.97%(2008) → 0.73%(2011)
√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율 : 48.7%(2010) → 94.7%(2011)

1.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국민의 관심이 식품섭취의 양보다 질로 전환되는 시기인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인 요인에 따른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해 왔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소비자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때로는 이웃 국가와의 통상마찰까지
빚어지는 식품사고가 거의 매해 1건씩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6년에는 수
입과 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으며 출범 첫해인 2008
년에는 중국산 유제품과 가공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식약청,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늑장대응 논란 속에서 해당 제품들이 판매금
지, 회수되었다.
이러한 식품안전 사고는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에 관심이 많고 IT기술에 친숙한 한국 사
회의 특성상 사회적인 갈등과 유무형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남겼다.
특히 정부 초기에 발생한 농식품부의 광우병 대처 논란은 새로운 ‘촛불시위’ 문화까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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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이르렀다.

【 표 2-1-1 】 주요 식품안전사고의 파급효과
식품안전 이슈

해당 업체

◦◦식품 우지파동
(1989)

• 약 3000억원 대의 손해
- 직원 1,000명 사직
- 공장 3개월간 영업 중단
- 100억원 상당의 제품 수거
• 라면시장 점유율하락 : 60%대→10%대

식품산업 전체

• 라면 섭취빈도: 50.8% → 25%

포르말린 번데기사건
(2001)

• 번데기·골뱅이 통조림 섭취빈도 : 30.8% →
15.7%

죽염 다이옥신 검출
(2002)

• 죽염, 구운소금 시장 매출 50%이상 급감

불량 만두소 사건
(2004)

• ○○○ 사장 투신자살
• ○○○ 부도
• ○○ 손실액 : 30~40억원

(주)◦◦ 생쥐깡
(2008)

• 직접적 손실 200~250억원
• ○○ 과자 매출 30~40% 감소
• 라면시장 점유율 70% 이하

광우병(2008)

• 냉동만두 하루 매출 최대 90%까지 하락
• 일본정부 한국산 만두 수입 잠정 금지

• 한우 매출 2007년 대비 14% 감소(이마트 기준)

멜라민(2008)

•○
 ○식품 미국 나비스코푸드 ‘오레오’ 브
랜드 제품 수입 중단, 자체 생산 실시
•○
 ○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
넛 등으로 10~20억원의 매출 손실

낙지머리 카드뮴
(2010)

• 낙지잡이 어민 피해 발생
- 추석 명절 낙지 매출 2009년의 10%
수준으로 하락
• 고깃집 매출 20~30% 급갑

구제역
(2010~2011)

• 멜라민 사건(9.15~21) 직후 ○○마트의 비스킷
매출 31% 하락, 캔디(초콜릿 포함) 매출 13%
하락
•○
 ○마트 10월 과자매출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

• 축산물 수출피해 100억이상 (전년대비 86%
수출물량 감소)
• 육류값 상승
- 도 매가기준 한우 20% 이상, 돼지고기
약 30% 상승

수년간 발생한 여러 건의 식품안전사고에서 우리 정부가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 기준·규격에 대한 과학적인 재평
가와 국제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의 식품 기준·규격과 차
이가 있을 경우 국민과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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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먹을거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신속대
응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관련 정
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되면 국내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신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차단, 신속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셋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그간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는 과학적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있어 서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오해의 문제는 국민의
낮은 신뢰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과학적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있어 효과적인 커뮤
니케이션 전략이 부족한 원인도 있었다.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식중독 문제나
어린이 식생활, 영양관리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
다.

이렇듯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식품안전 행정체계 개편 논란은 일단락되었고,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총리실을 중심으로 하여 범부처 차원의 사전예방·신속대응체계가 강화
되었다. 또한 식품안전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식품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위해식품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부처 간에 협력하여 긴급대응하고, 식품의 위해
원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기준을 설정할 때 위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안전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발 ‘멜라민 공포’를 교훈삼아 안전한 수입
식품 등을 위한 당정 합동 ‘식품안전대책(2008.9)’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위해식품을
만들고 유통시킨 제조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고 위해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사업자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등 식품안전 관련
입법이 대폭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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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대책에는 위해식품 경보제, OEM 수입식품 및 긴급회수 품목에 대한 TV 자막,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식품표시제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기준 마련,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신속한 회수체계(리콜)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 중국산 수입식품 멜라민 사건(2008) ]
√ 중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유제품(우유, 분유 등)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축산 농가가 낙후하여 물량이
부족
√ 원유의 품질을 질소 함량으로 검사하므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질소 함유된 멜라민을 인위적으로 첨가
※ 멜라민은 무색무취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육안으로 식별불가

[ 석면탤크 사건(2009) ]
√ 탤크(Talc) 중 석면기준 부재로 석면함유 탤크가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제조에 사용·유통됨으로써
사회적 파장 발생
√ 의약품(120개사 1,122개 품목), 의약외품(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품목), 화장품(1개사 5개 품목) 판매
금지, 회수 등 조치

2. 식약청의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식약청이 멜라민 및 석면탤크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안전관리대책 중 하나는 식품 등 기
준규격의 과학화, 선진화였다. 식약청은 2009년도부터 모든 식품 등의 기준규격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하였고, 이를 통해 CODEX, 미국,
EU 등의 안전기준과 비교하여 개선해야 할 기준·규격을 2,524건 발굴하였다. 여기서 중
점적으로 개선해야 했던 대상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선진국과 국내 기준이 다르거나, 시험
법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선진국 기준은 있으나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등이 있었다. 식
약청은 ’10년까지 동 개선과제를 모두 개선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연구사업과 해외정보 모
니터링 등을 통하여 기준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금속, 잔류농약 등 식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전관리기준
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11년도에는 중금속 기준은 CODEX의 90%, 곰팡이독소 기
준은 CODEX의 350%, EU 81%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한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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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하였다.

중금속 등 오염 물질

동물용의약품

식중독 등 미생물

총계

잔류농약

(단위:건(누계))

1600
1,453

1400

1,333

1200
1000

980

600

702
448

423

400
200
0

808

853

800

91

216 204

146 193

112

2008

2009

168

248 215

175

2010

248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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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1 】 유해물질 안전기준 확대

【 표 2-1-2 】 안전기준 선진화 세부현황
검토기준

1. 선진국은 기준이 있으나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 기준 신설

2. 선진국 기준보다 낮은 경우는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 강화

3. 선진국수준의 시험법 개선
총 계

완료
건수

1,816

222

486
2,524

조치현황
연도

총 건수

식품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2009

1,721

581

164

911

65

2010

5

5

-

-

-

2011

90

16

-

74

-

2009

222

164

52

6

-

2010

0

-

-

-

-

2011

0

-

-

-

-

2009

4

-

-

4

-

2010

477

-

477

-

-

2011

5

-

5

-

-

2,524

766

698

995

65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안전기준·규격을 대폭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킨 조
치와 아울러, 식약청은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추진하
였다. 2009년에는 위해예방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위해예방정책국이 신설되었으
며, 해외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전담조직과 식품안전정보원을 설립하였다. 해외에도 민간
인을 활용한 위해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해당 사업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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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조치토록 하였다. 식의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조치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정기적으로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도 등 자치단체들
과 연계한 화상회의시스템 및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
켰다.

국내에서 유통중인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자동으로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는 ’11년 현재 전국 27,658개 업체로 확대 도입되
었다. 이는 식약청 차원에서 위해정보 전파와 신속 회수를 위해 도입한 e-식품안전관리시
스템과 함께 국민과 소비자의 안심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 개요
•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민간의 유통물류시스템과
연계한 민·관(식약청, 환경부, 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업체) 협력 차단 시스템
※ 검사결과 → 식약청 → 대한상공회의소 → 유통업체본사 → 매장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흐름도
< 식약청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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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에서 상공회의소 통보에 따른 시스템 흐름도 >

식약청은 현장중심의 IT기반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 현장보고용 태블릿 PC
등 2,000대를 자자체 등에 보급하여 수입식품검사 및 현장 지도점검 현장보고 등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현장대응능력 강화하였다. 또한 식품사고 발생시 문제 식품의 신속한 회
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위해식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 e-식품안전관리시스템 ]
√ 개요
• 현장 감시활동 내용*을 실시간 파악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전국 식품감시원에 보급**(2011.8)
* 현장 사진·영상·확인서 사본 전송, 법령 조회, 출장자 현황, 수거목록 조회·입력, 검사의뢰 현황
** 전국 식품감시원에 태블릿 PC 보급
• 지도·점검 및 수입식품 수거검사 과정에서 실시간 보고 및 전파로 중복검사 방지 등 위해발생 신속대처
• 중복·수거 방지용 애플리케이션 및 QR 코드를 이용하여 수거·검사·회수시스템과 연계하고 동시 다발적
SMS 문자전송 기능 탑재

< e-식품안전관리시스템 >
조사자

1일 상황관리

학교식중독
조기경보

위해식품 자동
차단 시스템

전국소비자
신고 현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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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식약청은 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젊은 학부모
들의 공통 관심사인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와 식약청은 2009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지정되었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미판매 우수판매업소가 ’11년까지
1,559개로 지정·확대되었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
식품 생산 유도를 위한 품질인증기준을 설정하는 등(20개사 59개 품목) 어린이 기호식품
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어린이집 등 급식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718만
(한 끼)

아이부터 노인까지 단체 급식 이용 현황
(단위: 명)

계 : 1390만명
2010년 기준
자료:보건사회연구원

343만
(한끼)
182만명
(한 끼+간식)
69만
(세 끼)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
고교

군대

29만
(세 끼)

직장

병원

8만
(세 끼)

42만
(1~3끼)

교도소 등 노인.아동 등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 그림 2-1-2 】 단체급식 이용 현황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 조기경보체계를 기업체 및 위탁급식업체에도 확대하고, 식중독균
추적관리 강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발생이 ’08년 154명에서 ’11
년 115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대규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었던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
소 등의 지하수 사용 학교급식소, 수련원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강화와 함께 염소 살균·
소독시설(30억원, 860개소)을 정부가 무상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균
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아울러 과학적인 원인균 파악을 위해 식약청은 식중독균의 분자역학적 특성 파악을 통한
유전자형 DB 구축 및 생산·유통 단계별 계통조사를 시행하였고, 식중독균 유전자 DB를
활용한 오염경로 역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연차적으로 식중독균 DB를 구축하고 독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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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BL3)을 설치
하고, 분석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확대 시행하였고 개학을 대비한 전국
학교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및 지하수 사용 청소년 수련시설 집단급식소 대상 노로바이러
스 검사(2,289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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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3 】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통한 식중독 발생 감소

또한 이동식 현장 검사차량을 운영하고 실시간 검사법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원인균
판별과 차단이 가능토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장비·기술 지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장비 86억)과 시험분석 등 기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신속검사 장비

【 그림 2-1-4 】 식중독 신속검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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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부적합 사례 등 관리를 위한 검사 지침을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중
앙-지방간 협력적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범정부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식중독 종합예방관리대책을
정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하여 학교 급식소 및 취약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수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 등의 안전급식 지원 등 사계절 식중독
발생에 대응한 상시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FTA 시대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제였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 집중검
사 및 부패·변질우려가 높거나 부적합률이 높은 수입식품을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수입검
사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해정보에 따른 수입자 ‘검사명령제’를 2012년에 새
로 도입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해외제조사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 공장 사전 등
록, 검사명령제 적극적 활용 및 악덕 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
여 위반행위 수입자명단 상시 공개를 추진하였다. 또한 ‘365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외 정보를 종합·분석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 발생 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1년 발생한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는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
안감을 다시한번 일깨운 사례였다. 일본산 식품 수입건수는 ’10년 46,350건으로 중국 다
음으로 2위를 차지(전체의 15.8%)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
여 매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후쿠시마 등 6개현에서 생산되는 엽채류 등 12
개 품목에 대해 수입 잠정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추가로 오염 지역별로 일본 정부증명
서(13개 도·현) 및 생산지증명서(34개 도·현)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방사성 요
오드나 세슘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Sr)과 플루토늄(Pu) 등 기타 핵종에 대
한 비오염 여부도 입증을 요구하여 사실상 기준규격과 관련없이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
도 검출되는 식품은 수입을 간접적으로 차단하였다.
영·유아 등 민감계층을 고려하여 우유와 유제품, 영·유아 식품에 대해 요오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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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Bq/Kg)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식약청의 안전관리 현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
접 점검하고 노고를 치하하기도 하였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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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그림 2-1-5 】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관리 현장 방문 (대통령)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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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전문적인 허가심사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1. 국민건강 증진과 시장선점을 위한 첨단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08년은 세계적인 자원·환경 위기와 함께 기존의 성장관점을 벗어나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 산업 등 이른바 신(新)성장동력 분야가 각광을
받게 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 중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 신성장동력(3대 분야 17개 산업) ]
√ ’09.01.13 대통령 보고 「녹색성장 비전 및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과제에 식약청과
관련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2개 과제 선정

정부에 의해 선정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중에서 산업전문가들이 전망한 핵
심산업 중 하나는 다름아닌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산업이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고령사회 도래와 함께 건강, 삶의 질에 대
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첨단바이오·융복합 테크놀러지에 의한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은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및 IT·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첨단의료
기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미 FDA는 2010년에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허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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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1년에 「첨단의료기기 신속심사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일본은
이미 2007년부터 자국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의
료기기 창출을 위한 5개년 전략」을 추진 중에 있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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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그림 2-2-1 】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에 대한 정부의 기대

국내시장 역시 첨단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단계에 대규모 정부 R&D가 투자되고
삼성전자, LG 등 대기업이 참여하며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 중에 있었다. 그러나 R&D
를 통해 발굴된 후보물질 등이 비임상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 실제 제품화되기까지는 10
년에서 15년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상(비임상)과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제
품화와 시장선점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식약청은 제품 출시의 최종관문인 임상(비임상) 및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로 첨
단제품에 대한 허가가 지연될 경우 시장선점이 어려우므로, R&D 초기부터 제품의 전주기
에 걸친 사전검토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허가심사가 필요하였다.

① 기초/탐색 연구

② 비임상 연구

③ 임상시험(1상, 2상, 3상)

⑤ 허가심사

후보약물 탐색

동물실험
(안전성 확인)

건강인(1상), 환자(2,3상)
- 안전성, 유효성 확증 -

타당성 검토, 검정 등
- 신뢰성 확인 -

④ 제조공정, 품질기준 설정
3~6년

6~7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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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여부는 ‘허가심사 기간’의 단축도 중요하나, 연구개발, 임상시
험, 제조공정 확립 등 ‘전 과정’에 걸쳐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 관건이 된다.
식약청은 2009년부터 바이오시밀러 등 첨단제품 허가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사
전검토제를 시범운영하여 왔다. 특히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이었던 메디
포스트(총 31회), FCB파미셀(총 35회) 등에 대한 제품화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 허가신청
이전 준비된 자료부터 단위별(분할) 심사 등을 통해 임상시험 및 허가심사 기간을 실질적
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출시예정인 첨단바이오신약에 대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신속
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기초/탐색연구

비임상 연구

임상시험
1상

현
재

3~6년

2상

허가심사
3상

접수 후 일괄심사

6~7년

1년

총 10년~14년 소요
개
편
후

가이드라인 제시
2~5년

사전상담 및 단위별(분할)심사
5~6년

집중 허가심사
6~10월

총 8~12년 소요

2년 이상
단축

【 그림 2-2-2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심사절차 단축

또한 허가심사의 전문성 및 국제조화 등 질적 측면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시장 진
출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심사도 중요하다. 일례
로 중국은 세계 최초로 2004년 유전자치료제 “젠다이신”을 개발하였으나 세계시장 진출
에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식약청은 국제수준의 줄기세포치료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신약 특별자
문단」, 첨단의료기기의 경우 「전문패널 민·관 공동심사제」 운영 등 관련분야에 대한 국
내·외 전문가를 확보하여 상시자문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인정
하는 인허가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국제 표준화된 의약품 허가관리시스템 도입하는 등 제
도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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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융복합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하여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유망제품 및 첨단제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였고,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심사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했다. 또한, 고도의 기술집약적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민·관 공동심사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기 임상전문가 협력프로그램 마련을 통
해 맞춤형 제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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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3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념도

첨단제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식약청은 2011년 7월 세계최초 줄기세포치료제(하
티셀그램)를 허가하였다. 또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카드형 혈압계와 같은 원
격의료 기반 기기를 허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그림 2-2-4 】 세계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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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전세계적인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예방백신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수입에 의존하던 수
급 방식 개선 및 국내 자급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백신주권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민·관 합동 노력을 통해 백신 조기개발을 완료(’09.10)하고 예방접종(약 1.4천만
명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신종플루 사태를 조기에 진화, 국민건강을 지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식약청은 백신의 조기개발을 위해 전담 T/F를 통해 허가기간 단축 및 국
가검정, 부작용관리와 민관협력 제품개발 실무팀을 운영하는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였다.

신종플루 백신허가

이명박 대통령, 녹십자 화순공장 방문격려

이밖에도 타미플루 긴급 수입 및 투약 과정에서 ‘바이오주권’ 문제가 대두되었다. 바이오
주권의 핵심요소인 주요 백신의 자급화 필요성에 따라 ’11년부터 백신 세포주를 확립해 왔
고, ’13년부터 백신 균주를 확보 및 분양하여 ’15년에는 20여종의 균주를 확립하고자 단계
적으로 제약업계와 긴밀한 지원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백신의 품질관리 능력을 WHO로부터 인정받아 교육훈련센터 지정, 위탁시험
기관, 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규제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 ’11년∼’12년 세포주 확립(5종), 향후 폴리오, MMR, A형 간염, HPV 등 균주 20여종 확립(’15년)

72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제2장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성과

【 표 2-2-1 】 주요 백신 자급 현황
구분

필수예방접종백신

기타예방접종백신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계

12

11

4

국내생산

6

3

1

미생산

6

8

3

※ 국내 자체 생산 가능 백신수 : EU 및 미국(30), 일본(13), 우리나라(10)

이밖에도 식약청은 WHO의 저개발국가
필수의약품 공급 사업에 참여, 백신 퀸박셈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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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vaxem)주를 WHO에 독점공급하고 있
으며, 퀸박셈주는 ’08년 박카스(디)액(1,290
억)를 제치고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1위
를 차지한 이래 ’11년까지 단일품목 총생산액
【 그림 2-2-5 】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1위

1위를 계속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첨단제품과 백신, 그밖의 의약품과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의 퀸박셈 (Quinvaxem)주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제품의 허가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었던 것은 바로 민간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었다. 이명
박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였던 일자리 창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했던 식약청의 민간 전문
인력 활용 사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 표 2-2-2 】 세계 각국의 허가심사 인력 및 1인당 허가건수 현황 (바이오, 의료기기)
미국(FDA)

일본(PMDA)

한국(KFDA)

인력(A)

허가건수
(B)

1인당
건수
(B/A)

바이오
(신약수준)

633명

23건

0.04

120명

21건

0.18

50명

22건

0.44

의료기기

425명

5,011건

12

62명

2,035건

33

31명

1,930건

62.3

구분

인력(A)

허가건수
(B)

1인당
건수
(B/A)

인력(A)

허가건수
(B)

1인당
건수
(B/A)

식약청은 부족한 허가심사 인력을 메우고 민간 부문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의약
품, 의료기기를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가 납부하는 허가심사 수수료를 활용하였다. 1992년
최초 책정 이후 한번도 상향 조정되지 않아 신약 6만원, 제네릭 4만원, 의약품 신고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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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를 수입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대폭 현실화시켰다. 또한 이렇게 납부된 수수료를 국고로 납입하지 않고 허가심
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임상전문의사 등 민간의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108명). 이에 따라 의약품 허
가·심사가 제도도입 이전보다 평균 17% 이상 빨라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식약청은 중·
장기적으로는 미 FDA, 유럽 EMA 등이 시행하고 있는 「User-Fee 제도」를 도입하여 허
가심사 수수료를 시판후 안전관리 등에도 폭넓게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 수입대체경비를 활용한 민간 허가심사전문인력 채용 ]
√ (목적) 제약업체(민원인)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허가심사 서비스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인적·물적 재원으로 활용
- 업체는 허가심사에 투입되는 실제 비용만큼 수수료를 지불
- 식약청은 수수료를 수입대체경비1)로 활용하여 허가심사 서비스의 신속성·다양성·전문성을 제고하는
사업에 재투자
√ 인허가심사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운용 예산
(억원)
구분

2008예산

2009예산

2010예산

2011예산

2012예산

인허가심사지원 등

4.9

35.12

33.87

32.15

40.31

√ 신약허가 기간 : 제도도입(2008.11) 후 평균 27일(약 1개월), 약 17% 감소
구분

제도도입 이전(2007.1~2008.8)

제도도입 이후(2009.1~2009.12)

처리건수

처리기간

처리건수

처리기간

수입

20건

163일

19건

135일

제조

10건

150일

5건

122일

계

30건

평균 159일(5.9개월)

24건

평균 132일(4.9개월)

1) 수
 입대체경비 : 국가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징수되는 수입이 예산상 정한 수입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공공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대하여 예산상의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면허료,
수수료, 입장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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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향후에도 첨단바이오제품과 융복합 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 제품의 빠른 출시
지원을 위해 개발 초기부터 허가신청 전 품질·임상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사자 전문
훈련 프로그램, 세계적 석학으로 구성된 ‘첨단바이오신약 특별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신속
하고 전문적인 허가심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의약품 안전·품질관리 기반 구축
【 표 2-2-3 】 의약품 안전·품질관리 관련 ’08년 이전과의 비교
분야

2003~2007

허가·심사 수준(선진국대비)

:

GMP 수준(선진국대비)

:

60%

부작용 보고건수(건)

:

1,841(2005)

60% 이하

2008~2012
→

85%(2010) (규제선진화, 수입대체경비활용 등)
90%(2011) (cGMP 도입·정착)
53,854(2010)

의약품의 안전·품질관리 제도는 1998년 식약청의 설립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왔
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소비자
와 환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정보사이트 개설, 의약품 사
후관리제도,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정 등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들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의약품의 안전·품질관리는 선진
국 수준에 근접한 제도를 갖추게 된다.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
존에 대단위 제형별로 운영되던 GMP(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를 미국의 c-GMP 기준에
따라 품목별 사전 GMP로 의무화하였다. ’08년 신약허가부터 적용된 품목별 사전 GMP
제도는 ’10년 원료의약품까지 확대 적용2)됨으로써 ’10년 기준으로 모든 의약품에 전면 적
용되었다. 대한약전 등에 수재되어 있는 의약품 기준규격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여 ’08~’12년간 대한약전·대한약전외기준 중 총 3,199품목의 기준이 EU 등 선진국 수
준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2008년부터 의약품의 허가를 위해 식약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글로벌 스
2) c-GMP 도입 : 신약(‘08.1) → 전문(‘08.7) → 일반(‘09.7) → 원료·의약외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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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더드에 적합하게 바꾸기 위해 신약허가 제출자료를 국제기준서식(CTD, 국제공통기술
문서)과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영문임상시험계획서 제출을 인정하고 임상(1상) 승인기간
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등 허가체계를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
였다. 이는 국내 생산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 보장은 물론 미 FDA 등에 허가를 받기 용이
해지는 등 국산의약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
었다.
신약 뿐 아니라 제네릭의약품 역시 ’06년 생동성시험 파동을 계기로 동등성관리 등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품질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 수준을 선진화하고 허가심사 등 지원체계를 갖춰나감에 따라 국내
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제도는 국내 신약 및 우수제네릭의약품 개발의 기반 인프라로 작
용하였다. 제약업계에서도 최근의 유통투명화 추세, R&D 투자세액공제 정책 등의 영향으
로 제약사들의 R&D 투자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던 바, 선진적 안전·품질관리 제도의 효과
와 함께 국내개발 신약 허가·출시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현재는 1999년 SK에서 개발한 위암치료제 「선플라주」를 1호로 2012년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정 50mg」까지 총 19품목의 국내개발 신약이 허가되었으며 향후에도 매년 꾸준
한 추세로 신약이 출시될 전망이다.

【 표 2-2-4 】 국내개발 신약 허가 현황
연도

1999~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총계

품목

11

2

1

1

2

2

19

2008년 이후 안전·품질관리 제도의 선진화에 따라 신약과 우수 제네릭의약품 출시로
소비자·환자의 건강이 크게 증진되었으며,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의약품 부작용에 대
해 정부가 본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의약품 복용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도하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식약청은 부작용의 체계적 수집을 위해 각 지역별 핵심 의료기관
을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하고 있는데, 2008년 이전에는 8개소였던 감시센터를 2012
년까지 22개소로 크게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연 1,841건에 불과했던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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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0년 기준으로 53,854건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표 2-2-5 】 의약품 등 부작용 보고 현황 (국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의약품

3,750

5,937

26,827

53,854

66,395

의료기기

115

111

53

137

717

이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의약품의 부작용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으
나 이는 의약품 부작용 사고가 실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작용 수집 시스템을 갖추게 된 데 기인한 것으로, 현실에서 일
어나는 대부분의 부작용 데이터가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백만명당 보고건수는 1,102건으로, 미국(2,529건), 일본
(299건), EU(442건)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 표 2-2-6 】 주요 선진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 (2010년)
국가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전체 보고건수

53,854

758,890

38,333

220,952

인구 백만명당 보고건수

1,102

2,529

299

442

이렇게 수집된 부작용정보를 과학적으로 분
석·평가하기 위해 ’12년에는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이 설립되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은 지역약물감시센터로부터 받은 부작용정보
에 대해 관련 문헌, 해외정보 등을 참고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 그림 2-2-6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식
(20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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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적합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 신속하게 회수하고 정보를 공
개할 수 있는 유통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었다(2010년).

【 그림 2-2-7 】 유통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

3. 의료기기 안전관리제도 선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견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과 품질규제
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의약품과 함께 약사법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가 2004년
의료기기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적 관리체계로 거듭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는 의료기기 등급 분류 실시, GMP(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 도입, 시험검사기관 평가제도
입 등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 표 2-2-7 】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 실적
연 도

2007

2008

2009

계

1,683

308

387

제조업체

857

169

215

수입업체

826

139

172

국내 산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관리 제도가 비교적 단기간에 선
진국 수준으로 도입되다 보니 업계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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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식약청은 통합 허가심사 업무 표준업무지침(SOP) 제공, 다빈도 품목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인정규격제도 적용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안을 만들었
지만 아직 더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상존하고 있었다.

현행

시험검사

기술문서 심사

시험검사성적서

기술문서심사의뢰

기술문서자료

신청 및 발급

및 결과통보

or 적합통지서

인정규격제도

품목허가

민원처리기간 55일 단축효과 [기존 65일→10일 단축]

시험검사

품목허가

시험검사성적서

시험검사성적서

신청 및 발급

(인정규격)

【 그림 2-2-8 】 1,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인정규격제도 도입 (2008)

2010년 들어 식약청은 의료기기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한 “Change & Jump 2010” 계
획을 통해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 100품목에 대해 기술문서 심사를 민간에 위탁하
고, 경미한 변경대상 확대(8종→32종) 및 연차보고제 도입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11년 이후에는 합리적 규제(Smart Regulation) 기조 하에 기술문서
심사 민간위탁의 범위를 2등급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전 품목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자율관리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허가관리제도 개
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유통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추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
해 의료기기 제품고유식별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을 도입하기 위한 의료기
기 이력정보 공동활용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방자
치단체 등 의료기기 관리기관간 통일된 표준코드를 마련하여 Web기반 정보연계를 통한

79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제
2
장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UDI) 개발 및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의
료기기 이력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ISP’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다.

【 그림 2-2-9 】 의료기기 이력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개념도

반면 수입의료기기의 경우 외국 GMP 현지실사제도를 도입하고 자율관리되던 체외진단
의료기기용시약을 허가관리로 전환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하였
다. 특히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의 부작용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주
요 의료기관을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였다(’11년 현재 6개소).

이러한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신성
장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경쟁력도 점차 제고되었다. 의료기기 산업계의 발전속도를 정책
에 신속히 반영하기 어려워서 변화의 흐름과 속도를 정부가 주도하지 못했던 문제도 민·
관협의체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민간전문가와의 공동심사 참여제 등을
통해 점차 보완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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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료기기 분야의 블루칩인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식약청은
‘의료기기 임상전문가 협력프로그램’ 등 민간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한 지원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허가 정보/
기술지원

허가심사

식약청

KOTRA
해외인증기관
국제기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의료기기
네트워크

첨단의료복합단지

제품화
Infra제공

민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R&D

【 그림 2-2-10 】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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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비전 수립 및 국내외 소통·
협력 활성화

1. 희망미래 2020 비전 및 식의약 선진화 3개년 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잠
재적 위험과 새롭게 발생하는 미래수요에 대해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 ’08년을 전후하여 멜라민, 석면 탤크 사
건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거치면서 식약청은 철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갔으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법령, 예산 등)를 적기
에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의 인적·물적 시스템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
며, 특히 국민들의 식·의약 안전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식약청은 ’10년 11월 오송으로 이전하였다.
식약청의 오송 이전은 단순히 지리적·공간적 이동을 넘어 새로운 도전과 요구를 달성시
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로 진일보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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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1 】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청사

【 그림 2-3-2 】 오송 이전 및 “희망미래 2020” 비전선포식

특히 오송 이전과 함께 발표한 식약청의 “희망미래 2020 비전”은 새로운 오송시대를 대
비하여 향후 10년간 국민의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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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Vision

식의약 안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건강 확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식의약 안전 전문기관으로 도약
·건강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민 건강부분에서 핵심적 역할을 전담하는 식약청 의지를 반영

Mission

국민건강보호·증진과 식의약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 대응, 지원

·식의약 안전 전문기관의 기본적 미션은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
·예방, 대응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때 도달 가능

Global Top 5 by 2020 (2020년까지 세계 5위)

희망미래 2020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 5위 식의약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
으며 잠재적 위험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희망미래 2020
비전”을 선포하였다. 희망미래 2020 비전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과제 및 11대 전
략 목표를 단계적으로 적시하였다.

2020
오송이전과 도약준비(2010)

2015
2013

01-09
96-00
성장 및
안정기

태동기

선진인프라
확립기

세계10대
식의약 강국

세계 5대
식의약 강국
Future State

Current State
녹번동 청사

충북 오송청사

【 그림 2-3-3 】 세계 5대 식의약 안전관리 강국을 위한 도약

아울러 식약청은 청의 기능을 형상화한 새로운 CI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비추는 안전의 빛을 형상화하여 사회 구석구석까지 안전의 영역을 확대하고 밝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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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4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새로운 CI

또한 식약청은 “희망미래 2020”
의 Rolling Plan으로 “식의약 선진
화 3개년 계획”을 수립(’11.3)하였
으며 전략 실행의 추동력을 강화하
기 위해 소요예산 및 효과 분석을

완벽 예방
(Sufficient
Protection)

1.
2.
3.
4.

신속 대응
(Speedy
Response)

5. 선진화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6.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 활성화
7. 신속 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대

최적 지원
(Smart
Support)

8. 국내외 식의약 지원 네트워크 확립
9. 정보공개 및 정책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10. 식의약 신기술 개발과 안전 지원 강화
11.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역량 확충

통해 성과를 3년, 5년 단위로 주기
적으로 점검하고 실행계획을 보완
해 나가는 체계를 확보하였다. 특
히, 식약청의 예산은 미국 FDA의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강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개선
정책 대상별 맞춤형 예방 서비스 제공
안전관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 그림 2-3-5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새로운 비전과 3대 목표

1/17, 인력은 1/8 수준으로, 새로운
정책개발 병행과 더불어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완벽대응”, “신속대응”, “최적지원”이라는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계획을 짜임새 있게
마련하였다.

식의약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수준에 비해 식의약 사고예방 등 선제적 대처
가 미흡하고 식의약 안전관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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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제조업체의 80%가 영세하여 위생관리에 취약하며, 수입식품 부적합률도 선진
국에 비해 높아 대형식품 안전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비만
치료제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성 조치는 미국 등 선진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유통
의료기기의 부작용 정보 처리 등 안전관리수준이 미흡하고 수입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등 소비자 안전보호망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사전예방적 식·의약 안전관리 인프라 확대, IT 기반의 과학적· 효율적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작용 관리체계 선진화 및 선진국 수준의 시험검사 평
가체계 확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IT-기반의 식품안전관리 및 불량의약품 등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실시간 추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시험검
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둘째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철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BINT) 분야’를 선정
하였으며(’09.1) 특히 신개념치료제,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등 제품화를 집중지원하고 세
계시장을 적극적으로 선점하는 전략을 고민하였다. 식약청은 첨단제품의 전임상·임상
및 허가를 담당하고 있어 최종관문인 허가심사 지연시 신제품 해외시장 선점을 어렵게
하여 산업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임상제
도·GMP(우수품질제조기준) 인프라가 미비하여 R&D 초기부터 사전상담, 경쟁력을 갖춘
임상시험 제도 확충, 신속한 허가심사, 시판 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품의 전주기에
걸친 적극적 지원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식약청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첨단 천연물의약품, 융·복합 의료기기 맞춤형 개발
을 지원하고 첨단임상시험 관리체계 확립 및 글로벌 임상 거점화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
하였다. 신속한 제품 출시를 위해서 효율적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제품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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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래 대비 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신종질병, 난치병, 희귀질환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
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서비스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식·의약
안전사용 정보 및 인체이식 의료기기 환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식·의약 미래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
도 필요하다. 노인인구 증대에 따라 다양한 의료제품 및 신소재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촉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증가 대비 및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비만·심혈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시급하다.

이에 새로운 보건의료수요에 대한 적극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 건
강한 식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식약청은 이런 전략들을 통해 식의약품
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규제조화 선도국가
로 도약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체계
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안전관리

신성장동력

- 사전예방적 안전인프라 확대

- 신약·의료기기 맞춤형 지원

- IT기반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 글로벌 임상관리체계 확립

- 부작용 관리체계 선진화

- 허가심사체계 글로벌화

- 시험검사 평가체계 국제조화

- 첨단제품 해외진출 지원 강화

미래 대비
- 새로운 질병 등 적극대응
- 기후변화 대비 건강한 식생활
조성
-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확대
- 글로벌 규제조화 선도국가 도약

【 그림 2-3-6 】 선진화 3개년 계획 주요내용 : 3대 분야 12개 핵심추진과제

2.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이명박 정부의 주요한 국정기조였던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어 식약청 역시 소기의 성과
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정부 초기 마련된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09.7)에 식의약 분야 6개 과제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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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 식의약 분야 과제 ]
√ 기후변화대응 식중독, 전염병 조사·감시·예측능력 강화 및 대책 수립
* 대규모 전염병 발생에 대비, 백신 및 치료제 개발·비축
√ ‘에코파마’ 육성 등 친환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지원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제도 선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기반구축
* 줄기세포 연구 등 제도정비, 의료기기 정보제공 및 인허가 지원 등 추진
√ 생활권 녹지 확충을 위한 생약자원센터 활용 생태공원 조성
√ 천연첨가물을 사용하는 그린푸드(Green food)제 도입
√ 지역식품 구매, 쓰레기 발생량 감축 등을 위한 녹색음식점 인증제 도입

식약청은 ’10~’12년간 정부업무평가에 참여하여 관련 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사업단(’10~’14)을 구성하여 식품·의약품과 관련된 기후
변화 대응·안전예측 관리 등 안전평가기술 개발을 추진하였고 「e-식품안전관리시스템」
등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및 신속검사, 전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식
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7,000개소에서 17,000개소로 확대하였고 알림서비스도 7만명에
게 제공하였다. 또한 그린푸드(Green food)제 도입 추진을 위한 식품 표시기준 개정(’09),
표시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완료(’09)하였다.

기후모델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

사회경제 시나리오

Scendrio
Assessment

식품안전의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식품안전 민감도

기후변화
식품안전 취약성

Risk
Management

기후변화에 대한
식품안전 통합영향평가

2013-2014

Post-audit and Monitoring

Scenario
Analysis

모델 활용
(예:예측모델)

2011

2010

식품안전분야 시나리오

Scenario
Construction

온실가스배출 시나리오

2012

Scenario
Definition

【 그림 2-3-7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분야 영향평가 추진 전략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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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8 】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생충 확산 예측

3. 열린 소통과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투명행정 구현
식약청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업계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약 산업발전 협의회’,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기획단’,
‘화장품 산업발전 민관협의체’ 등 각 분야의 협회, 학회, 업계와 함께 정기적 소통·협력
채널을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매년 식·의약품 관련 업계 CEO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확
대를 제고하기 위해 ‘식의약 CEO 열린마루’를
발족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식의
약품 제조 판매업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하기 위하여 분야별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업계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등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

【 그림 2-3-9 】 식의약 CEO 열린마루 개최

력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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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이러한 업계와의 소통, 현장에서의 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큰 성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내고 기존
정부 입장에서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업계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인 규제개혁
으로 이어져 식약청이 4년 연속(’08~’11)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투명한 정책공개 및 업계 의견수렴으로 ’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6개 사회·규제기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14개 수사·조사기관 중에서는 ‘3
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식약청 전 직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규제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하
였기 때문이며 이제 식약청은 청렴도가 높은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협력을 위해 관세청(수입식품), 중소기
업청(중소기업지원), 농촌진흥청(신소재 원료 개발) 등 유관기관과 공동 협력을 위한 약정
도 체결하였다. 관세청에서는 해외 위해식품, 의약품 등의 국내유입 사전 차단을 위하여
유해성분이 함유된 제품 정보(약 270여건)를 제공하여 항공택배 반입 물품 등의 검색에
적극 활용하였다.

2012년 4월에는 위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업무 상호협력을 위
해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해식품, 불법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
외품 등의 업무 협약을 통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위
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이 해상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식품 및 의약
품 중 위해물질 분석과 위해성 여부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기술적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
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소비자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협력적 안전관리를 도모하였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고 IT를 이용한 ‘사용자
친화적’ 정보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
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건강 식생활 등 생활밀착형 정보를 대상별로 제공하였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위하여 맞벌이·저소득층 자녀 대상 식약청 토요체험 프로그램을
전국 대도시에 있는 6개 지방청과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안전체험 프로
그램(식의약 영리더)을 운영하고 있다. 칼로리코디 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제공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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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신세대와 소통하고, 어린이 영양관리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
며 고령자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집, 그림문자를 도입한 복약정보집 및 의료기기 올
바른 사용법 등 대상별 생활밀착형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의약품의 바코드를 인식하여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하여 신
뢰성 있는 의약품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약품 사용법 등의
의약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의약품 검색’(제품
명, 낱알), ‘바코드 검색’과 의약품 분야 각종 책자를 볼 수 있는 ‘의약품 분야 e-book’, ‘부
작용 보고’, ‘불량의약품 신고’, ‘어플 소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의약품의 용기(포장)
에 있는 바코드에 스마트폰을 직접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바코드를 인식하여 해당 의약품
의 사용방법 등 정보를 알려주며, 제품명이나 낱알모양 표시로도 의약품을 검색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간 인터넷이나 전화로 접수해야 했던 부작용 보고도 이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2-3-1 】 온라인의약품도서관 제공정보 내역 (2011)
허가·신고(첨부문서 포함)
적정사용(DUR)
안전성 조치
대체조제의약품
제공
정보

• 병용·연령·임부금기 등 •노인·임부 적정사용 정보집
• 부작용 관련 안전성 서한

• 재심사 등 변경지시 등

• 생동성 시험 등을 통한 대체조제 인정 품목

복약·사용

• 계층별, 질환별 복약정보 • 안전사용 매뉴얼

회수·폐기

• 회수·폐기 품목, 업체, 로트번호 등

행정처분

• 광고, 품질 등 행정처분 품목, 업체 등

위해·위조 의약품

수집
정보

• 제품명, 성분명, 효능, 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 해당 품목, 주의점, 구별방법 등 관련정보

보험약가

• 품목별 약가 및 변동자료

낱알식별

• 품목별 낱알모양, 색깔 등

바코드, RFID

• 식약청 품목기준코드(매핑 정보 포함) • 심평원 품목별 표준코드

부작용 보고

• 의약사,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보고된 부작용 내역

불량의약품 신고

• 품질, 광고 등 약사감시 요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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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넓은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규제조화 선도
식약청은 국제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공조 및 기준과 규격의 국
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기관과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
화하였다. 싱가포르(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독일(위해평가), 중국(화장품), 호주·뉴
질랜드, 베트남 등 국가와 위생약정(MOU)을 확대하였으며 전세계 위해정보 교류를 확대
하였고 유학생 및 상사 직원 등을 현지 정보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위해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였다.

【 표 2-3-2 】 MOU 체결현황
국 가

중 국

칠 레

베트남

WPRO

호주·뉴질랜드

체결일

2003.10.31

2006.6.20

2009.5.29

2011.7.11

2011.7.14

아울러 아시아 주요국가간 식품정보공유를 위한 위해정보공유 워킹그룹을 구성·운영
하고 INFOSAN 커뮤니티 웹사이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수입 식·의약품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
울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항생제내성 Codex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동 부문 국제 규제조화를 선도하였으며, 의약
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규제 국제조화를
추진하는 “APEC 규제조화센터”(’09.6)를 국
내에 설립하고 상설 조직화하여 기능을 강화
하는 등 국제협력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국제
워크숍을 10여차례 이상 개최하는 등 식·의

【 그림 2-3-10 】 WHO/FAO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약품의 기준규격 표준화 및 안전관리를 국제사회에서 선도하였다. 아울러 WHO 백신 위
탁 품질검사 등 국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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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또한 OECD, ICH(의약품국제조화
회의) 전문가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중-일 국가간 임상시험 연구를 활성화하
고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와는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의약품기준위원회(USP)
와 협력약정(MOU)을 체결하였으며(’12.4) 의
약품 등 기준규격 설정, 약전개정 등에 대한
공동연구, 표준품 생산 및 분양기술 교류 등

【 그림 2-3-11 】 싱가포르와 MOU 체결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보건의료 ODA(정부개발원조) 공여국가로서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국 의
약품 규제기관 초청연수를 실시하였고(5월) WHO 개도국 공급백신에 대한 사전 적격성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ICH(의약품규제조화회의), IMDRF(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 캐나다 등 보건기관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국제조화도 추진하고 있
다. 더불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국제기구(PIC/S)」에 가입하여 의약품 수출시 현지실사
면제 등 국가간 상호인정(MRA)을 받을 수 있도록 GMP 기준조화 및 의약품 제조시설 실
사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2-3-12 】 WHO 국제교육훈련센터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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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 좌표 및 앞으로의 과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식품제조업체 80%가 중소규모
로 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며, 의약품·의료기기 부작용, 주류 이물 혼입 등 국민 일상
생활에 밀접한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도 선진국 등에
비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든지 먹을거리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 ‘삶의 질’ 등 국민의 기대욕구에 신속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위해(risk)가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안전 체
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식의약 안전 및 생활밀착형 정보를 적기에 국민에게 제공
하고, IT 사용에 친숙한 젊은 세대(2040세대)의 정책 참여 증가에 따라, 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FTA 확대로 인한 지구촌 시대에 식품 등 먹을거리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40억 달
러, ’00년 → 76억 달러, ’05년 → 104억 달러, ’10년)하고 있어 더욱 국민과 소비자를 불
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위해 물질 검출 및 의도적 첨가 등 국민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해
외 언론보도 내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국내 안전관리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상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 운영과, 새롭게 출현하는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 등을 통
하여 예측력과 통제력을 높여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WHO, ICH 등과 효과적 협력 네
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적 안전기준 적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 및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식의약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 식의약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개발, 희귀·난치성질환 등 시급한 치료영
역의 신약출시 격차 해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방안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인체위해 우려 ‘생활화학용품(공산품)’에 대한 위해평가 관리 기능 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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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담배의 위해성분 등 새로운 위해요소와 위해도에 따른(Risk Based Approach)
사전예방과 대응이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과학적 소통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식의약 안전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국민건강 확보

“Global Top 5 by 2020”

완벽 예방

- Risk Based Approach -

최적 지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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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
1. 규제개혁 추진방향
1) 추진개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별도 비용 없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하에 광범위하게 규
제개혁에 착수하였다.
우리청도 이러한 영향으로 2008년부터 안전과 무관하지만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규제들
을 철폐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시작했다. 2008년 63
개 과제발굴을 시작으로 지난 4년간 300여건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였다.

2) 규제개혁과제 발굴 체계
우리청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피규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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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발전협의체
의약품 원탁회의

업계, 관련 단체 및 부처 등
의견 수립

열린토론회
열린마루

Dynamic BIO
사업부서
의료기기 미래포럼

국내·외 MOU체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전문가 및 수요자 등 의견수렴

규제개혁 촉진자

직원공모,워크숍 등

국민제안 공모

규제제안 센터

【 그림 3-1-1 】 규제개혁 발굴체계

(1) 분야별 규제개혁의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식의약품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업무분야를 감안하여 분야별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규제
발굴 체계의 효율성을 높였다. 식품분야는 “식품발전협의체”, 의약품분야는 “의약품원탁
회의”, 바이오분야는 “Dynamic BIO”, 의료기기분야는 “의료기기 미래포럼” 등 분야별 협
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식의약품 등 6개 분야 협회장 및 분
야별 CEO 대표로 구성된 간담회인 “열린마루”를 매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 그림 3-1-2 】 열린마루 개최 (2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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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제안 공모 실시
식품, 의약품 등 각 분야별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
로 국민제안 공모를 2009년부터 실시하여 우리 청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고취하고, 수요자 및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하고자 하였다.
지난 3년간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총 390여건이 접수되었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를 통해 총 20여건을 선정하여 상장 및 포상을 수여하였다. 대표적으로 2011년에는 1등급
의료기기 분류를 세분화 하여 위해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GMP를 면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2010년에는 휴업중인 영업장에 대한 식품위생 교육을 면제하자는 아이디어가 우
수상을 받았다.

(3) 온-오프라인 「규제개혁제안센터」 운영
식약청 홈페이지의 ‘국민광장’에 규제개선제안 코너를 만들어 연중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는 규제개혁제안센터를 운영함으로써(오프라인) 항상
열린 창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센터를 통해 식의약품 기준·
규격 및 시험법 개정의견 등 전문적인 분야 뿐 아니라, 오송이전에 따른 방문민원의 불편
함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4) 「규제개혁촉진자」 운영
우리 청의 규제개혁이 규제자-피규제자간 상호 win-win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민간 후원자를 확보하여, 제도 외에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규제개혁촉진자를 위촉, 운영하였다. 규제개혁촉진자로는 우리 청의 대
민 서비스를 많이 경험하는 업계의 부장, 과장급의 실무를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가(총 20
명 : 식품 4명, 의약품등 분야 12명, 의료기기 4명)로 구성하여, 업무처리 관행 등에 대한
개선과제 등을 발굴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업계 등
수요자, 일반 국민의 반응을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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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 】 규제개혁촉진자간담회 개최 (2012.3.13)

2. 규제개혁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분야
최근 국내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발전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
원 21인 미만 소규모 업소가 HACCP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
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업소의 HACCP 준수율 및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였으며, 건강기
능식품의 벤처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조업체가 일부 시설을 갖추고 핵심원료
등 일부 공정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조업 허가기간을 단축(14일→10일)시키는
등 합리적 규제 개선을 통해 연간 약 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나타내도록 했다.

2) 미래성장기반 구축 분야
한-미, 한-EU FTA 체결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신개발 의약품·의료기기
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신약 등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허가단계 진입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와 행정 절차 등을 지
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허가 후 보험 등재까지 기간을 신약 30일, 개량신약 170일, 제네
릭 의약품 60일 단축하였고,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허가심사의 예
측성 및 일관성을 높여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시험검사 추가비용 등 연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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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3) 기준 및 절차 합리화 분야
안전과 무관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는 혈압계와 체온계에 대해 별도로 계량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험검사비용과 제품화 기간을 단축시켰으
며,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까지 예외 없는 GMP 심사를 받는 절차를
업체 자율적으로 품질관리 하도록 하여 민원처리기간을 37일 단축시키고, 약 487억원의
시장조기 진입 효과를 거두었다.

4)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분야
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민생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영양관리 컨텐츠(칼로리 코디)를 개발하여 건강한
식품선택 및 균형된 식생활 유도를 통한 비만예방 등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하였고, 소
비자에게 보다 쉽고 정확한 식의약 제품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표시관련 제도
를 정비하였으며, 국민의 방문민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등 국가검정 신청과
성적서 발급을 온라인화 시키는 등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민원의 편의성을 도모
하였다.

3.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1) 규제개혁 평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몇 건을 개선했나’보다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평가의 주
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 청은 지난 4년간 등록 규제수(평균 96개) 대비 발굴한 과제(평균 82개)가 85.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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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다.(2008년 72.4%, 2009년 68.6%, 2010년 103%, 2011년 93.6%) 이는 국민 등 피
규제자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추진 단계에서는 주요 규제개혁 정책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등을 통해 홍보
를 강화하였다. 특히 Blog 운영 및 SNS, PCRM 발송 등 인터넷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도 적극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객 만족도는 2008년
68.2%에서 2011년 79.1%로 10.9% 향상될 수 있었고 2011년도에는 규제기관 중 청렴도 1
위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부문에서 청 단위 기관 중 2008년 이후 ‘4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부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2) 2012년 추진방향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
할을 맡고 있는 식약청 임무와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며,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요
구와 변화를 사전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
2012년도에도 전반적인 내수시장 위축과 경기전망 불투명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의 애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문제, 물가 및 고용불안 등으로 서민층의 어
려움 역시 지속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미, 한EU FTA 체결로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국제조화는 물론 BT, NT 등 신기
술 융복합 기술에 대한 신개발 바이오의약품 제품화지원 및 U-Healthcare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성장에 따른 신속 제품화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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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분야 국제 통상 및 협력

1. 개요
최근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는 국민 건강보호와 증진과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식품과 의약품의 교
역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폭넓은 협력은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의한 다자간 통상협력과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의한 양자 간 통상 협력은 국제 통상협력분야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2. 국제 통상(다자 및 양자)
1) WTO
WTO는 GATT(General Agreement for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에 출범한 일련의 협정을 기반으로 한 무역기구이
다. WTO는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는 20여 개의 협정을 지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협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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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다.
SPS 및 TBT 위원회는 매년 3회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회원국 간의 협정 이
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정의 해석과 적용, 양자 및 다자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한다.
식약청은 WTO/SPS, WTO/TBT 위원회에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 안전정
책과 관련된 통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여러 회원국이 관련된 통상 현안
을 국민 건강보호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협상해나가고 있다.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등 SPS 및 TBT 관련 식약청 고시 개정 사항을 WTO사무국을 통하여 WTO
회원국에 통보하고 타 회원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WTO
및 외국 정부의 SPS/TBT 관련 통보문을 분석하여 관련 기관 및 민간 협회에 통보하는 등
문의처(Inquiry Poin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표 3-2-1 】 최근 5년간 우리청이 WTO에 통보한 건수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37건

30건

61건

34건

20건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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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WTO SPS협정과 TBT협정 ]
※ SPS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
SPS협정은 각 회원국이 식품안전 및 동식물 위생표준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규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을 가진 국가들을 자
의적, 혹은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회원국은 과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보다 높은 식품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자
의적이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한 적절한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높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아울
러 과학적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안전우선 접근의 일종인 “사전예방원칙”도 어느정도 적용할 수 있다.
SPS협정 제5조,제7조는 한시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허용한다.
이 협정은 이에 대한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에 대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 정부는 새로 제정되
거나 개정된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조치를 사전에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별
문의처(Enquiry point)를 설치해야 한다.
※ TBT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TBT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절차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협정이
다. 그러나 이 협정은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예컨대,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과 환경보호
또는 소비자 이익을 위한 표준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은 최대한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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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여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 협정은 상품이 관련 표준에 적합한지 판정하는 절
차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적합성 판정 절차를 상호 인정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2) FTA
FTA는 특정 국가 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FTA는 ‘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 WTO 다자 협상에 비해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의
장점 때문에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및 미국과 FTA를 발
효하였다. 그 중 주요 FTA를 살펴보면, 먼저 EU는 중국에 이은 우리의 제2의 교역상대
로, EU와의 FTA는 한-미 FTA에 이어 우리 경제 선진화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2005.12)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 시 GDP는
16~24조 원(2.02~3.0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협상은 2007년 5월 1차 협
상이 개시된 이래 10차례(2차례 회기간 회의 포함)가 열렸고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
었다.
한-EU FTA 협상 결과로서 의약품 GMP, GLP 상호 인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
였으며 의약품 관련 이슈의 상호 협력 및 논의를 위해 정부 간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각국과의 FTA 중에서 국민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역시 2006년 협상이 개시
된 한-미 FTA이다. 미국은 국가 경쟁력 세계 1위이며 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16배, 전
세계수입 물량의 21.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교역
증대, 투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 확대, 재정수입 증대 등을 통한 사회안전
망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6
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여덟 차례에 걸쳐 협상을 거듭한 결과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이후 추가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2011년 2월 10일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가 서명되었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우리 청 소관분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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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협상 내용으로는 의약품 허가·특허 제도 의무이행 유예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는 주로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이 다루어졌다.
특히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의약품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원개
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원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식약청에 통보된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①특허기간 도중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복제약 시판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특허권
자에게 통보하고, ②시판 허가 절차 내에서 특허기간 중 복제약 시판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동 제도 도입 시 시판 후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제네릭의약품 등의 허가 신청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시 국내 허가제도와 특허 관련 쟁송절차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
자와 제네릭 업체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
다. 이 밖에도 한-미 FTA 협상 결과로서 의약품 GMP, GLP 상호 인정을 위한 협력 기반
을 마련하였으며 의약품 관련 이슈의 상호 협력 및 논의를 위해 정부 간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FTA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허 및 의약품 허가 정보’에 대한 DB 구축,
성장 가능 분야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등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
책(콜롬버스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타결된 국가 혹은 국가연합은 중국, 호
주, 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9건(14개 국가)이며, 공동연구 또는 여건 조성 중에 있는 FTA
는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한 8건 (15개 국가)에 이른다.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FTA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FTA는 한중 FTA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우리의 제1의 교역대상국이자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수출
입물량이 많은 이웃 국가이며, 최근 경제규모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
라는 중국과 2007년 3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했으며, 2010년 5월 양
국 통상장관은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0년 9월부터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를 개최한 후, 2012년 5월 2일 협상을 개시하였다. 한-중 FTA 협상
개시됨에 따라 현재 우리 청은 보건분야 통상 협안을 발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협상 전략
방안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일 FTA는 2003년 12월 제1차 협상을 개시하여 제6차 협상(2004년 11월) 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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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단되었다. 2008년 4월 양국 정상회담 시 한-일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하여 2008
년 6월 한-일본 FTA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제1차 실무협의 개최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2010년 이후 한-일 FTA 국장급 협의가 2회 개
최되었고, 과장급 회의가 2회 개최되었다. 한-일 FTA 협상은 재개가 검토됨에 따라 현재
우리 청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보건분야 협상 전략 방안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9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이 합의되어 2010
년 5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시 이후, 총 7차 회의 후 2011년 12
월 종료되었다.

3) 양자 통상 및 협력
WTO 체제 내에서 다자간 메커니즘에 의하여 각종 통상 현안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국
제교역 증가로 양자 통상협력 또한 그에 못지않게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식품, 의약
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등은 우리의 주요 교역국으로 통
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중국, EU 등과의 양자 통상에
활발히 논의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 국제협력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안전 분야에서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식약청은 WHO 등 국제기구, 중국, 미국,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2년 4월 미합중국 의약품약전위원회(USP, 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와
의약품 등 기준·규격 설정, 약전 개정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
다. 7월에는 인도네시아 식약청(NADFC)과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관한 협력약정 체
결을 추진 중이며, 몽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도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약정 체결, 주재관 및 국제기구 파견을 통해 다
양한 협력체제 구축과 적극적인 교류 협력에 힘쓰고 있다. 식약청은 2012년 2월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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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대학교(실험동물자원 분야)와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SFDA1) 간 식품·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에 관한 협력약정, 중국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과의 식품안
전협력약정, 베트남 및 칠레 보건부와의 식품안전협력약정, 싱가포르 HSA2)와의 협력약
정, WHO와의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프로그램협력약정, WHO서태평양지역기
구(WPRO)3) 및 호주 FSANZ4)와의 협력약정 등이 체결되어 있다.
국내 협력약정으로는 2012년 4월 해양경찰청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약
정을 체결을 체결하여 식품·의약품·마약·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등과의 다양한 협력약정이
체결되어 있다.
국가별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월말 현재 총 1,196건의 협력약정이 체결되
었으며, 그 중 국내기관이 103건(87%)이며, 국외기관이 16건(13%)에 이른다.

【 표 3-2-2 】 국가별 국제협력 현황
(단위 : 건)

국외
국내

WHO
(WPRO)

EU
(유럽)

독일

미국

칠레

일본

103

1

1

1

5

1

1

중국본 싱가폴 베트남
3

1

1

호주

국외
소계

총계

1

16

119

또한 협력약정 체결 대상 기관은 학계가 64건(54%)로 가장 많고, 정부기관이 29건
(24%), 산업계 23건(19%), 비영리기관 3건(2%)에 달한다. 협력약정을 체결한 국외기관은
총 16건으로 비영리기관(USP 미국약전위원회) 1건과 학계 1건을 제외한 14건이 국제기구
를 포함한 정부기관이다.

1) SFDA(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 HSA(Health Sciences Authority)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3) WHO WPRO(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국
4)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nad)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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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 】 대상별 업무협약 현황
(단위 : 건)

구분

정부기관

학계

비영리기관

산업계

총계

국내

15

63

2

23

103 (87%)

국외

14

1

1

0

16 (13%)

계

29 (24%)

64 (54%)

3 (2%)

23 (19%)

119 (100%)

체결분야별로 살펴보면, 식품 33건(28%)과 독성 및 시험분석 33건(28%)으로 가장 많고,
기타 29건(24%), 의약품 12건(10%), 식품 및 의약품 11건(9%), 의료기기 1건(1%)이다.

【 표 3-2-4 】 국내·외 체결분야별 업무협약 현황
(단위 : 건)

구분

식품 및
의약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독성 및
시험분석

기타※

총계

본 청

7

12

7

1

2

4

33 (28%)

평가원

2

3

5

0

8

25

43 (36%)

지방청

2

18

0

0

23

0

43 (36%)

계

11 (9%)

33 (28%)

12 (10%)

1 (1%)

33 (28%)

29 (24%)

119 (100%)

※ 기타 : 국내대학간 학연 협약 등

한편, 중국 북경과 청도에 2명, 미국 워싱턴에 1명의 식약관이 파견되어 있으며, 중국
및 미국산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우리나라 기업의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
장품 분야의 중국 및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원활히 하고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국제적 위
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등에 파견되어 있다. 아울
러,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국제회의, 현지실사 등 국제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공무국외여행을 살펴보면 총 1,465건으로, 자료수집 등
사전심사가 필요한 공무국외여행은 전체의 7%이며, 대다수의 공무국외여행은 국제회의
등 사전심사가 불필요한 성격의 여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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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5 】 구분별 공무국외 현황
(단위 : 건)

사전심사불필요
연도

사전심사필요
계

시찰, 견학,
포상, 격려
참관,자료

국제회의

협력회의

실사

학회 등

교육

2008

38

17

103

85

36

27

0

306

2009

36

43

126

32

22

33

1

293

2010

33

40

159

56

22

17

0

327

2011

61

32

196

51

29

15

0

384

2012
(5월말)

32

7

80

11

11

14

0

155

계

200 (14%)

139 (10%)

664 (45%)

235 (16%)

120 (8%)

106 (7%)

1 (0%)

1,465 (100%)

기관별 공무국외여행 건수를 살펴보면, 본청이 1,052건으로 전체의 71.8%로 가장 많
고 평가원이 270건으로 18.4%를 차지하였다. 본청은 의약품안전국이 501건으로 전체의
47.6%이며, 바이오생약국이 20.7%를 차지하였다.

【 표 3-2-6 】 기관별 공무국외 현황
(단위 : 건)

연도

본청

평가원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기타

계

2008

211

55

3

15

12

3

4

3

0

306

2009

211

56

3

10

8

0

2

3

0

293

2010

236

66

2

3

7

3

3

5

2

327

2011

280

60

7

9

14

2

2

8

2

384

2012
(5월말)

114

33

1

1

4

0

0

2

0

155

계

1,052
(71.8%)

270
(18.4%)

16
(1.1%)

38
(2.6%)

45
(3.1%)

8
(0.5%)

11
(0.8%)

21
(1.4%)

4
(0.3%)

1,46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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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7 】 본청 국별 공무국외 현황
(단위 : 건)

기획
조정관

연도

위해
예방
정책국

식품
안전국

의약품
안전국

바이오
생약국

의료
기기
안전국

감사
담당관

위해
사범
중앙
조사단

운영
지원과

기타

계

2008

9

1

50

69

60

19

1

0

0

2

211

2009

14

10

28

101

37

18

0

1

2

0

211

2010

10

14

33

114

43

19

1

1

0

1

236

2011

9

16

25

153

57

13

0

0

0

7

280

2012
(5월말)

4

3

16

64

21

4

0

0

0

2

114

계

46
(4.4%)

44
(4.2%)

152
(14.5%)

501
(47.6%)

218
(20.7%)

73
(6.9%)

2
(0.2%)

2
(0.2%)

2
(0.2%)

12
(1.1%)

1,05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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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민원행정 서비스

1. 소비자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한국소비자원과 MOU 체결 및 협력
건강과 참살이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단순히 먹는 것에 만
족하기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안전한 소비환경 등 질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단체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소비자단체는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에서부터 환경·의료·청소년문제 등 소비
자와 관련한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소비자의 대변인이자 파수꾼으로서 점차 활동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의
견제 뿐만 아니라 정책 형성과정에서 조언자·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2007년 3월 30일 ‘식·의약품 등의 안전’이라는 공통된 인식과 과제를 바탕으로 한국소
비자단체협의회 등 10개 소비자단체와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MOU(협약서)를 체결하였
다. 주요 내용은 식·의약품 등 안전성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분야 협력, 안전과 관련된
교육·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분야 협력,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 정보 공유 분야 협력이
었다.
또한 2009년 6월 1일 한국소비자원과도 MOU를 체결하여 소비자관련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정기회의와 분야별(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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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렴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국민보건행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 그림 3-3-1 】 2011년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2011.11.11)

【 그림 3-3-2 】 2007년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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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1 】 소비자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녹색소비자연대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YWCA회관 701호

774-4050

774-4090

박인례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93

3273-7117

3273-1544

대한YWCA연합회

차경애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3

774-9702~7

774-9724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서울시 중구 남창동 1-2 상동빌딩 6층

752-4227~9

752-4225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603호

739-5530

736-5514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안명수

서울시 중구 충무로5가 19-3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25-3300

325-3389

한국소비자교육원

전성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8-5 삼화빌딩 301호

579-0603

578-3779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2-1

795-1042

798-6564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YMCA빌딩 1층

754-7891

774-8889

한국부인회총본부

조태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45-9

701-7321~2

701-7323

2265-3627~8 2279-9341

【 표 3-3-2 】 MOU 체결현황
명칭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식품의
약품안전청의 상호업무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협약
한국소비자원과
식품 의약품안전청의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일자

체결기관

주요내용

2007. 3.30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등
10개 소비자단체

식·의약품 등 안전성제고를 위한 조사연구분야
협력, 안전과 관련된 교육·캠페인 등 대국민 홍
보분야 협력,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정보 공유
분야 협력

2009. 6. 1
(2012. 6. 1 갱신)

한국소비자원

부정·위해 식품의 근절과 의약품의 안전확보, 분
기별 1회 이상 실무협의회 개최 등

2)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한 상호협력 강화
2007년 6월 15일 식약청은 소비자단체와 MOU 체결 이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소비
자단체(10명)와 식약청 각 국 주무과장 등으로 ‘MOU실무협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매
년 상·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현안 및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2011년에도 3월,
11월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에 안심, 산업에 활력, 국가에 품격제고를 위해 소비자
의 감시기능 강화 및 알 권리 신장, 강도 높은 규제 개혁으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등을
논의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관리 및 정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소비자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상·하반기)으로 개최하여 소비자단체의 의견
을 수렴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단체와의 소통 및 상호 협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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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으며, 2011년 소비자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상반기(’11. 3.25 개최) : 일본 원전사고 관련 국민불안 해소 방안 및 나트륨
저감화 노력, 금연보조제(금연보조제)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등
●2
 011년 하반기(’11.11.11 개최) : 식품 이물혼입 제로화 방안 및 식·의약 안전교육 강
화를 위한 정부부처간 협력,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소비자 교육, 시니어감시단 지속
운영 필요 등

【 표 3-3-3 】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개최현황 (2007~2010년)
연도

개최일자

주요내용

2007

2007.3.30
2007.10.30

어린이 먹거리 정책 및 식품이력 추적제도 정착 노력, 저위생 국가산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방안 등 논의

2008

2008.4.10
2008.8.27

GMO식품의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소비자단체와 식약청과의 협력 방안, 수입식품의 이물
혼입 문제, 밀반입 태반주사 문제 등 논의

2009

2009.1.21
2009.11.10

중국산 수입식품 및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방안, 소비자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용, 유
전자재조합식품표시대상 확대 등 논의

2010

2010.2. 5
2010.11.17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노력과 오송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언론
발표시 정부기관간 상호협의 등 일관된 발표 필요 등 논의

조사연구 분야에서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인식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녹색소비자연대)」 등 5건(3억 4,0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식품의약품 및 의
약품·의료기기·방사선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소비자 입
장에서 연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진정 소비자가 원하는 식·의약품안전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표 3-3-4 】 소비자단체(주관 연구기관) R&D 수행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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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12

13

12

13

5

사업비

595

835

654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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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신청과 KiFDA 시스템
1) 개요
식품의약품종합서비스 구축으로 식·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증명 등 온라인 민원처리로 무방문 민원서비스를 구현하여 대국민 정
보제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생활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생활수준과 의식이 높아지
면서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은
방문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감동시
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2) KiFDA 시스템 개선과 민원관리 혁신
KiFDA(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는 2003년 10월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가 전자
정부 31대 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전략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을 통한 민원 혁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2004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식품·의약품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성하였다.
또한 민원실에서는 KiFDA시스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9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KiFDA 시스템에 의한 민원 접
수, 처리결과 등록 등 민원 관리를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민원관리의 대전환이 이루어
졌으며, 신속한 접수 및 처리 결과 조회·상담 등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
였다.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된 후에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식·의약품 종
합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스템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3) 방문 민원 신청·처리 및 화상민원 상담
식·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신청 및 질의 등을 위한 방문, FAX 및 우편 민원은 KiFDA
시스템으로 모두 접수되고 있으며, 허가 등에 필요한 각종 첨부 서류는 전자화 도움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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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자문서화하여 해당 부서로 이송한다. 현재 KiFDA 시스템은 보완 및 처리결과의 입
력, 처리기한이 경과된 지연민원 검색 및 독촉 등 전 과정을 처리하고 있다.
이로써 종전에 종이문서로 처리하던 시스템에 비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접수 단계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즉시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KiFDA 시스템상 처리 및 발송여부 등
에 대한 전화 문의에 대해서도 즉시 확인해주는 등 효율적인 민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본청의 오송이전으로 인한 서울·경기지역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화상민원
상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적인 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표 3-3-5 】 민원접수 실적 (2010~2011년)
(단위 : 건)

연도

계

허가 및 신고

수입신고

기준 및 시험방법

국가검정

일반민원

2010

617,823

82,607

305,161

7,081

3,575

219,399

2011

618,719

69,194

320,693

5,959

3,755

219,118

【 표 3-3-6 】 민원접수 및 처리 추이 (2007~2011년)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접수

522,532

545,796

574,713

618,441

624,947

처리

522,013

544,072

569,816

617,823

618,719

비고
전년도 이월건수 포함

3. 전화 및 사이버 상담
1) 개요
식약청의 얼굴이며 대민 업무의 제일선에 있는 종합상담센터는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상담하고 있으며 해마다 상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업부서 민원상담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사업부서는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
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식약청 상담센터의 상담원은 정규직으로 구성하여 직접 상담을 함으로써 단순처리 민원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민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고시 등에 대한 상담
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민원인이 질의하는 사항 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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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
문집(FAQ)」을 매년 발간·배포함으로
써 종합상담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관련
업체 직원과 국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멜라민, 탤크, 방사능 누출 등 식·의
약품 위해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종합상담센터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국
민의 노여움과 질책을 온몸으로 막아내
고 식약청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사건·사고의 대처방법 및 향후 정책에

【 그림 3-3-3 】 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call.kfda.go.kr)

대해서도 가장 먼저 국민에게 안내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상담센터는 식약청과 국민 사이의 징검다리 같은 존재로서 앞으로 그 중요
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사업부서와 민원인의 상호 기대수준 모두를 얼마나 충족
시킬 수 있는지는 향후 종합상담센터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민원 신청 및 처리방법
전화 상담은 컴퓨터와 전화의 기능적 통합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의
약품(의약외품, 화장품, 한약 등 포함), 의료기기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다. 전화 민원은 대표번호 1577-1255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하여준
다. 이용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
일 및 공휴일은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
상담원이 즉시 답변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리된 답변을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해주는 리턴콜(return call) 시스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유권해석 등 종합상담센터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연결을 하
여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 상담은 민원인이 ‘식약청 홈페이지 》 국민광장 》 사이버상담/FAQ’를 통하여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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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 사항을 입력하면 분야별 상담원이 7일 이내에 전화 민원 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
하고 있다. 종합상담센터 자체적으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
고 있다.

3) 민원처리 실적
2006년 민원실명인증제 시행이후 민원 접수 처리 실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종합상담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전화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 역량이 강화되고 편리
한 홈페이지 검색을 위한 FAQ 지속적 보완으로 민원 처리 실적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종합상담센터의 2007~2011년도 민원상담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3-3-7 】 종합상담센터의 민원상담 실적 (2007~2011년)
(단위 : 건)

전화 상담
연도

소계

식품

사이버 상담

의약·
화장품

의료
기기

기타*

소계

식품

의약·
화장품

의료
기기

기타*

합계

2007

115,506 46,349

31,502

20,006

17,649

18,859

12,887

4,152

1,614

206

134,365

2008

136,856 68,756

36,432

23,062

8,606

25,473

16,779

6,710

1,766

218

162,329

2009

165,751 82,644

44,222

28,916

9,969

28,659

18,228

8,304

1,649

478

194,410

2010

167,190 87,938

40,284

27,958

11,010

25,718

15,838

7,683

1,730

467

192,908

2011

170,668 93,190

38,634

28,997

9,847

16,441

9,939

4,822

1,135

545

187,109

* 기타 : 직원 / 부서 / 전화번호 / 위치 등 안내 및 전자민원 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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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1. 추진배경 및 목표
식·의약품 등 위해환경 요소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의
약품 등 관련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식·의약품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과 기업이 쉽게 식·의약품 종합정보를 획득
할 수 있는 단일채널 서비스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2003년 10월 식·
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사업이 전자정부 31대 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전략계획을 시
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에 구축되었다.

미션

국민 건강 보호·증진과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대응, 지원

비전

식의약 안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건강 확보

전략목표

IT 비전
IT
전략목표

위해도에 따른
(Risk-based)
사전예방 강화

취약요인
선제 대응으로
국민 안심 확보

첨단 바이오 등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신뢰 구축

미래 식의약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국민 신뢰 기반의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선진 IT-KFDA 구축”
고객중심의
행정업무
시스템 제고

대국민 안전정보
채널 구축

안전관리 대응력
강화

IT기반 고도화

IT 역량강화

【 그림 3-4-1 】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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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전자민원 편의성 및 행정효율성 제고, 민원업무
대응력 향상, 타기관 연계를 통한 정보공동활용을 극대화하며 궁극적으로 쉽고 빠르고 신
뢰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과 업무담당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추진실적
본격적인 추진 로드맵 설계를 위하여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식·의약품종
합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4년
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 4단계 실행사업을 계획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식의약품 민원종합서비스, 행정포털, 농축수산영역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공동활용, 식품과 농축수산 안전정보 종합서비스 등 주요 4개영역을 중심으로 실행사
업을 추진하였다. 각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8년 5월
식품안전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식품안전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KiFDA

전자정부 31대 과제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2003.12~2004.6)

1차-식품
안전관리
(2004.12~2005.8)

식품나라

2차-의약품
안전관리
(2005.11~2006.9)

3차-의료기기
안전관리
(2006.6~2006.12)

전자정부31대 과제
2004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2007

2008
식품안전
포털

의약품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관리

2009
ITA 구축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지방청
LIMS

본청
LIMS

식품첨가물
영문DB구축

법규DB및
검색 고도화

식의약품 자료
표준화 1차

2010

2011
KiFDA 고도화

식의약품 자료
표준화 2차

정보화도움터
위탁사업

식의약품
시험검사
국가망(식품)

식품통계

DB구축

정보화도움터 /
현장중심통합망
(2011.4~2011.12)

KiFDA

식품안전관리
고도화

LIMS 및 통계

식품첨가물
DB 구축

KiFDA

식품나라 / 행정포털 고도화 /
식·의약품검사국가망/ 오송이전

2006

식품안전관리

시험검사정보/KiFDA

ITA구축 및 정보화 식의약품시험검사 KiFDA 고도화
전략게획 수립
국가망(식품)
/ 오송이전
(2008.6~2008.11) (2009.3~2009.11) (2010.4~2010.12)

KiFDA
2005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4차-식품
안전포털
(2007.9~2008.3)

KiFDA

식의약품
시험검사
국가망
(의약품 등)

식품영양성분
DB구축

의료기기
DB구축

독성정보
DB구축

대외 연계

정보공동활용1단계
(행안부, 관세청)

정보공동활용2단계
(농수산부, 국토해양부)

【 그림 3-4-2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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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의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식약청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기반 구축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을 통해 정보
기술아키텍처(ITA)를 구축하였으며,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 및 정보화 전략과제를 정
의하였다. 그간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은 2007년
대비 식품 93.5% → 98.7%, 의약품 34.4% → 88.4%, 의료기기 46.6% → 83.6%로 급격
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표 3-4-1 】 민원 인터넷 접수율
(단위 : 건)

구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전체 (A+B)

인터넷 (A)

방문 (B)

인터넷 접수율(%)

2007년

292,037

273,165

18,872

93.5%

2008년

279,896

263,381

16,515

94.1%

2009년

290,976

276,416

14,560

95.0%

2010년

336,011

324,814

11,197

96.7%

2011년

348,698

344,152

4,546

98.7%

2007년

53,614

18,454

35,160

34.4%

2008년

65,765

25,698

40,067

39.1%

2009년

51,589

40,396

11,193

78.3%

2010년

48,897

38,680

10,217

79.1%

2011년

55,123

48,731

6,392

88.4%

2007년

33,048

15,416

17,632

46.6%

2008년

30,098

17,912

12,186

59.5%

2009년

33,566

21,305

12,261

63.5%

2010년

35,851

24,812

11,039

69.2%

2011년

31,097

26,048

5,049

83.6%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의 단계별 구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1단계-식품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
구축 1단계인 식품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총
34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과정을 조회·공개하며, 이러한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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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전자인증·서명, 전자지불 및 보안체계를 통하여 안전하게 처리되는 기반체계 구축
이다. 아울러 내부 정보시스템과 행정안전부 민원혁신시스템(G4C)과의 연동을 통하여 민
원구비서류 감축 및 업무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민원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기존 EDI 방식의 수입식품검사시스템을 인터넷(웹)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건당 3,000∼4,000원의 수수료를 전액 무료화해 수입식품의 신고·검사를 의뢰하는 민
원인들의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2단계-의약품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
구축 2단계인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은 의약품 분야의 민원과 행정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식품분야의 정
보공동활용을 위해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와 주요정보를 연계하는 부분도 포함되었다.
의약품 분야의 민원과 행정처리 시스템은 의약품 등의 규격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
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반구축 사업이었으며, 방사선을 포함한 의료기기 분야의 민
원 및 사전안전관리업무 행정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건강심사
평가원 등 60여개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정보공동활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3)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3단계-의료기기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
구축 3단계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
지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료기기 분야의 사후관리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범국가적인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3개 분야의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체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4)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4단계 - 식품안전포털 구축
구축 4단계인 식품안전포털 구축사업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은 식품안전정보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식품안전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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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고유의 개인맞춤 서비스를 접목하는 등 식품안전정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약
청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동활용과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포함한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식품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사업으로 식품안전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정보 단일창구 포털을
구축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 컨텐츠를 단일채널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5)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기반구축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정보기술아키텍처(ITA)기반구축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은 2008년 6월말부터
2008년 11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보화 통합관리체계 기반의 정보기술아키
텍처(ITA) 및 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사업으로 정보화통합관리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종합정보서비스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 및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6) 시험검사정보공유를 위한 식의약품시험검사국가망(식품분야) 구축
식의약품시험검사국가망(식품분야) 구축 사업은 2009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총
45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결과 신뢰성 확보와 시험정
보관리를 위하여 검사정보 및 기초데이터 관리시스템구축 등 실험실관리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 식약청의 기 구축된 시험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시험법 및 기준정보
활용 등 검사정보의 표준화 및 시험정보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사업으로 식약청의 시험분석시스템(LIMS)의 식품기준관리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기준개정 내용의 타기관 전파를 동기화함으로써 국내의 식품 분석에 적용되는 시험법 및
적합 판정기준, 검사결과 자동집계로 인한 보고의 간소화 등 검사기관의 업무생산성과 신
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전국단위의 식품안전 네트워크 구성으로 식품검사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규격 미달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의 조기발견 등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의 주요정보 획득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국내유통 식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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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게 되었다.

7) 시험검사정보공유를 위한 식의약품시험검사국가망(의약품등 분야) 구축
2009년 1차 구축된 식의약품시험검사국가망(식품분야)의 확대 사업으로 의약품, 한약
재, 화장품 분야의 식의약품시험검사국가망(의약품 분야)을 2010년 4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총 6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의 시험결과 신
뢰성 확보와 시험정보관리를 위하여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검사체계 표준화 및 검사정
보, 시험정보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사업으로 표준화된 검사체계, 검사결과 자동 집계로 인한 보고의 간소화 등 검사기관
의 업무생산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의약품 검사정보의 실시간 조회를 통한 통계
적 활용으로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8) 정보시스템 오송 이전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
‘청사이전 종합계획에 따른 전산실 이전 대책 마련(’09.6)’ 및 ‘정보화 이전 추진반 추진
계획 수립(’09.8)’과 관련하여 오송청사로의 업무이전 및 이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전 실행
과 업무공백 최소화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1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자산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폐기 및 이전계획수립, 최적화 네
트워크 설계 및 구축(오송청사), 전산기기실 기반환경 설계 및 구축(오송청사), 단계별 사
무실 이전에 따른 부서별 네트워크공사, 전산장비 이전실행 및 안정화, 네트워크장비 및
기반설비 신규 구매·설치 등 이전 준비 단계부터 실행 및 최종 안정화 단계(’11. 2)에 이
르기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새로운 오송시대를 여는데 기
여하였다.

9) 2011년도 기쁘다(KiFDA) 고도화 사업
’08년도 1차, 2차, 3차 고도화 추진에 이은 “2011년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4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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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사업 완료로 수입식품 검사관 운영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전산화 되지
않은 다수의 민원을 전자화하여 업무효율화는 물론 민원인에게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식품 검사관 지정을 부서장 지정방식에서 무작위 선정으로 변경
하여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HACCP 적용업체의 대폭증가(’10년 1,153개소),
HACCP 지정업무의 지방청 이관(’09년 8월) 및 HACCP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과 방
문으로 처리되던 민원의 신규 전자민원 개발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과 제출서류 간소화 등
민원 편의를 강화하였다.

10) 정보화도움터 위탁운영 사업
인터넷 민원의 증가와 정보시스템 사용자 증가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정보화도움터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상담 대기시간 단축, 불통전화
감소 등을 통해 정보화도움터 이전 월 평균 2,190건의 서비스 요청 처리를 5,910건 처리
로 대폭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정보시스템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11) 현장중심의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정보 통합망 구축
식품관련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식품안전관리정보에 대한 통합망 구축을
통해 식품관련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이며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체
계가 가능해졌다. 또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워크 도입으로 식품관련 업체 지도점검, 수
거, 식중독 원인조사 등 현장의 실시간 정보처리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업무 수행과
실시간 상황관리 및 긴급대응 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선진화된 위기대응이 가능해졌다.

3. 향후 추진계획
그간 추진한 사업의 성과로 다져진 식·의약품안전정보 서비스 체계를 바탕으로 한 다
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용자 위주의
식·의약품안전정보 서비스의 기능 개선과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중심의 행정업무 시스템 제고를 위하여 쉽고 빠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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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청 체계 수립 및 대국민 안전정보 채널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의약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대응력 강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 신뢰 기반의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선진 IT-KFDA 구축”

IT비전

고객중심의 행정업무
시스템 제고
차세대
KiFDA
발전 전략
수립

대국민
안전정보
채널 구축

안전관리
대응력 강화

대국민
안전정보
포털 발전
방안 수립

선진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수립

IT역량강화

IT기반 고도화

데이터
품질 향상
체계 구축

ITA
고도화
전략
수립

IT
인프라
고도화

정보화
조직 체계
정비

제고

정보화 조직 체계 정비

제고

I투
T 자성과관리시스템

보안성

I T아
A 키텍처 고도화전략

가용성

보안성 제고
PC

시스템

네트워크 및

시스템

데이터 조직체계 구축

통계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의료기기

마약류 유통관리시스템

통 계 시 스 템

인체조직통합관리시스템

의 약 품

DB

용

유전자재조합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활

시험분석정보통합시스템

동

식 품 이 력 추 적 관 리

공

수입식품검사통합

보

식 품 안 전 통 합 관 제

정

의료기기 안전 포털 구축

의약품안전 포털 구축

식품안전 포털 고도화

(CRM)

차세대 프레임 워크 도입 (KiFDA )

고객분석관리시스템

통 합 민 원 관 리 시 스 템

지원시스템

P O O L시 스 템

전문가

심사판정

쉽고 빠른
민원신청
체계 수립

인허가지원 검색시스템

IT
이행과제

지식기반의
인허가체계
구축

인허가지원 지식관리시스템

IT
전략과제

Ⅱ

IT
전략목표

【 그림 3-4-3 】 향후 추진 체계도

우선 2012년까지 식·의약품안전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운영체
계를 확립하고, 기능개선을 통해 국민 및 기업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식·의약 법령, 업무, 조직 변화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프로세스 기반
의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IT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IT 서비스의 단
일 접점을 제공하여 서비스 지원 및 장애 해결시간을 단축하고, IT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
를 통한 고객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 시킬 것이며, EA 고도화와 선진화된 지원시스템 구
축을 통해 정보화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기반 마련으로 정보화 기획에서부터 최종 검수
까지의 정보화 업무의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및 성과를 강구할 것이다.

4. 주요성과
그간 구축 완료된 사업에 의한 실질적인 성과는 먼저 민원 종합시스템의 인터넷을 통한
민원상담은 물론, 민원신청·처리결과 확인, 신고 수수료 전자납부 등의 무서류/무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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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면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인해 민원신청의 편의성, 업무생산성, 기업경쟁력을 크게 향
상시켰다. 특히 포털의 개인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 및 기업의 요구에 맞는 사용
자 계층별 맞춤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웹 접수율과 시
스템 활용도가 향상 되었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정보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이후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에게 통합된 식·의약품 정보 제공과 안전정보의 실시간 전파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식·의약품 관련 정책결정 및 관
련 행사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식의약품안전체계가 강화되었다.
둘째,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통합된 식·의약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관
된 식·의약품 안전관리 및 위해 대응력 향상이 확보되어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대응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의료기기 성능 재심사·재평가 결과공개, 그리고 의료기기 위해사건 발생 시 판매
정보 활용으로 유통차단·수거 등의 추적관리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넷째, 식·의약품 민원행정 포털 구현으로 서류 없는 행정 구현 및 정책 수립의 정확
성·신속성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었다.
다섯째, 포털의 개인화 및 개인 맞춤 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함으
로써 국민이 중심이 되어 선도해 나가는 식·의약품 안전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
다.
여섯째, 보건환경연구원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법, 적합기준 관리의 전산화로 분
석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확보하였고, 전국단위의 식품안전 네트워크 구성 및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유통 식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시험분석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이 보다 더욱 객관화, 과
학화되었다.
일곱째, 정보화도움터 구축으로 One-Stop, One-Call 민원상담이 가능해져서 고객만
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여덟째, 현장중심의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정보 통합망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실시간 정보
활용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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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R&D 추진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심화,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심화, 지식기반 경제·
산업·사회로의 변화 가속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복지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국가 R&D 추진방향으로 핵심기술에 바탕을 둔 지
식재산권 무한 경쟁에 대비한 원천기술의 조기 확보 및 글로벌 R&D 협력을 활성화하고,
고령화 심화와 인간수명 연장에 따라 여가 및 의료·복지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에 따라 환경변화 및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전략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연방정부 R&D 예산은 FY2010 총예산 3.6조 달러의 4.1%인
1,475억 달러로 이 중 보건 분야는 21.7%인 32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EU, 일본, 중
국 역시 건강,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1년 우리 청 R&D 예산은 국가전
체 R&D 예산(14.9조 원)의 약 0.4%인 583억 원이다.
우리 청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전략적
신성장 동력산업인 IT·BT·NT 제품 등의 신속한 실용화 지원을 위해 첨단 신제품 실용
화시 심사·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 식품·의약품 등의 과학적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R&D 예산의 확대
우리 청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전담 부처로서 과학기술의 발달 및 각종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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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영역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립을 위
한 과학적 기반구축을 위한 R&D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08년 이후 매년 3.6%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R&D 예산편성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중심의 R&D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였고, 둘째, 정책지향적
R&D 사업 강화를 위하여 전략적 정책수요 반영을 위한 탄력적인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였
으며, 셋째, 중·대형과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관점의 대형과제
추진 등 연구 응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R&D 사업의 성과 창출 극대화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각 분야별
로 나누어져 있던 R&D 예산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였고, ‘유해물질안전관리 연구’
사업의 별도 편성을 통하여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품·의약품 등의 유해물질
에 대한 과학적인 통합관리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12년에는 ‘안전기술 선진화’ 사업의
편성을 통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과학의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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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1 】 지난 5년간 주요사업 재정운용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계

519.0

517.8

543.1

582.8

597.3

3.6

식품 등 안전관리

139.3

173.4

175.1

185.5

185.0

7.4

의약품 등 안전관리

122.5

103.3

155.1

183.3

168.1

8.2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49.1

35.1

-

-

-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37.2

30.1

37.8

35.1

36.7

△0.3

안전성관리 기반연구

131.3

146.3

103.0

100.1

118.8

△2.5

나노물질 독성 기반연구**

20.0

-

-

-

-

-

유해물질안전관리 연구

-

-

49.5

49.5

51.8

2.3

【식의약안전 연구개발】

안전기술 선진화

-

-

-

-

10.0

순증

국제협력연구***

17.6

12.6

-

-

-

-

정책기반연구

2.0

2.0

7.6

10.5

9.6

48.0

연구개발사업관리

-

15.0

15.0

18.8

17.3

4.9

* ’10년부터 의약품 등 안전관리에 통합
** ’09년부터 안전성관리 기반연구에 통합
*** ’09년에 사업종료

131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정책기반연구 1,056백만원 1.8%
연구개발사업관리 1,880백만원 3.2%
유해물질안전관리 연구 4,945백만원 8.5%
식품 등 안전관리
18,551백만원 31.8%
안전성관리 기반연구 1,0,010백만원 17.2%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3,505백만원 6.0%

의약품 등 안전관리
18,331백만원 31.5%

【 그림 3-5-1 】 2011년 R&D 사업별 예산 분포현황

2. 연구개발사업 기획 선진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1) 식약청 R&D 기획단 운영
식약청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수요자 및 성과중심의 R&D 과제 기획을 위
하여 식약청 내부 연구부서 중심의 기존 기획방식에서 벗어나 학·연·산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정책부서가 참여하는 식약청 R&D 기획단을 발족하였으며, 식약청 R&D 기획단
을 통하여 환경변화 및 미래수요를 대비한 R&D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분야별 R&D 분류
체계 재정립 및 R&D 세부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2010년 기획단을 통하여 식약청 R&D 중장기 방향에 적합하도록 기존 7개 세부사업,
32개 세사업, 77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던 사업 분류체계를 7개 세부사업, 20개 세사
업, 58개 단위과제로 재정비하고 2011년을 대비한 291과제의 과제제안서를 발굴하였다.
또한, 지난 2008년에 수립한 ‘식약청 연구개발 TRM’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재
정비한 2011년 사업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단위과제 수준에서 2017년까지 중장기 단계별
목표를 재설정하였다.
2011년 기획단을 통하여 2012년도 R&D 예산 및 중장기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신
약개발, 의료기술 실용화 등 범부처 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인허가 규제과학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인 ‘안전기술 선진화’를 반영하면서 식약청에서도 기초·원천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획단을 통해 364과제를 발굴하였고, 실제
243과제 중 208과제를 기획단 발굴과제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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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획 강화, 정책 반영 확대, 예산 편성 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2012년도에도 기획단
운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개발(R&D) 환경에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 기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 표 3-5-2 】 R&D 세사업 변경 대비표
2010년 사업체계(7개 세부사업, 32개 세사업)

2011년 사업체계(7개 세부사업, 20개 세사업)

• 식품 등 안전관리
▶ 식품 안전관리 연구
▶ 식중독안전관리
▶ 영양기능식품 안전관리
▶ 국가항생제내성 안전관리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

• 식품 등 안전관리
▶ 식품안전관리 선진화
▶ 소비자 건강서비스 연구
▶ 미래대비 식품관리기반 구축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연구
▶ 의약품 유해사례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연구
▶ 허가심사규제 국제조화연구
▶ 우수실험실 표준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연구
▶ 생물제제 안전관리 연구
▶ 백신유용성평가연구
▶ 첨단제제안전관리연구
▶ 줄기세포 심사평가 연구사업단
▶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 연구
▶ 국제기구협력연구
▶ 생약(한약) 안전관리 연구
▶ 한약재 평가기술 과학화 연구
▶ 한약제제 평가제도 개선연구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 한약 등 국제 경쟁력 강화 연구
▶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 연구

• 의료기기 안전관리
▶ 의료기기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관리
▶ 유헬스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연구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 의료기기 기준규격 및 평가기술 개발
▶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및 정책 개발
▶ 미래 융합 의료기기 평가기술 지원
▶ 방사선 안전관리

• 안전성관리 기반연구
▶ 독성물질관리연구
▶ 약물안전성예측평가연구
▶ 한국인 임상시험·평가기반 구축연구
▶ 첨단분석 기술 기반연구
▶ 나노물질 독성 기반연구
▶ 그린독성평가기술개발

• 안전성관리 기반연구
▶ 독성물질관리연구
▶ 독성평가기술개발연구
▶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평가기술 선진화 연구
▶ 한국인 임상시험·평가기반 구축 연구
▶ 첨단분석 기술기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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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업체계(7개 세부사업, 32개 세사업)

2011년 사업체계(7개 세부사업, 20개 세사업)

• 유해물질안전관리 과학화
▶ 유해물질 노출확인연구
▶ 유해물질 위해영향연구
▶ 유해물질 위해분석 과학화

• 유해물질안전관리 연구
▶ 유해물질 노출확인연구
▶ 유해물질 위해영향연구
▶ 유해물질 위해분석 과학화

• 정책기반연구

• 정책기반연구
▶ 식의약품 등 통합안전관리 기반연구

• 연구개발사업관리

• 연구개발사업관리

2) 연구개발과제 융합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단 지속 확대 추진
연구개발사업 수행 초기의 착수기간 부담 경감, 연구 응집력 강화, 연구성과 창출 강화
등과 더불어, 외부 연구자에게 보다 폭넓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연구의 연속성과 자
율성을 보장하는 중장기 대형 과제 운영 기반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2008년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및 ‘의약품 심사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 시범 도
입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 ‘한약재 평가기술 과학화’, ‘약물감
시’, ‘약물대사기반’ 연구사업단을 추가하여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식품, 의약품, 안전성, 유해물질 분야의 총 5개 연구사업단, 75.5억 원 규모
를 신규 추진하여, 전체 10개 연구사업단, 161.9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식약청
연구개발사업 총 예산 543억 원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사업단을 연구기간인 2010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110.0억 원을, 의약품 분야의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기반’
연구사업단은 연구기간인 2010∼2013년까지 4년 동안 총 55.0억 원, 안전성 분야의 ‘녹
색성장기반 첨단독성평가기술개발’ 및 ‘나노 안전성 평가기반’ 연구사업단은 연구기간인
2010∼2012년까지 3년 동안 각각 38.0억 원 및 41.5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분야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통합노출평가기반’ 연구사업단은
연구기간인 2010∼2012년까지 3년 동안 총 59.8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2011년에는 식품, 의약품, 안전성 및 유해물질 분야의 기존 진행된 총 10개 연구사업단
이 178.3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식약청 연구개발사업 총 예산 583
억 원의 약 31%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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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44.3억 원)

식품 등 안전관리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55.1억 원)
기후 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110.0억 원)

약물감시(59.0억 원)
한약재 평가기술 과학화(98.4억 원)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 기반(55.0억 원)

의약품 등 안전관리

국산 한약재 규격 재평가(32.0억 원)
한약재 품질 표준화(54.0억 원)

약물대사기반(27.0억원)
녹색성장기반 첨단독성평가기술개발(38.0억 원)

안전성관리 기반연구

나노 안전성 평가기반(41.5억 원)

유해물질안전관리 연구

2008

유해물질 안전관리 통합노출평가기반(59.75억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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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2 】 연구사업단 현황

연구사업단은 대형 과제인 중단위 과제로 구성되고 중단위 과제는 유사한 성격의 세부
과제로 구성함으로써 중단위 과제간, 세부과제간 협력 연구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연구사업단의 추진은 연구자들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연구수행 환경을 보
장함으로써 사업초기 시행착오의 최소화, 사업단 내부의 과제 연계성 확보, 구성원 간 협
력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이루고, 연구수행자와 정책관계자의 협업 허브
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
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비 사용안내 책자 발간
식약청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용역연구개발과제 접수 및 수행, 성과관리 등을
소개하여 연구자들이 식약청 연구개발사업을 이해하고,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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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고자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발사업 안내」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
발사업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청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정
산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연구비 사용의 이해를 돕고, 연구비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
기 위하여 「연구자들을 위한 알기 쉬운 용역연구개발과제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기준, Q&A 등을 제시하여
연구자가 쉽게 우리 청 용역연구과제 연구비 사용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용역연구개발과제 위탁정산제도 실시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에서 한정된 기간 내에 용역연구결과보고서 검수 및 연구비
정산 업무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비
정산 업무를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위탁정산제도를 2008년 이후 본격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연구보고서 내용 검수에 집중이 가능하
게 되었으며, 전문회계법인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의한 정산업무로 연구비 사용의 정확
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4. 연구자 사기 진작 및 적극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수 연구상 선정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정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추진실
적 및 성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포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사기를 높이고 식약청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자체연구개발과제 중 ‘불법 혼입 성분에 대한 첨단분석법 연구’ 등 11과제가 우수 연구과
제로 선정되었으며 용역연구개발과제 중 ‘바이오의약품의 기기분석을 이용한 N- 및 O당사슬 분석법 확립에 대한 연구’ 등 9과제가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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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3 】 우수 연구상 목록 (2011년)
비고

과제명

부서 및 기관

불법 혼입 성분에 대한 첨단분석법 연구 ( I )

첨단분석팀

의약품 품질향상을 위한 국제조화 연구

의약품규격연구과

수액세트 등 8품목의 허가심사 길라잡이 연구

의료기기연구과

임상시험계획승인 및 품목허가를 위한 비임상시험 심사지침(안) 마련 연구

특수독성과

어린이 계층의 아크릴아마이드 인체모니터링 연구

위해영향연구팀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성 연구 ( I )

화학물질과

식품 중 이산화황 기기분석법 확립 연구

첨가물포장과

냉동 및 염장 어류 중 바이오제닉아민 기준규격 연구

광주청 유해물질분석과

화장품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 I )

화장품연구팀

바이오의약품 규격의 국제조화 연구

첨단바이오제품과

웅성 불임질환 모델동물의 개발연구

실험동물자원과

바이오의약품의 기기분석을 이용한 N- 및 O-당사슬 분석법 확립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신종부정물질의 표준품 합성 연구

서울대학교

유전자재조합 콩 동시검사법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나트륨 섭취량 : 조사 방법 개선 및 건강 영향 조사

동국대학교

화장품의 효력 평가법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치과용 상아질 접착제의 특성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동물용마취제의 안전관리 연구

건국대학교

자체

용역

5. 연구개발사업 투자의 효용 촉진을 위한 성과관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정책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사업 특성상 기획, 관리,
성과도 학술적인 측면보다는 정책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성과관리 및
분석, 추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
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타 정보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정보로 가공되어 외부에 제공되
고 있다. 그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자체평가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받고 있으며 필요 시 특정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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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분석
2011년 조사·분석은 2010년에 수행한 6개의 단위사업, 식품 등 안전관리(17,510백만
원), 의약품 등 안전관리(15,516백만 원),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3,780백만 원), 안전성관
리 기반연구(10,300백만 원), 유해물질안전관리 연구(4,945백만 원), 정책기반연구(756
백만 원)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2) 특정(심층)평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필요시 현안사업 및 특정사업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2008년 및 2010년도에 실시한 특정(심층)평가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3-5-4 】 최근 4년간 특정(심층)평가 현황
연도

사업명

평가결과

2008

독성연구개발

보통

2010

의약품등안전연구개발

차년도 예산증액 대상기관(2개 기관만 증액대상 선정)으로 선정*

* 2010년부터 점수(등급)화하지 않고 서술형 평가 후 차년도 예산에 반영

3) 추적평가
추적평가의 목적은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 촉진이며, 평가의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
하기 위하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과제를 구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의 추
적평가를 실시하였다. 2011년 대상과제는 상반기 344과제(1차 추적평가 : 332과제, 2차
추적평가 : 2010년 실시 1차 평가결과 ‘미흡’이하 등급 12과제), 하반기 64과제(1차 추적평
가 : 64과제)로 총 408과제였다. 평가결과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16과제(상반기 : 15과
제, 하반기 : 1과제)에 대해서는 성과활용보완계획 제출을 요청하여 성과활용을 독려하였
으며, 2012년에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4) R&D 성과 현황
식약청은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R&D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4가지 성과지표에 따라 R&D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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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표 3-5-5 】 최근 3년간 성과현황 (2009~2011)
(단위 : 건수)

연도

2009

2010

2011

합계

기준·규격 제·개정 등 정책 제안 실적

553

452

448

1,453

가이드라인 제안 및 시험법 개발

242

251

284

777

모니터링사업 및 정보화 기반 구축

150

141

149

440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 및 특허 건수

20

50

137

207

합계

965

894

1,018

2,877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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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예방정책 여건과 주요성과

1. 식품·의약품 등의 환경 변화
식품·의약품 등은 국민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으로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발견되는 자연 유래 또는 조리 가공 중 발생되는 신종유해물질 등은 사전
예측이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감시·검사 등의 사후관
리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으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한, 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식품 무역의 세계화 등으로 인한 위해식품의 생산 및 유통 가
능성의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식의약품 안전의식이 고조되면서 신뢰성
높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첫째, 국가 간 식품·의약품 교역 증대 및 전염성 확산으로 전 세계적 보건위기상황 발
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실제 비상 상황 발생 및 각종 위해요인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준비 및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는 식
품·의약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08년 중국산 식품 중의 멜라민, 2009년 미국산 땅콩제품의 살모넬라로 인
한 대규모 감염 발생이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회수 사태를 촉발시킨 경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우리나라 식의약 안전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수준이 높으므로 식품·의약품
정책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한 대국민 안전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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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 간 교역량 증가로 제 외국의 식·의약 안전사고가 국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국가 간 위해정보 교류가 중요하고, 식품안전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며, 국가 간 위해정보교류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국제적 식·의약 안전사고인 일본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사고,
대만 프탈레이트류(DEHP) 오염사고이다.
여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에 의한 사전위기 대응·관리를 위하여 국가 간 핫
라인(Hot-line) 및 온라인 웹사이트(Website),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운영 등 정보교
류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이처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식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2. 그간의 정책성과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2009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해예방정책국을 신설하여, 식품·의약
품 등의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공유하고, 식품·의약품 사고 등
의 예방과 선제적 대응조치를 하며, 관련 영업자에게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
정확한 정보에 의해 위기로 전개될 수 있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
활성화 및 통합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1) 선제적 위해예방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첫째, 선제적 위해예방 시스템 구축이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위기대응 매뉴
얼’ 마련, 식품·의약품 모의훈련 실시, 국민 다소비 200대 식품 수거·검사 및 선행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위해예방 노력으로 멜라민, 탤크 사건 이후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사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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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발생 제로화(0)’를 달성하고 있다.
둘째, 평상 시 식의약 안전 체감도 증진을 위한 눈높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청에 대한 신뢰도 및 친근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민 참여 프로그램인 식의약 안
방 체험, 식의약 영리더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과 식품안전정보교류협의회를 개
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으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식의약 안전관리시
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2) 위해정보 통합 정보관리 기반구축 및 교류 네트워킹 확대
첫째, 위해정보 통합정보관리 기반 구축 및 교류네트워킹 확대를 하고 있다.
위해정보 수집 네트워크 확대 및 입체적 정보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인터넷, 해
외리포터, 유관기관 네트워크, 위해정보평가자문단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외리포터 운영을 통한 현지 정보수집은 2009년 14개국 56명, 2010년 16개국 56명,
2011년에는 26개국 67명이 활동하고 있다.
둘째, 대내·외적으로 위해정보 교류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 간 위해정보 교류강화를 하고 있
다.
아시아 국가의 수입식품 증가에 따라 국제 식품사고 예방조치 및 정책교류 등을 위한
Asia INFOSAN1) 네트워크 구축이다.
2011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아시아 인포산(Asia INFOSAN) 국제회의를 서울에
서 개최하여 WHO/FAO 등 국제기구 및 11개 아시아 국가(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가 참석함으로써 국가 간 식품안전정보 교류네트워크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 INFOSAN(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WHO, FAO가 공동운영하는 글로벌 식품안전 정부기관 네
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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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네트워크 교류 강
화로 맞춤형 정보제공과 기업체 자체 사전위해예방 활동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내 26개 유관기관 및 36개 기업체 네트워크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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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소통 활성화
및 통합 위기관리능력 향상

1. 식의약 소통 활성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는 과학적 연구 및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되므로, 식
의약 안전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은 연령, 환경 등 개인적 이해도와 전문적 지식 정도에 따
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전문가와 일반대중 사이에는 식
품·의약품 등의 ‘위해(Risk)’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식의약 소통활성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국민과의 인식차이를 해소하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정책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기 위해 2010년 10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행에 요구되는 기관역량 강화 및 위해
정보 분석·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기반 확대이며, 둘째, 국민의 식의약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수행이다.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반 확대
이를 위해 사건 발생 이전에 이슈화가 가능한 정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이슈관리 체계
를 구축하였으며, 대상별 관심사항에 따른 적절한 소통방법을 적용할 목적으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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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별 위해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2010년 9월
커뮤니케이션 분야, 위기관리 분야, 소비자단체, 식의약 전문가로 이루어진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원전사고 관련 방사능 안전
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연 2회 지속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

2)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수행
국민의 식의약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커뮤니케
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1) 국민과 소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 사건·사고가 대형화되고, 정부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기대
치가 점점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 소통을 위하여 식약청에서는 소비자, 생산자, 학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
럼’을 개최하였다.
열린포럼은 2006년 4월 26일 ‘식품안전열린포럼’으로 시작하였으나,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청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
전열린포럼’으로 확대·개편하여 ‘생약의 중금속(카드뮴)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화
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방안’ 등의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46회의 열린포럼을 개최하여 6,224명이 참석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안전관리’, ‘주류산업 발전과 안전관리 방안’, ‘삭카린
나트륨 관리방안’ 주제로 3회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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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1 】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 행사

【 표 4-2-1 】 201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 주제
개최일자

주제

2011.4.26.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안전관리
• 노로바이러스 예방 현장 위생관리

• 제 외국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동향

2011.6.15.

• 주류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추진방향
• 우리 술의 경쟁력 제고 방안

• 주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사례

2011.11.10.

• 삭카린나트륨의 국내·외 관리현황

• 식품첨가물 섭취안전성 평가연구(삭카린나트륨)

열린포럼 발표자료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식
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 모음집도 매년 발간하고 있다.

【 그림 4-2-2 】 열린포럼 발표자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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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와의 소통 ‘식의약 영리더’ 위촉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의약 안전에 대한 인식은 미래 사회의 건
강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청에서는 식의약 안전에 관한
차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일환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눈높이에서 식
의약 안전정보를 주변인과 공유하면서 자신은 물론 주변의 인식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식
의약 영리더(Young Lead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식의약 영리더’는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로부터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식품
과 바른 영양 실천’ 또는 ‘청소년 건강을 위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신선
한 아이디어가 가미된 홍보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관심과 열정 정도, 홍보계획의 독창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홍보효과성을 기준으로 최종 17개팀 51명(중학생 15명, 고등학생 36
명)의 식의약 영리더를 선발하였다. 팀별로 제출한 홍보제안서를 바탕으로 두 달여 기간
동안 창의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면서 주위의 친구들, 이웃은 물론이고 온라인상의 많은
사람들과 식의약 정보를 공유하였다. 홍보활동 후 평가를 통해 우수활동팀 8팀에 식약청
장상 및 부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식의약 영리더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식약청의 민간 청소년홍보대사로서 자율적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식약청의 정보와 소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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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4 】 식의약 영리더 일일캠프

【 그림 4-2-5 】 손세균 검사에 참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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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의약 안방 체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국민 가까이에서 알리고 소통
하기 위해 주부 등 식의약 생활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식약청 체험 방문 프
로그램인 “식의약 안방 체험, 오송으로 오세요!”를 2011년 2월부터 매월 운영하고 있다.
식의약 안방 체험은 참가자가 보고 듣고 직접 참여하는 체험의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
을 두고, 최근 사회적 이슈 및 참여 대상의 세대·성별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실제 수행되는 업무에 관한 소개와 강의를 듣고 관련 실험실을
방문하여 직접 실험실습도 해 봄으로써 더욱 생생하게 업무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업체견학을 연계하여 식의약 안전관리가 산업현장에 구현되는 모습까지
전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11회에 걸쳐 운영한 결과, 학부모, 소
비자단체, 학생 등 254명이 식약청을 방문하였으며 위해사범 수사 사례, 식품첨가물, 방
사선 안전관리, 유전자재조합식품, 화장품 안전관리를 주제로 강의와 실험실습을 진행하
였다.

【 그림 4-2-6 】 식의약 안방체험

【 그림 4-2-7 】 실험에 참여하는 참가자 모습

(4)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여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된 유용한 정
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0년까지 소비자가 우려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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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유해물질에 대한 총 80건의 정보를 소책자의 형태로 제공하였으며, 2011년부터 식
품별 안전섭취 요령 등 소비자의 실생활에 보다 밀접한 생활정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설
하여 산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제공된 식품별 안전섭취 정보로는
‘커피’, ‘녹차’, ‘새싹채소’, ‘두부’ 등 2012년 5월 현재 총 13건이 있다.
유해물질 총서(2007∼2010년)
비스페놀A, 아크릴아마이드, 리스테리아균, 곰팡이 독소
메틸수은, GMO, 노로바이러스, 퓨란, 카드뮴 등 80건

생활밀착형 정보(2011년∼ )
▹

커피, 녹차, 새싹채소, 패류, 여름과일, 견과류,
등푸른생선 , 감자 및 감자가공품, 식용유, 돼지고기 및
가공품, 낙지 등 연체류, 장류, 두부 등 지속발간

3)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강화
중·장기적으로 전문성 있는 식의약 분야의 과학적 커뮤니케이터 양성을 위해 체계적
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식약청 및 시·도 관계 공무원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도,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리포트 발간 등 식약청 리스
크 커뮤니케이션 수행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관리체계 구축
1) 사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선행조사
현대 사회의 글로벌화는 식품산업 다양화 및 유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각국
에서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다양한 형태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생산제품 및 수입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정부기관, 공영매
체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의 중요도, 시급성, 대응조치
의 필요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특히 신속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대안 등
을 검토하여 수입 또는 판매·유통 금지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수집정보를 바탕으로 식품 중 위해요소(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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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필요한 사항은 선행조사(수거·검사)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
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의 검출 시 위해평가 및 전문가 심의(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안전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1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가공품 등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식중독균,
중금속 및 식품첨가물 등을 조사한 결과, 쌈장, 조미오징어 등 9건에서 식중독균 등이 부
적합 되어 행정처분 및 압류·폐기 등 조치하여 문제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또한, 국
내·외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해물질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
이 설정되지 않은 잠재적 유해물질에 대해 수시로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표 4-2-2 】 선행조사 실시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건수

1,648건

474건

834건

501건

2) 국민다소비 500대 식품 수거검사
식품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첨가·유래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다
양한 신소재식품의 출현에 따른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2008
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위해개요서를 개발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2009년 100대 식품을 시작으로 2010년 200대, 2011년 200대까지 총 500대 식품
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2009~2011년까지 총 502품목 25,410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2품목 50건
의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를 실시하였다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주요 내용으로는 갓, 강낭콩 등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이산화황, 총아플라톡신 등을 검사한 결과, 녹두, 대추에서 잔류농약인 엔도설판, 이피엔
및 둥글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체리, 원추리
등 중금속 검사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어, 전문가 심의결과 위해성은 없었다.
가재, 고등어 등 수산물에 대해 식중독균,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날
치알 중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기준 초과검출로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 하였고,
그 외 식중독균은 기준에 적합하였다. 가재, 건미역, 다시마 등 중금속의 경우 낮은 수준
으로 검출되어, 전문가 심의결과 위해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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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 곰탕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식중독균, 식품첨가물, 잔류동물용의약
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이나 기준 이하로 검출 되었다.
가래떡, 가루녹차 등 가공식품에 대해 식중독균,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중금속, 유해화
학물질 등을 검사한 결과, 고추씨기름 중 벤조피렌, 무장아찌 중 타르색소, 미역튀각 중
과산화물가, 순대 중 세균수, 대장균군, 육개장 중 세균수, 조미오징어 중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로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하였다. 두유, 영유아용 조제식 등의 중금속 검사에서
는 기준이 정해진 식품의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게 검출되었으며, 전문가 심의결과
위해성은 없었다.

【 표 4-2-3 】 2009~2011년도 수거검사 현황
연도

수거품목

수거건수

부적합현황

계

502품목

25,410건

32품목 50건

2009

102품목

5,286건

9품목 10건

2010

200품목

9,930건

13품목 27건

2011

200품목

10,194건

10품목 13건

3) 식품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저감화
국민 소득의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은 식품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강한 식
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식품과 관련된 크고 작은 위
해 발생 시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품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에도 불구하고 불량 만두소, 김치 기생충 알 검출 등 식품안전사고가 있었고, 이러한 식품
의 위해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 및 저감화 하기 위해서는 위해정보 입수 단계부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국민 불안감 해소 및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등 체계적이고 지
속적인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 중 유해물질로 인하여 인체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잠정조
치와 그 위해요인의 제거 및 저감화를 위한 관리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식품의 제
조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관리 대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 언론, 학
계, 관련 협회 및 산업계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문제로 증폭되는 것을 방지
하고 현장 실태조사 및 기술지도 등으로 저감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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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저감화 추진 선진 업체의 성공사례 및 국제적 동향의 공유를 통하여 해당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저감화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1년 한 해 동안 감자를 주원료로 한 과자류 제품에 대한 아크릴아미드 및 발효식품에
대한 바이오제닉아민에 대하여 저감화 추진 결과, 아크릴아마이드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
에서 저감화 되었으며, 발효 제품의 경우 업계가 자율적으로 저감화에 참여하는 등 상당
한 성과를 얻었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식품 제조·가공 과정 중 불
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이라도 위해가 우려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저감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능력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종 식·의약품 등 안전사고로 인한 위기상황 시 신속하고 선제적
인 대응으로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 가능한 다
양한 상황별 조치사항을 규정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의
료기기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 마련된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에 위기발생 전 초기 신속대응, 식품사건·사고 분석을 통한 위기유형 재분류, 위기수준
판단기준 구체화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였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매뉴얼은 위기상황별로 관심(Blue)·주의(Yellow)·경계
(Orange)·심각(Red)의 4단계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내용을 각각 기술
하였으며, 형식과 절차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대응체계의 원활한 운영 및 실전 대응능력
을 함양하고,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보건복지
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제 상황을 적용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약청 및
시·도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능력 함양을 위한 위기대응 실무 전문교육과정을 개
설·운영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 등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국내·외 전문가와 동
시 긴급회의가 가능하도록 컨퍼런스콜을 도입하는 등 위기대응 지휘 및 대응능력을 고도
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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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8 】 위기대응 모의훈련 (식품, 의약품)

또한, 잠재적 위해정보를 포함한 위해정보 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위해정
보를 상시 분석·평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판매·유통 금지 및 수거·검사,
안전성 서한 배포 등의 긴급조치를 수행하며, 위해정보 분석·평가 중 위기징후가 감지되
면 즉시 긴급경보를 발령하고 긴급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위기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2012년에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 연계되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화장품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누출사고 시 신
속 대응을 위한 식약청 실무매뉴얼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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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위해정보입수

일일정보분석회의

정보공유 동향보고 등

위기징후 감지시

위해정보 조치
필요시

위해경보발령

식약청 내부 자체 경보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상황점검회의

위해정보 조치

상황점검회의에서
긴급대응회의 소집
요청 결정

조치결과 관리

위기시
긴급대응회의

위기경보 발령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위기징후 감지시

관련부처 협조

긴급대응단 구성 운영

부서별 임무 수행

위기 수준별 대응 조치 시행

복구 (수습)

위기 처리 완료 및
조치결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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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위해정보 통합관리 및 분석역량 강화

1. 주요 정책 방향
국제적 안전사고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의약 안전정보의 신
속 수집을 통한 사전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위해정보의 수집·분
석·평가의 신속성, 정확성, 전문성과 주요국가 현장정보 수집을 위한 국가간 정보교류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예방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입체적·과학적 분석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부서의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소통강화를 위해 쌍방향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강화하였다. 특히, 온라인 정보
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추가로 수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 수집경로를 확보하여
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각 국 현지에서 발생
하고 있는 위해정보 등의 정보교환을 위해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글로벌 정보 네
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2. 위해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공유 체계 확립
위해식품 및 위해의약품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표되는 정보를 신속
히 수집하고, 위해 유무를 분석하여, 관련 부서에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유하
여야 한다. 온라인 정보수집 건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총
27,593건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이하 식의약품 등 으로 한다) 관련 위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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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였다. 특히, 2008년 정보

(수집건수)

국내정보

국외정보

총 수집정보

25,000

수집 범위를 식품에서 의약품, 의

20,000

료기기, 화장품으로 확대하였으며,

15,000

2009년 식품안전정보센터(2012년

10,000

2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명칭변경)
5,000

설립으로 한층 더 체계적이고 효율

0

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해졌다. 그 결

2007

2008

2009

2010

2011

연도별 수집정보

과 온라인 정보 수집량은 2008년에

【 그림 4-3-1 】 온라인 정보수집 건수 (2007~2011)

비해 약 2배정도 증가하였다.

【 표 4-3-1 】 국내외 식의약품 등 위해정보 수집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식품 정보건수

5,224

8,144

15,541

19,278

20,596

115

6,916

7,085

6,997

의약품 등 정보건수

2011년 수집된 정보 중 관련부서에 공유된 주요정보에 대하여 수입금지, 유통제품 수거
검사, 안전성 서한 배포 등 총 345건(식품 : 191건, 의약품 등 : 154건)의 조치를 하였다.
식품분야의 경우 세부 조치사항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금지 등 107건, 국내수거검사 34
건, 보도자료 15건, 국내실태조사 9건, 선행조사 등 기타 조치사항 26건 등 이었다. 조치
건수는 2010년에 비해 51건(약 36%) 증가하여, 관련부서에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
여 신속히 공유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의약품 등의 주요 조치사항은 유통금지 등 52
건, 안전성 서한 배포 38건, 보도자료 25건, 허가변경 지시 11건, 국내실태조사 등 기타
조치사항 28건이었다.
【 표 4-3-2 】 식품 주요정보 조치 현황
(단위 : 건수)

수입금지 및
검사지시

국내수거
검사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

인터넷판매
사이트차단

2010

69

41

1

2011

107

34

3

연도

보도
자료

선행
조사

국내실태
조사평가

기타

합계

7

3

1

1

17

140

7

15

5

9

11

191

※ 정보 1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조치(예 : 수입검사 및 수거검사)가 있는 경우 각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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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3 】 의약품 등 주요정보 조치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계

수입금지 및 검사지시

1

-

-

1

국내수거검사

3

1

-

4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

4

48

-

52

안전성 서한/속보

33

5

허가변경(지시)

11

-

-

11

보도자료

23

2

-

25

국내 실태조사, 평가

2

-

-

2

기타

9

12

-

21

38

※ 정보 1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조치(예 : 안전성서한 배포 및 허가변경)가 있는 경우 각각 산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정보 수집과 함께,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 및 온라
인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상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리포터, 제외국 대사관 등 국내
외 다양한 매체 및 기관을 활용한 정보수집 체계를 확립하였다.

식품안전정보원
•국내외 48개국 265개 사이트

해외리포터

•실시간 정보수집.번역.공유

•제외국에 거주중인 유학생 등 활용

식약청
위해정보과

MOU체결국가

해외 파견직원

•16개 제외국 정부기관
•정부기관간 핫라인 구축
•Asia Infosan

•USFDA

제외국 한국대사관
•제외국 정부기관의 식의약품등 주요

•SFDA(China)
•WHO 등

이슈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 그림 4-3-2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체계

수집된 정보출처의 신뢰성 및 정보 내용의 명확성 등을 확인한 후, 상황·피해의 심각
성, 국내수입 및 유통여부, 과거 관련정보 이력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정보분석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key message’를 도출한 후, 관련부서에 신속히 정보내용을 공유한다. 관
련부서에서는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수입식품 검사지시, 검사명령, 인터넷 판매금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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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등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수집·분석·공유된 위해정보는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안
전의식 강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

식품 등 위해정보 수집

48개국 265개 사이트에서 최신 식품 등 위해정보 수집

식품 등 위해정보 수집

실시간 주요정보 선별
국내수입여부, 유통실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식품 등 위해정보 수집

사업부서에서 참고 및 활용 가능한 정보 공유

Start KFDA(우리청 내부 시스템)
Start(내부) 및 공직자(외부) 메일

사업부서

공직자(외부) 메일

복지부, 농립부, 관세청 등

기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

【 그림 4-3-3 】 식품 등 위해정보 수집·분석·공유 업무 흐름도

수집정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일정보분석회의
위해정보사항
보도자료 배포

필요시

위해정보과 또는
처리담당과
필요시
평가의뢰

- 위해정보과장 주재, 사무관/연구관 이상
매일 17:00개최
- 식품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등
의약품 : 대한약전 등

긴급시

평상시

위해정보 조치

위해평가
결과통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상황점검회의
(위해예방정책과장 주재
각국 담당관 회의)

정보분석평가회의
(위해예방정책국장 주재
간부진 회의)
/전문가(안전정책협의회) 자문/

/소관국(과) 처리/
조치결과공유

긴급대응단 구성·운영
차장 주재

D/B 관리

/위해예방정책국 주관/
필요시

조치내용 보도자료 배포
/대변인실, 위해예방정책과/

【 그림 4-3-4 】 주요정보 조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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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 관련 주요정보의 집중 관리
2011년에는 한 국가에서 발생한 식품관련 사고가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식품안전사고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1월 독일 다이옥신 계란 오염사고, 3월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 유출 사건, 5월 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혼탁제에 첨가
사건 등의 경우 해당 국가의 조치가 완료되고 관련 제품들의 국내 유입이 완전히 차단될
때까지 장기적·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였다. 일본 방사능 유출 사건의 경우
는 현재까지도 후속조치들이 진행 중이며 일본의 검사결과 및 제외국의 조치사항 등의 정
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세부적인 정보관리 등 실적은 아래와 같다.

1) 독일, 계란·닭고기·돼지고기 중 다이옥신 오염 사건(2010.12)
2010년 12월, 독일 니더작센주 사료회사가 제조한 사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오
염원인은 사료용 유지제조회사가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공급받은 공업용
혼합지방산이었다. 해당 사료용 유지제조회사가 출하한 유지를 사용한 사료 공급이 의심
되는 계란의 회수, 돼지 및 닭의 도살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상기의 오염 계란
은 네덜란드에 수출되어 계란가공품(액란) 제조에 사용되었으며, 해당 계란가공품은 네덜
란드에서 영국의 케익 제조업체에 수출되었다. 독일 정부 및 네덜란드 정부의 조사결과,
해당 오염식품의 한국 수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공유를 통해 독일의 계란,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수
입신고 보류, 계란 등을 함유한 독일산 제품에 대하여 잠정 유통·판매금지 및 수거검사
등 오염된 제품의 국내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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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4 】 다이옥신 관련 정보 이력
2011.01.08.

• 영국, 2개의 케이크 제조업체에 다이옥신에 오염된 저온살균 액란이 공급됨(영국 FSA)

2011.01.09.

• 독일 연방농식품소비자보호부(BMELV)의 육류 다이옥신 함량 조사 결과
▶ 3개 가금류 업체 검사결과 : 가금류 지방의 다이옥신 함량 최대 기준(2pg/g)보다 현저히 낮게 검출
▶ 6개 육류 업체 검사결과 : 돼지 지방의 다이옥신 함량 최대 기준(1pg/g)을 초과하는 검체 없었음
▶ 다이옥신 오염 해당업체 산란계 닭의 지방 검사결과 : 다이옥신 기준인 2pg/g을 초과한 4.99pg/g
검출되어 닭과 계란 폐기
•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료의 유입(1 lot) into Isére, France

2011.01.11.

2011.01.28.

• 네덜란드 액란의 다이옥신 : 0.23pg/g of fat(액란 다이옥신 허용한계, EU : 3pg/g of fat)
▶ 영국에서 공급된 계란의 다이옥신 수준 : 안전한 수준
• 독일 다이옥신 오염사고 정보보고, 유럽
▶ 360개의 돼지와 가금류 농장 : 공급제한
▶ 계란의 다이옥신 검출 최대치 : 12pg/g of fat(계란 다이옥신 허용 한계, EU : 3pg/g of fat)
▶ 가금류의 다이옥신 검출 최대치 : 4.99pg/g of fat(가금류 다이옥신 허용 한계, EU : 2.0pg/g of fat)

다이옥신에 오염된 계란

다이옥신에 오염된 계란으로
제조된 액란

다이옥신에 오염된 계란으로
만든 케이크, 파이

다이옥신에 오염된 독일,
영국제품의 이동경로
보고(2011.01.07)

사건관련 제조사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에
정보요청(2011.01.12)

사건관련 제조사에 대해
영국 정부에
정보요청(2011.01.12)

【 그림 4-3-5 】 다이옥신 오염된 계란제품의 이동경로 및 관련 정보 조사 내용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물질 식품 중 오염(2011.3.12)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다이치 핵시설의 방
사성물질이 환경 중에 방출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산 농수축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일본산 수입 식품 통제를 강화하였다. 위해정보과는 제외국
의 조치 현황, 일본 후생성의 식품 중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및 출하제한 등의 조치현황 정
보를 온·오프라인으로 2600건 이상 신속히 수집하고, 필요시 각 국 정부기관 등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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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통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정보내용을 분석 하였다. 이 중 50건 이
상의 주요정보를 사업국 및 농림부에 공유하여 즉각적으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 후생성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일
본 농수산물의 출하제한 조치 현황 분석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오염 심화를 예측하고 주
요관찰대상 품목을 공유하였다.

[ 식약청 위해정보과의 정보분석 포인트 ]
•일본정부의 언론발표와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오염지역과 생산물 평가
•후생노동성에 정보요청 :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검사여부(검사기기, 검사법 등)
•일본 민간 검사기관에 비공식적 정보요청 : 일본 국립 및 민간 검사기관의 방사능 핵종 검사방법(검출법,
검출한계 등)
•싱가포르에 정보요청 : 일본산 식품의 수입금지 기준과 방사성 세슘 오염 식품 처리방법

특히, 일본정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 검출로 출하 제한한 품목에 대해서는 식
약청 사업부서 및 농림부와 신속히 정보 공유하여 잠정수입중단 등의 관련조치들이 실시
간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식약청은 일본 정부가 출하제한한 모든 식품에 대
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 있으며, ’12년 6월 현재까지 (식약청) 일본 8개현 23품목, (농
림부) 일본 6개현 16개 품목에 대한 잠정수입중단 조치를 실시 중이다. 위해정보과에서 제
공된 정보는 가공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일본산 식품금지 조치와 함께 농림부의 수산물에
대한 조치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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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약품등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활용도 증가
의약품 분야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유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정보와 품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회수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주요 이슈로는
2011년 2월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에서 발표한 ‘부플로메딜 제제’의 심각
한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따른 판매중지 정보가
있었다. 우리청에서는 해당 정보를 근거로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처방 및 조제 자제를 당부하였고, 차후 발표된 유럽 의약품청(EMA)의 검토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판매중지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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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과
2011.02.18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 발표정보 수집 : 심각한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을 사유로 혈관
확장제 부플로메딜 제제 판매중단 및 회수

의약품안전정보팀
2011.02.18

2011.08.25

안전성속보 배포 :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 자제 당부

의약품안전정보팀
안전성속보 배포 : 부플로메딜 경구제제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

위해정보과
2011.11.18

2011.12.02

유럽 의약품청 발표정보 수집 : 심각한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을 사유로 유럽연합차원에서
부플로메딜 제제 시판허가 중단

의약품안전정보팀
안전성속보 배포 : 부플로메딜 주사제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 그림 4-3-6 】 부플로메딜 제제 관련 정보 및 조치 이력

의료기기 분야 주요 정보로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으로부터 수집된
‘이식한 금속 인공엉덩이뼈관절의 마모된 잔해물에 의한 연조직 괴사에 대한 안전성 정보’
가 있었다.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의료전문가 권고사항을 포함한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을 발행하여 주의하도록 조치하였다.
최근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큰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국내외 정보는 수
집되지 않았다. 주로 수집되었던 주요정보는 제외국 정부기관에서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인한 화장품 회수정보와 중금속 등 일부 물질 등의 위해평가에 따른 안전성정보가 대부분
이었다. 위해정보과에서 신속하게 수집·분석된 이러한 정보들은, 제품 특성상 소비자들
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관련 사업부서에서 적시의 사전예방적 안전관
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0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에서 수집된 ‘가수분해 소맥이 함유된 의약외품·화장품에 의한 알레르
기 발병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대한화장품협회 등에 서한을 발송하여
‘포장·판매문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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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

기타 3%
정책 19%

감시 6%
안전성정보 28%

기타 9%

제도 및 정책 6%

허가승인 8%

회수/수리 68%

안정성정보 19%

회수/수리 60%

안전성정보 40%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 그림 4-3-7 】 2011년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집정보의 유형별 분류

5. 글로벌 정보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
1) Asia INFOSAN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최근 국가간 FTA체결 등으로 국제적인 식품교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의 멜라민 사
건과 같이 한 나라의 식품사고가 전 세계의 문제로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입식품에 대
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안전을 위해 제외국 등과의 정보교류 협력 및
공조체계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청은 국내 수

2013년

입식품 물량의 55%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온라인 정보
수집이 어려운 아시아국가들
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식품
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Asia

2012년
2011년

- 아시아지역 국가들
간의 위해정보 교
류협력 네트워크
(Asia INFOSAN)
구축

- 아시아지역
INFOSAN 회원국
간 워킹그룹 구성
- 아시아지역
INFOSAN 회원국
간 식품안전정보
공유매뉴얼 개발

- 아시아지역
INFOSAN 회원국
간 회의 정례화
- EU-RASFF와
업무협력(MOU)
체결

INFOSAN” 정보교류 네트
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FAO/

【 그림 4-3-8 】 글로벌 정보교류 추진체계

WHO의 INFOSAN 본부 및 아시아 주요국 당국자들과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1
년 9월 “INFOSAN Meeting for Asia Countries”를 개최하였다.
※ INFOSAN(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국제식품안전당국네트워크) : WHO/FAO가 운영하
는 국가간 식품안전정보교류네트워크로서 식품안전이슈의 신속한 공유 및 회원국 간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
로 177개 회원국이 참여중임.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식접촉창구(Contact Point)로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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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WHO 서태평양 지
부(WPRO), WHO 동아시아 지부(SEARO)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아시아 지
역 11개 국가에서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참가국 대부분이 INFOSAN 본부의 지원 하에
식품안전사고 시 긴급대응을 위한 아시아 지역 국가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또한, INFOSAN에서 구축중인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Asia INFOSAN’ 웹 커
뮤니티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2012년부터 이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정보교류를 위
한 매뉴얼 마련 등을 한국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식약청은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아시아 국가간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식품안전 정보교류 네트워
크 구축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시아지역 식품안전협력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2011.9.27)
‘글로벌 시대 아시아 국가간식품안전 협력 강화’

아시아 INFOSAN Meeting (2011.9.28)
‘INFOSAN 참여 증진을 위한 식품안전 정보교류와
긴급 대응 역량 강화’

【 그림 4-3-9 】 2011년 Asia INFOSAN관련 회의 실시

2) 제외국 Hot-line 정보 교류
식약청은 정확하고 심층적인 식품·의약품 등 정보가 필요한 경우, RASFF(유럽 식품
사료신속경보시스템), 제외국 식·의약품 관련 정부기관(중국 질검총국(AQSIQ), 독일
(BfR), 일본 후생노동성 등) 및 대사관 등과의 ‘HOT-Line’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
청하여 확인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식약청이 HOT-Line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총
316건으로, 일본의 원전사고 관련 식품 등의 방사능 모니터링자료 및 제외국 조치, 대만의
DEHP 오염된 혼탁제 정보, 독일의 장출혈성대장균 식중독사건, 이탈리아산 올리브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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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lostridium Botulinum 오염으로 인한 회수 정보 등이 있다.

6. 해외 리포터를 통한 제외국 현지 정보수집 강화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 식품분야 48개국 265개 인터넷사이트, 의약품 분야 18개국 120
개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기 어려운 해외 현지 정
보 수집을 위하여 현지 교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해외 리포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에 정보수집 영역을 식품분야에서 의약품등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 13
개국 40명이었던 해외 리포터가 현재는 26개국 67명으로 확대되었다.

국가

중국

홍콩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일본

인원수

16

1

15

3

1

1

1

3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대만

싱카폴

말레이시아

프랑스

1

2

2

1

1

2

2

1

2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

영국

터키

2

1

1

1

1

2

2

1

1

【 그림 4-3-10 】 해외 리포터 활동 국가 현황

2011년, 해외 리포터를 통해 수시정보 564건, 심층정보 120건 총 684건의 정보가 수집
되었다. 수시정보로 보고된 정보는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완성 정보에 대한 추가
조사 확인(25건), 농림부 등 공유(30건), 청내 내부공유(13건), 대국민홍보(4건) 등에 활용
되었다. 해외 리포터가 수집하는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현지 언론

167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제
4
장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사, 전문지, 전문방송 보도 정보수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으로 수출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식당, 음식점, 시장 등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또는 소규모 도시에
국한된 지엽적 정보는 수집을 지양하도록 협의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해외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해외 리포터들과 원활하고 편리한 의
사소통을 위해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on-line)상에서 신속·정확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해외 리포터 정보방을 개설하여 해외 리포터가 수집한 우수정보, 제외국의 정책
및 연구동향을 분석·평가하여 사업부서와 공유하고, 제외국의 현지 식·의약품등 안전정
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외 리포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그림 4-3-11 】 해외 리포터와 화상회의 실시 화면

7. 기업체 및 소비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
국내 식품 제조업소의 원재료 등 수입 식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집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하여 기업체가 스스로 위해식품의 수입차단을 하는 등 사전예방적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체와의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2011년에 참여 기업체를 8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는 정보교류 체계를 갖추었다. 주요 제공 대상 정보는 기업체가 수집하기 어
려운 제외국의 기준·규격 및 정책동향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정보를 공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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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기업체가 사전예방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 식약청, 식품안전정보원과 생활안전정보 상시교류 체계를 마련하여 소
비자에게 식의약 관련 생활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소비자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쌍방향소통창(핫라인 대표메일 : foodinfo119@foodinfo.or.kr)을 개설 운영
하였다. 뉴스레터 ‘오늘의 식품안전 생활정보’, ‘일본원전관련 식약청 대응 및 동향관리’ 등
소비자생활안전정보 및 생활밀착형 정보를 147회 제공하였다.

8. 향후계획 및 전망
과거 위해정보 발생 빈도, 정책동향 등을 근거로 위해요소별 위해징후를 탐색하는 호라
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 기법을 적용하여 위해요소의 탐색을 강화할 것이다. 사
업부서의 장기 예방프로젝트 개발 등에 필요한 기준, 정책 등 수요정보를 지원하기 위하
여 사업부서별 관심있는 전문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제외국 정책동향 및 이슈 등 분
야별 수요자 맞춤형 고급 전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1년에 구축된 Asia INFOSAN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내외 정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제기구 및 참여 희망국으로 구
성된 워킹그룹을 결성하고, 식품 정보교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아시아 국가간 정보공유
네트워크의 실질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속 정확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특히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와 Hot-line을 통한 상시 정보교류체계를 더욱 강
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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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선진화

1. 시험검사기관 제도 개요
2010년 식품산업 총생산은 약 35조 6천억 원(전년 대비 7.2% 증가), 의약품산업은 약
16조 9천억 원(전년 대비 6.6% 증가), 의료기기산업은 약 3조 원(전년 대비 7.2% 증가)으
로 식품·의약품 등 관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유통되는 식품·의
약품 등의 안전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약청에서는 수입 및 유통 단계의 시험검정 또는
수거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는 자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제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시설 미비 등으로 자가 품질 검사가 어려운 업체에
는 국가가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의 경
우 인·허가와 관련한 심사용 시험성적서를 얻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2.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시험검사기관은 법정 시험검사기관과 식약청장이 지정(또는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
로 나눌 수 있으며, 식약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검사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춘 자
는 누구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인정)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12월 현재 총 177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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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검사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정기 지도·감독
또는 검사능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표 4-4-1 】 식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현황
1. 법정 식품위생검사기관

(단위 : 개소)

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 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검사에 한함)

24

1

6

16

1

2.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

(단위 : 개소)

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65

19

46

3. 국외 검사기관

(단위 : 개소)

계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

인도

미국

호주

핀란드

프랑스

53

25

6

6

6

5

2

1

1

1

【 표 4-4-2 】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단위 : 개소)

계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35

4

7

11

13

【 표 4-4-3 】 시험검사기관 점검 주기
식품 분야

의약품 분야

국내

국외

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의료기기

1회/년

1회 이상/3년

1회/년

1회/년

1회/년

1회/년

3.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제고 및 운영시스템 선진화
시험검사기관은 국내 수입·유통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
어 검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
년 말경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위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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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하여 국가 지정 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였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엄정하고 효율적인 시험검사기관의 관리체계가 요구되었다. 또한, FTA 체
결 확대 등의 국제 환경 변화로 국가 간 교역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에 대한 무역분쟁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신뢰성 제고 및 국제 조화를 위한 선진 검사
체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2008.11.∼
2009.3.)하여 부실 검사기관을 과감히 정비하였으며, 시험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하여 검사기관 지정 요건 강화, 검사수수료 개선, 국제 수준의 우수 시험검사기관 운영시
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1) 검사기관 지정 요건 강화 등 법령·제도의 합리적 개선
「식품위생법」 전면 개정(2009.2.6.)으로 국가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더라
도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자동 소멸되고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정일몰제가 도입되었으며, 의약품, 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하여도 약사법 개정
(2011.6.7.)을 통하여 지정일몰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신규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는 지
정 평가 시 공무원이 검사원의 시험분석과정에 입회하는 현장평가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검사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검사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검사수수료 할인제 운영 등 부실검사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검사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하여 검사수수료 원가산출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수수료
변경을 지정 변경대상으로 하는 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체계 전반을 개선하였으
며, 검사수수료의 할인율 적용을 금하는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검사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원 및 대표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제를 도입하여 대표자는 연간 4시간 이상, 검사원은 연간 21시간 이상의 전문교
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의약품검사기관, 한약재검사기관에도 교
육 의무화를 도입하였다.
최근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등(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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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육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시험검사기관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가칭「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에 관
한 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상시적 지도·감독 강화
시험검사기관의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위법행위로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시험검사기관을 일제 정비하는 등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하였다.
시험검사기관의 반복적인 부실검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별 검사물
량변동, 인력 변동 추이 등 검사기관 이력관리 프로파일 D/B를 구축하여 정보 분석을 통
한 상시 지도·감독 인프라를 마련하는 한편, 시험검사기관별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시
험검사기관의 취약분야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1:1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한 품목과 동일한 검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
하는 ‘시험검사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안전정보네
트워크, 책임담당관, 검사기관 관리 프로파일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상
시 실태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3) 국제 수준의 선진 시험검사기관 지원·육성
시험검사기관 검사시스템 선진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9년 시·도 보건환경연
구원(16개소)과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57개소)에 실험실정보시스템(LIMS)을 구축하였
으며, 이를 통해 검사결과의 추적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 업무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유도
하였으며 2010년에 는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도 LIMS 보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검사결과의
국제조화 등 검사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WHO, CODEX 기준 등을 반영한 국제 수준의 우
수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를 2011년도 지방식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
구원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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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식품분야
검사기관
표준모델 적용
(민간)

의약품 등 분야
검사기관
표준모델 적용

제조업체 운영
실험실 대상
표준모델 적용

품질보증체계
이행여부 평가
및 개선

【 그림 4-4-1 】 우수 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 단계적 보급
* 2013년 의약품 등 검사기관 표준모델 시범운영 병행

4)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역량 강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한하여 실시한 숙련
도평가를 2010년도부터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숙련도평가는 시험검사기관에 균질성이 확보된 표준시료를 제공하여 실험에 대한 정확성
및 정밀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식약청에서는 이를 국제적인 숙련도평가 프로그램으로
개발·확대하고자 2011년도부터 식약청 지정 국외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검사시스템 평
가제 도입을 위하여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한 바 있다. 이는 검사업무 관련 문서 및 시약
관리의 표준화, 검증된 분석장비의 활용 및 검사원의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험검
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실험실 운영체계 도입
이 조기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1년 10월에는 시험검사 숙련도평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검사기관이 참석하여 식약청 검사시스템, 숙련도평가의 국제조화에 대하여 논의 공유
한바 있으며, 앞으로 이 심포지엄의 지속적 개최와 더불어 국제조화의 노력 등을 통해 역
량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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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검사기관과의 소통 강화 및 협력적 업무 수행
시험검사기관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시험검사기관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하는 시험
검사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분기 1회)하였으며, 이 시험검사발전협의회를 의약품
등, 화장품, 의료기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 분야도 참여케 하는 확대 방안을 추진하
는 한편, 법령 제·개정 사항, 최신 시험법 정보 제공과 함께 제도개선 건의 사항 등을 적
극 발굴하여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시험검사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
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및 지정 시험검사기관 간담회 등을 정
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험검사 분야의 정보 교류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시험검사 분야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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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비임상
및 동물실험 관리체계 선진화

오늘날 제약산업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성장의 중심에는 신약 개발이 위치하
고 있다. 이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신약개발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의미이다. 1999년
국내개발 의약품 중 처음으로 ‘선플라주’가 신약 허가를 받은 후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임상시험을 거쳐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비임상시험이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독성,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적 조건 하에서 시험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하며, 임상시험(Clinical Trial)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
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
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결국 신약 개발
의 필수조건인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의 기반 구축은 제약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블록버스터’라 불리는 신약의 연간 매출액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제품의 출시가
늦어짐에 따른 제약회사의 경제적 이익 축소는 어마어마하다. 이에 신속한 신약 판매를
위하여 다국적 제약회사는 임상시험 참여 국가의 다원화를 통한 전 세계 동시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도된 것이 다국가·다기관 임상이며, 현재 임상시험
참여국이 미국과 유럽 위주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남미까지 확대되고 있다.더불어 최
근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다국가·다기관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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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위암·
간암 등 아시아 특발 질환에 대한 의약품 개발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다국가 임상시
험에 참여할 기회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신
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비임상시험 기반은 1986년 8월 신약 허가용 독성시험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또한, OECD 가입에 따
라 OECD 규정과 부합되도록 하는 등 국제조화를 위하여 1998년 1월 ‘의약품 안전성시험
관리기준’을 전면 개편하였다. 2000년 12월 「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을 「비임상시험관
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 GLP)으로 개칭하여 제정하였는데, 화장품도 ‘비임
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른 시험 실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비임상시험기관에 대한
관련자의 이해를 돕고자 2003년 4월에는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비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상호인증과 비임상시험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지
점시험 제도를 도입(2005년 12월) 하였고, 2007년 4월에는 비임상시험 관련 전문 평가위
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GLP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
뢰성 확립을 위해 국내 비임상시험기관 운영실태 평가 자료를 매년 OECD에 보고·공개
하고 OECD GLP 실무그룹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11월에는 세
계 각국의 의약품 등 품목 인·허가 시 안전성평가로 제출되는 GLP 기관의 비임상시험자
료 상호인정(MAD)을 위한 OECD GLP 현지 방문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GLP 관리체계의 국제조화 및 위상을 강화하였다.
또한, 2007년 6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응하기
위한 비임상시험기관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변화·발전하는 GLP 제도 운영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1987년 12월 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Good Clinical Practice : GCP)을 도입하였고, 1995년 10월에는 GCP 실시를 의무화하
였다. 또한, ICH-GCP(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Good Clinical
Practice) 기준과 국제 조화를 추진하고 임상시험 실시 승인 의무화를 위하여 2001년 8월
「약사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02년 12월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 IND) 승인 제도를 도
입하였고, 2007년에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개정을 통해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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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 운영을 도입하였으며 단계별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
정제를 폐지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
구하였다.
또한 실험동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물실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국민보
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2008.3.28. 제정)을 시행(2009.3.29.)하
였다. 식약청은 이 법을 소관하는 주무관청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정책을 추
진하며 제도정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임상·비임상시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방안은 임상시험 대상자(피
험자)에 대한 안전성과 임상시험의 윤리성을 확보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2011년의 업무 추진 실적과 2012년의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
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에는 임상·비임상시험의 국제조화 및 실험동물 관리제도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
고 추진하였다.

첫째, 임상시험 선도국가를 향한 중장기적 임상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 산·
학·관 임상전문가가 참여하는 「임상미래창조 2020기획단」을 구성하여 임상시험 피험자
안전보호체계 구축을 토대로 2020년까지 임상시험산업 분야 세계 5위를 목표로 하는 「임
상시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임상시험 안전관리의 국제조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내 임상시험에
서 전자자료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임상시험 전자자료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국제적인 흐름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임상시험 선진국을 향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안전성 보고의무의 강화 및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에
대한 국제적 기준(ICH-E2F)의 도입을 추진하여 임상시험 피험자 안전관리 선진화를 강
화하였다. 임상시험 선진화를 위해 임상시험 피험자 윤리 안전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이
를 위해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에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 정규교육 과정 중 임상연구 윤리전문가 양
성을 위한 임상연구 윤리과목 신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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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임상시험 제도 조화 및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시험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동일 기관에 대한 추가·동시 지정 신
청 시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임상시험 정기 실태조사 시 의약품등·의료기기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임상시험의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공동 심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및 IRB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여 한국형 IRB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셋째,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였다. 생동성시
험기관의 피험자 안전 및 운영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심
사위원회 심의 및 자료추적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등 피험자 안전 보호와 자료 신뢰성에 대
한 중점 관리를 실시하였다.

넷째, 국내 GLP 산업을 확대·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신약 등의 신속
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임상시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38명의 산·학·관
전문가로 구성된 「GLP미래전략기획단」을 통해 GLP 규제 선진화, GLP 역량강화, GLP
국내·외 협력 강화 등 주요정책 방향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 하였다.

다섯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
장품 등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동
물실험을 목적으로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
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원숭이를 공급하는 자는 식약청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370개의 동물실험시설과 40개의 실험동물공급자가 등록하여 제도
권으로 편입되었다.

여섯째, 실험동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식약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동으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동물보호법) 구성과 운
영에 대하여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동물의 사용과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과 시설관리 및 위원회 표준운영 규정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전파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교육’(5회 150명 이수)을 실시하였으

179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제
4
장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며, 실험동물 제도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정책대상자에게 입법취지 및 법령내용
을 널리 알리고 교육 자료를 전파하기 위하여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을 순회하여 ‘실험
동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교육’(5회, 총 929명 이수)을 개최하였다.

일곱째, 실험동물공급자의 실험동물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
여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주요한 공급원으로 동물실험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험동물의 생산과 운송 등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관리에 중점
을 두었다.

2012년에는 국제 수준의 임상·비임상시험 및 실험동물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임상선도국가 진입(2020년 세계5위)을 목표로 임상시험 종합발전계획의 차질없
는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 종합발전계획은 임상시험 규제경쟁력 강화, 역
량강화, 안전보호체계 강화, 소통강화체계 구축, 의료기기 임상시험 발전방안을 정책방향
으로 하는 세부추진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임상시험 종합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상선도국가 구축을 위한 ‘임상창조 열린사
랑방’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임상창조 열린사랑방’은 임상·비임상 산업 및 관련 인프
라 업계와 식약청과의 지속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 협의 채널로 정책의 선순환 기능을 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상시험 피험자 윤리 안전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0년 업무협약을 맺
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임상연구윤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관 협력 교육제도를 도입하
여 IRB중심의 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것이며, 임상시험 중 발생되는 중대한 이
상약물반응의 보고·평가관리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이상약물반
응 전자보고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우리 청에서는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KAIRB) 주도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 손상(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
여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표준안 마련을 추진하여 왔다. 금번 수립한 임상시험 종합발
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각 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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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기관별로 피험자 보호센터를 적극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있어서 피험자 불만
사항을 접수·처리하여 임상시험 피험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임상시험 사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FDA나 유럽
EMA(의약품청)와 달리 KGCP(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가 법령이 아닌 식약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임상시험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국제
조화를 추진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도 의약품과 규제조화를 추진할 것이다.

넷째, 임상시험 사후관리 제도의 합리화 및 투명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의 임
상시험 실태조사 기준을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
사자용 SOP(표준작업절차서)를 작성·공개하고, 임상시험 의뢰자 및 실시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점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임상시험 정기 실
태조사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 식약청 홈페이지 공개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 관련 질의·응
답집을 발간할 것이다.

다섯째, 약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
기관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생동성시험 적합 기관에 대
한 지정 절차 및 처리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민원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기관 지정제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지
도·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험기관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관리할
예정이며, 특히, 심사위원회 및 자료추적시스템 적정성 등 피험자 안전 보호와 자료 신뢰
성에 대한 중점 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여섯째,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하여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기간 연장이 필
요 할 경우 식약청의 사전승인 후 사용토록 했던 것을 업체의 자율적 재검사로 변경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며, 특히 안정성시험계획서 제출 유무에 따라
‘사용(유효)기간’ 또는 ‘재검사일자’로 승인하는 세부 기준과 업체 자체 재검사 결과로 자율
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유럽 등 선진국의 국제 기준에 맞춰 자율 재
검사 할 수 있도록 개선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임상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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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검토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
한 제도 개선 민·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일곱째, 비임상시험(GLP)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법’이 개
정됨에 따라 비임상시험의 운영과 관리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과 ‘비임상시험 관리
기준’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 시 시험항목별 지정제를 시
험분야별 지정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신규 시험법의 신속한 도입을 통한 GLP 규제
선진화 및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여덟째, 실험동물제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실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책대상자에게 입
법취지와 법령내용을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을 순
회하여 ‘실험동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교육’(5회 총 750명 예정)과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교육’(5회 총 150명 예정) 통한 관리자 및 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실험동물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대상자와 소통하여 공
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으로 조화될 수 있는 실험동물 관리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험동물 산
업을 지원·육성하여 생명과학의 기초 인프라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 표 4-5-1 】 임상·비임상시험 및 동물실험시설 등 현황 (2011년)
(단위 : 개소)

구분

계

182

임상시험계획 승인
(2011)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누계)

의약품등

의료기기

의약품등

의료기기

503

43

149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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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등록시설
(누계)

생동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누계)

비임상
시험기관
(누계)

계

동물실험
시설

실험동물
공급자

43

18

410

37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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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식품안전관리 여건과 주요성과

1. 국제적 수준의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정비
1) 식품 기준·규격 관리
최근 국제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각 국가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안전기준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유해물질
의 발생 및 다양한 신제품의 개발 등으로 식품안전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위
생과는 거리가 있는 품질규격은 삭제하고 유해물질 중심의 위생규격은 강화하는 등 유해
물질 사전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기준과도 조화롭게 맞춤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5년도에 발생한 김치 중 납, 장어 중 말라카이트그
린 검출 등 최근의 식품안전사고를 계기로 식품의 위생규격을 강화하고, 식생활 환경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2008년 EU 등 선진외국의 수준으
로 유해물질 기준 강화를 위해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
내외 식품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였다. 기준 강화를 위한
유해물질의 우선 순위를 2007년 1,638개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EU 등 선진국 수
준인 1,882개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였으며, 현재에도 제외국의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국내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및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준 설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준 규격
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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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 설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9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의 식품업계 종사자 및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지
방청을 대상으로 ‘식품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식품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
여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식품원료
관리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올
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대상별 교육·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관리
국제적으로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관리가 강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소비자 안심 확보를 위해 지속
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 지정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CODEX 등 국제기준과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현
행 사용기준을 별도로 분리하여 식품첨가물공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기
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연합(EU) 등 제외국에서 기구 및 용
기·포장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제외국의 안전정보
및 새롭게 발견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다양한 종류의 살균소독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품목의 공정규격화를 위한 제·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
로써 기준규격의 국제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의 살균소독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
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매체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등 맞춤형 교육·홍보 자료 개발
을 통해 소비자 친화형 정책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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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료에서 소비까지 유기적·체계적 안전관리망 마련
1) 유통 식품등 안전관리 활동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 및 식중독 사전예방과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식품 관련 업체 시기별, 계절별 특성에 맞게 선제적 관리를 위
하여 2011년 총 6회에 걸쳐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여름철 성수식품·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총 37,9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생관리가 미흡한 1,454개 업체(위반율 3.8%)를 적발하고 위반업
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한 영업자가 그 내용을 행정기관
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10.1.4)하여 모든 이물 신고(보고) 사항에 대해 이물 원인조사 및 분석을 실
시하고 개선조치를 병행하여 제조환경 등을 개선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유통 식품 수거 검사를 위하여 위생취약지역(장소)에 대한 수거 검사
를 확대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총 42개 식품군, 335 품목
181,391건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254건이 부적합 판정(부적합율 0.7%)되
어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공개)와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
수·압류·폐기조치하고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제품바코드를 이용하여 최종 소비자 구매 단계인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을 차단할 수
있는 민(유통업체)·관(지식경제부, 식약청 등) 협력 시스템인 위해상품(식품) 판매자동차
단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2011년도에 25개 대형 및 중소유통업체, 나들가게,
군복지단 등 총 28,803개 매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일평균 1,319여만명의 소비
자에게 안전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고, 신속한 유통·판매차단과 회수조치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식품의 신속한 유통·판매 차
단을 위하여 그 간 수거 검사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의 사후관리 제도에서 우선 잠
정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서 더 이상 판매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는 사전예방 제도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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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WTO 출범이후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의존도는 국가 간 대외무역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
가했다. ’11년도 수입식품은 중국, 미국, 일본 등 129개 국가로부터 312,723건이 수입되어
최근 5년간 1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와 식품의
수입 증가로 식품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식약청은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강화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행하였다.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
제적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였다.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선택
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입자에 대해서는 검사명
령제, 식품안전 교육명령제, 수입식품 신고 대행자 제도 및 성실신고 평가제를 도입함으
로써 수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전 안전관리와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불량 수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3) 주류 안전관리 강화
1966년 국세청 개청이후 주류관리 업무를 국세청에서 전담하였으나, 주류시장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2010.6.1)함으로써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청으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식품안전 전문
기관인 식약청이 주류 안전업무를 관장함에 따라 주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문적·종
합적·선제적 관리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의미 있는 계기
가 되었다.
주류제조업소는 그간 세원관리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
한 입지·시설요건이나 위생관리 장치들은 비교적 열악한 상태에 있어, 주류제조업체의
기초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생·안전 인식 강화를 위한 지도·계몽에 역점을 두
고 추진하였다. 특히 지난해 우리청은 전국 주류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생관리 요령 등을 현지 지도하였고, 주류제조업체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안전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매뉴얼 제작·보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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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질 저감화 기술지원, 우수관리제조업체 견학서비스 제공,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2012년에는 좀더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주류제조업체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령 등 개
정을 추진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주류제조업체간 위생관리 수준의
편차가 심한 주류제조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행정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제조업체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
관리업체로 구분하여 그 수준에 맞게 차등관리 하는 구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
획이다.
또한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기술지원, 간담회 등을 지속적
으로 개최하여 주류제조업체 스스로가 위생·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지원하고, 국민 주류소비·섭취실태조사와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하여 국민들
의 정확한 소비섭취실태를 파악하여 위해물질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안전관리 사업
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식품안전정보원 설립·운영
국내외 식품관련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제공하고, 위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예방하
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
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6일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설립·출범하였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전 세계 48개국, 265개 사이트로부터 365일 국
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하여 위해식
품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기반
구축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5)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식품표시체계 개선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
명, 원재료명,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와 위생적 취급을 위해 보
존 및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그 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등
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 제2011-67호, ’11. 11. 07)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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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에 맞는 표시기준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개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
여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잦은 표시사항의 개정은 남은 포장지 폐기교체로 인한 업
계 부담과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로 인한 업계 부담과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식품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시기준의 개정 횟수
나 시기에 관계없이 시행일을 1년에 한번 매년 같은 날짜(예 : 1월 1일)에 통합 시행하도록
하여 식품업계는 표시기준의 변경에 따른 작은 포장지 교체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식품정보가 바뀌는 날짜가 명확해져 식품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 밖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문구 활자크기 확대,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 간결화 등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식품위해요소의 예방적·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1) 식품안전관리 인증제(HACCP) 활성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해썹”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이라 칭하며,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분석한 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다. 식품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업계의 위생관리수
준을 향상시키며,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썹(HACCP) 제도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식품업체에서 해썹(HACCP)을 적용하면 생산량, 매출액 및 단기순익은 증가하고, 소비
자 클레임 발생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해썹(HACCP) 적용이 업체의 영업이익에 도
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해썹(HACCP) 적용이 확대될 경우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고, 식품안전사고의 감소로 식품 전반에
대한 안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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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해썹(HACCP) 제도를 도입한 이래 어묵류 등 6개 품목1) (2006
년 배추김치 추가) 의무적용 도입(2005년), 소규모 업소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 표준관리
기준서를 개발·보급, 민원처리기한 단축(60일→40일), 구비서류 감축(식품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서 및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 해썹(HACCP) 지
정 신청 수수료(20만원)를 한시적(2014.11.30까지) 면제 등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해썹(HACCP) 적용업소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수
시 조사·평가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업체 등의 해썹(HACCP) 적용 확대를 위
해 재정지원(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 및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운영하였으며, 해썹
(HACC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광고, 소비자 견학프로그램 운영, 전용제
품판매코너 운영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해썹(HACCP) 지정이 2007년 476
건에서 2011년 1,83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 식중독 상시예방 구축
우리나라의 식중독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최근 4년 평균(341건, 7,598명)에 비해 건
수는 26.9%, 환자수는 6.5%가 감소되었다.
국가별 식중독 발생 정도를 비교·가늠해 볼 수 있는 백만명당 환자수에서는 140명으로
일본보다 적게 발생하였으며,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100명 목표로 생산에서부터 소비까
지 상시예방체계를 구축·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였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07년 20%에서 ’12년 10% 저감화 목표로 지하수 사
용 학교·청소년수련원·사회복지시설·학원 및 위탁급식업체 대상 노로바이러스 실태를
조사하고, 비영리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염소 소독장치를 설치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
방하였다. 모바일 식중독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위기상황 관리를 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식중독 원인규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사, 확산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④
빙과류 ⑤ 비가열음료 ⑥ 레토르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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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교육·홍보의 경우 시기, 장소 및 대상에 맞는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표준 교육교재 제작 등 식중독 예방 교육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전문 강사 양성뿐만 아니라 기 위촉자에 대한 개별 활동을 지원하고,
TV·라디오·버스·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이다.

4. 어린이 먹을거리와 국민영양관리를 통한 미래 건강 확보
1) 국민영양 관리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영양소 섭취의 불균형과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비만, 고혈
압 등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건강보험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
국인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 1조1,087억원, 간접비용 7,152억원으로, 총 1조
8,239억원으로, 2005년 전체 국민 의료비의 3.8%, GDP의 0.22%에 해당한다. 특히, 우
리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4,878mg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 2,000mg보다
2.4배 이상 높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약청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
활을 위해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가공식품 및 외식 영양표시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성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식생활 칼로리 카운트 환경 조성에 노
력하고 있다.
트랜스지방 저감화 정책은 2008년 17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면서 세
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저감화에 성공하였다.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현재보다
20% 낮춘다는 목표아래 단체급식, 외식, 가공식품, 가정식의 나트륨 줄이기에 매진할 계
획이다.

2)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2010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중 햄버거, 피자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였고, 세계최
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자율 영양표시 도입 등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을 통해 신뢰성 높은 영양성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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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여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웹을 통해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한 영양관리 모바일앱, 어린이 영양게임, 건강한 예비
맘을 위한 영양식생활 가이드 등 생애주기별 식생활관리를 위한 다양한 영양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의 예비 맘들이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번역하여 정보
를 제공하는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
극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는 미래 경제활동의 주축으로서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는 향후 경제적·
사회적 손실 초래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식생활의 서구화, 외식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 비만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표 5-1-1 】 초·중·고생 비만율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만율

11.56%

11.24%

13.17%

14.25%

14.30%

또한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유해물질 등의 다양한 문제로 어
린이 먹을거리 환경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7년 2월 ‘어린이 먹
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08년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어린이 식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에게 정서저해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미끼상품 등 어린이에게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생산과 우수판매
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미취학 아동
의 식품위생과 영양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고취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 실천사례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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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어린이 대상별 영양·식생활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 건강기능식품 등 신소재식품의 안전성·기능성 확보
1)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최근 식생활에 의한 생활 습관병,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발의·제정하여 2004년 1
월 31일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현황은 2011년 12월말 현재 제조업체 424개소, 수입
업체 2,767개소, 일반판매업체 78,456개소, 유통전문판매업소 1,587개소로 집계되고 있
으며, 2010년 대비 각각 5.7%, 0.1%, 14.46%, 8.8%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도 건강기
능식품 품목제조신고는 총 10,394품목으로 전년 8,021품목에 비해 29.5% 증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중 우수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공급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는 165개소로 건강기능식품전문
제조업체(386개소)의 42.7%에 이른다.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액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4년 2,506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9,598억원으로 전년대비 19.5%, 2010년은 1조671억원으로 11.2% 성장하였으며, 2011년
은 1조3,682억원 28.2%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2008년에는 27억불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61억불로 세계시장의 7.2%를 차지할 것으로 Euromonitor는 예측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식약청장이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고시형
원료)와 영업자가 제출하는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후 개
별적으로 인정하는 원료(개별 인정 원료)로 구분되며, 고시형 원료에 대해서는, 2010년에
인삼, 홍삼, 식이섬유 등 17개 원료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레시틴,
구아검 등 5개 원료에 대한 납 규격을 추가로 신설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비타민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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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을 추가하였고 구아바 잎추출물, 바나바 잎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 8개 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산업 활성화를 유도
하였다.
2011년에 개별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총 42건이며 이 중 12건이 국내 개발 원료로서 국
내 개발 비중이 200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간 건강)
을 비롯하여 당귀 등 복합추출물(기억력 개선), 인삼가수분해농축액(혈당조절) 등 국내 소
재를 이용한 신규 개발 원료가 다양해졌다.
2011년에 새롭게 인정된 기능성은 ‘방광의 배뇨기능 개선(호박씨추출물등복합물)’ 이었
으며, 기능성 원료 중에서는 ‘피로 개선’의 기능성으로 인정된 홍경천추출물이 가장 많은
인정 건수(8건)를 차지하였고 ‘체지방 감소’로 인정된 녹차추출물이 5건 인정된 바 있어,
국내 개별인정 원료는 전년 누계 기준 346건에서 12% 증가한 총 388건으로 증가세를 나
타내고 있다.
그 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능성 원료 인정
을 위해 영업자가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무서류/무대면/
무방문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위하여 식품학·영양학·의학·법학·광고학 등 학
계 전문가, 식품전문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로 구성된 표
시·광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에 전년 3,022건 대비 5.1% 증가한 총 3,177건
(50회)을 심의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실마리정보와 통계적 시그널 알고리즘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시스템 (KISSME)’ 운영을 통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소
비자 등으로부터 총 538건을 수집하여 부작용 원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품 섭취와 부작
용 발생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GMO) 등 신기술 기반식품 안전관리 강화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4개 농산물 155여 품목이 개발되
었으며, 재배 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13,400만 ha(2009년) → 14,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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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2010년) → 16,000만 ha(2011년)).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6.7%(2011년, 농림수
산식품 통계)로 낮아 식품가공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콩 및 옥수수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수입 콩과 옥수수 중 유전자재조합 콩,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약
80%와 48%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유
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유통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에 대해서 안전성평가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안전성심사 승인된 품목은 유전
자재조합농산물 75품목, 유전자재조합미생물 1품목,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 15품목이
다. 안전성 평가 심사를 거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하여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용으로 승인된 품목에 대
해서는 그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제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
하도록 하는 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및 실습교육이 병행된 체험학습 프로그램
과 교육대상별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동영상 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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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의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정비

1. 식품의 기준·규격 관리
1) 추진배경
최근 국제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각국에서도 과학적 근거
를 바탕으로 식품안전기준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유해
물질의 발생 및 다양한 신제품의 개발 등으로 식품안전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
라 위생과는 거리가 있는 품질규격은 삭제하고 유해물질 중심의 위생규격은 강화하는 등
유해물질 사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기준과도 조화롭게 맞춤으로서 국민에게 안
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5년도에 발생한 김치 중 납, 장어 중 말라카이
트그린 검출 등 최근의 식품안전사고를 계기로 식품의 위생규격을 강화하고, 식생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2008년 EU 등 선진 외국의 수
준으로 유해물질 기준 강화를 위해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식품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였다. 기준 강화를 위한
유해물질의 우선순위를 2007년 1,638개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EU 등 선진국 수준
인 1,882개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였으며, 현재에도 제외국의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국내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및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기준 설
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준 설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준 규격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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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규격 제·개정 절차 및 주요 내용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해당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노출량 분석
및 위해평가 등의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 분야 전
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준 및 규격 제·개정을 위
해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내 의견수렴(20일), WTO 통보(60일)를 거친
후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기준안 및 의견수렴 후 검토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심의 후 원안통과된 기준안 중 규제심사 대상인 기준안은 식약청 자
체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친 후 고시하였다.

【 표 5-2-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절차
절차 단계

내용

소요 기간

① 근거마련

•식약청 발굴(개인·업체 의견, 모니터링 결과), 시·도 의견,
타부처 의견, 소비자단체 의견 등 수렴하여 전문가협의회에
서 검토

-

② 초안 작성

•모니터링, 섭취량 자료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
로 기준·규격 초안 작성

-

③ 관계 부처 협의

•관계부처(농림수산식품부 등) 사전 협의 및 식약청 내 사전
검토

-

④ 규제대상 및 부패영향 평가

•고시안의 규제대상 여부 문의 및 자체 부패영향평가

-

⑤ 행정예고, WTO 통보 및
의견 수렴

•국내 : 행정절차법
•WTO : SPS/TBT 규정

•국내 : 20일 이상
•WTO : 60일 이상

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와 검토한 후 제·개정안을 식
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국민참관인제도에 따른 일반 국민의 심의위원회 참관

•통상 10일

⑦ 자체 규제 심사

•제·개정(안)의 자체 규제 심사: 규제의 필요성, 명료성, 규제
비용 등

•통상 30일

⑧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
제 심사

•45~60일
「행정규제기본법」

⑨ 고시

•고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
•시행일 및 경과조치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행정예고부터 150일

최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종 유해물질의 발견, 식
품산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식품원료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 생성 등의 사유로 유해물질 규격은 강화하고, 품질기준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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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금속, 곰팡이독소, 농약,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신종유해물
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CODEX,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 수준으로 마련하고,
식품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은 완화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표 5-2-2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
구분

기준·규격 제·개정 내용

일자

고시

•식염 정의 확대 및 천일염유형 신설

2008.1.16

고시

•바실러스 세레우스 정량규격 확대 신설
•즉석섭취·편의식품 중 황색포도상구균을 정량규격으로 개정

2008.3.24

고시

•비스페놀 A 및 다페닐카보네이트 시헙법 개정

2008.3.25

고시

•조미건어포류 중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규격 신설
•채소류(엽경채류) 중 노로바이러스 시험법 신설
•동물용의약품 외삽적용 및 일괄 기준 적용
•플루오로퀴놀론계 등 동물용의약품 14종 기준 신설
•다이아지논 등 97종 농약잔류 허용기준 제·개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벤질실데나필) 및 비만치료제(데스메틸시부트라민) 불검출 기준 신설
•식품 중 퓨란(Furan) 시험법 신설
•냉장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완화
•일산화탄소시험법 개정
•방사선조사식품검지법 등 개정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등 식품에 대해 정제형태 완화

2008.8.13

고시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제시 및 유통기한 설정실험 기준 개정

2008.8.14

고시

•싸이플루쓰린 등의 13종 농약 중 대상 농산물 21종의 잔류 허용기준 추가
•수족관물의 관리기준 개정

2008.11.7

고시

•이민옥타딘 126종 농약잔류 허용기준 제·개정
•기준 미설정 농약 시험법 2종 신설
•폴리아미드/나일론 중 4,4-메틸렌다이아닐린 용출규격 신설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수지, 폴리에테르이미드의 용출규격 중 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
비스페놀 A 기준 강화
•금속관과 금속제규격을 금속제로의 단일화 및 용출규격 강화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등 납, 카드뮴 규격 강화
•유전자재조합식품시험법, 한우판별법 등 개정

2008.12.23

고시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법 개정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 신설

2009.3.2

고시

•냉장온도 측정값의 정의 및 샐러드, 훈제연어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강화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한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밀, 호밀, 보리 및 커피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설사성 패독 기준 신설 및 시험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숙지황 및 건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법 신설

2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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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식품 부문

기준·규격 제·개정 내용

일자

고시

•다류의 중금속 기준 강화 및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품목 추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2009.5.7

고시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

2009.8.13

고시

•피망 중 베나락실 등 농산물 및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프로파마이드 등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사이에노피라펜 등 신규등록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2009.9.14

고시

•과자류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개정
•기타 식품류 중 6종의 식품유형 신설 등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사이에노피라펜, 프로헥사디온칼슘, 테트라메쓰린) 신설

2010.1.7

고시

•농산물(당근, 마늘, 부추) 및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고기)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
신설
•옥수수함유식품에 대한 푸모니신 기준 신설
•메주 및 고춧가루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 신설 및 시험법 개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미량영양성분 중 엽산, 콜린, 비오틴에 대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시험법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2010.4.30

고시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법 개정 및 신설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면류의 정의 및 식품유형 개선
•즉석섭취·편의식품 중 대장균 및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 규격 신설 및 개정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 확대 및 위생기준 신설
•냉동식용어류내장의 기준 신설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 개정

2010.6.16

고시

•김치류 및 젓갈류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 개정
•농산물(11종) 및 식육부산물의 중금속 기준 신설
•밀가루 및 건조과실류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신설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등의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개별동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기준 적용 원칙 개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훈제어육 등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
•식품자동판매기 다류·커피·음료류에 대한 미생물 기준 신설
•포도주의 납 기준 신설
•밀가루의 중금속 기준 신설
•동물용의약품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및 개정 등
•일반시험법 중 마비성 패독 및 중금속 시험법 개정

2010.6.30

고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신규 등록된 농약(이소티아닐)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2010.7.23

고시

•총칙 중 시험법 적용원칙 개정
•식물성 원료의 재분류
•식품 원료를 구분하는 문구 정비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산가 규격 명확화
•이산화황 규격 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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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규격 제·개정 내용

일자

고시

•일반증류주 중 메탄올 규격 개정
•기타 식품류 중 과·채가공품류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수산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
•일반시험법 중 지방산 및 트랜스지방 시험법 개정
•일반시험법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시험법 개정
•“원료” 품목 추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농산물 및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2010.10.29

고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고추에 대한 부프로페진 등 9종 농약)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델타메쓰린 등 41종 농약)

2010.12.1

고시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기준 신설
•과일·채소류음료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규격 및 시험법 마련
•젓갈류의 제조·가공 시 위생기준 구체화
•방어(냉장 또는 냉동)의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 및 관리기준 개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품목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2010.12.31

고시

•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의 셀레늄 사용 기준 신설
•특수용도식품 중 셀레늄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2011.4.1

고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톨크로포스-메틸 등 29종)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 sakazakii)의 세균명 공동표기
•식육 또는 알가공품 중 미생물규격의 단서조항 개정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 개정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장염비브리오균 단서조항 개정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 규격 개정
•식품접객업소의 규격 중 “조리기구 등”에 대한 대상 개정
•일반시험법 개정

2011.5.13

고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레피멕틴 등 40종)

2011.6.10

고시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기준 개정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중 마비성패독 기준 신설
•추잉껌 등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규격 개정
•식품유형의 정의 개정(빵류, 전두부, 해바라기유, 국수 등)
•들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
•규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식품유형의 삭제
•인삼·홍삼음료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일반시험법 개정

2011.6.30

고시

•기름치의 식품원료 사용금지
•방사능 기준 신설 및 개정
•영·유아용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어류 중 폴리염화비페닐 기준 신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질환에 따른 영양소 규격 개정
•건포류의 보존료 규격 신설
•극미량 무기질(크롬, 몰리브덴) 시험법 신설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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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제·개정 내용

제5장 식품 부문

일자

고시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글루토시네이트 등 41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양식어류 개정

2011.8.19

고시

•식·약 공용 한약재 중금속 기준 일원화

2011.8.31

고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개정
•유전자재조합식품 시험법의 개정

2011.10.14

고시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통·병조림식품의 규격 개정
•식품 중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
•혼합음료, 액젓 등 식품의 정의 개정
•식염의 불용분 기준 개정
•일반시험법 개정

2011.12.29

•잔류농약 분석법 개정 및 신설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및 신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

2011.12.29

행정예고

(1) 미생물
미생물은 가공공정에 따른 제어가능 여부,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정성 또는 정량으로 관
리하고 있으며,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식품별로 정량규격을 설정·운영하
고 있다. 2008년에는 채소류(엽경채류) 중 노로바이러스 시험법과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를 신설하였고, 2009년에는 즉석섭취식품 등에 대해 인체위해 발생정
도를 고려하여 대장균 및 식중독균 규격을 개정하였고,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기준 신설하였으며, 과일·채소류음료에 장출혈
성대장균 규격 및 시험법도 마련하였다. 2010년, 2011년에는 과자류, 즉석섭취·편의식
품류 등에 대한 위생규격을 개정하였고, 바실러스 세레우스, 장염비브리오균, 클로스트리
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의 규격은 오염도, 섭취방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
격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가열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과일·채소류 음료에 대하
여 대장균O157:H7 규격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하여 병원성 대장균의 관리범위를 확대
하고, 신선편의식품류에는 대장균O157:H7 규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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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류물질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해 사용등록이 결정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작
물잔류성자료, 일일섭취허용량(ADI), 국민평균체중, 식품 섭취량 등을 기초로 위해평가를
실시한 후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2008년에는 다이아지논 등 236종 농약,
2009년에는 알디카브 등 137종 농약, 2010년에는 이민옥타딘 등 210종 농약, 2011년에
는 톨그로포스-메틸등 110종 농약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을 제·개정하였다. 또한 2008년
부터 1998년 이전에 설정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사
용등록이 결정되고 잔류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정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플루
오로퀴놀론계 등 동물용의약품 29종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을 제·개정하였다. 또한, 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될 경우 기준적용을 유사 축종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식품공전에서도 잔류 기준을 적
용을 할 수 없는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는 일률적으로 0.03mg/kg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2009년에는 세파세트릴 등 123종, 2010년에는 나프실린 등 39종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 2011년에는 적용대상 양식어류를 제·개정하였다.

(3) 오염물질
2006년 10대 다소비농산물 중금속 기준설정 이후 지속적으로 그 외 농산물에 대한 중
금속 함유량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당근, 마늘, 부추, 양파, 오이, 고
추, 참깨, 포도 등 다양한 농산물 및 과일류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 설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 대한 중금속 기준 역시
그간의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편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포도주와 가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밀가루에 대해서도 납 및 카드뮴 기
준을 신설하였다(2010년).
WTO 및 FTA 협상을 통해 형성된 국제시장 개방화 이후, 곰팡이 성장에 좋은 온난화
기후를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된 농산물에서 곰팡이독소의 오염이 자주 보고됨
에 따라 밀가루 및 건조과실류, 육두구, 심황(강황), 건조고추 및 건조파프리카와 이를 함
유한 천연향신료, 카레분에 대한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설정하였다(2009년). 한편 국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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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는 식품에 대한 오크라톡신 A 실태조사 결과 오염도가 높았던 메주 및 고춧가루에 대
한 추가모니터링 및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을 토대로 위해평가 한 결과를 검토하여 오크
라톡신 A 기준을 설정하였다. 밀, 보리, 호밀 이외의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포도주스, 포
도주스 농축액, 포도주, 건포도에 대해서도 오크라톡신 A 기준 설정을 완료하였다(2009
년, 2010년). 또한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과 옥수수 및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되어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기 쉬운 가공식품에 대한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푸모니신 기준도 설정
하였다. 식사대용식으로 이용되는 시리얼류에는 데옥시니발레놀,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
하는 과자에 대해서는 제랄레논 기준도 설정하였으며,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중 마비성패독 기준, 영유아식품의 방사능 요오드기준 신설 및 개정, 어류 중 폴리염화비
페닐 기준 등(2011년)을 설정하여 식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3)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 설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전국 16개 시·도의 식품업계 종사자 및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지방청을 대상으
로 ‘식품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 1,503명, 2010년 1,054명, 2011년
1,079명이 각각 참석하였다. 또한 즉석섭취식품 등 영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위생
향상을 유도하여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제품 생산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수제조업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9년 70개 업체포함 169명, 2010년 25개 업
체 36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식품공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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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1 】 ‘우수제조업체(즉석섭취식품) 견학 프로그램’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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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2 】 시·도 대상 ‘현장방문 민원설명회’ 현장

【 그림 5-2-3 】 ‘식품공전개선협의체 워크숍’ 현장

의하기 위하여 ‘식품공전개선협의체’를 구축·운영하였으며, 식품공전개선 워크숍을 개최
(’10.10.28~’10.10.29)하여 식품공전 중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기준 강화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
일 것이고, 소비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준 설정은 생산자 측면에서 시장활성화를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식품산업의 선진화에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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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일반에 대한 미생물 기준은 위해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영유아 대상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규격은 강화할 예정이다. 유해오염물질은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중금속 분야는 갑각류와 해조류의 납 및 카드뮴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며, 영유아용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탕의 납, 조제분
유, 곡류 조제식 등 영유아용식품의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식품 중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import tolerance)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존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재평
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식품원료의 체계적 관리
1) 추진 배경
최근 다양한 새로운 동식물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현행 식품원료
인정체계는 식품산업 발전에 따른 요구를 따라가기 어려워 신규 식품 개발 및 수입의 지
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식품원료 관리체계 마
련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식품관련 담당자들에게는 식품원료 관리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대상
별 교육·홍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추진 실적
(1) 식품원료 관리 체계 개편 및 확대
식품소재의 다양성 확보 및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식품원료 관리체계
를 개선하고자, 식품원료의 새로운 인정 기준 마련 및 안전성 자문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
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식품원료의 인정을 위하여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
준」을 개정(식약청 고시 제2010-31호, ’10.5.12.)하였다. 식물 특성에 따른 기준규격 적용
을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원재료 분류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신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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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등 13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식약청 고시 제2010-78
호, ’10.10.29.)하였으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독버섯 등 34품목을 추가
확대(식약청 고시 제2010-102호, ’10.12.31.)하였다. 또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 등 식품공전의 식품 원재료 사
용을 위한 기준을 정비(식약청 고시 제2011-32호, ’11.6.30.)하고, 전문가 자문 및 소비자
설문 등을 통해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금지(식약청 고시 제2011-41호, ’11.8.19.)하
였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 식·약 공용한약재 117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약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도록 개
정(식약청고시 제2011-46호, ’11.8.31) 하였다.

(2) 식품원료의 올바른 선택 및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확대
올바른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봄나물의 올바른 섭취법’(’
10.3.11), ‘식용꽃의 종류 및 섭취 시 주의사항’(’10.5.27), ‘독초의 구별법 및 응급처치 요
령’(’10.6.7), ‘등산로 주변 야생식물, 산나물로 오인하지 마세요!!’(’11.4.22), ‘식물씨앗,
아무거나 생(生)으로 드시면 탈나요’(’11.4.28)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아울러
식품원재료의 올바른 선택과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한 이해 도모를 위
하여 ‘새로운 식품원료 관리제도 설명회’(’10.6.1), ‘식품원료 등의 구비요건(수산물 관련)
규정 설명회’(’10.9.9~10)를 개최하였다.
또한 민원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식품원재료 DB 시스템 개선하고 식품원재료 홈페이지
(식품원료 길라잡이)를 개편하였고, 올바른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리플릿 7만부를 제작하
여 식품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시·군·구 등에 배포하였으며, 2011년에는 ‘식품원료 관
리제도 해설서(식품원료 길라잡이, ’11.6.30)’와 ‘함께 떠나는 식품원료 여행(Q&A로 풀어
보는 식품원료, ’11.11.24)’을 제작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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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명

보도일

언론보도

‘봄나물의 올바른 섭취법’

3.11

MBC, 연합뉴스 등 21개 언론매체

’식용꽃의 종류 및 섭취 시 주의사항‘

5.27

KBS, 조선일보 등 24개 언론매체

‘독초의 구별법 및 응급처치 요령‘

6.7

SBS, 국민일보 등 27개 언론매체

식용꽃 섭취시
“암술, 수술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꽃가루같은 고단백질이 붙어있어
서 단백질에 알러지이신 분들은 이런 꽃술
들은 전부다 제거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
니다.”

【 그림 5-2-4 】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내용

【 그림 5-2-5 】 봄나물별 영양성분 및 올바른 섭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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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6 】 식품원재료 홈페이지 (식품원료 길라잡이)

【 그림 5-2-7 】 홍보리플릿 「식약청과 떠나는 식품원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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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식품원료 관리 체계를 개편·확대함으로써 식품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영업자의 영
업활동을 촉진하고, 식품원료의 올바른 선택 가이드 및 대상별 교육·홍보 확대를 통한
민원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올바른 식품 원재료 사용을 통
한 식품사고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제품 생산을 촉진하여 소비자
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 및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관리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가공 시 다양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
질로서 식품의 품질을 유지 또는 개선하는데 사용되며, 또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는 식품 제조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과학적
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식
품첨가물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
서,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첨가물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관리 체계 확립은 물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대국민 소통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최근 우리 청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 지정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CODEX 등 국제기준과 부합하도록 지
속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홍보 자료 개발 등 소비자 친화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1)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개정 절차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
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개정 절차는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
고(의견수렴기간 40일, WTO 통보 60일)를 거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기준(안)에 대
한 심의 후 규제대상인 기준(안)은 자체규제심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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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최종 고시된다.

【 표 5-2-3 】 기준규격 제·개정 절차
절차 단계

주관부서

협조부서

내 용

소요 기간

① 근거마련

첨가물기준과

식약청
관계부처

•식약청 발굴(개인·업체 의견, 모니터링 결
과), 시·도 의견, 타부처 의견, 소비자단체
의견 등 수렴·검토

-

② 초안마련

첨가물기준과

청내 관련부서
관계부처

•CODEX, EU 등 제외국과의 기준·규격 비교,
모니터링 및 안전성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규격(안) 마련

-

③ 관계부처협의

첨가물기준과

청내 관련부서
•관계부처 사전 협의 및 청내 사전검토
관계부처

④ 규제대상 및
부패영향평가

첨가물기준과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고시안의 규제대상 여부 및 자체부패영향평
가서 작성 및 평가

⑤ 행정예고,
WTO 통보 및
의견수렴

첨가물기준과

통상·통계
이해관계자

•국내 : 행정절차법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통보)
•WTO : SPS/TBT 규정

•국내 : 40일 이상
•WTO : 60일 이상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련부서와 검토한 후
제·개정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상 10일
•국민참관인제도에 따른 일반국민의 심의위
원회 참관

⑥ 식품위생심의

첨가물기준과

-

⑦ 자체규제심사

첨가물기준과

규제·법무

•제·개정(안)의 규제여부 심사
- 규제의 필요성, 명료성, 규제비용 등

•별도 규정은 없으
나, 통상 30일 소요

⑧ 규제개혁위원
회규제심사

첨가물기준과

국무총리실,
규제·법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규제개
혁실에 심사의뢰
•45~60일
- 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
(행정규제기본법)
뢰서, 행정기관·이해관계인제출의견요지
등

⑨고 시

첨가물기준과

규제·법무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
•고시까지 약 150~
•시행일 및 경과조치는 사안별로 준비기간 등
180일 소요
을 고려하여 결정

2) 주요 추진 실적
2011년 상반기에는 천연첨가물 제조 시 오염 또는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우려 물질 규격을
신설·강화하였다. 「감색소」 등 168품목의 성분규격 강화하였고, 「몰식자프로필산」 등 37
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하였다.
하반기에는 국제적 수준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 확립을 위하여 성분규격과 사용기
준 분리를 통한 조문체계 개선, 기준규격 정비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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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완·개선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사용기준을 별도로 분리 배치하였다. 즉, 현행 현행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을
「품목별 성분규격, 보존기준」과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분류토록 조문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추진하였는데, 「D-키실로오스→D-자일로오스」 등 5품목의 품
목명을 식품과학기술대사전의 용어와 통일하고, 시약, 시액의 명칭, 용량단위를 제외국
의 공정서와 통일되도록 개선하였다. 다양한 식품개발을 위해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품
목인 효소제 「자일라나아제, 5′-디아미나아제, α-글루코시다아제, 포스포디에스테라아
제」 4품목과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셀렌산나트륨, 몰리브
덴산나트륨」 2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였다. 「감색소」 등 53품목의 정의에 누
락된 기원물질 추가 및 주성분 명확화 등 국제 규격과의 조화를 위한 정비와 「카라멜색소」
중 카라멜색소III의 제조공정에서 생성될 우려가 있는 「2-아세틸-4-테트라히드록시부틸
아미다졸(THI)」 규격 신설 및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등 혼합제제류 7품목에 대한 납
규격을 신설하였다. 이밖에도 「β-글루카나아제」 등 119품목의 성상 및 시험법 체계 정비,
「소르빈산류」 3품목의 사용기준에 콜라겐케이싱에 사용토록 기준 신설, 「프로피온산」등
165품목의 사용기준 중 사용대상 식품의 유형을 식품공전 유형과 통일되도록 재정비 등
전면 개정되었다.

【 표 5-2-4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ㆍ개정 현황
주요 제·개정 내용

일 자

•「감색소」 등 168품목의 성분규격 신설 및 강화 - 개별 중금속, 잔류용매, 미생물 규격 등
•「몰식자산프로필」 등 37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고시(2011.3.22)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분리에 따른 분류체계 개선
•「카라멜색소」 등 175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소르빈산」 등 168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고시(2011.11.30)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산업체, 일반소비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
형 교재를 개발하였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조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식품
첨가물공전 해설서」를 발간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산업체, 식품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정
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수출입업체 등에서 영문 기준규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의 「식품첨가물공전 영문판」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13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제
5
장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산업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상의 식품유형을 조
사하여 각 유형별로 허용된 식품첨가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식품유형별 식품첨가
물의 적용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현재 국내 지정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각 품
목별로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어떤 식품에 식품첨가물이 허용 또는 금지되었는지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품첨가물공전의 각 품목별 사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현행 사용기준상의 식품유형을 중심으로 식품
첨가물의 사용기준이 설정된 식품첨가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정
보를 보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 제·개정 사항
을 각 연도별로 정리한 「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 개정판」을 마련하여 ’62년부터 현
재까지 진행된 주요 제·개정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식품첨가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이해」에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부터 사용기준 설정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여 산업체는 물론 일
반소비자에게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그림 5-2-8 】
식품첨가물 교재 「식품첨가물공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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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10 】
식품첨가물 교재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의
적용 가이드 개정판」

【 그림 5-2-11 】
식품첨가물 교재
「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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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12 】
식품첨가물 교재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이해」

3) 향후 계획
선진국 수준의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위하여 2012년에도 국제기준과의 조화
를 위한 기준규격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의 일환
으로 감미료 등에 대한 섭취량 조사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과학적 재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 제공을 강
화하고, 학술세미나, 포럼 개최 등 일반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관리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식품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식품과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
는 추세이다. 또한, 식품조리의 편리성 추구 및 기술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어, 이러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하여 조리하거나 보관할 때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연합 등 제외국에서도 기구 및 용기·포장 유래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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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외국에서의 안전정보 및 새롭
게 발견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기준·규격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언론매체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소비자
들이 안심하고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리플릿이나 Q&A 등
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1) 주요 추진 실적
2011년에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
여 주로 국내 규격이 미비한 원료물질의 용출규격강화를 추진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국
자, 주걱 등의 재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폴리아미드 등 합성수지제(7종) 제조 시 사용되
는 원료물질인 「라우로락탐」 등 5종 성분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였고, 유아용 젖병 제
조 시 비스페놀(BPA)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음료캔이나 통조림 캔으로 널리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가 코팅된 금속제 기구에 대해서도 「4,4-메틸렌디아닐린」 용출규격
을 신설하였다. 또한, 종이제 및 가공지제에 대한 용출규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종이
컵 등 가공지제 중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면이 폴리에틸렌(PE)로 도장된 경우에는 해당
합성수지제의 용출규격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PE 등으로 도장되어 있지 않은 종이제
에 대해서는 증발잔류물 규격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금속제 냄비, 주방용 목재류 기구 등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형 홍보 리플릿인 「식품용 기구 안전 사용 가이드」을 삽화형식으로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일회용 종이컵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는 사항과
잘못된 정보를 바로 알리기 위하여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Q&A 형식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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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13 】 식품용 기구 안전 사용 가이드
- 금속제 냄비 등 주방기구를 중심으로 -

제5장 식품 부문

【 그림 5-2-14 】 식품용 기구 안전 사용 가이드
- 주방용 목재류 기구를 중심으로 -

2) 향후 계획
2012년도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효율적 안전관리 확보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
공전에 수록되어 있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분리하여 기구 및 용기·포
장 공전을 별도로 편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총칙과 공통제조기준, 기준 및 규격의 적
용, 적부판정 기준 등이 포함된 공통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전체적인 조문체계가 바뀔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용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폴리아미드(4종)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인 「일차방향족아민」 등 4종 성분에 대한 용
출규격을 신설하고, 법랑 제조 시 안료로 사용되는 안티몬에 대해서도 용출규격이 신설된
다. 또한,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재질규격 중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규격을 일
반기준으로 분리하고, 그 밖에도 기구 및 용기·포장의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하여 커피
믹스 봉지 등 다층포장재에 대한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Q&A 형식으로 제
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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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5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제ㆍ개정
기준규격 제·개정 내용

추진경과

•현행 합성수지제(38종)에 대한 재질규격 중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규격을 일반기준으로 분리
•폴리아미드 등 3종 합성수지제에 대한 라우로락탐 등 3종의 용출규격 신설
•에폭시수지로 코팅된 금속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4,4-메틸렌디아닐린 용출규격 신설
•종이컵 등 가공지제 중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면이 합성수지제로 도장된 경우에는 도장된 합성수지제의
용출규격을 적용하도록 개정

고시
(2011.7.8)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
•폴리비닐알코올 등 4종 합성수지제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및 1,4-부탄디올의 용출규격 신설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비스페놀 A 재질규격 삭제 및 이에 따른 시험방법 개정

고시
(2011.10.5)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을 신설하고, 공통제조기준, 공통규격,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적부판정
등이 포함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신설
•폴리아미드 등 4종 합성수지제에 대한 일차방향족아민 등 4종의 용출규격 신설·강화
•법랑에 대한 안티몬 용출규격 신설
•실리콘수지로 코팅된 금속제에 대한 아연 용출규격 신설
•셀로판제 등 3종 재질에 대한 재질규격 중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규격을 일반기준으로 분리
•주류를 담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침출용매(50%에탄올) 추가
•합성수지제,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제 등에 대한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의 유효숫자 정비

공고
(2012.4.3)

5.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규격 관리
최근 기후조건의 변화 및 급식·외식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식중독 사고가 점차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식품위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기구 등
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다양한 종류의 살균소독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으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으
로 인정된 품목의 공정규격화를 위한 제·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준규격
의 국제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살균소독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홍보리플릿이나 Q&A 등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1) 주요 추진 실적
2010년에는 제외국에서 안전성 자료 미비로 삭제되었던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등 11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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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대해 삭제하였고,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의 성분을 신
설하였으며, 「α-알킬(C10-C14)-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등
3품목에 대하여 유사성분의 통합 및 성분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품목들의 공정규격화를 위하여 구연산 1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고
시하였다.
2011년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요오드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였으며, 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살균소독제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각의 품목별 성분규
격 및 보존기준과 사용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살균소독제의 안전관리 확보 및 국제기
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과산화수소 등 4품목에 대하여 중금속 규격을 삭제하고 납 규격을
신설하였다.

2) 향후 계획
2012년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품목들의 공정규격
화를 위하여 이산화염소제제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제외국에서 사용가능한 살균소독제 유효성분과 비교하여 국내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2종
삭제 및 10종에 대한 성분명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등재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명과 품목별 명칭이 유사하여 민원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각각의 품목별 명칭
을 제제명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 표 5-2-6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규격 제ㆍ개정 현황
기준규격 제·개정 내용

추진경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중 나프탈렌 설폰산나트륨 등 11종 삭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
필렌) 신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인 α-알킬(C10-C14)-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
렌)폴리(옥시프로필렌) 등 3종을 α-알킬(C6이상)-ω-하이드록시폴리 (옥시프로필렌)폴리(옥시에틸렌)공
중합체 1종으로 통합

고시
(2010.6.17)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운영하여 온 구연산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

고시
(2010.7.12)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요오드’ 1품목의 기준·규격 신설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을 품목별 성분규격 및 보존기준과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분류
•과산화수소 등 4품목에 대한 중금속 규격을 삭제하고 납 규격 신설

고시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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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에서 소비까지 유기적·체계적
안전관리망을 마련한다.

1. 유통 식품등 안전관리 활동
1) 개요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 및 식중독 사전예방과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식품 관련 업체 시기별, 계절별 특성에 맞게 선제적 관리를 위
하여 2011년 총 6회에 걸쳐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여름철 성수식품·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총 37,9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생관리가 미흡한 1,454개 업체(위반율 3.8%)를 적발하고 위반업
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한 영업자가 그 내용을 행정기관
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10.1.4)하여 모든 이물 신고(보고) 사항에 대해 이물 원인조사 및 분석을 실
시하고 개선조치를 병행하여 제조환경 등을 개선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유통 식품 수거 검사를 위하여 위생취약지역(장소)에 대한 수거 검사
를 확대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총 42개 식품군, 335 품목
181,391건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254건이 부적합 판정(부적합율 0.7%)되
어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공개)와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
수·압류·폐기조치하고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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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바코드를 이용하여 최종 소비자 구매 단계인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을 차단할 수
있는 민(유통업체)·관(지식경제부, 식약청 등) 협력 시스템인 위해상품(식품) 판매자동차
단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2011년도에 25개 대형 및 중소유통업체, 나들가게,
군복지단 등 총 28,803개 매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일일평균 1,319여만명의 소비
자에게 안전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고, 신속한 유통·판매차단과 회수조치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식품의 신속한 유통·판매 차
단을 위하여 그 간 수거 검사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의 사후관리 제도에서 우선 잠
정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서 더 이상 판매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는 사전예방 제도로 전환하였다.

2) 전국 합동 단속
식약청은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관별 식품안전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매년 전국적인 식품 등의 제조·조리·유통·운
반 등 단속이 필요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
로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 정기 합동 단속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이슈
가 되는 식품,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
별·계절별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매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합동 단속에 앞서 영업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등을 통한 합동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단속 결과를 공표함으로
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총 6회에 걸쳐 설(추석) 명절 성수식
품·여름철 성수식품·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총 37,9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위생관리가 미흡한 1,454개
업체(위반율 3.8%)를 적발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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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1 】 연도별 전국합동단속 실적
연도

점검업체수

적발업체수

위반율(%)

2007

6,214

747

12

2008

11,664

547

4.7

2009

9,714

427

4.4

2010

34,662

1,645

5.2

2011

37,979

1,454

3.8

(2)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점검 현황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체 지도·점
검 결과 387,488개 업체 중 424개(0.1%)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식품안전
보호구역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였다.

【 표 5-3-2 】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실적
구분
학교주변

지도·점검결과

수거·검사 결과

업체수

적합

적발

적발율(%)

건수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387,488

387064

424

0.1

20,524

20,482

42

0.2

3) 수거·검사 실적
(1) 수거·검사 체계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수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별로 지
방청과 시·도(시·군·구)의 역할을 분담하고 과거 수거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부적합 비
율이 높거나 시중 유통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
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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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3 】 품목별 수거·검사 분담체계
구분
농·임·축
수산물

대상품목

수거기관

농·임산물

•엽경채소류(신규 고시농약)

시·도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시·도

수산물

•어류, 패류, 해조류, 담수어 등

일반가공식품

시·도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초콜릿류 등

시·군·구

•양념장어구이, 참치캔, 고등어·꽁치통조림 등

시·군·구

•음용수, 수족관 물, 칼·도마·행주, 조리식품, 사용 중인 튀김유지 등

시·군·구

•개별인정형, 위해물질 함유 우려 제품 등

시·군·구

모든 식품

위해물질 선행조사, 사건사고 및 언론보도 등 본청 지시사항

지방식약청

휴대반입품

여행객 등 국내 휴대반입품

지방식약청

가공식품

수산물가공식품

식품접객업
건강기능식품

※ 이외 별도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국민다소비 500대 식품 집중 수거검사 실시

42개 식품군 335개 품목 181,391건을 집중적으로 수거·검사하여 1,254개 제품이 부적
합(부적합율 0.7%)되어 회수 및 압류·폐기 조치되었다. 과거 5년간의 수거·검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표 5-3-4 】 연도별 수거·검사 실적
연도

수거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율(%)

2007

179,521

2,028

1.1

2008

198,699

1,928

1.0

2009

218,805

2,010

0.9

2010

219,910

1,645

0.7

2011

181,391

1,254

0.7

(2) 특별 관리대상 식품 지정 관리 현황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 중 최근 3년간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높은 식품
을 특별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60,975건을 수거·검사하였고 부적합 제품 462건
(0.8%)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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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5 】 2011년도 특별관리 대상 식품 수거·검사 현황
품목

검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

부적합율(%)

계

60,975

60,513

462

0.8

식용얼음

121

121

0

0.0

식용유지류

3,631

3,532

99

2.7

태움·용융소금

163

163

-

-

두류가공품

334

331

3

0.9

액젓

664

652

12

1.8

고춧가루

986

958

28

2.8

탁주

429

428

1

0.2

냉동식품

87

87

-

-

즉석섭취식품

2,104

2,095

9

0.4

벌꿀

526

521

5

1.0

절임식품

1,415

1,403

12

0.8

식육 또는 알가공품

607

602

5

0.8

수산물가공품

1,222

1,222

-

-

조미건어포류

1,244

1,228

16

1.3

기타가공품

1,921

1,908

13

0.7

홍삼제품

455

447

8

1.8

향신료조제품

340

340

-

-

영양보충용식품

577

576

1

0.2

혼합음료

1,686

1,684

2

0.1

두부류 또는 묵류

1,343

1,332

11

0.8

과자류

15,648

15,551

97

0.6

냉면육수

689

670

19

2.8

어육가공품

1,597

1,595

2

0.1

접객용음용수

4,283

4,214

69

1.6

즉석조리식품

1,866

1,860

6

0.3

빵 또는 떡류

3,672

3,662

10

0.3

다류

4,011

3,991

20

0.5

수산물

5,142

5,131

11

0.2

과·채음료

1,246

1,246

-

-

소스류

2,966

2,963

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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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관 합동 감시 체계 구축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확대 운영
소비자의 적극적인 식품위생 감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여 식품위생 감시 업무의 공정성·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2011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연인원 127,239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감시
원과 함께 식품위생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인당 연평균 10여 일 동안 활동에 참가
하여 식품취급업소 445,396 개소를 점검하였고 7,648개소(1.7%)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행정 처분 등 조치하였다.

【 표 5-3-6 】 연도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현황
(단위 : 명, 건)

조치실적

연도

소비자위생
감시원수(연인원)

점검 업체수

위반 업체수

행정처분

고발

2007

4,012

256,016

10,479

9,989

490

2008

86,993

372,963

16,048

15,430

618

2009

172,751

901,235

20,994

19,985

1,009

2010

164,480

724,020

13,020

12,089

931

2011

127,239

445,396

7,648

7,287

512

(2) 부정·불량식품의 신고 포상금제 운영
국민들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 의식을 확산하고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
가공·운반·판매행위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1만원에서부터 최고 1,000만원
까지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민원신고사항 총 8,444건을
접수하여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중 1,614건에 대하여 159,400천원의 신고포
상금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동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전문
지, 반상회보, 라디오 방송, 전광판, 지하철 등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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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7 】 연도별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지급건수

지급액

2007

155

10,506

2008

389

22,971

2009

480

45,190

2010

2,004

191,270

2011

1,614

159,400

5)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소비자 건강보호 및 경제적 손실방지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할 과제로써 범람하는 인터넷, TV, 신문, 잡지 등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
대광고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식약청 및 지자체별로 단속 광고매체를 지정 운영
하고 있다.

【 표 5-3-8 】 단속 기관별 전담 매체 지정·운영 현황
중점 단속 기관
본청,지방식약청
(관할지역 내 광고업소)

시·도 및 시·군·구

광고매체

비고

•중앙일간지 •홈쇼핑방송·지역케이블 방송
•인터넷 사이트 광고

매체별 모니터링
•신문(지방지), 전문지, 잡지 등
책임관리자 지정
•지역TV방송(중계유선방송,지역종합유선방송, 방송다채널사용사업자, 지역
운영
케이블 방송)
•지역 생활정보지, 인쇄물 및 기타광고매체

또한 전문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나 의약
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단속을 실시하고 있
으며, 2011년에 모니터링 적발한 2,81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 및
불법해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습 위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병행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근
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을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
나라에 개설하여 허위·과대광고의 범위, 위반사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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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9 】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적
(단위 : 건)

과대광고 보도매체

연도

단속건수

신문

잡지

인터넷

인쇄물

TV

기타

2007

428

7

-

383

15

-

23

2008

929

34

2

840

32

2

19

2009

1,190

22

2

1,122

13

1

30

2010

2,420

83

2

2,305

8

4

18

2011

2,815

91

8

2,662

18

3

33

【 표 5-3-10 】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행정처분내역
연도

처리건수

2007
2008
2009
2010
2011

품목제
조정지

시정명령

기타(차단
조치등)

고발

송치

2

161

115

34

343

0

17

229

330

10

920

346

2

13

559

228

42

2,042

294

6

19

1,723

332

46

371

12

25

1,994

393

20

계

영업정지

428

357

194

929

589

1,190
2,420
2,815

2,402

6) 위해식품 회수체계 및 소비자 정보 공개
(가) 위해식품 회수
부적합 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
계기관, 유통업체, 소비자 등에게 부적합 식품(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서로 공
유·활용하고 홈페이지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속한 회수조치와 유통·판매를
조기 차단하였다.
위해식품 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회수관리를 위해 2008년 4월 「위해식품 회수지침」 마
련과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취급영업자에 대한 회
수대상 식품 SMS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최종 소비자 구매 단계인 계산대에서 신속히 판
매 자동차단하여 안전한 소비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시스템인 위해상품(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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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11 】 연도별 부적합 식품 회수율
연도

회수 건수

회수·폐기율(%)

2008

227

26.5

2009

325

34.0

2010

483

33.7

2011

274

33.7

※ 회수율 : 생산량 대비 회수·폐기(압류)량에 대한 비율

또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있
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우선 신속히 잠정 제조·유통·판매금지 조치 후 안전성 여부 조사
와 그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앞으로도 소비자건강과 피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16개 시·도
6개 지방청
식품위생검사기관

제품
정보

부적합

검사
결과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위해상품[식품]
판매자동차단
시스템

신속
회수 명령

TV
자막

TV방송

소비자,
언론 공개

SMS

문구점, 중소형
판매업체

판매 중단

16개 시·도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지역 소비자
정보 제공

배너
연계

【 그림 5-3-1 】 위해식품 정보공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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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단계
판매차단

관련 기관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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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해상품(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
위해상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이란 유통 식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식약청
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과 연계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코리안넷을 통하여 민간 유통
업체에 실시간 통보되어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를 위하여 마련된 민·관(지식경제부, 식
약청,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업체) 협력 시스템을 말한다.
식품 소비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멜라민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
해요인은 증가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사전관리는 강화되고 있으나 판매차단 및 회수 등
사후관리는 미흡하여 부적합 식품의 효과적인 판매차단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2009년 대형유통업체 롯데마트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도에 25개 대형 및 중
소유통업체, 나들가게, 군복지단 등 총 28,803개 매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일일평균 약
1,319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안전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위해식품의 신속한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등 효과적인 판매차단을 통한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안전망
확대 및 국민 안전체감 행정실현과 유통산업 선진화 기여를 위하여 중소유통업체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그림 5-3-2 】 위해상품(식품)판매자동차단시스템 흐름도
※ 전국에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 결과가 식약청을 거쳐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안넷에 가입된 대형(중소)유통
업체 전산망을 통해 각 매장의 단말기에 전송되어 최종 소비자 구매단계인 계산대에서 제품 바코드를 이용해 판매를 자동
차단

(3)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구축·운영
종전의 1399전화 및 우편, 방문 등에 의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던 『부정·불
량식품신고센터』를 2008년 3월부터 식약청 및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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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터넷신고가 가능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배너를 연계·구축하여 소비자가 쉽게
신고·접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조사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해당 행정기관으로 이첩
및 처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여 폭증하는 소비자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접
수 및 처리하였다.

【 표 5-3-12 】 연도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07

2008

2009

2008

2010

2011

무허가

22,149

250

1,270

5,352

1,270

7,697

7,254

유통기한 경과

1,668

123

41

440

41

604

372

유통기한 변조

164

-

5

46

5

73

40

변질

1,824

-

25

424

25

707

668

이물발견

20,677

-

661

2,091

661

9,882

7,492

과대광고

1,432

-

30

380

30

546

476

표시사항

1,258

-

51

536

51

406

265

기타

5,558

298

337

1,616

337

1,855

1,145

계

54,730

671

2,420

10,885

2,420

21,770

18,263

7) 이물 신고·보고 현황
식품 중 이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시정 및 개선조치를 통해 재
발을 방지하는 한편, 식품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6일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영업자는 소비자로 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
우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식품에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과학
적 조사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세부적인 조사요령,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방법을 마련하여 이물 혼입 원
인조사 방법을 과학화하였다. 표준화된 조사기법과 조사지침을 유관 기관과 공유하여 식
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시설개선 등을
적극 유도하여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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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13 】 연도별 이물 현황
(단위 : 건)

연도

총계

기업체 보고

소비자 신고

2008

1,949

1,093

856

2009

2,134

1,389

745

2010

9,882

6,587

3,295

2011

7,492

4,537

2,955

【 표 5-3-14 】 연도별 이물 종류 현황
(단위 : 건)

연도

총계

벌레

곰팡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기타

2008

1,949

845(43.4%)

188(9.6%)

153(7.9%)

27(1.4%)

89(4.6%)

647(33.1%)

2009

2,134

908(42.5%)

219(10.3%)

201(9.4%)

28(1.3%)

90(4.2%)

688(32.3%)

2010

9,882

4,577(46.3%)

683(6.9%)

817(8.3%)

120(1.2%)

523(5.3%)

3,162(32.0%)

2011

7,492

3,036(40.5%)

609(8.2%)

646(8.6%)

96(1.3%)

361(4.8%)

2,744(36.6%)

※ 기타이물 : 머리카락, 종이, 실, 비닐, 탄화물, 고무, 나무조각, 생선가시 등

【 표 5-3-15 】 연도별 이물 조사 결과
(단위 : 건)

연도

총계

제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판정불가

오인 신고 등

2008

1,949

411(21.1%)

377(19.3%)

632(32.4%)

358(18.4%)

171(8.8%)

2009

2,134

326(15.3%)

414(19.4%)

782(36.6%)

299(14.0%)

313(14.7%)

2010

9,882

880(8.9%)

799(8.1%)

1,388(14.1%)

4,421(44.7%)

2,394(24.2%)

2011

7,492

799(10.7%)

359(4.8%)

513(6.8%)

4141(55.3%)

1,680(22.4%)

※ 판정불가 : 이물분실, 훼손, 조사거부,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분류

2.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1) 수입식품 동향
WTO 출범(’95년)이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대외 무역이 증가하면
서 ’11년도 식품 등 수입량은 ’95년도 대비 256%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수입식품 의존도는
1인 1일 섭취량 대비 60%이상 차지1) 하는 등 수입식품 식탁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010 국민건강통계, 2011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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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1995년 대비)

중량(1995년 대비)

금액(1995년 대비)

400
300
200
10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00

【 그림 5-3-3 】 연도별 식품 수입 현황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안전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점차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멜라민(’08), 대만 DEHP, 유럽 장출혈성대장균(’11) 등 신종 유해물질에 따른 수입식품 안
전사고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사고 발생에 따른 위해 영향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통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서구화된 생활 패턴으로 인한 식습관의 변화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입식품
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수입국 현지 제조 공장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 기반을 마련하
고, 위해정보의 실시간 수집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수입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
도화된 수입식품 검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수입식품 검사
수입식품 검사 업무는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수입식품
은 원재료의 사용 가능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GMO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수입 신고서류를 근거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토한다.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과거 부적합 처분을 받은 식품, 허위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
업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 국내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우려 식품은 식품위생법
령에 따라 정밀검사(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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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제품은 위해정보, 부적합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함으
로써 수입 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표 5-3-16 】 수입식품 검사 종류별 구분
구분

검사 대상

처리 기한

검사내용

서류검사

모든 수입식품

2일

원재료명, 제조공정, 표시내용
(GMO·광우병) 등 검사

관능검사

농·임·수산물 등

3일

표시, 포장상태, 이물, 제품의 성상·맛·
색·냄새 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정밀검사를 받은 동일사 동일식품 등

5일

정밀검사

최초 수입식품 위해정보에 의한
위해 우려식품 등

10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검사

수입식품 등의 신고 및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그림 5-3-4 】 수입식품 등의 신고 및 검사 절차

3) 수입식품 현황
’11년 식품은 중국, 미국, 일본 등 129개 국가로부터 312,723건(1,347만 톤, 132억 달
러)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수입건수 대비 15.7%(중량 14%, 금액 56.6%) 증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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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17 】 최근 5년간 수입식품 검사 현황
(단위 : 건, 천톤, 백만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검사건수(건)

270,163

254,809

255,341

293,988

312,723

중량(천톤)

11,799

11,731

11,301

12,905

13,471

금액(백만불)

8,449

9,860

8,434

10,358

13,211

부적합건수(건)

1,448(0.54)

1,020(0.40)

1,229(0.48)

1,143(0.39)

1,014(0.32)

주 : 괄호 안은 부적합률(%)

검사 종류별로는 서류검사 203,279건(65%), 관능검사 29,020(9.3%), 정밀검사
64,535건(20.6%), 무작위표본검사 15,889(5.1%)이며, 최초 수입식품 및 부적합 식품 등
국내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우려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
실시 건수는 80,424건(25.7%)이었다.

【 표 5-3-18 】 최근 5년간 수입식품 검사종류별 검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서류검사

179,985(66.6)

172,909(67.9)

149,057(58.4)

183,109(62.3)

203,279(65.0)

관능검사

27,972(10.4)

23,863(9.3)

27,378(10.7)

25,974(8.8)

29,020(9.3)

정밀검사

46,104(17.1)

43,281(17.0)

50,585(19.8)

59,431(20.2)

64,535(20.6)

무작위표본검사

16,102(5.9)

14,756(5.8)

28,321(11.1)

25,474(8.7)

15,889(5.1)

계

270,163

254,809

255,341

293,988

312,723

관능검사

서류검사
35,000

250,000
203,27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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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5 】 최근 5년간 수입식품 검사종류별 검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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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19 】 최근 5년간 수입식품 품목군별 검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임산물

39,277

35,026

33,118

39,413

42,416

가공식품

165,129

155,536

139,782

157,570

167,084

건강기능식품

6,988

6,533

7,062

6,555

8,017

식품첨가물

31,073

31,423

31,111

33,503

32,155

기구 또는 용기·포장

27,696

26,291

44,268

56,947

63,051

계

270,163

254,809

255,341

293,988

312,723

’11년도에는 총 129개 국가에서 수입하였으며, 이중 수입신고 건수 대비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순으로 이들 나라의 전체 수입 점유율은 약 65.1%로
나타났다.

【 표 5-3-20 】 2011년도 상위 5개국별 식품 등 수입 현황
(단위 : 건, %, 천톤, 백만 달러)

순위

국가

건수

점유율

국가

중량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중국

92,955

29.7

미국

3,644

27.1

미국

2,734

20.7

2

미국

48,797

15.6

중국

2,498

18.5

중국

2,683

20.3

3

일본

36,090

11.6

호주

2,212

16.4

호주

1,082

8.2

4

프랑스

13,538

4.3

태국

721

5.4

태국

651

4.9

5

이탈리아

12,304

3.9

브라질

673

5.0

브라질

571

4.3

5개국 소계

203,685

65.1

5개국 소계

9,747

72.4

5개국 소계

7,721

58.6

계

312,723

100

계

13,471

100

계

13,212

100

4) 주요 업무 성과
중국, 필리핀, 브라질 등 7개국 25개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하여 국내
수입실적이 많은 다소비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하였
으며, 국내 7개 수입업체에서 수입 판매하는 9개 수출국 제조업체의 44개 품목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수업업체를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하였고, 수출국 정
부기관 관계자, 수출국 제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 등에 대한
현지 식품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함(4회 322명)으로써 생산국에서부터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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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지 식품안전제도 설명회 개최 시 사전확인등록제도와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실시하였다.
또한 2008년 이전 2개 국가(중국, 칠레)와 체결했던 MOU를 베트남(’09년), WHO 서태
평양 지역사무처, 호주(이상 ’11년)에 체결·확대하여 수입식품의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
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와 식품안전 관련 상시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다.

【 표 5-3-21 】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및 현지 식품안전제도 설명회
연도

제조업체 위생점검

설명회(참석자)

2008

7개국 37개 업체
중국(3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프랑스, 뉴질랜드, 베트남

7회(680명)

2009

5개국 34개 업체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4회(240명)

2010

7개국 33개 업체
브라질, 중국(강소성), 대만, 태국, 베트남,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4회(360명)

2011

7개국 25개 업체
독일, 중국(산동성, 흑룡강성), 미국, 필리핀, 브라질,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4회(322명)

계

26개국 129개 업체

19회(1,602명)

중국(산동성 청도시) 설명회(2011.5월)

중국(산동성 위해시) CIQ 공무원 간담회(2011. 5월)

【 그림 5-3-6 】 수출국 현지 식품안전제도 설명회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 표 5-3-22 】 MOU 체결 현황
국 가

중 국

칠 레

베트남

체결대상

중국 질검총국

칠레 보건부

베트남 보건부

체결일자

2003.10.31

2006.06.20

2009.05.29

2011.07.11

2011.07.14

개정일자

2007.11.2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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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산하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와 MOU 체결(2011.7월)

【 그림 5-3-7 】 제외국과의 MOU 체결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FDA 등 해외 식품안전 정부기관 정보, 국내외 주
요 언론 등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등을 심층 분석하여 대만 DEHP, EU 장출혈성대장균,
미국산 멜론 리스테리아 오염 등 총 120건의 인체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였
다. 이중 위해 우려 검출 제품의 수출국에 53회의 원인개선 권고를 하였다.
또한, 위해 우려 식품은 통관 전
에 식품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부적합
식품 수입자에 대한 의무교육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자의 책임
과 의무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 교
육명령제’를 도입하였으며, 수입단
계 부정확한 수입신고를 사전 예방
하고 통관단계 수입식품 영업자의

【 그림 5-3-8 】 성실신고 평가 프로세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
입신고인 성실신고 평가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3월)로 인한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건
강 보호를 위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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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였다.
우선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 18,682건에 대하여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일
본 정부가 출하 제한한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수입금지하였으며, 방사능 오염 가능
성이 높은 지역(13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정부증명서, 나머지 지역은 생산지증명
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 그림 5-3-9 】 VIP 식약청 방사능 검사 현장 방문

아울러, 식약청 홈페이지에 ‘일본 원전 식의약 정보방’ 코너를 개설하는 등 기관장의 의
지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국민 및 산업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
보를 실시하였다.

【 그림 5-3-10 】 언론사 및 뉴미디어를 통한 일본 방사능 대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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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입업체 및 수입신고 대행업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신규 수입업체 1,804명, 수입신고 대행업체 416명)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문 수
입신고요령 안내서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수입식품 신고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였다.

5) 2012년 주요 업무 계획
수입식품의 생산·통관 단계의 유기적·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식품분야의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 생산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한 식품 수입 기반 마련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실태 사전확인을 위한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수출국 제조공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을 수입하기 위하여 사전확인등록제와 우수
수입제품 등록제도를 활성화함은 물론, 수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수입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약정(MOU) 체결 및 국제식품안전회의에
참여하여 식품안전 협력동향을 파악하고 교역국과의 협력 접촉면을 확대하는 등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식품위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수입식품 제조업체 DB
구축과 수출국 제조업체 자체 점검 시스템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수입식품
제조단계부터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2) 수입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
FTA 체결 확대로 위해 우려 식품의 수입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검사체계와 영
업자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편·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의 서류·관능·정밀·무작위 검사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함으로
써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고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단순
명료하고 투명한 체계로 개선하고, FTA 확대에 따른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
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관능검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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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과거실적, 위해정보,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집중·중점·일반관리 대상
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차등화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입 영업자 관리는 수출국제조사 현지점검, 회수관리 체계 구축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
을 책임 및 보장하는 우수 수입자에게는 신속 통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수입
자를 적극 육성하고, 반면에 유해물질 함유제품 또는 불량식품 등을 수입(제조)하는 수입
자를 불량 수입자로 분류하여 집중 검사 및 관리할 방침이다.

3. 주류 안전관리 강화
1) 개요
1966년 국세청 개청이후 주류 관리 업무를 국세청에서 전담하였으나, 주류시장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약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국세청은 세
원·면허관리에 주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국세청과 체결(2010.6.1)함에 따라
주류안전관리 업무가 2010년 6월 식약청으로 이관되었다.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이 주류 안전업무를 관장함에 따라 주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문적·종합적·선제적 관리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참살이(well-being) 열풍을 타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유통되는 주류 또한 다
양해지고 그 양도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담당하는 경우 업무성격, 업무량,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세원관리의 부수적 업무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류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에 충실을 기할 수 있으
며, 식약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류의 안전 및 위생상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
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위생 및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식약청은 그간 수입주류의 안전관리,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설정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실시하여 왔으나, 이번 계기로 수입 및 국내 생산 주류 모두의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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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류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
주류는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어 알코올의 소독효과에 의하여 유해균의 증식
을 억제할 수 있어 안전한 음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류”도 식품으로서 제
조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혼입되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제조할 경우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주류생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외신에 의하면 비아그라 첨가한 주류(중국, ’10), 인공색소와 착향제 첨가한
증류주(중국, ’06), 설탕물에 화학첨가물을 넣은 가짜 포도주(중국, ’10), 비소에 오염된 전
분을 사용한 맥주(영국, ’91), 곰팡이독소에 오염된 공업용 쌀을 사용한 소주(일본, ’08) 등
부정·불량원료나 물질을 함유하기도 하고 원료나 제조과정에서 곰팡이독소나 에틸카바
메이트 등 유해물질이 발행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부터 막걸리의 국내 소비와 수출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위생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막걸리, 약주, 과실주는 주로 영세한 업체의 노후화된 시설에서 제
조되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위생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위(단위
: 천 :㎘)
천 ㎘)
1983 1983

2059 2059

2003 2003

1957 1957

930 930

931 931

(단위(단위
: OO원)
: OO원)
막걸리막걸리
수출액수출액
일본청주수입액
일본청주수입액

맥주 맥주
1004 1004

963 963

15,58515,585

소주 소주
172 172
탁주 탁주

176 176

261 261

13,96113,961

412 412
9,565 9,565

6,119 6,119

34.43 34.43
3,889 3,889

저도소주
저도소주
17.15 17.15
4.35 4.35

20072007

20082008

5,400 5,400
4,026 4,026

3,889 3,889

4.84 4.84

20092009

20102010

20072007

20082008

20092009

20102010

【 그림 5-3-11 】 주요 주류의 출고량 및 수출입액 추이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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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류제조업소는 그간 세원관리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지·시설요건이나 위생관리 장치들은 비교적 열악한 상태에 있어, 주류제조업체의
기초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생·안전 인식 강화를 위한 지도·계몽에 역점을 두
고 추진하였다.

【 표 5-3-23 】 주류제조업체 면허 현황
(단위 : 개)

계

탁주 약주
827

1,636

213

과
실
주

리
큐
르

220

93

소규 일반
증류 희석
기타
모맥 증류
식
식 주정
주류
주
주
소주 소주
57

76

40

47

19

10

위
스
키

브
랜
디

12

8

청주 맥주 밑술 술덧
6

6

1

1

(2011.12.31일 기준, 국세청)

(1) 주류제조업소 안전성 확보
지난해 우리청은 전국 주류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를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생관리 요령 등을 현지 지도하고, 동 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주류제조업체별 주종에 따른 위생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도·점검 결과를 DB로 구축하고 e-식품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현
장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실시간으로 업체 일반현황 및 위생·안전관리 내
역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조업체 기술 지원사업
주류제조업체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안전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매뉴얼
제작·보급, 위해물질 저감화 기술지원, 우수관리제조업체 견학서비스 제공,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행사 참여자들이 교육 내용에 매우 만족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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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24 】 2011년 기술지원 및 세미나 등 실시 내역
사업 내용

월

참석결과

주류제조업체 위생교육

4월, 11월

총 744개 업체, 1302명

영세업체 대상 우수주류업체 견학서비스

5월, 10월

총 64개 업체

이물관리 우수음료업소 견학

6월

총 37명

유해물질 저감화 매뉴얼 제작·보급

6월

총 1000부 배포

유해물질 저감화 권역별 교육 실시

6월

총 152개 업체

유해물질 저감화 시범사업

6월~12월

총 36개 업체

이물 저감화 간담회

5월, 6월

총 113명

【 그림 5-3-12 】 2011년 위생교육 및 견학프로그램

(3) 주류 소비섭취실태조사
주류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주종별·계층별 섭취실태, 고위험 음주실태 및 섭취 습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WHO가 제시하
는 적정 섭취 권장량보다 많이 마시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주량을 줄일 수 있는 습관은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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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13 】 2011년 주류소비섭취실태조사 결과

4) 향후 추진계획
(1) 주류안전관리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주류는 국가 주요 세원이 되는 ‘재화’로서 현재 주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반 식품
과는 위생·안전관리 사전 예방 장치 등 관련 규정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관계기
관 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류도 일반식품과 동일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등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주류제조업체 구분관리제 운영
<위생관리 실태>

주류제조업체간 위생관리 수준의 편차
가 심한 주류제조업계의 특성을 고려하

자율관리업체
5%

여 제한된 행정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우수

하기 위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주류제조업체를 자율관리업체, 일
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구분하여
그 수준에 맞게 차등관리하는 구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보통

일반관리업체
75%

미흡
중점관리업체
25%
2회/1년

1회/2년

자체관리

<지도점검 빈도>

【 그림 5-3-14 】 2012년 주류제조업체 구분관리제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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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지원 및 설명회 등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교육·훈련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간담회 등을 지
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류제조업체 스스로가 위생·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주류소비·섭취실태조사와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지
속하여 국민들의 정확한 소비섭취실태를 파악하여 위해물질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안전관리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식품안전정보원 설립·운영
1) 식품안전정보원 설립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외 식품관련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제공하고, 위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함으
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6일에 개소하였다.
개소 당시 식품정보팀, 추적·관리팀 2팀 17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기획경영팀, 식품
정보팀, 식품이력팀 3개팀 22명으로 확대·구성되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주요업무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하여 위해식품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
응 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기반 구축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식품안전정보원 운영(사업) 현황
(1)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제공
‘식품안전정보원’은 전 세계 48개국, 265개 사이트로부터 365일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
여, 국내외 일일정보와 사안별, 분야별 등으로 분류된 전문화된 정보자료를 식품의약품안
전청에 제공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009년 7월 개소이후부터 2011년 12월 현재까
지 식품안전과 관련된 총 47,513건의 최신정보와 함께 600건(조사 국가수 기준)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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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하였고 동정
보를 통해 위해 식품의 유
통·판매를 사전 차단하
는 예방조치(회수, 폐기,
정보공개 등)를 하도록 하
여 식품안전관리업무에
기여하였다.
【 그림 5-3-15 】 식품안전정보 운영흐름도

(2) 식품이력추적 관리시스템 홍보·교육·운영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업체 환경을 고려하여 자체 개발한 ‘맞
춤형프로그램’ 및 ‘연계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업무를 운영해 오면서 산
업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를 매년 20~30회 실시하고, 산업체 현장(방
문)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동 시스템의 정착 확대에 노력하여 왔다.
2011년 12월까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및 표준프로그램 홍보·설명회 75회, 표준프로
그램 교육 214회, 현장 컨설팅 206회 등을 실시하여, 259개 품목에 대하여 등록을 지원하
였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소개
·표준프로그램 보급

사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문제식품발생 시
제품회수 지원

사전준비

식품안전정보원

품목등록

·사용자 실습교육
·컨설팅, 출장교육 등
현장지원

컨설팅

·업체별 품목등록
준비를 위한 컨설팅
·품목등록 심사지원

【 그림 5-3-16 】 식품이력추적 관리 홍보·보급·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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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 계획
(1) 식품안전정보수집·분석·제공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신속
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하여 위해식품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수
집 대상 국가를 수입량 및 부적합률이 높은 동남아 및 남미의 국가까지 확대하고 보다 고
도화된 정보수집활동에 전념할 것이며, 국민에게는 위해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안전정
보포털(식품나라)를 통하여 소비자, 소비생활 중심의 식품안전정보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2) 식품이력추적 관리시스템 홍보·교육·운영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보급 확대 및 정착을 위해 업종별 또는 수준별
맞춤형 식품이력관리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쉽고 접근성이 용이한 표준 및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체 ERP 연계를 위한 이원화된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산업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가공, 수입·판매, 유통·
판매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식

산업체 지원

시스템 운영

소비자 제공

사용자교육

식품이력추적종합시스템
(www.tfood.go.kr)

모바일

정부
회수·대응
(행정조치)

제도홍보
프로그램 보급

매장
이력정보

현장 컨설팅
품목등록 지원

산업체

소비자

식품이력관리
프로그램

식품이력정보
제공

인터넷

【 그림 5-3-17 】 식품이력추적 종합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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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력추적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이력추적 관리
시스템 보급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림 5-3-18 】 식품안전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및 소통

(3)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 단체 및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기관과 이해관계자와의 식품안
전정보 공유 및 소통채널도 구축하고 협력활동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5. 소비자 주권실현을 위한 식품표시제도 개선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라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고시한 기준이다.(식약청 고시 제2011-67호, ’11. 11. 07)
표시기준은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제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자 및 유통
기한,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와 위생적 취급을 위해 보존 및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그 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기
쉽도록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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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25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표시대상)
제4조 (표시사항)
제5조 (표시방법)
제6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7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제8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9조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제10조 (중량등의 허용오차)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식품등의 일반기준
-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2. 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준
- 통·병조림,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3. 식품별 개별기준 : 1) ~ 29)
•「별지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
•「별지 4」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별지 5」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도 2]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표 1]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표 1의2]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표 2] 영양소 기준치표
•[표 3] 유기가공식품 생산 및 취급시 사용이 가능한 재료
•[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표 5]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표 6]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2) 개선 필요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및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청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매년 개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여 식품등
의 표시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잦은 표시사항의 개정은 남은 포장지 폐기교체로 인
한 업계 부담과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업계 부담과 자원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 표시기준
의 개정 횟수나 시기에 관계없이 표시기준 시행일을 1년에 한번 매년 같은 날짜(예 : 1월 1
일)에 통합 시행하도록 하여 자주 개정되더라도 식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식품정보는 1년
에 한번 연초에만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식품업계는 식품 표시기준의 변경에 따른 작은
포장지 교체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식품정보가 바뀌는 날짜가 명확해져
식품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업계, 소비자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
전을 위한 주의문구 활자크기 확대,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 간결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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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선내용
(1) 2007년 ~ 2010년 개선사항
가. 영양성분 표시 중 1회 제공량의 설정 범위 합리적 개선
웰빙 분위기 확산과 함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가공식품이 점차 소형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1회 제공
량을 보다 융통성있게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
된 제품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소포장된 제품에 대해 1회 제공량 산출기준을 구분·적
용하여 1회 제공량 범위를 벗어나는 개별 소포장제품에 대해서 1회 제공량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1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설정하여 1회 제공량 산정에 있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빙과류 개별 제품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소비자들이 제조일자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요구에 따라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 하였다. 기존에는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포장에만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실제 구매자는 제조일자를 쉽게 알 수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개별제품에서도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 함량 표시기준 보완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원재료 함량을 주로 뒷면의 원재료
명란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
시 소비자들이 주로 보는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정하였다.
(예시 : 사과쥬스(사과 함유량 20%))

라. 합성착향료 사용한 제품에 사진 등 이미지 및 “맛”자 사용금지
실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착향료만으로 제품의 맛이나 향을 낸 제품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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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원료가 실제로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고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에 들어 있는 원재료의 함량을 보다 정확
하게 알려 주도록 표시기준을 개선하였다. 합성착향료만으로 원재료의 향을 내는 경우에
는 그 향을 뜻하는 원재료의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합성착향료 등의 명칭을
제품명 등에 사용할 때에는 원재료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ㅇㅇ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
유) 등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마. 소비자 불만 등 신고전용 전화번호 1399 표시의무화
이물, 멜라민 사건 등으로 인해 식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비자가 부정·불
량식품을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개정하였다.

바. OEM 수입식품의 주표시면에 위탁생산제품 표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제품의 포장지가 한글로 표시되어 국내식품
으로 오인·혼동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로 보는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크기의
1/2 이상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와 함께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도록 개선하였
다.

사. 영양성분 주표시면 자율 표시 기준 마련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영양성분 정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제
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영양성분 주표시면 자율 표시 기준을 마련하
였다. 기존에 영양성분은 뒷면에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바로 인지할 수 없었으나, 주
표시면에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는 영양성분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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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여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를 방지하였다.

아. 영양성분 표시 중 1회 제공량 기준의 세분화
피자 및 음료류에 대한 1회 제공기준량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빵류 중 피자의 1회 제공기준량을 신설하고 음료류의 1회 제공기준량을 조
정하였다. 음료류중 탄산음료류에 대한 1회 제공기준량이 조정되었고, 기존에 기타음료로
서 통합되어 있던 기준량을 혼합음료의 개별 기준량으로 신설하였다.

자. 껌베이스 표시기준 개정
식품에 포함된 원재료명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차
원에서 껌베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첨가물(색소, 보존료)에 대해 별도 표시를 의무화 하였
다. 현행 기준은 껌베이스의 원료를 모두 “껌베이스”로 표시하는 경우 산화방지제 등을 표
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껌의 물성 등을 부여하는 12개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만 “껌기
초제” 또는 “껌베이스”로 표시하고 껌베이스에 사용한 색소나 산화방지제 등은 별도로 표
시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차. 주의사항 표시 기준 강화
유리제 기구를 가열하는 경우 파열 등 오사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
해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에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 하였다. 따라서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용도를 구분 표시하고, 그 밖의 유리제
기구는 가열조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안전 확
보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 냉동 빵류 및 냉동 젓갈류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
냉동 빵류 및 냉동 젓갈류를 제조업소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
부 개정고시됨에 따라 이러한 제품에 대한 세부 표시사항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냉동 빵
류 및 냉동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는 제품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해동 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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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 후 보관방법,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개선하였다.

(2) 최근 개선사항
가. 고카페인 함유 액체식품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표시 개정
최근 에너지 드링크와 같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 제품의 생산·수입 및 소비가 급격
히 증가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등의 카페인 섭취에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
에 대하여 섭취 시 주의할 수 있도록 카페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류와 커피를 제외하고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
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인 액체식품에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표시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다류와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액체 식품에 대하여 종
전의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함께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의 주의문구와 카페인 함량을 ‘000mg(’13.1.1 시행예정)’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나. 가맹점에 납품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완화 개정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제조·가공, 조리 등
의 용도로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과는 달리 가맹점
에서만 제조·가공·조리 후 소비되므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
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가맹점으로 납품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의 일부 표시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이 완화되었다.

다. 식품 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방법 개정
식품 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품의 경우 원료수급 변동에 따라 사용한 원
재료가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인쇄한 포장지를 계속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
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사항을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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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아황산염' 추가 개정
현재, 아황산염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추가가 되어
있으며, 아황산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 우
리 청에서는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아황산염(인위적으로 첨가하
여 S02로 10mg/kg이상 사용한 경우)을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추가하여, 아황산염을 함유
한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가공 시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과 함께 아황산염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 만성소화장애증 환자 등을 위한 무글루텐 표시 규정 개정
만성소화장애증 환자 등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식품 섭취 시 주의할 수 있도록 하
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밀, 호밀, 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글루텐 함량이 20mg/
kg이하인 제품의 경우 무글루텐(Gluten-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바.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 중량과 용량별로 간결화
기존에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표시된 실제량과 부족량의 허용오차 범위는 식품유형별
로 규정되어 있어 허용오차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 각 식품유형별로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었고 식품유형별 편차가 커서 제품별로 허용오차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제품별로 허용오차를 통일시키고자 중량과 용량별로 허용오차를 정해 내용량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간결히 하였다.

사. 주의사항 활자크기 상향 조정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 문구 위치 이동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인 주의사항의 경우 종전에는 최소 활자크기를 8포인트 이상
으로 정해놓았으나 노약자와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너무 작아 읽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
었다. 따라서, 활자크기를 종전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를 표시하도록 하던 규정을 종전에 기타 표시사항에서 제6조(소비
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규정으로 이동하였으며 활자크기를 6포인트에서 10포인트
로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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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현재 우리 청에서는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더불어
식품 수입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소비자 중심의 식
품표시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식
품 구매 시 안전하게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고카페인 함유 액체식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추가 및 아황산염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보들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식품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맹점에 납품하는
식품에 대하여 일부 표시사항만 표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장지 제작 및 인쇄
비용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표시방법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추후 개정 시 방사선조사식
품 용어개선, 알레르기 표시방법의 다양화 등 소비자 및 식품 업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
도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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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식품위해요소의
예방적·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1. 식품안전관리 인증제(HACCP) 활성화
1) 해썹(HACCP) 제도 개념 및 필요성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해썹”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이라 칭하며, 최초 미국 NASA(미 항공우주국)에서 우주 비행사들에게 100%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하여 개발된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기법이다. 현재는 식품
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
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분석한 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HA

CCP

위해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가능한 병원성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 분석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

최근 유럽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 사고, 미국 멜론 식중독 사고 및 식품 이물혼입 사고
등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증가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관심이 동시에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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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업계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며,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해썹(HACCP)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2) 해썹(HACCP) 적용에 따른 효과
해썹(HACCP) 적용업체의 해썹(HACCP) 지정 전·후 비교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
썹(HACCP)을 적용할 경우 업체의 생산량, 매출액 및 단기순익은 증가하고, 소비자 클레
임 발생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해썹(HACCP) 적용이 업체의 영업이익에 도움을 주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썹(HACCP)을 적용하게 되면 종업원 의식 향상, 기업의 이미지 및 신뢰성 향상,
제품 회수 및 폐기율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국내·외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4-1 】 해썹(HACCP) 지정 전·후 비교 효과 분석
항목

지정 전

지정 후

증감치(평균)

증감율(%)

단기순익(백만원)

1,167.6

1,394.0

226.4

↑19.4

매출액(백만원)

13,148.0

15,139.7

1,991.8

↑15.1

생산량(ton)

3,960.2

4,626.9

666.8

↑16.8

납품처수(개소)

128.9

160.5

31.6

↑24.5

납품량(ton)

3,537.2

3,814.8

277.7

↑7.9

클레임 발생(건수)

81.5

42.7

-38.8

↓47.6

※ 2011, HACCP 지원사업단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해썹(HACCP) 적용이 확대될 경우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며, 식품 이물사고 및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의 감소로 유통식품 전반
에 대한 안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HACCP 제도의 도입
해썹(HACCP) 제도는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해썹(HACCP)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세계 회원국에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썹(HACCP)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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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규정을 신설하고 1996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청 고시)」을 제정함으
로써 해썹(HACCP)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사전에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
은 식품과 국민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해썹(HACCP) 의무적용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썹(HACCP) 의무적용 도입은 2002년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2003년 8월 어
묵류 등 6개 품목을 의무적용 대상 식품1) (2006년 12월 배추김치 추가)으로 지정하였으
며, 2005년 10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청 고시)」을 개정하여 의무적용 품목의
연매출액과 종업원수에 기초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배
추김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 표 5-4-2 】 단계별 해썹(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단계

대상기준

6개품목 시행시기

배추김치 시행시기

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

2006. 12. 1.

2008. 12. 1.

2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

2008. 12. 1.

2010. 12. 1.

3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

2010. 12. 1.

2012. 12. 1.

4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

2012. 12. 1.

2014. 12. 1.

4) HACCP 지정 확대
2008년 새 정부 출범 당시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을 위해 ‘HACCP 지정 확대’
를 국정과제(2012년까지 2,500개소 HACCP 지정)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
며, 2008년 7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 및 2011년 7월 제2차 「식품안
전 종합대책」에서도 ‘HACCP 지정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2014년까지 4,400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 ① 어
 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빙
과류 ⑤ 비가열음료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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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3 】 HACCP 지정확대 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지정(개소)

800

900

1,000

총 계(개소)

2,500

3,400

4,400

비율(%)

11.4

15.4

20

※ 제2차 식품안전 종합 대책(’12~’14)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제조가공업체의 80% 이상이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
고, 이들 영세업체가 해썹(HACCP) 적용을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위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
어 해썹(HACCP) 적용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1년에는 영세업체의 해썹(HACCP) 적용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업소2)
가 보다 쉽게 해썹(HACCP)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업소에 적합한 선행요건과 해썹
(HACCP) 관리기준을 마련·시행하였으며(’11.6.11. 고시 개정), 영세업체에서 보다 쉽게
해썹(HACCP)을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품목별 해썹(HACCP) 표준관리기준서를 개발·
보급하였다.
또한, 식품 업체의 해썹(HACCP) 적용 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원처리기한을 단축(60일
→40일), 해썹(HACCP)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대폭 감축(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서 및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 해썹(HACCP) 지정 신청 수수료
(20만원)를 한시적(2014.11.30까지) 면제, 해썹(HACCP) 적용업소 위탁 제조·가공 시 위생
점검 면제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해썹(HACCP)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체, 대형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등 대표 및 해썹(HACCP) 관련 책임자 11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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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1 】 식품업계 간담회 개최
2)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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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썹(HACCP) 적용업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평가
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도록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 2011년 해썹(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
▶ 재정적, 기술적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업소를 위한 합리적인 지정 및 평가기준 마련(2011. 6)
=>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소규모업소는 별도 선행요건과 해썹 관리기준
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해썹(HACCP) 적용에 따른 소규모 업소의 부담 완화
=> 소규모 업소용 해썹 표준관리기준서 개발·보급(2011.10)
=> 해썹 지정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서류 간소화(2011.4)
=> 지정 신청 수수료 한시적 면제(2011.8)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해썹(HACCP) 지정업체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476건에서
2011년 1,83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식품제조업체 중 해썹(HACCP) 지정업체의
비율(8.4%)은 아직도 낮은 실정이다.

운영누계(건)

2000

신규지점(건)

1837

1800
1600
1400

1163

1200

728

1000
475

800
600

225

400
200
0

725

337

3
3

2
28

8
26

24

31

16

9

81

82

35

35

111

29

456

152

46

263
78

122

14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그림 5-4-2 】 연도별 해썹(HACCP) 적용업소 지정현황
※ 2011. 12. 31 현재 1,837건 지정(의무 845건, 자율 9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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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4 】 품목별 해썹(HACCP) 운영현황
(2011.12.31 현재, 단위 : 건)

식품제조가공업
총계

1,837

HACCP 의무적용 품목
소계
1,813

소계
845

비가열 빙과류
10

39

냉동
수산

냉동
식품

390

114

어묵류

레토
르트

배추
김치

72

29

191

일반
품목
968

집단
급식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

19

5

【 표 5-4-5 】 소규모 해썹 지정 현황
(2011.12.31 현재, 단위 : 건)

구분

전체(2011)

일반 해썹

소규모 해썹

지정건수

726

398

328

비율(%)

100

54.8

45.2

5) HACCP 지정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해썹 지원사업단」을 신설하
여 해썹(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적용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5-4-3 】 HACCP 지원사업단 홈페이지

2011년에는 해썹(HACCP)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체별 책임전담제를 운영하여 해썹(HACCP) 지정신청 시 까지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다.(기술지원 583개소 중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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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당해연도 해썹 지정)
또한, 전문인력 및 기술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해썹(HACCP)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법 등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해썹
(HACCP)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하였다.

【 표 5-4-6 】 2011년도 해썹(HACCP) 지원사업 추진실적
구분
정책
지원

사업명

2010

2011

증감률(%)

자율적용품목 표준관리기준서 개발

10개 품목

12개 품목

120.0%

위해분석 대행 시범사업(한계기준 유효성 검증)

10개소

20개소

200.0%

가정용 해썹(HACCP) 매뉴얼 개발

-

완료

신규사업

879회

583개소
(1,055회)

120.0%

실태조사

-

454개소

신규사업

내원/순회

520회

672회

117.1%

-

2,011명

신규사업

이력관리 D/B 구축

-

구축완료

신규사업

상담 대표전화

상시운영

상시운영

-

해썹(HACCP) 지정업체 운영지원

105회

222개소

210.5%

의무·자율품목

현장기술지도
기술
지원1

기술
지원2

교육
홍보

전문기술상담

찾아가는 해썹(HACCP) 종사자 교육

현장기술지도

-

66개소

신규사업

해썹(HACCP) 지정 및 정기조사 결과 정리

신규업종

1,101건

1,838건

166.9%

해썹(HACCP) 지정업체의 지정 전·후 비교 효과분석

100개소

275개소

275.0%

해썹(HACCP) 관리기준 실무교육

3회

14회

466.7%

해썹(HACCP) 지도관 교육·훈련

6회

5회

-20.0%

해썹(HACCP) 기술세미나

7회

6회

-16.6%

웹사이트

124,411건

144,502건

방문건수

온라인 상담

296건

310건

104.7%

해썹(HACCP) 홍보전용 웹사이트

-

운영

신규사업

해썹(HACCP) 활성화 UCC 경진대회

-

1회

신규사업

해썹(HACCP) 홍보관

2,032명

3,500명

방문자수

해썹(HACCP) 교실

34회

52회

152.9%

해썹(HACCP) 적용업체 견학프로그램

3회

47회

1566.7%

민간 컨설팅업체 및 건축업체 자율정보등록제

운영

운영

-

그 결과 종합 만족도가 90.4(2010년 89.4→ 2011년 90.4)로 조사되어 해썹(HACCP)준
비업체 및 적용업체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썹(HACCP) 적용확대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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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추친업체

HACCP팀 구성
기술지원1팀

정책지원팀

맞춤형
밀착현장기술지도

현황파악

식약청 정책지원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

현장개선
[시설 개·보수 등]

자율적용 품목
표준기준서 개발

전문기술상담

HACCP시스템
구축 및 관리기준서 작성

위해분석 대행
시범사업

SOS패트롤

현장적용

가정용 HACCP
매뉴얼 개발
소비자

지정신청
기술지원2팀
신규 업종
현장기술지도

HACCP지정업소
운영지원

교육홍보팀

HACCP적용 전후
효과분석

HACCP 교실 및
UCC 경진대회

부적합
수정보완

지정 및 정기 조사
평가결과 분석

HACCP 홍보관 및
홍보전용 웹사이트

지정평가

적합
HACCP 실무교육 및
기술세미나

재신청

HACCP시스템 운영
[사후관리]

지
방
청

HACCP지도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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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정착을 통한 식품안전 수준 향상

【 그림 5-4-4 】 2011년도 해썹(HACCP) 지원사업 전략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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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의무적용 영세업체의 해썹(HACCP) 적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 시설 개·보수 비용의 일부(투자금액의 50%, 1천만원 한도)를 국고에서 무상으로 지원
하였으며(2010년, 7억, 70개소 → 2011년, 15억, 150개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을 개
선하는 경우 자치단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저리(1~3%)로 융자·지원토록
하였다. (2011년, 66개 업체, 총 96억1천1백만원 지원)

6) HACCP 제도 홍보 실시
해썹(HACCP)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해썹
(HACCP)제품을 선호하고 선택하게 됨으로써 식품업소가 해썹(HACCP)을 적용할 필요성
이 증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식약청에서는 소비자의 해썹(HACCP) 인지도 및 신뢰도 향
상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인지도가 높은 모델(한채영)을 활용하여 단순·반복적인 내용으로 소비자가
알기 쉽게 동영상을 제작하여 광고 효과가 큰 TV 광고를 대폭 확대 실시하였으며, 대중이
용시설인 지하철, KTX 차량 내 모니터 광고, 스마트폰 활용 온라인 광고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5개소에 ‘해썹(HACCP)제품 전용판매코너’를 설치·운영하고, 일반 소비
자 등을 대상으로 해썹(HACCP)업체 견학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다.
그 결과 해썹(HACC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2005년 9.7%에서 2011년 40.2%로 점
차 높아지고 있고, 식품업계에서의 자발적인 해썹(HACCP) 참여 여건도 확산되고 있다.

【 표 5-4-7 】 해썹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율(%)

14.3

18.1

25.6

30

40.2

그러나 아직도 국민 10명 중 6명이 해썹(HACCP)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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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5 】 해썹(HACCP) 제도 TV 공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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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6 】 해썹(HACCP) 제도 홍보 리플렛

265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7) 2012년도 해썹(HACCP) 활성화 추진계획
2012년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2012년까지 2,500개소 지정) 달성 및 어묵류 등 6개
품목 의무적용 전면 시행에 따라 해썹(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 2011년 500개소 → 2012년 800개소
▶ 중소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 : 2011년 15억(150개소) → 2012년 35억(350개소)

또한 해썹(HACCP) 지정을 받지 않은 의무적용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청 담당자,
HACCP지원사업단 직원 등을 전담 배치하는 책임전담제를 운영하여 해썹(HACCP) 지정
시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대기업, OEM식품 제조업소,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대
상으로 해썹 적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광고 확대, 소
비자 견학프로그램 운영 및 해썹 제품 전용판매대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썹(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는 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혜택(정기평가 면제)을 부여하고 미흡업체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운영지원을 받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거나 위해사고가 발생한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평가 및 특별검증을 실시하여 운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해썹(HACCP) 적
용업소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2. 식중독 상시예방체계 구축
1) 최근 동향
우리나라의 식중독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최근 4년 평균(341건, 7,598명)에 비해 건
수는 26.9%, 환자수는 6.5%가 감소되었다.
【 표 5-4-8 】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건)

510

354

228

271

249

환자수(명)

9,686

7,487

5,999

7,218

7,105

* 2009년은 신종플루 발생에 따라 손씻기 등 범국가적으로 대응하여 예외적으로 감소

266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제5장 식품 부문

식중독 발생 정도를 비교·가늠해 볼 수 있는 국가별 백만명당 환자수에서는 140명으로
일본보다 적게 발생하였다.
※ 일본 174명(2010), 미국 76명(2008)

2011년 식중독 발생 동향은 ’10년에 비해 건수, 환자수 모두 상반기에 증가, 하반기에
감소하였으며, 환자수는 6월에 감소하고, 5월과 8월에 증가하는 특이사항이 발생하였다.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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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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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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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300
300

2011년
2011년

11

22

33

44

55

4년평균
4년평균
(07-10년)
(07-10년)

900
900
600
600

2010년
2010년

10
10

2010년
2010년

1800
1800

4년평균
4년평균
(07-10년)
(07-10년)

40
40

66

77

88

10
99 10

00

11 12
12
11

2011년
2011년

11

22

월별 발생건수

33

44

55

66

77

88

10
99 10

11 12
12
11

월별 발생환자수

【 그림 5-4-7 】 2011년 월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

【 표 5-4-9 】 2011년 월별 식중독 발생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건)

11

14

21

26

19

35

23

38

25

9

16

12

환자수(명)

137

351

690

827

1,017

414

740

1,482

809

194

267

177

또한, 봄철(3월~5월)에 건수(66건, 27%) 및 환자수(2,534명, 35.7%)가 많아 주의가 필
요하다.
※ 2010년 봄철에 비해 건수는 40%, 환자수는 63% 증가
계절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계

510

9,686

354

7,487

228

5,999

271

7,218

249

7,105

봄(3~5월)

148

3,075

82

2,058

82

2,694

50

1,458

66

2,534

여름(6~8월)

181

3,406

102

2,148

67

2,020

104

3,239

96

2,636

가을(9~11월)

101

1,924

117

2,101

34

757

68

1,480

50

1,270

겨울(12~2월)

80

1,281

53

1,180

45

528

49

1,041

37

665

267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제
5
장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률(117건, 전체의 47.0%)이 높았으며, 환자수는 1회 급식인원이
많은 집단급식소(2,521명, 전체 환자 35.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표 5-4-10 】 2011년 원인시설별 식중독 발생현황
집단급식소
학교급식

구분

계

음식점

직영

위탁

건수(건)

249

117

40

27

3

환자수(명)

7,105

1,753

2,521

1,648

건당 환자수(명)

28.5

15.0

63.0

61.0

소계

가정집

기타*

10

8

84

413

460

51

2,780

137.7

46

6.4

33.1

기업체

* 기타 : 즉석판매업소, 수련시설, 불명 등

학교의 경우 환자수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학교급식 이외 외부적 요인(수련회, 간식 반
입, 도시락 제공 등)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하였다.
※ 학교 건당 환자수 : 76.5명(2008년) → 89.2명(2010년) → 68.7명(2011년)
※ 학교 이외 학생급식 : 21건, 863명(2010년) → 22건, 1,691명(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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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8 】 년도별 학교 식중독 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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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09

20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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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그림 5-4-9 】 학교별 식중독 환자수 추이

음식점은 살모넬라(14건) 및 병원성대장균(9건)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였다.

지역별 식중독 발생은 인구 밀집지역인 경기, 서울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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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당 환자수는 충남>제주>부산 지역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표 5-4-11 】 2011년 지역별 식중독 발생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9
7,105

33

2

16

21

4

11

740 1,046 230 481

50

277 137 1,505 355 354 868 318 261

74

222 187

73

34

184 122

28

68

인구100만명
당 환자수(명)

18

252

4

88

9

165

13

62

15

114

8

15

12

156 228 418 170 134

6

305

식중독을 유발시킨 원인균으로는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노로바이러스>살모넬라>캠필로박터>황색포도상구균 순으로 발생되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계절 구분 없이 연중 지속 발생하며, 특히 1월~5월에 집중 발생(71%)하고 있어
상반기에 노로바이러스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표 5-4-12 】 2011년 원인체별 식중독 발생현황
원인

건수

건수
비율
(%)

환자수

환자수
비율
(%)

원인

건수

건수
비율
(%)

환자수

환자수
비율
(%)

병원성 대장균

32

12.9

2,109

29.7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7

2.8

324

4.6

노로바이러스

31

12.5

1,524

21.4

바실러스 세레우스

6

2.4

98

1.4

살모넬라

24

9.6

1,065

15.0

기타바이러스

3

1.2

21

0.3

캠피로박터 제주니

13

5.2

329

4.6

세균성이질

2

0.8

20

0.3

황색포도상구균

10

4.0

323

4.5

자연독

4

1.6

27

0.4

장염비브리오

9

3.6

133

1.9

불검출

108

43.4

1,132

15.9

추정 원인식품(61건)은 복합조리식품(17건), 야채류 및 그 가공품(10건), 어패류 및 그
가공품(9건), 육류 및 그 가공품(9건) 순으로 많았으며, 노로바이러스는 어패류 및 야채
류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가열·조리하지 않고 바로 섭취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
다. 복합조리식품은 살모넬라(6건), 병원성대장균(4건)으로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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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년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실적
(1)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협의체 운영
국가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 대응기구를 ’07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1
년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총 32개 기관이 3회에 걸쳐 식중독예방 대책을
마련·운영하였다. 부처별 주요 추진실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유치원 등 집
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 노후 급식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보존식 전용 냉동고 확충
등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 활동을 중점·추진하였다.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급식시설
에 대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을 담당하였고, 국방부에서는 군 취사장 위생점
검 및 동절기 군납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안전한 굴 공급계
획”에 따라 서남해안 29개 해역에서 연중 노로바이러스를 조사하고, 굴 양식장 유입 오염
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수산물의 안전성을 지키는데 주력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집단급식소내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
며, 아동급식,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병행하였다. 환경부의
경우 지하수 이용시설, 오염원 및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질병관
리본부에서는 원인규명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변채취키트를 배포하고, 역학조사지침을 개
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
검, 식중독 교육·홍보 강화, 비상근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모바일 식중독 보고체계 구축,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지표 반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율이 개선되었다.
※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율 : 48.7%(2010년) → 92.6%(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을 평가한 결과 경상북도가 최우수
기관, 우수기관으로는 울산광역시, 서울특별
시, 인천광역시가 포상을 받았다.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시·군·구의 자율위
생관리 분야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최
우수기관상을, 전라남도 함평군 및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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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다. 식중독 원인물질 및 PFGE 실적으로는 전라북도 보
건환경연구원이 최우수기관상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
다. 식중독 원인조사 실적은 경남 창원시 마산보건소가 최우수,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가
우수를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식중독 예방관리에 현격하게 공이 큰 유공자에게 보건복지
부장관 표창(20명),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30명)을 수여하였다.

(2) 식중독 발생 특성(시설별, 계절별)에 따른 합동 지도·점검
식중독 발생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시작으로 3~4월 및 8~9월 학교급식소
식중독, 4~5월 및 9~10월 나들이로 인한 식중독, 7~9월 장염비브리오에 의한 음식점 식
중독 등 계절과 시설에 따라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되기 전 사
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교육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과 8월에 집중 실시하였
고, 총 6,246개소를 점검한 결과 100개 시설을 적발·개선조치를 취하였다. 4~5월에는
학생들이 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소 299개소에 대한 위생지도·점
검을 하여 12개 부적합 수련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개선조치를 하였다.

(3) 전국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국내 가장 높은 발생건수 및 환자수를 보이는 식중독 원인체로
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분변, 구토물 등이 지하수 및 하천을 통해 해수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물로 씻은 채소류, 과일류 및 어패류가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에 식약청에서는 ’09년부터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학교,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
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식중독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다. ’11년에는 전국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2,471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고, 인근에 노로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있는 시설 230개소에 대해서는 1회 추가조사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 급식소 7개소, 수련원 1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유치원 3
개소, 위탁급식업소 12개소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하였으며, 검출시설에 대해서는 식품
용수 사용 금지, 끓인 물 제공, 생으로 섭취하는 식단 금지, 물탱크 청소·소독, 시설 개수
등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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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결과 검출율이 전년대비 증가(3.1%(’09)→0.8%(’10)→1.2(’11))
하였고, 이는 ’11년 검사대상으로 추가된 위탁급식업소 및 유치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
출되고 예년에 비하여 평균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은 기상 특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4) 식중독 예방 전문교육·홍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식중독 예방 및 홍보분야이다. ’09년 신
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손 씻기의 습관화가 식중독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하였던 사례는 교
육·홍보가 주는 효과를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예이다.
2011년 식중독 예방 교육의 특징은 식중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
였다는 점이다. 먼저, 식중독 원인조사 및 식중독 예방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정을 개설하여 7회에 걸쳐 191명을 배출하였다. 또한, 대상별·시기별 맞춤 식중독 예방
교육을 총 81회 53,279명 실시하였으며, 학교 및 지역축제 등에 손씻기 현장체험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하반기에는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 학교급식소 영양
교사 대상 특별교육(9,934명)을 실시하였다.
식중독 홍보는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여 TV, 라디오, 버스, KTX,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대국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였다. 인지도가 높은 모델 한채영을 섭외하여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동영상을 제작·표출하였고, 인기 만화 캐릭터인
뽀로로를 이용하여 스티커 250만부를 제작, 전국 학교, 식품접객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하였다.

【 그림 5-4-10 】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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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12 】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아울러, 학교뿐만 아니라 시설 집단급식소
까지 확대 개편한 『식중독 조기 경보시스템』
을 새롭게 선보였으며, 이를 이용하는 급식소
담당자를 위한 사용자 지침서를 13,000여부
보급하였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자 및
종사자가 현장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편리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 식품안
전관리매뉴얼』을 17만부 배포하였다.

【 그림 5-4-13 】 식중독 예방 앱 화면

한편,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식중독 예방 앱(http://m.kfda.go.kr/fm) 운영을 시작
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누구라도 식중독 자가진단, 식중독 예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2012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계획
2012년도에는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를 100명 목표로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상시예
방체계를 구축·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07년 20%에서 ’12년 10%를 저감화 목표로 지하수 사용 학교·청
소년수련원·사회복지시설·학원 및 위탁급식업체 대상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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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염소소독장치
를 설치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한다. 모바
일 식중독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위기상황 관리
를 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식중독 원인규명률을 높이기 위해서 ’12년
도에는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도입
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사, 확산차단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의 경우 시기, 장
소 및 대상에 맞는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표준 교육교재 제작 등 식중독 예
방 교육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전문 강사 양성뿐만 아니라 기 위촉자에 대한 개별 활동을 지원하고,
TV·라디오·버스·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이다.

【 표 5-4-13 】 2011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사업 주요업무
주요업무

일정

관계부처(기관)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지도·점검 및 홍보
▶ 학교급식소(유치원 포함) 전수점검
▶ 노후 급식시설 개선(계속)
▶ 보존식 전용 냉동고 확충

지속

교육부

•교도소 급식시설 홍보 및 지도
▶ 식중독 예방 관련 영상물 지속 방영
▶ 전 교정기관 식중독 예방관리 지시공문 시달

지속

법무부

•식중독 예방관리 및 감염병 매뉴얼개정 워크숍 실시
•군 취사장 위생점검 및 동절기 군납식품 합동점검실시

지속

국방부

•전·의경 급식시설 지도·점검 및 홍보

지속

경찰청

•전문가와 함께하는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지속

지자체

1.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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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기관)

2. 노로바이러스 검사·관리체계 구축
•지하수 이용시설 및 오염원 관리 강화
▶ 국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확충(2009년 40개소 → 2010년 58개소)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추진(2010년 657개소, 국고573억 지원)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제도 개선
▶ 지하수 관정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120개소, 연2회)
•구제역 가축매몰지 실태점검 및 관리강화
▶ 구제역·AI 등 가축매몰지 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23개소)
·AI매몰지(15개소, 2008~2011년) 및 구제역 매몰지(8개소, 2011년)

지속
지속
지속

환경부

지속

•서남해안 29개 해역에서 연중 노로바이러스 조사
▶ 2010.11~2011.4월 격주 조사
•굴 등 양식장 유입 오염원 방지시설 설치 확대 등
▶ 간이 변기 보급 및 소각식 화장실 사용실태 주기점검
•대 어업인 오염원 근절 지도 및 교육 실시

연중

농림수산식품부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시설 대상 노로바이러스 전국 실태 조사
▶ 학교·수련원·사회복지시설 및 기숙학원 집단급식소 2,293건 검사결과 18건 검출
·검출시설 시설개선 및 위생관리 등 실시
•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 구축
▶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채수장비 도입 확대
▶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지속 개발 중

지속

식약청

•농·축·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확대

지속

농림수산식품부

•식재료공급업소 수시 지도 점검(합동단속 등)

지속

식약청, 지자체

지속

지자체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지속

•위반업소 공표제 확대

지속

식약청, 교육부,
지자체

지속

식약청

3. 단체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 강화

4. 식품진흥기금 급식시설 등 지원
•식품진흥기금 급식시설등 지원 확대
▶ 위생취약시설 보존식 전용냉동고 지원
5. 식중독 정보 수집·분석 및 공유

6. 식중독 원인규명 강화
•식중독 교육 전문강사 양성 전문교육과정(4회, 109명)
•식중독 원인식품 조사 전문 교육 실시
▶ 원인조사 전문 교육 과정 개설·운영(2, 5, 9월)
•유전자분석을 통한 세균성 식중독 원인규명률 제고
▶ 분자 역학적 분석(PFGE)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개정
▶ 현장에서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함
•원인병원체 규명률 향상 방안 추진
▶ 대변채취키트 약 15,000개 배포, 대변 채취건수 평가지표 반영
•역학조사반 역량 강화
▶ 현장역학조사의 표준업무지침(SOP) 마련
▶ 유관기관과 역학조사 현황 정보공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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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일정

관계부처(기관)

7. 범국민 손씻기 운동 등 식중독 예방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대국민 교육·홍보
▶ 대국민 대상 TV 방송 홍보를 집중 실시(5~6월)
· KBS, MBC, SBS 총 101회
•대상별·시기별 맞춤 식중독 예방교육(34회, 8,461명)
•집단급식시설 등 손 씻기 실천률 제고
▶ 급식소 세면대, 비누·종이타월, 손 소독제 등 확충
▶ 식품접객업소 세면대 등 지속 지원
▶ 집단급식소 등 설치 신고시 위생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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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어린이 먹을거리와
국민영양관리를 통한 미래 건강 확보

1. 국민영양관리
1) 추진배경
최근 생활패턴의 서구화로 인해 영양소 섭취의 불균형과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19세 이
상 성인 비만율은 1998년 26.0%(남 25.1%, 여 26.2%)에서 2010년 30.8%(남 36.3%, 여
2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건강보험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 비
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 1조1,087억원, 간접비용 7,152억원으로, 총 1조8,239
억원으로, 2005년 전체 국민 의료비의 3.8%, GDP의 0.22%에 해당한다. 또한 초·중·
고등학생 7명 중 1명 정도가 비만인데다, 비만 어린이와 청소년 중 상당수가 성인 비만환
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4,878mg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 2,000mg
보다 2.4배 이상 높으며, 2007년 4,388mg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트륨 과
잉섭취와 관련된 4대 만성질환(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진료비가 전체 진
료비의 15.1%를 차지하는 가운데 4대 질환 보험급여 규모는 ’05년 2조5천5백억원에서 ’10
년 4조9천1백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두 배 증가하였으며 고혈압 약 시장은 작년 30조
원을 넘었고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꼴이 고혈압 환자(32%)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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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저감화, 가공식품 및
외식 영양표시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성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식생활 칼로리 카운트 환
경 조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2)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중점관리
(1)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저감화 추진
2003년부터 트랜스지방 저감화 정책을 계획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2004
년 과자류를 시작으로 패스트푸드 등 외식으로 확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
부터는 식품산업체와 더불어 본격적인 트랜스지방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6년에
는 동양권 국가 최초로 정부차원의 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영양표시 대상 성분으로 의무화
하였다. 식품산업계와의 협력으로 추진되었던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저감화는 2008년
17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트랜
스지방 섭취의 주범으로 지목된 감자튀김의 경우 튀김유지의 교체, 원료 냉동감자의 수입
선 변경으로 그동안 우려되었던 트랜스지방에 대한 걱정을 2008년에 모두 해소할 수 있었
고, 2011년 12월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류의 99%가 모두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각 제품군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보면 비스킷류는 2005년 30g당 0.8g
에서 2011년 0.1g으로, 초콜릿가공품은 1.0g에서 0.1g으로, 스낵류는 0.8g에서 0.1g으로
크게 낮아져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저감화에 성공하였다.

0.2g 미만

0.2~0.5g

0.5~1g

120%
100%
80%

0%

6%

5%

99%

45%
36%
21%

20%

95%

69%

60%
40%

94%
85%

31%
24%
14%

15%
17%
1%

2005

2006

2007

1%

2008

0%

2009

0%

2010

1%
0%

2011

【 그림 5-5-1 】 국산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제로화 비율 (’11,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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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1 】 국산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 (2011년, 식약청)
1회 제공기준량(30g)당 함량(g)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비스킷류

0.9±0.7
(0.0~2.9)

0.5±0.5
(0.0~2.4)

0.1±0.1
(0.0~0.5)

0.1±0.1
(0.0~0.5)

0.1±0.1
(0.0~0.3)

0.1±0.1
(0.0~0.3)

0.1±0.1
(0.0~0.4)

초콜릿가공품

1.0±0.8
(0.0~2.4)

0.6±0.5
(0.1~1.4)

0.2±0.1
(0.0~0.3)

0.1±0.0
(0.0~0.3)

0.1±0.1
(0.0~0.3)

0.1±0.1
(0.0~0.2)

0.1±0.1
(0.0~0.4)

스낵류

0.3±0.5
(0.0~2.5)

0.2±0.4
(0.0~1.8)

0.0±0.0
(0.0~0.2)

0.1±0.1
(0.0~0.2)

0.1±0.0
(0.0~0.2)

0.1±0.0
(0.0~0.2)

0.1±0.1
(0.0~0.4)

평균

0.7±0.4

0.4±0.2

0.1±0.1

0.1±0.1

0.1±0.1

0.1±0.1

0.1±0.1

구 분

아울러 트랜스지방 저감화로 인해 증가한 포화지방에 대해서도 산업체의 자율적인 저감
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무트랜스 유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과 같이 “저포화,
무트랜스유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산업체의 자율적인 저
감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1년 12월 현재 과자류의 포화지방 함량은 2005년 트랜스지
방 저감화 정책을 추진할 당시와 유사한 수준인 3.5g으로 낮아졌다.

【 표 5-5-2 】 국산 가공식품의 포화지방 함량 (2011년, 식약청)
1회 제공기준량(30g)당 함량(g)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평균±표준
편차(범위)

비스킷류

3.3±1.2
(1.3~5.9)

4.2±1.4
(1.4~8.7)

3.9±1.0
(1.3~5.5)

4.1±1.4
(0.8~5.8)

4.1±1.2
(1.0~6.8)

3.6±1.1
(0.3~5.7)

3.5±1.3
(0.4~6.6)

초콜릿가공품

4.2±1.5
(2.4~6.8)

4.2±1.2
(2.8~6.3)

3.9±1.4
(1.1~6.2)

2.8±1.3
(1.3~8.2)

4.2±1.1
(1.8~6.4)

4.2±1.1
(1.8~6.4)

3.5±1.4
(0.4~6.6)

스낵류

3.4±1.4
(0.7~6.0)

3.7±1.3
(0.6~6.7)

3.2±1.8
(0.4~8.9)

3.4±1.3
(0.2~5.9)

2.4±1.2
(0.6~5.1)

2.4±1.0
(0.4～4.4)

3.5±1.4
(0.4~6.4)

평균

3.6±0.5

4.0±0.3

3.7±0.4

3.6±1.2

3.5±1.4

3.2±1.3

3.5±1.4

구 분

(2) 나트륨 줄이기 국민 실천운동 전개
2010년 우리 국민의 나트륨 하루 섭취량은 4,878mg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
2,000mg보다 2.4배 이상 높으며, 특히, 30~50세 남성의 경우 6,621mg으로 3배 이상
높으며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79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제
5
장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 표 5-5-3 】 연도별 우리 국민의 나트륨 일일 평균 섭취량
※ 나트륨 섭취량 증가

2007

2008

2009

2010

4,388mg

4,553mg

4,646mg

4,878mg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청에서는 (그림 5-5-2)와 같이 2005년부터 외식, 급
식, 가공식품 등의 나트륨 함량 실태 조사 및 한국인 나트륨 민감도 연구 등을 통해 과학
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나트륨 1일 섭취 기준량을 3,500mg에서 2,000mg으로 하
향 조정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 대토론회」와 급식·외
식·가공식품·가정식 저감화 대상별 실무TF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나트륨을 줄이
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조사 평가
2005

기준 관리

교육 홍보

⇨ 함량실태조사

⇨ 가공식품

⇨ 교육 컨텐츠 개발

2006

- 외식/급식/가공식품

- 초등 교재 개발
- DVD, 리플렛 제작

2007

⇨ 섭취실태조사

- 나트륨 1일 섭취권고량 강화
(2006.3500mg→2000mg)
- 표시대상 확대 (’06)

2008

- 18세 이하 어린이
특별조사

⇨ 외식 영양표시

- 초등학생/영양교사/학부모

2009

⇨ 인체시험연구
- 한국인 나트륨 민감도

- 어린이 기호식품
(햄버거, 피자 등)
※2010.1.1 의무화 시행
- 시범사업 확대
(고속도로휴게소 등)

⇨ 대상별 교육홍보
⇨ 현장 기술지원
- 저나트륨 메뉴 개발보급
- 영양평가 프로그램
(뉴트리이벨, 칼로리코디)

⇨ 대국민 홍보
- 슬로건 공모

2010
2011

⇨ 나트륨 줄이기 대토론회, R&D 예산확보, 나트륨섭취 줄이기 TF구성
⇨ 나트륨저감화 사업 추진 : 급식주간, 외식 시범특구, 가공식품 자율 이행
저감화 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 및 DB확보

기준개정 및 표시확대 등
나트륨 저감화 환경조성

교육 컨텐츠 개발
현장 교육 및 기술지원

【 그림 5-5-2 】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 내용

2011년 3월부터 급식·외식·가공식품·가정식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분야별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식분야에서는 「저나트륨 급식주간」을 업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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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저나트륨 급식주간」은 나트륨을 줄인 급식을 매월 1회 제공하는 것으로, 13개 중·대
형 급식업체에서 전국 2,087개소(누적)의 급식소가 참여하고 있다. 「저나트륨 급식주간」
에 직장인(2,529명)을 대상으로 짠맛 미각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보통이상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싱겁게 먹기 노력 필요!!
보통이상 짜게 먹는 비율이 75.6%
46.2%

50
40
30

23.7%

20
10
0

15.3%
9.1%
5.7%

싱겁게
먹는다

약간 싱겁게
먹는다

보통으로
먹는다

약간 짜게
먹는다

짜게
먹는다

【 그림 5-5-3 】 나트륨을 줄인 메뉴 제공 참여업체 【 그림 5-5-4 】 직장인 대상 짠맛 미각테스트 결과

외식분야에서는 서울, 충청, 영남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
음식점」 114개를 지정하였고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에서는 대표메뉴의 레시피
와 영양성분을 분석한 후, 이 중 나트륨이 높은 음식 2∼3개를 나트륨을 줄여 제공하고 나
트륨을 줄인 음식의 총열량, 나트륨 함량 등의 수치를 메뉴판 등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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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5 】 건강음식점 지정 및 나트륨 저감화 메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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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분야에서는 나트륨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업계 자율
나트륨 저감화 목표 설정을 유도
하고 있으며, 라면 등 면류 제조 6
개 업체가 90품목, 간장 등 장류
제조 7개 업체가 61품목, 조미식

【 그림 5-5-6 】 나트륨 줄이기에 자율 참여한 가공식품업체

품·드레싱류·즉석조리식품 제
조 5개 업체가 51품목의 나트륨 저감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정식에서는 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 주로 섭취하는 음식의 저나
트륨 레시피(70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급하였다. 2012년에는 학생 및 조리전문가 등
을 대상으로 ‘저나트륨 요리 경연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짜지 않으면서 맛있는 요리를
개발하여 급식·외식업체 등에 저나트륨 요리 레시피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
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물 줄이기 등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 캠페인
을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주부·학부모·직장인 대상 121회 교육을 실시하였
다.

【 그림 5-5-7 】 저나트륨 요리 경연대회 분기별 개최

개인의 식습관이 급격히 변화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기호를 중시하는 업계의 속성상 정
부만의 노력으로는 나트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전체가 참여하는 범
국민 운동을 위해 2012년 3월 나트륨 저감화 국민운동의 구심체인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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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출범하였다.

【 그림 5-5-8 】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출범식 (운동본부 위원, 명예홍보대사, 식약청장 외)

운동본부는 업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학계,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0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급식, 외식, 가공식품, 소비자, 학술홍보 등 각 분야에서 나트륨 줄이기를
선도하는 다양한 범국민 운동을 펼치게 된다(그림 5-5-9).
앞으로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는 각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자율적 참여와 지속
적 실천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구심체 역
할을 수행할 것이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총괄위원회

사무국

급식
분과

홍보대사

외식
분과

가공식품
분과

소비자
분과

학술홍보
분과

【 그림 5-5-9 】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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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식약청에서 나트륨 저감화에 따른 의료비용 등 사회·경제적 편익을 조사한 결과
현재 나트륨 섭취량(약 4,878mg)을 3,000mg으로 낮출 경우 의료비용 등 사회·경제적 편
익은 약 13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5-10). 금연 효과와 비교하면 비용
은 절반 수준이고 편익은 약 3배 이상으로 나트륨 줄이기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크다.

13조원
4,878mg

3,000mg

·의료비용 절감 등 3조원
·사망감소에 따른 편익 10조원

나트륨 섭취량

사회적 편의

【 그림 5-5-10 】 나트륨 저감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식약청에서는 2020년까지 나트륨을 현재보다 20% 낮춘다는 목표로 단체급식, 외식, 가
공식품, 가정식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당 섭취 저감화
2008년부터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당 섭취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당 섭취
저감화 정책은 트랜스지방 저감화 정책의 틀(실태조사→관리방안→교육홍보)을 유지하되,
우리 국민의 당 섭취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식생활에서 당 함량을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2006년에 영양성분표시 대
상에 당류를 포함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
림, 제과·제빵류(매장수 100개 이상)에 대해서도 당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10.3), 패밀리레스트랑(’10.12), 분식점(’11.10), 어린이놀이시설
(’12.5) 등에서도 자율 영양표시를 도입하여 당 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당 함량 실태조사를 통해 “당을 줄인 학교급식 레시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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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학교에서 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확한 당 섭취량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3년간
(2008년~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외식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우리
국민의 당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2010년에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1.4g으로
2008년 49.9g에 비해 23%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평
균 당 섭취량(과일, 우유 제외)은 세계보건기구의 당 섭취 권고량의 59~87%로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2008년 이후 당 섭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예방적인 차원의 국민 식생
활 습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만 어린이와 청소년 중 상당수가 성인 비만환자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고, 당 과잉 섭취는 당뇨병이나 심혈관계질환 등 성인병 이환율을 높이
는 만큼 식약청에서는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공식품(g)

주식(g)

우유(g)

과일(g)

70.0

61.4.g

60.0

52.9.g

49.9.g

50.0
38.6%

40.0
30.0
20.0
10.0
0.0

38.7%

27.3

44.4%

20.5

19.3

13.6

27.3%

13.8

26.0%

14.2

23.2%

4.8

9.6%

5.4

10.1%

5.6

9.1%

12.2

24.4%

13.3

25.2%

14.3

23.3%

2008

2009

2010

【 그림 5-5-11 】 연도별 총 당류 섭취량 추이 (2008∼2010년)

당섭취량(과일/우유 제외)(g)
70
85.6

81.3

60
71.9

48.0

50
40
30

84.3

85.1

50.0

90
74.6

46.8

80
58.5

50
26.3

25.2

40
30

20

20

10
0

70
60

37.3

34.1
21.4

100

87.0

10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0

【 그림 5-5-12 】 2010년 연령별 당 섭취량 (과일, 우유 제외) 및 WHO 권고량 대비 섭취율
※ WHO 섭취 권고량 : free sugar로 하루 섭취 열량의 10% 미만(2,000kcal 기준 50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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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생활 칼로리 카운트 환경조성
식약청은 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를 통
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식생활 칼로리 카운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부터 패스트푸드업체(롯데리아,
맥도날드, 파파이스, KFC, 버거킹)을 시작으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업체,
치킨업체에서 자율 영양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중 햄버
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매장 수 100개 이상)에
게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
였다.
「한눈에 쏙쏙 단계별 영양표시 가이드라인」과 외식 영양표시와 관련하여 자주 질의되는
내용을 답변과 함께 정리한 「한 손에 쏙 영양표시 분야 자주 하는 질문집(FAQ)」을 보급하
여 외식업체의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에 대한 인
식을 확산시키고 생활에서 식품의 영양표시를 확인하여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양표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 그림 5-5-13 】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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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식업체 자율 영양표시
어린이 기호식품 중 조리식품에 대
한 영양표시 의무화 이후 소비자 및
언론 등에서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함
에 따라 다양한 외식의 자율 영양표
시 추진을 위해 각 업종별(패밀리레
스토랑, 떡볶이 등 분식, 고속도로
휴게소, 어린이 놀이시설 등)로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 그림 5-5-14 】
외식 영양표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단계

가. 고속도로 휴게소 자율 영양표시
최근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 여가시간 증가로 하루 평균 120만명(연간 43,800만명) 이
상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안전 및 영양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업
무협약을 체결하였다(2009.7.27).
민·관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자율 영양표시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 및 “고속
도로 휴게소를 위한 영양표시 안내서(2011.8)”를 제작·배포하는 등 맞춤형 기술지원, 우
수 영양표시 고속도로 휴게소 선정·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 영양표시 확산을
유도하였다.
※ 최우수 : 경산(서울), 우수 : 음성(하남), 섬진강(부산), 장려 : 안성(서울), 진영(순천), 횡성(인천)

2010년 3월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죽전휴게소) 조리·판매식품에 대한 자율 영
양표시를 시작으로, 2010년 12월에 40개소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129개
고속도로 휴게소로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하였고, 휴게소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국도로공
사와 합동으로 “영양표시 확인”을 위한 현장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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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관리/확산)

고속도로휴게소(참여/개선)

·휴게소 영양표시 사업관리
·영양표시 휴게소 모집 및 확산
·영양표시 디자인 및 메뉴판 개선

·조리판매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값
산출 및 영양표시 참여
·나트륨 등이 낮은 건강메뉴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정책/기준)

·영양표시 정책 추진
·영양성분 표시 방법 및 기준
·영양표시 산출교육 등 기술지원

【 그림 5-5-15 】 고속도로 휴게소 자율 영양표시 추진체계

식품안전 및 영양품질
향상을 위한 민관
업무 협약 체결

세계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
자율 영양표시

(’09.7.27)

(’10.3.29)

- 식약청, 한국도로공사간

- 죽전휴게소(서울방향)

자율영양표시 확대
(’10.9.16)

자율영양표시
확대지정

- 지방식약청, 도로공사 지역

(’11.12.13)

본부가 함께 참여한 현장캠페인

- 우수 영양표시 휴게소(6개소)

- ’10.12월 40개소 참여

선정(9.29) 및 포상(12.13)
- 자율 영양표시 휴게소 지정

MOU체결

확대(129개소)

2009.1

2009.7

2010.3

2010.9

2011.9

민간협력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자율 영양표시 추진
협의회 운영

영양표시 참여 유도를
위한 설명회 개최

(’09.~)

(’09.12~)

(’11.3.11)

-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안전

- 상시 협력체계 가동

-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 방법

- 업계 정책참여 기회보장

- 영양표시 휴게소의 사례 공유

- 이용객 대상 만족도조사

- 영양표시 가이드 제공

및 영양품질 향상

-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

【 그림 5-5-16 】 고속도로 휴게소 자율 영양표시 추진 경과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자율 영양표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19%에서
2011년 39%로 높아졌고, 만족도가 93%, 영양표시 확대 필요하다가 84%로 고속도로 휴
게소 자율 영양표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하여 2012년 말까지 전국 모
든 고속도로 휴게소로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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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17 】 자율 영양표시 고속도로 휴게소 지정

【 그림 5-5-18 】 고속도로 휴게소를 위한 영양표시 안내서

2010년 고속도로 휴게소 영양표시를 알고 있습니까?

2011년 고속도로 휴게소 영양표시를 알고 있습니까?

19%

39%

81%

61%
예

예

아니요

아니요

【 그림 5-5-19 】 고속도로 휴게소 영양표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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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밀리레스토랑 자율 영양표시
패밀리레스토랑 자율 영양표시는 2010년 12월부터 ‘T.G.I.Friday's(33개)’와 ‘베니건스
(22개)’의 전체매장과 ‘빕스(5개)’의 일부매장에서 실시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빕스’ 전
체매장(76개)과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일부매장(3개)으로 확대하였다. 자율 영양표시
에 참여하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는 조리·판매하는 스테이크, 파스타 등 주 메뉴에 대해
총 제공량과 100g에 대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대상업체와 매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그림 5-5-20 】 패밀리레스토랑 영양표시 사례

(4) 분식류 및 어린이 놀이시설 자율 영양표시
2011년 10월부터는 국민간식인 떡볶이, 김밥 등을 판매하는 명인만두(20개 매장)와 김
가네김밥(22개 매장)에서도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5월부터는
어린이 이용객이 연간 100만 명 이상인 삼성에버랜드, 서울랜드,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
원(과천), 롯데월드에서도 조리·판매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도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 시행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성분을 어린이가 쉽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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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그 함량수준을 색깔로 구분하는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자율 표시제(일
명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여 2011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표기방법은 제품에 함유된 4
가지 영양성분(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1회 제공량당 함량을 제품 주 표시면에 표
기하는 것으로 (그림 5-5-21)의 3가지 도안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5-5-21 】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 그림 5-5-22 】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제품사례

2.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1) 추진배경
최근 소득증대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식생활 환경의 변화로 외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
세이며, 서구화된 식생활 등 국민의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영양과잉 또는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식약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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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외식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외식 영양표시 기반이 되는 영양성
분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구축하여 모바일과 웹을 통해 신뢰성 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영양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
(1)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 운영
식약청은 2009년부터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 구축·운영을 통한 체계적 샘플 선정
및 수거, 분석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국가 영양성분 DB를 생산하여 국민
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국민 다소비 외식
음식 130여종에 대한 실물크기의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을 e-book으로 서비스하고 있으
며, 2012년에는 ‘국가 식품영양성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NLS 센터

·체계적인 시료수거 계획
- 수거 식품 선정
- 수거 지역 선정
·분석기관별 분석관리 능력관리
·한국형 표준참고물질 개발

·시료 수거
·시료 수거 및 전처리 SOP개발
·시료 전처리 및 배송
·분석 결과 검토
·QC 프로그램 협조

Da
ta

식품영양성분DB

분석기관

C
sa om
m po
pl si
es te

국가실험실 관리 시스템, KFDA

【 그림 5-5-23 】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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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24 】 실물크기의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 그림 5-5-25 】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2) 휴대폰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과 웹을 통용한 개인별 영양
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인 ‘칼로리 코디’를 2010년에 개발·보급하는 등 건강한 식품 선택
과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등 국민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적인 관심 고
조와 정책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휴대폰을 활용한 개인이 하루 섭취한 음식의
열량 등 영양정보를 간단히 계산하고,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인 ‘칼로리 코디’는 2012년 5월 현재 다운로드 횟수가 338,595회로 국민적인 관심
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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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는 방법 : 아이폰 (Apple 스토어),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마켓) : ‘칼로리코디’ 검색

【 그림 5-5-26 】 칼로리 코디 스마트폰용 프로그램 사용법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7,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관련 식습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식사장애 고위험군’이 전체의 12.7%(남자 10.5%, 여자 14.8%)로 비만과 더불어 식사장
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2012년에 비만예방 시스템인
‘칼로리 디자이너’에 식사장애에 대한 자가진단 및 평가 기능과 카툰형태로 교육 자료를
탑재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 그림 5-5-27 】 비만예방 시스템 칼로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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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영양게임 ‘건강이의 식품자전거 여행’
어린이의 올바른 영양 및 식생활교육을 위하여 식품구성자전거를 이용한 보다 알기 쉽
고 흥미를 줄 수 있는 영양관리 게임 프로그램인 ‘건강이의 식품자전거 여행’을 2011년 8
월부터 식약청 홈페이지와 어린이 포털사이트(쥬니버 등)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 그림 5-5-28 】 건강이의 식품자전거 여행

(4) 생애주기별 식생활관리를 위한 영양서비스
식약청에서는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2011년에는 건강한 예비맘을 위한 영양·식생활 가이
드를 개발하여 전국의 보건소와 병원 등에 배포하였고, e-book
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
한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예비맘들이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5개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번
역하여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홍보물자료실, 영
양정보 홈페이지(www.kfda.go.kr/nutrition) 및 다문화가족

【 그림 5-5-29 】
건강한 예비맘을 위한
영양·식생활 가이드

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 등에서 e-book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6월부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신체활동을 돕기 위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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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영양·식생활 실천 가이드 ‘똑똑하
게 먹고 건강해지자’를 e-book으로 제공하였
고 2012년 말까지 어린이·청소년, 가임기 여
성, 임신·수유부, 청장년층,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영양·건강관리를 위한 온라인 정보관
을 구축하는 등 영양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
획이다.
【 그림 5-5-30 】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생활 실천가이드

3.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 어린이 먹을거리 영양안전의 여건과 전망
현재 우리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의 어린이는 20~30년
후의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어린이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막대
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사회투자로 인
식하고 사전예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식생활의 서구화, 외식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이 급변하면서
걱정스러울 정도로 어린이 비만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10~18세의 비만율이 1997년 5.8%에서 2005년 9.7%로 10년만에 거
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남자 청소년(12~18세)의 약 20%가 비만하다고 조사되었
다. 또한 ’10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에서도 고도 비만 어린이(’10년도 평균 1.25%)가 매
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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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4 】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비만도 현황
(단위 : %)

구분

성별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2007

88.44

6.29

4.44

0.83

11.56

2008

88.76

6.17

4.24

0.83

11.24

남
여

86.83
84.03
88.22

6.89
8.38
6.83

5.20
6.40
4.28

1.08
1.19
0.67

13.17
15.97
11.78

남

84.14

7.91

6.53

1.41

15.85

여

88.74

6.21

3.96

1.09

11.26

남

83.77

7.59

6.67

1.97

16.23

여

85.80

7.26

5.43

1.51

14.19

전체평균

85.75

7.44

5.56

1.25

14.25

2009
초

2010

정상

중
고

※ 2010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해서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경도비만(20%이상~30%미만), 중
등도비만(30%이상~50%미만), 고도비만(50% 이상)으로 구분
* 비만도(%) = (측정체중 - 표준체중) / 표준체중 × 100
*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신체발육 표준치의 성별 표준체중 사용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유해물질 등의 다
양한 문제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또한 식생활 양식도 크게 변화
하여 지난 10여 년간 외식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12세의 85.4%와 13~19세의 87.4%가 매일 한 번 이상 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식
을 통한 영양 섭취 균형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식약청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의 필요성
을 인지하고 2007년 2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08년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 특별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으
며, 2009년 3월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및 5월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등을
고시하였다(표 5-5-5). 어린이 특별법에서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안전하
고 영양 있는 식품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기까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
전 환경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산업체 규제와 함께 산업체들의 자
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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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5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추진경과
•2006년 5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안) 마련 착수”
- 그해 식품안전의 날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원년의 해>로 삼아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이라는 목표 하에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
•2006년 6월~2007년 1월 “어린이 먹을거리 건강ㆍ안전위원회를 통한 대책(안) 마련”
- 관련부처, 언론, 법조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먹을거리 건강·안전 위원회」 및 40여명의 전문가
들로 구성된 실무 추진팀을 구성하여, 19차례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종합대책안 마련
• 2007년 2월 “「2010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 대책」 발표”
-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 건강한 어린이”를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와 10개 실행과제를 포함한 「2010 어린이 먹을거
리 안전종합대책」 발표(식약청)
•2008년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정(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09년 3월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보건복지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고시 제정(식약청)
①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2009.5.8)
②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제정고시(2009.5.8)
③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2009.5.8)
④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제정고시(2009.5.8)
⑤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2010.7.7)
⑥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정고시(2010.9.7)
⑦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2010.1.12)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의 조성으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와
학교 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전담 관리원을 배치·운영하여 식품 조리·판
매업소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도록 지도·계도를 하고 있다.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 시·군·구-

【 그림 5-5-31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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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춘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고열량·저
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9,433곳에
지정되어 있고, 우수판매업소는 1,660개가 지정되어 있다.

우수판매
업소수

전담관리원
지정 수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업소수

8,051곳

306업소

6,305명

49,213업소

9,254곳

1,037업소

5,525명

44,236업소

9,433곳

1,660업소

4,809명

43,364업소

년도

학교수

지정 학교수

식품안전
보호구역수

2009

11,310개교

10,839개교

2010

11,389개교

10,451개교

2011

11,467개교

10,839개교

3)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환경 개선
최근 식생활 변화에 따라 어린이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일, 우유 등의 간식보다는
과자, 음료수, 빵, 라면 등 고당, 고지방, 고나트륨 간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탄산음료 등 단맛 가공식품 소비량이 ’98년에 비해 1.8배 증가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설탕류 섭취량을 전체 열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비만 등 만성질환의 위험에 빠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보
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
린이 기호식품(이하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 함)을 정하여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도록 하였다(법 제8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여러 단계
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해졌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는 식
품의 표시 정보, 즉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 식품유형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소비자나 영업자가 고열량·저영양식품을 손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일품목 및 동시다품목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프로그램(웹버전)을
2009년에 개발하여 홈페이지“http://www.kfda.go.kr/decision/decMain.html”에 공
개하고 있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홍보용 자료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20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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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폰 및 안드로이드폰 등 휴대폰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를 개발·보급하였으며, 2011년에
는 기존 일반폰 및 일부 안드로이드폰에서만 가능했던 판별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여
제품명 검색, 영양성분 정보입력 뿐 아니라 바코드 인식으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New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제공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 )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제공기준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 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 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 )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제공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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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32 】 웹
 버전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

제5장 식품 부문

【 그림 5-5-33 】 스
 마트폰용 New-고열량·
저영양 식품 알림-e 화면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들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분배
합비 개선, 제조공정 변경 등의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
양 식품에 해당되는 비율은 2009년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판매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열
량·저영양 식품을 포함한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을 ’10년 5월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발표
하였고 매월 수정 공지하고 있는데 2011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
영양 식품 비율은 약 22%정도이다.

【 그림 5-5-34 】 고열량·저영양 식품 홍보용 L-폴더 및 홍보 포스터

301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제
5
장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한편,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부모와
어린이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제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안전
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
통·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되
었다(법 제14조). 즉, 심사를 통하여 안전에 관한 기준, 영양
에 관한 기준과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에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기·포장 등에 품질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
도록 허용되어 있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과채주스, 빙과류
등의 61개 제품이 품질인증제품으로 지정되어 현재 시중에 유
통되고 있다.

【 그림 5-5-35 】
품질인증식품 표시도안

4)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산출·평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제4항(정의)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
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를 말
한다.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
인 평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청장은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고(법 제23조), 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
용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
다(법 제24조). 이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이 고시
되었으며(2009. 5), 동 기준에 따라 식생활안전, 식생활영양, 식생활 인지·실천수준 3개
정책지표에 대한 9개 전략지표, 20개 세부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2009년 16개 시·도 대상의 시범 조사·평가에 이어 2010년에는 인구 50만 이상 21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2011년에는 인구 50만 미만 123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식생활안전
지수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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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36 】 16개 시·도 대상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시범평가 결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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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37 】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 대상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평가 결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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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6 】 인구 50만 미만 123개 지자체 대상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평가 결과 (2011)
구분

해당 중소도시

비고

상
(상위 15%)

서울 금천구, 경기 하남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성동
구, 대구 중구,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제주 서귀포시, 서울 강북구, 부산 영도구, 서울 종로구,
대전 유성구, 부산 남구, 서울 동대문구, 인천 남구

18곳

중

인천 중구, 제주 제주시, 경기 오산시, 서울 중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동구, 충남 계룡시, 서울
서초구, 강원 속초시, 부산 해운대구, 서울 중랑구, 전북 남원시, 강원 강릉시,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부산 금정구, 서울 동작구, 경북 영천시, 경북 안동시, 광주 북구, 인천 연수구, 경북 김천
시, 강원 동해시, 광주 동구, 울산 중구, 경기 과천시, 강원 태백시, 부산 연제구, 경남 밀양시, 인
천 계양구, 강원 삼척시, 경남 진주시,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경기 광명시, 인천 서구, 경기 군포
시, 대전 중구, 경기 포천시, 충남 서산시, 경남 사천시,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 충남 논산시, 광
주 광산구, 경기 의왕시, 충북 충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여수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전
남 나주시, 경기 파주시, 충북 제천시, 부산 사하구, 강원 원주시, 부산 동구, 부산 중구, 부산 북
구, 전북 정읍시, 경기 양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구리시, 경남 거제시, 충남 공주시, 경기 김포
시, 경기 화성시, 전남 순천시, 경남 김해시, 경남 통영시, 울산 남구, 대전 동구, 전북 익산시, 부
산 진구, 경기 광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춘천시, 울산 북구, 경북 경주시, 경기 평택시, 부산 수
영구, 경북 구미시, 대전 서구, 대구 서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경기 시흥시

87곳

하
(하위 15%)

경기 안성시, 대구 북구, 인천 남동구, 부산 강서구, 경북 문경시, 경북 상주시, 대구 동구, 서울
도봉구, 경기 이천시, 전남 광양시, 부산 동래구, 서울 마포구, 부산 서구,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
시, 충남 보령시, 대구 수성구, 경북 영주시

18곳

5)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
우리나라는 과거 방송법에 따른 방송광고심의규정에서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
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일반적인 수준
의 제한 규정만 존재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광고를 규제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광고를 제한하였
으며, 어린이 주시청 대상 프로그램에는 아예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고, 어린
이 주시청 대상 프로그램은 방송광고통신위원회 협의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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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 범위
① 어린이 대상 드라마 ② 어린이 대상 퀴즈와 게임 ③ 동요 ④ 어린이 교육 및 정보
⑤ 어린이 대상 다큐멘터리 ⑥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⑦ 기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식생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뿐 아
니라,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에 몸에 맞는 식품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
린이 특별법 제13조에서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여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 등 주제별 영양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2008
년부터 초등학교 영양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에 전국 84개교 총 16,792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한편,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수준별 교과과정에 맞는 영양교육 교재
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연구사업단을 통해 개발된 수준별 「영
양·식생활」(저·중·고학년용) 교재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도
록 유도한 결과, 2011년도에 전국 16개 시·도 115개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양·식
생활 교육 전, 후 효과 평가 결과 특히 저학년의 경우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주제별 평균
지식점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식이 3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3개월 후 교육 후보다 지식 점수가 감소하여 지속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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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용

중학년용

고학년용

【 그림 5-5-38 】 초등학생 수준별 「영양·식생활」 교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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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년

【 그림 5-5-39 】 2011년도 학년별 영양교육 실시 전, 후 및 사후 영양지식의 변화

이와 함께 수업시간을 따로 배정하지 않더라도 급식시간에 급식시설 또는 교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 교재의 저(1∼2학년용), 중(3∼4학년용), 고(5∼6학년용)
학년 교재의 주제별로 구성한 동영상을 개발하였다.

2011년도에 미취학어린이 급식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 12개소에
서 설치·운영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취학 아동(만 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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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영양교육용 수준별, 주제별 교육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활용하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아동의 영양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별 교육용 플래쉬 동영상을 개발하였는데, 집중력이 짧은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
려하여 15분 정도의 플래쉬 동영상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편식예방을 위한 ‘골고루 먹어요’, ‘올바른 간식선택’, ‘과일채소 친구를 소개합니
다’ 등의 3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 그림 5-5-40 】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플래쉬 동영상 화면 (골고루 먹어요)

또한 미취학 아동용 영양·식생활 교육 교재 및 지침서를 CD로 제작하고 전자책
(e-book)으로도 개발하여 현장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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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린이 및 소비자 대상으로 반상회 홍보자료 및 포스터
배포, 식생활안전 실천사례 표어·포스터 공모전 개최, 동영상
송출 등을 통하여 어린이 특별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식생
활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노력하였다. 포스터의 경우
당선된 작품은 지자체 행사 등을 통해 순회 전시되었다.

【 그림 5-5-41 】 제3회 공모전 개최 안내문 (2011)

초등부

최우수(윤현지)

우수(임지수)

우수(김아네스)

장려(최현주)

장려(박우진)

장려(양유나)

장려(우인호)

장려(황진웅)

장려(이지은)

장려(조영민)

우수(강예원)

우수(안지수)

장려(이다영)

장려(이수현)

중등부

최우수(이은서)

【 그림 5-5-42 】 제3회 포스터 입상작 사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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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43 】 2011년 전광판을 활용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홍보 동영상 송출

앞으로 식약청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학생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
회와의 영양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
택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
는 다양한 교육매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최근 출산율 저하 및 맞벌이 가정 증가 추세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품안전·영
양관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법률적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계층 영유아보육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1년도부터 설치되
기 시작하였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며,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
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식약청에서는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 설치모형 개발 및 타당성 평가”(200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한 매뉴얼 및 컨텐츠 개발”(200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및 지침
서 현장적용 타당성 평가”(2010)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일부 지자체(서울시 구로구,
전주시, 제주시)의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설치 및 현장 적용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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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그림과 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 세부 직무를 개발
하였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팀에서는 어린이대상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제공,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
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생팀에서는 위생관리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
팅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운영팀
에서는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급식운영 현황 파악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지원
·운영매뉴얼, 지침 등 기술지도, 감독
(법인 또는
위탁 운영)

시·도 또는 시·군·구
관련 행정부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도 또는 시군구 설치운영)
등록신청

심사등록

지원

·식단제공
·위생 및 식자재 관리
·교육 등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 어린이
대상 급식소

【 그림 5-5-44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체계

2011년에 식약청에서 국고를 지원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6개 시·도에 12개소
가 설치되었고, 센터 현황과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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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기준)

구분

운

영

개소일

직원수

관리급식소수

97명

938개(61,595명)

계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식품영양학과)

’11.05.12

8

89개(6,050명)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식품영양학과)

’11.05.30

9

79개(4,963명)

강서구

숙명여자대학교(식품영양학과)

’11.06.10

8

73개(5,340명)

은평구

상명대학교(외식영양학과)

’11.09.29

6

56개(3,945명)

금천구

서울대학교(식품영양학과)

’11.11.01

6

55개(3,923명)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식품영양학과)

’11.05.25

10

117개(6,091명)

울산

울주군

울산대학교(식품영양학과)

’11.05.04

6

70개(3,894명)

부천시

부천대학교(식품영양학과)

’11.04.05

9

90개(6,460명)

하남시

경원대학교(식품영양학과)

’11.03.24

6

66개(2,842명)

서울

경기

오산시

오산대학교(식품영양학과)

’11.10.15

6

28개(1,315명)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식품영양학과)

’11.06.09

11

105개(7,940명)

제주

제주도

제주대학교(식품영양학과)

’11.03.28

12

110개(8,832명)

구분
계

계

유치원

어린이집

기 타

등록수

인원수

등록수

인원수

등록수

인원수

등록수

인원수

938

61,595

72

6,197

864

55,263

2

135

식약청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정착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I)”,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설명
소책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세부운영 가이드라인(II)”, 센터 운영에 활용할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를 제작·배부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
ccfsm.or.kr)”를 개설하여 센터의 등록과 교육신청을 받고 있고, 등록 시설에 식단 및 레시

급식관리지원센터장
영양팀
어린이 영양증진

위생팀

기획운영팀

어린이 급식 위행수준 향상

어린이 급식 개선 방향 설정

·영향관리 지원계획 및 실시

·위생관리지원 계획 및 실시

·집단급식소 급식관리 평가 지원

·어린이 급식 식단 개발

·위생교육자료 개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영양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급식지원정책 수립 및 정보 제공
·행정 제반 업무

【 그림 5-5-45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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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46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개 책자 및 운영 가이드라인

【 그림 5-5-47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 그림 5-5-48 】 현장방문 컨설팅 및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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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49 】 어린이 및 조리종사자 체험 교육 현장

【 그림 5-5-5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식단 및 레시피 예시

피, 영양·위생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센터 등에서의
식단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영유아 단체급식 표준식단 사이트”를 개발하였는데, 이유단계
별(초기, 중기, 후기) 식단과 유아식단 및 레시피를 개발하였고, 아동 수에 따라 내가 원하
는 메뉴로 직접 식단작성 및 단가계산과 영양소 함량 산출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조사·분석한 결과, 어린이 대상 교육
횟수가 증가하였고,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태도 및 행동과 어린이의 식습관 및 식태도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위생 및 영양관리 수행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 만족도는 9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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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감소

급식을 먹기 전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아동수
어린이가 편식을하는 정도

19.8%

변화없음

30.9%

60.7%

보통

만족

증가

49.3%

35.6%

89.4%

88.4%

92.2%

88.6%

76.8%

50.3%

46.4%

91.4%

3.7%
21.3%

어린이가 음식을 남기는 양

85.1%

3.3%

10.0%

순
회
방
문
지
도

영
양
.
위
생

10.8%

영
양
.
위
생
교
육

조
리
종
사
자

어린이 행동 변화 수준

6.9%

영
양
. 어
위 린
생 이
교
육

11.0%

자
료
지
원

정
보
제
공
및

식
단
및
레
시
피

13.5%

가
정
통
신
문

8.0%

전
반
적
인
만
족
도

센터 지원서비스 만족도

【 그림 5-5-51 】 센터 교육 이후 어린이 행동 변화 조사 (보육시설 490개소 응답)

2012년도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10개의 지자
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며, ’15년까지 7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급식관리가 취약한 20~5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지역아동
센터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
여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조리종사자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급식 관리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식습관 형성 시기에 있는 영유아들이 올바른
식생활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미래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국민

보육시설의 급식안전관리지원을 통해
친서민정책 지원

학부모

직장여성의 보육 안심 확보를 통해
출산장려
※보육시설 아동 76만명 수혜(2015년)

어린이
보육시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영유아의 건강 증진
급식 서비스 품질 상승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상 제고
영양사 등 전문인력 채용으로 인해
청년 고용창출 촉진
※센터 71개소 설치·운영 시 800명 고용창출(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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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건강기능식품 등
신소재식품의 안전성·기능성 확보

1.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1) 추진배경
최근 식생활에 의한 생활 습관병,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타민, 미네랄, 허브 등의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기
능성 표시에 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 및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율을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
전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생활의 질을 높이고 첨단 생명과학기술을 응용한 건강기능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식품과 의약품이라는 이분법
적인 법체계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 운영체계를
마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2002년 8월에 제정되어 2004년 1월 31일
시행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액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4년 2,506억원을 시작으로 2007년
7,235억원, 2008년 8,031억원으로 전년대비 11.0%, 2009년은 9,598억원으로 19.5%,
2010년은 처음으로 1조원인 10,671억원으로 11.2% 성장하였으며, 2011년은 13,68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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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2008년 기준 연평균 성장률은 19.4%로 국내 총생산(GDP)
6.4%, 제조업(GDP) 10.7%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 건강기능식품 여건과 전망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사회 진전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
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기능성식품 시장도 2008년 세계
시장의 27억불에 불과하나, 2013년에는 61억불로 세계시장의 7.2%를 차지할 것으로 예
측된다.(Euromonitor, 2008)

15,000
15%

10,000
10%
7%

5,000

0

1999 2000 2001 200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능성식품 시장규모 및 성장률 예측 NBJ, 2008

Euromonitor, 2008

※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 규모 : (’02) 1,668억달러 → (’08) 2,698억달러(NBJ, 2008)

그러나 ‘OECD healthdata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OECD 국
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강
증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1인당 의료비 증가
율은 미국·캐나다는 5.9%, 한국은 11.6%로 한국
이 미국의 약 2배에 달한다. 연평균 약제비 지출
증가율도 11.3%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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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강기능식품 담당자 전문성 강화, 산업지원 기반마련 등으로 소비자 의식 제고 및 산
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
에 기여해야 할 실정이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제도 선진화 및 산업지원을 통해 안전성·기능성을 갖
춘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3)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관리 및 평가 선진화
(1) 건강기능식품 인정 제도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
를 얻는 것을 말한다.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 원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및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능성 원료와 동법 제14조제2항 및 제
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및 원료 또는 성분에 대
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성 원료가 있다.
개별 인정되는 기능성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0-76호, ’10.10.29)」 제2조(정의)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
을 가진 물질로서, 동물, 식물, 미생물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이나 이들의 추
출물, 정제물, 정제물의 합성물, 이들의 복합물이 해당된다.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는 먼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
시 제2010-76호, ’10.10.29)」에 의해 인정을 받은 후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 신고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거나 3개 이상의 영업자가 인정받은 후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
고한 경우 또는 인정받은 자의 3분의 2 이상이 공전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에 「건강기능식
품의 기준 및 규격」 즉, 고시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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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다만, 영업자의 자료보호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참고로, 2011년 11월부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형 원료로의 전환 기간은
소재개발을 위해 투자된 비용 회수를 위해 영업자가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종전 2년
에서 3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고시형 원료로 전환된 사례로는 2009년에는 기능성 원료 1품목(공액리놀레산), 2010년
에는 6개 품목(코엔자임Q10,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루테인,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에 대해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었다. 또한, 2011
년에는 8개 품목(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
리아누스)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테아닌, 디메틸설폰)에 대해서도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으로서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진입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
대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규정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① 그간 제·개정 경위
【 표 5-6-1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
순번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

일자

1

•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규격과 원료·성분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2.8.26

2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

2004.1.31

3

• 정제품의 제조기준 개정
• 영양보충용제품의 원료 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의 구비요건 개정
• 영양보충용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비타민, 무기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인삼제품, 홍삼제품의 잔류농약 기준과 미생물시험법 개정
• 글루코사민분말의 제조기준 개정

2004.9.2

4

• 녹차추출물제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대두단백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식물스테롤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홍국제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2005.5.26

5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개정

2008.2.27

6

•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정제, 캅셀, 분말, 액상, 과립,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으로 확대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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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

일자

7

•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안 개정
• 건강기능식품 원재료의 구비요건 개정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적용 절차 개정
• 영양소 중 무기질 원재료 신설
• 필수지방산 규격의 명칭 개정
• 스피루리나 기능성 추가에 따른 분류체계 개정
• 공액리놀레산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녹차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의 제조기준 개정
• N-아세틸글루코사민, 알로에 겔,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중 최종제품의
요건 개정
• 표준시험절차로 시험법 수록체계 개정

2009.6.29

8

• 프로폴리스추출물, 로얄젤리, 화분 중 테트라싸이클린,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규격 신설
• 식물추출물발효 중 총 아플라톡신, 총 페오포르바이드, 카드뮴 규격 신설

2009.9.10

9

• 인삼 중 최종제품의 규격 개정
• 홍삼 중 최종제품의 규격 개정 및 기능성 내용 추가
•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원재료 추가
• 코엔자임Q10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대두이소플라본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루테인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총(-)-Hydroxycitric acid 시험법 신설

2010.2.18

10

• 인삼, 홍삼 중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 식이섬유 15품목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ㆍ신설
• 레시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아라비아검, 폴리덱스트로스
의 납규격 신설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기능성 추가 신설
•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의 요건 개정

2010.9.17

11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적용 규정 개정
• 공통제조기준 개정
• 공통규격 중 6개 제형의 정의 신설
• 보존 및 유통기준을 명확히 함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등 7개 식이섬유 원료의 일일섭취량 명칭 개정
• 코엔자임Q10, 대두이소플라본, 루테인, 아스타잔틴 시험법 신설
• 나이아신, 엽산, 비오틴 시험법 추가

2010.11.25

12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고시와 통합화
• 「약사법」에 따른 고시에 적합한 것을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검체 채취법 개정
•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의 제조방법 개정
• 비타민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 지방산 시험법(제3법) 추가 및 안트라퀴논계화합물 시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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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

일자

13

• 이 고시에 포함된 타 고시 명칭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
정」으로 개정
• 장용성 제품의 정의 신설
•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원료별 기능성 내용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동일한 문장형태로 개정
• 구아바잎 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은행잎 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달맞이꽃종자 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포스파티딜세린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테아닌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의 기준 및 규격 신설

2011.11.17

② 최근 제·개정 내용
2010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기능성 원료 중 인삼, 홍삼, 식이섬유
등 17개 원료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
비자의 사전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레시틴, 구아검 등 5개 원료에 대하여 납 규격을 추가
로 신설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2011년에는 기능성 원료 중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을 추가하고, 장
용성 제품의 정의 신설과 ‘약사법’에서 정한 장용성 제피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원료별 기능성 내용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동일한 문장형태(○○○에 도움을 줄
수 있음)로 개정하였으며, 기능성 내용별 일일섭취량을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상한
치를 확대하였다. 또한,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가. 기능성원료의 인정
① 인정 절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0-76호, ’10.10.29)」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개별인정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작성방법, 내
용 및 요건에 대하여 정하여 놓고 있다.
제출자료는 ①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 ②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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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등에 관한 자료 ③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 ④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⑤ 기능
성분(또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⑥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⑦ 안전성에 관한 자료 ⑧ 기능성 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 ⑨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⑩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에 해당된다.
영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기준에 맞추어 검토하고 ‘건
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기능성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신청인

처리 기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현지조사
자문
인정
결재

통보

【 그림 5-6-1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절차

②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 구축·운영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해 영업자가 제출하는 종이문서들을 전자문서화 하
여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하고 처리하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이하 KiFDA)에 연계하여 구축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인정·심사 시스템』은 신청자가 일일이 식약청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실시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무서류/무방문/무대면을 지향
하는 민원처리 환경을 구축한 셈이다.
’11년도부터는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성 원료 신청업무 담당자
및 CRO 등 35업체를 대상으로 사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스템의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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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개설하여 영업자, 민간컨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 2회 교육을 제공
하였다.
’12년도에는 구축된 프로그램이 내부 사용자에게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관리의 편의성
을 도모하고 민원인들에게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 중에
있다.

【 그림 5-6-2 】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시스템 교육

③ 규정 제·개정
유사한 성격의 고시를 통·폐합함으로써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고 해당 규정들의 관리를
좀 더 일원화 하고자 유사규정의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건강기능식품에 사
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에 수록된 내용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통
합시키고, 기존 고시는 폐지하였고, 2011년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
품 기준·규격 인정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성격을 가진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였다. 이러한 유사 고시의 통합을 통하여 영업자의 규정 이해를 용이하게 하며 인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12년에도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성에
관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기능성에 관한 제출자료는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식품
의 원료 또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를 기능성 원료로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독성시험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며 기능성을 입증하는 국내·외 학술지의 범위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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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 SCI, SCIE 포함)이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KCI)에 등재된 학술지로 구체화함으로써 영업자의 제출자료 작
성에 편의를 도모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 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다.

④ 개별인정 현황
’11년에는 개별인정 원료가 전년 대비 12% 증가(346건→388건)하였으며 국내 개발 비중
은 점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고 국
내 연구개발 인프라가 지속 발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1년 인정된 기능성 원료 총 42건 중 국내 개발 원료는 12건으로 국내 개발 비중이 ’08
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서, 특히,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간 건강)을 비롯하여 당귀등
추출복합물(기억력개선), 인삼가수분해농축액(혈당조절) 등 국내 소재를 이용한 신규 개
발 원료가 다양해졌다. 이들 원료는 국내에서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기능성이 입증된 것으
로 인체적용시험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 투자는 점점 활기를 띨 것으로 전
망된다.
’11년에 허가된 기능성 원료는 42건으로 전년(68건)에 비하여 줄어들었고 신규원료도
13종으로 ’09년 (30종), ’10년 (20종)에 비해 점차 감소 경향을 보였다. 다만, 현재 국내
연구개발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인정 신청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개발 비율 : (2008) 23%→(2009) 25%→(2010) 27%→(2011) 29%

’11년에 새롭게 인정된 기능성은 ‘방광의 배뇨기능 개선(호박씨추출물등복합물)’이었으
며, 기능성원료 중 홍경천추출물은 ‘피로 개선’ 원료로서 인정 건수(8건)가 가장 많았고,
‘체지방감소’ 기능성으로 인정된 녹차추출물(5건)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인
정된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제품화된 건강기능식품은 혈행개선/기억력개선(62품목), 간
건강(57품목)이 가장 많았으며, 체지방감소(51품목)·피로개선(26품목)·관절/뼈건강(18
품목)·갱년기여성건강(15품목)·혈중중성지방개선(5품목)·긴장완화(4품목)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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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2 】 연도별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현황 (건수)
(단위 : 품목, 2011년말 기준)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인정 원료수

36

84

97

68

42

388

신규기능성

4

1

1

2

1

25

(3품목 이상)
25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코엔자임Q10
쏘팔메토열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은행잎 추출물
루테인복합물
공액리놀레산(유리지방산)
홍경천추출물
공액리놀레산(트리글리세라이드)
Dimethylsulfone(MSM)
녹차추출물
L-테아닌
헤마토코쿠스추출물
폴리감마글루탐산
바나바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포스파티딜세린
탈지달맞이꽃종자추출물
빌베리추출물
구아바잎추출물
히알우론산나트륨
헛개나무과병추출물
피브로인효소가수분해물
크레아틴
콩밭효추출물
카제인가수분해물
초록잎흥합추출오일
이소말토올리고당
유단백가수분해물
스피루리나
로즈힙분말
그린마떼추출물

19
16
14
14
13
12
10
10
9
8
6
6
5
4
4
4
4
4
4
3
3
3
3
3
3
3
3
3
3
3
3

0

5

10

15

20

【 그림 5-6-3 】 연도별 개별인정형 원료 (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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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3 】 연도별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현황 (원료명)
연도

원료수

신규 기능성 원료

2004

9

1.정어리펩타이드 2.자일리톨 3.테아닌등복합추출물 4.알로에추출물 5.알로에복합추출물 6.참당귀뿌
리추출물 7.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8.초록입홍합추출오일 9.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14

10.대나무잎추출물 11.목이버섯 12.바나바추출물 13.황금물추출물등복합물 14.스피루리나 15.피브
로인효소가수분해물 16.Dimethylsulfone(MSM) 17.N-아세틸글루코사민 18.포도종자추출물 19.이소말
토올리고당 20.공액리놀레산(유리지방산) 21.공액리놀레산(글리세라이드) 22.피니톨 23.대두올리고당
24.홍경천등복합추출물

2006

20

25.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26.사탕수수왁스알코올 27.표고버섯균사체 28.포스파티딜세린 29.로즈힙
분말 30.구아바잎추출물 31.식물스타놀에스테르 32.브로콜리스프라우트분말 33.가쯔오부시올리고펩
타이드 34.헛개나무과병추출물 35.라피노스 36.당귀혼합추출물 37.글루코사민 38.카제인가수분해물
39.그린마떼추출물 40.Enterococcus faecalis 가열처리건조분말 41.복분자추출물 42.올리브잎추출물
43.탈지달맞이꽃종자추출물 44.코엔자임Q10

2007

16

45.L-글루타민 46.쏘팔메토열매추출물 47.아마인 48.빌베리추출물 49.솔잎증류농축액 50.콩발효추
출물 51.크레아틴 52.루테인복합물 53.정어리정제어유 54.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 55.헤마토코쿠
스추출물 56.분말한천 57.차조기등복합추출물 58.게르마늄효모 59.유단백가수분해물 60.알부민

17

61.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 62.대두배아추출물등복합물 63.메론추출물 64.홍삼농축액 65.히
알우론산나트륨 66.대두이소플라본 67.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68.금사상황버섯 69.곤약감자추출물
70.L-테아닌 71.DHA농축유지 72.토마토추출물 73.녹차추출물 74.지아잔틴추출물 75.홍삼,사상자,산
수유복합추출물 76.프락토올리고당 77.쏘팔메토열매추출물등복합물

30

78.L-글루타민산 유래 GABA 함유 분말 79.지방산복합물 80.구아검가수분해물 81.원지추출분말
82.커피만노올리고당분말 83.구아바잎추출물등복합물 84.보이차추출물 85.다래추출물 86.홍국쌀
87.중쇄지방산함유유지 88.식물성유지 디글리세라이드 89.밀크씨슬추출물 90.호프추출물 91.프로바
이오틱스 VSL#3 92.정제오징어유 93.nopal추출물 94.락추로스파우더 95.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96.나토배양물 97.칼슘-PGA 98.쌀겨추출물 99.동결건조누에분말 100.보리열매추출물 101.홍경천
추출물 102.인삼가시오갈피 등 혼합추출물 103.자일로올리고당 104.깻잎추출물 105.크랜베리추출분
말 106.해태올리고펩티드 107.지초추출분말

19

108.연어펩타이드 109.비즈왁스알코올 110.아티초크추출물 111.백수오등복합추출물 112.발효생성
아미노산복합물 113.은행잎추출물 114.석류 추출/농축물 115.레몬밤추출물혼합분말 116.실꼬리돔유
래 콜라겐 효소분해펩타이드 117.회화나무열매추출물 118.아세로라농축물 등 복합물 119.지각상엽 추
출 혼합물 120.양파추출물 121.전칠삼추출물 등 복합물 122.소엽추출물 123.L-카르니틴 타르트레이
트 124.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125.쥐눈이콩 펩타이드 복합물 126.클로렐라

13

128.흑효모배양분말 129.당귀등추출복합물 130.밀전분유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131.마카젤라틴화
분말 132.호박씨추출물 등 복합물 133.동충하초 발효 추출물 134.글로빈 가수분해물 135.유산균 발
효 다시마추출물 136.인삼가수분해농축액 137.가시오갈피 등 복합추출물 138.갈락토올리고당 139.타
가토스 140.마주정추출물

2005

2008

2009

2010

2011

다. 사용불가 원료의 관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체에서는 식물성 생약제 등 다
양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중 독성이 강하거나, 약리적인 목적의 효과를
가진 원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산업계에서 이를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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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연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에 생리활성이 강해서 부작용 또는 독성이 우려되는 원료, 약리학적인 효과가 강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목록화하여 고시함으로써 산업계 연구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황, 요힘빈, 발기부전치료제 등이 있으며 매년 이러한
원료들을 검토하여 고시에 지속적으로 등재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에는 감수, 관동, 대극, 대황 등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 15종이, 2011년에는
쓴쑥, 채퍼렐, 카트 등 식물성 원료 4종이 확대되어 현재 111종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어 있다.

라. 향후 추진계획
인구의 고령화, 웰빙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활성화
를 위하여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기능성원료 개별 인정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서, 가이드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알권리 보호 및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조기제품화를 위해 기
능성 근거자료 수준에 따라 기능성 등급을 세분화하여 인정하는 제도를 정착하고자 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영업자, 연구개발자의 연구개발투자 의욕을 증진
하고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를 양성하고 제품
화 기술 컨설팅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1) 일반현황
가. 개요
인구의 노령화 및 질병의 서구화로 인하여 국민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
계 및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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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개선을 위하여 국가 차
원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기능성 표
시에 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에 적극
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식약청에서도 제도 개선 및 산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제
조·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아울러 의료비 부담을 저감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나. 업체현황
우리 나라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현황은 2011년 12월말 현재 제조업체 424개소, 수입
업체 2,767개소, 일반판매업체 78,456개소, 유통전문판매업소 1,587개소로 집계되고 있
으며, 2010년 대비 각각 5.7%, 0.1%, 14.46%, 8.8%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도 건강기
능식품 품목제조신고는 총 10,394 품목으로, 전년 8,021 품목보다 29.5% 증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중 우수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공급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우
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는 165개소로 건강기능식품전
문제조업체(386개소)의 42.7%에 이른다.

【 표 5-6-4 】 건강기능식품 업체현황
(2011.12.31 현재/단위 : 개소)

년도

계

200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소계

전문

벤처

50,255

345

319

26

2008

58,570

356

328

2009

63,458

385

349

2010

73,177

401

364

2011

83,234

424

2011/2010 (%)

13.7

5.7

수입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소계

일반

유통전문

2,201

47,709

46,649

1,060

28

2,395

55,819

54,538

1,281

36

2,528

60,545

59,234

1,311

37

2,764

70,012

68,554

1,458

386

38

2,767

80,043

78,456

1,587

6.0

2.7

0.1

14.3

14.4

8.8

※ 건강기능식품 GMP지정업소 : 165개소

다. 생산현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
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
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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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와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나누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인정할 때에는 안전성 정보,
섭취량 평가, 독성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이 검증된 제품만을 인
정한다.

【 표 5-6-5 】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2011.12.31 현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2011

소계

2007

2008

2009

2010

2011

83

388

36

84

97

68

42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04년 제도 도입 이후 2010년에 처음으로 총 생
산액 10,671억원으로 1조원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13,682억원으로 전년대비
28.2% 증가를 보였다.
건강기능식품 생산품목 중 홍삼제품 생산액은 7,191억원으로 전체 건강기능식품의
52.6%를 차지해 매년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및 무기질 제
품 1,561억원(11.4%), 개별인정형 제품 1,435억원(10.5%), 알로에 제품 691억원(5.1%),
오메가-3 지방산 함유제품 509억원(3.7%)이 뒤를 잇고 있다.

【 표 5-6-6 】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
구분

총 생산액(억원)

2007

내수용

수출용

생산액(억원)

생산량(톤)

생산액(억원)

생산량(톤)

7,235

6,888

10,239

346

339

2008

8,031

7,516

12,990

514

697

2009

9,598

9,184

19,293

415

592

2010

10,671

10,211

48,846

460

367

2011

13,682

13,125

39,611

556*

647

2011/2010 (%)

28.2

28.5

58.5

21.0

76.0

* 1$ = 1,108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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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93(1%)
옥타코사놀함유유지, 78(1%)
글루코사민, 85(1%)
스쿠알렌, 87(1%)
키토산/키토올리고당, 106(1%)
프로폴리스추출물, 114(1%)
식이섬유, 116(1%)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207(2%)
감마리놀렌산, 223(2%)
인삼, 381 (3%)
프로바이오틱스, 405(3%)
오메가-3지방산 함유유지, 509(4%)

알로에, 691(5%)

개별인정형
1,435(10%)

홍삼
7,191(53%)
비타민 및 무기질
1,651(11%)

【 그림 5-6-4 】 품목별 시장현황 (2011.12.31 현재)

(2) 우수 제조기반 구축·지원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입·운영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
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을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모든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GMP
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GMP 적용업소로 인정을
받은 후에는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또는 건강기능식품

【 그림 5-6-5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마크

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위탁생산을 의뢰받을 수 있고,
GMP 도안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나. GMP 제도 활성화 지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는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3회
이상 적용·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GMP 적용업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2011년말
현재 GMP 적용업소는 총 165개 업소로 전문제조업 386개소 대비 42.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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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7 】 연도별 GMP 적용 지정업소 현황
(2011.12.31현재 / 단위 : 개소)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165

18

15

24

23

21

상세한 GMP 적용 지정업소 현황은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ttp//:hfoodinara.
go.kr/hfoodi)→ GMP/표시광고 → GMP” 메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사무 및 사후관리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GMP 기술
지도 등을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본청 및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
품 GMP 지도관 교육과정’을 운영한 후 수료자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 GMP 지도관을 지
명하고 있다. GMP 지도관 교육대상은 현장 담당공무원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으며, 자체
내부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전문적이
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우수한 전문 지도관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가. 사후관리 강화
최근 소득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증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건강기능
식품의 소비여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생산·보급되고 있어 적극적인 건
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변화로 잔류농약, 성기능 개선제, 혈압강화제, 항생물질,
중금속, 신종위해물질 등 각종 위해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유통·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준·규격의 안전성을
확립하고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행위로 유통시장 교란 및 소비
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수거·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으로 건강
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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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시제도 개선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하여 「건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시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식약청 고시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으로 상세한 기준을 정하
여 운영하고 있다.
동법 및 고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에 한
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
며, 식약청이 인정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http://

【 그림 5-6-6 】
건강기능식품 마크

hfoodi.kfda.go.kr)를 통해서도 즉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비만, 당뇨 등으로 당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영양성분 중 탄수화
물에 당류 표시를 의무화하여 당의 적정 섭취를 유도하며,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
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인정등급을 기능정보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향후에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표시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다.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광
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로 인한 소
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를 통하여 공정한 경쟁 및 건전한 유
통·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심의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는 식품학·영양학·의학·법학·광고학 등 학계 전문
가, 식품전문기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
성과 객관성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총 3,177건(50회)을 심의하였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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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향후 소비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품별 특징과 마케팅을 고려한 건강기능식품 기
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 표 5-6-8 】 연도별 기능성 표시·광고심의 결과
(2011.12.31 현재, 단위: 건)

합계

내용

인쇄매체 등

계

적합

수정
적합

부적
합

계

1,716

587

1,073

56

연도
2007

심의결과
방송매체

적합

수정
적합

부적
합

계

1,513

55

912

43

203

적합

수정
적합

부적
합

29

161

13

심의
횟수
49회

2008

1,698

452

1,180

66

1,490

438

1,003

49

208

14

177

17

52회

2009

2,438

511

1,768

159

2,161

483

1,558

120

277

28

210

39

50회

2010

3,022

699

2,123

200

2,717

665

1,898

154

305

34

225

46

50회

2011

3,177

532

2,406

239

2,749

477

2,109

163

428

55

297

76

50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결과는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http//:hfood.or.kr)→ 기능성표시·광고 심의 검색” 메뉴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 그림 5-6-7 】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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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작용 모니터링
가.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
식약청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사후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 시스템”을 구
축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부작용 추정사례를 신고 활성화 하고자 소비자는 소비
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 http://www.hfcc.or.kr)를 통하
여,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협회(http://www.hfood.or.kr)를 통하여, 전문가는 식약청
(http://hfoodi.kfda.go.kr)을 통하여 부작용 추정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을 구축해 놓았다.
이중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상담과 고발 내용을 토대로 피해 중재처리를 하고 수집된
부작용 내용은 사안별로 분류 후 식약청으로 즉시 서면보고 하거나 분기별로 온라인 보고
를 하고 있다.

(2011.12.31현재 / 단위 : 개소)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538

96

107

116

95

108

나. 부작용 추정사례 분석
부작용 추정사례는 그 증상의 경
중에 따라 경미한 사례와 심각한
사례로 구분된다.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표준분석 체계를 적용하
여 통계분석법을 통한 실마리정보
탐색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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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시그널
을 찾아내고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와 발생한 부
작용 간의 인과성을 정량적으로 평

【 그림 5-6-8 】 부작용 추정사례 시그널 탐색·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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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게 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실마리정보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
품 부작용 원인분석 통합 시스템(Korea Integrated System for Signal Manipulation
& Evaluation, KISSME)”을 구축하여 부작용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평
가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한편,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자 상담
을 통해 개인병력, 병용약물, 의료기관 치료여부 등 신고자의 개인 건강정보 및 섭취한 제
품정보를 파악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임상전문의의 소견을 얻어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06년부터 ’11년까지 부작용 추정사례로 총 538건이 신고되었으나 부작용 원인
분석 결과 제품 섭취와 부작용 발생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다. 부작용 원인분석결과 검증
부작용 원인분석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평가 전문가위
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임상, 병리, 독성, 식품,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작용 증상별로 원인분석 결과에 대한 검
증을 실시하고 있다.

(5) 맞춤형 교육·홍보
가. 소비자 교육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주요 수요계층인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향상을 위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구
매방법 및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방법 등
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
소비자 교육은 위탁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으
며, 2011년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
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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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 등에서 서울 등 전국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총 4,994(50회)명에 대하여 계층별 특성에 맞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영업자 교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
교육 이수근거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
조업(전문 및 벤처), 수입업, 판매업(일반 및 유통전문), 품질관리인별로 구분하여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자 법정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자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
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상에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보급하였다.

다. 대국민 홍보
대중매체, 대중교통수단, 인쇄매체 등 다양한 홍보 수단과 방법을 통해 대국민을 대상으
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적으
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표 5-6-9 】 주요 홍보실적
홍보매체

홍보내용

홍보기간

비고

케이블TV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자 인식제고

7.5~9.4

한방건강 TV

버스 지면 광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5.20~6.19

서울 40개 노선

KTX 및 지하철 광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5.20~6.19
5.27~6.26
11.15~12.14

지하철 지하철1, 3, 4호선
모니터 TV 및 PDP

무가지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자 인식제고

5월

메트로, AM7, 포커스, 노컷,
스포츠 한국

DMB(출퇴근패키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6.17~7.16

KBS, MBC, SBS,

정보취약계층(주부층, 중장년
및 노년층) 소비자 교육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알기 소비자 교육

6~10월

50회 4,9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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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6-10 】 동영상 홍보 및 지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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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홈페이지 정보제공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 건전한 유통·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를 통해 법
령·허가·인정·신고 등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메뉴에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제조 신고된 ‘국내제품’
과 식약청에 수입 신고한 후 판매되는 ‘수입제품’으로 구분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어 제품명, 제조회사(수입회사), 허가번호(수입신고번호), 기능정보(기능성 내용), 섭
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기준·규격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12년에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통해 소비자와 영
업자용 홈페이지를 분리하여 이용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정보포털인 식품나라
(www.foodnara.go.kr)와 연동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용

영업자용

【 그림 5-6-11 】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6)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는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
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 보호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첫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선진화에 힘쓰고자 한다.
추진과제로는 안전한 제조·수입·유통 기반 마련 및 환경 개선을 위해 GMP 적용업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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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작용 신고처리시스템 개선, 컨설팅 업체 등록제 활성화, 우수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고,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위반경중에 따
른 행정처분기준 세분화, 기능성 원료 신청자격 확대, 판매업 신고 완화, 표시·광고 기준
구분·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지원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
정이다. 추진과제로는 관산학연 각 분야별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개
발·보급 및 상호 협력·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 대상별·수준별로 맞춤형 제도 및
산업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수출관심업자·일반소비자 등 각 대상별로
수준에 맞는 매뉴얼, 가이드, 교육·홍보자료 등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자 및 영업자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정보보
강, 제품정보 어플리케이션 개발, 광고심의 사전검증시스템 개발 등 e-정보시스템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5)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해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
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기준·규격, 안전성, 기능
성 등)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는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그간 잦은 보완 및 애
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영업자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제출자료 가이드를
마련하였고, 제출자료 표준양식을 제공, 작성요령 소개 등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
서,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시 제출 자료를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수준별로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 건강기능식품 기술 지원 및 인프라 구축
가. 컨설팅업체 자율등록제 추진
산업체에서는 기능성 원료 개별 인정심사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자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의 투명성 및 전문성 부족, 불합리한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다. 이에 컨설팅 업체 정보(인정 수수료, 컨설팅 현황 등)를 스스로 공개하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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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으로써 산업계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현재 13개의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업체가 있으며, 이들 컨설팅사의 업체 정보는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www.hfood.
or.kr)에 공개되어 있다. 또한 컨설팅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인·허가 업무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컨설팅 업체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
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2) 지역 거점 교육아카데미 등 전문가 교육과정
가. 추진 배경
건강기능식품 산·학·연 관계자의 건강기능식품 소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규정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방문 교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상담으로 민원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을 준비하는 영업자들의 관련 자료준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
라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올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실적
① 교육길라잡이의 운영
지역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
성화를 위하여 교육길라잡이(서
울·경기, 영남, 호남, 호서, 강
원)를 지역별로 교육기관으로 지
정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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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산·
학·연 관계자들이며, 교육내용
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

【 그림 5-6-12 】 연구 및 제품화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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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정의 이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개발 및 제조과정의 방법과 고려할 사항, 기
능성 원료의 기준규격 설정방법, 기능성 확인을 위한 동물실험 및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
험,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이해, 건강기능식품의 마케팅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별 인정 규정에 대한 요건 등이다. 2011년에는 부산 등 6개 지역을 대
상으로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 표 5-6-10 】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를 위한 실무교육 실적 (2011년)
일자

교육장소

교육참여수

2011.6.2

영남지역 [부산벡스코]

55명

2011.9.2

제주지역 [통계교육원]

17명

2011.10.7

대전 [정심화문화회관]

26명

2011.10.21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50명

2011.10.22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28명

2011.11.11

서울 [코엑스]

130명

또한,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건
강기능식품 개발자를 위한 실무 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향후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
여 교육길라잡이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예정이
다.

【 그림 5-6-13 】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를 위한 실무교육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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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2011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정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올바른 이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하
여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
다. 이는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자료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영업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교육의 대상은 개
별인정 신청 준비 중인 산업계 및 학계 연구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례 및 실무 중심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인정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주요 외국의 건강
기능식품 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이해, 기능성 원료 심사 과정 이해, 기능성원료 평가 및
토론, 다양한 사례연구 등이다.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준 향상 및 전문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 대상자의 수준을 고
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2012년 상반기(5월)에는 ‘건강기능식
품 전문가 양성(중급) 과정’을, 하반기에는 고급 과정(10월)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그림 5-6-14 】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2011년)

③ 향후 계획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에
도 지역에서 개최되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교육내용을 보완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해를 도
모하고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04) 이후 제품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국내 연구·개발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원료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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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국내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개발 중인 기능
성 원료의 조기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을 컨설팅하는 사업을 ’09년부터 시작하였다.
기술컨설팅은 건강기능식품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능성, 안전성, 기준규격의 핵심
적인 기술을 컨설팅하는 것이다. 국내 연구개발 기능성 소재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술컨설팅협의체」1)를 구성하였으며, 이 협
의체를 통해 본격적인 기술컨설팅에 앞서 지역산업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하였고, 사업 공고는 식약청 홈페이지 등재 외 지방
청, 관련정부부처, 지역산업진흥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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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6-15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 현황 (2004~2010년)

2011년까지 컨설팅사업은 서울 등 12개 지역에 317 신청소재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통
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 해왔고, 창녕양파추출액, 흑효모배양분말, 유산균 다시마 발효
물 등 3건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소재로 인정되어 제품화가 되었다.
기술컨설팅은 객관적인 기술수준분석을 위하여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분야의 중요
항목들로 구성된 기술수준진단표를 제작하였다. 기술수준진단표를 이용하여 신청 소재의
1) 기
 술컨설팅 협의체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길라잡이, 제품화길라잡이, 평가기술길라잡이로 구
성되며 총 22인으로 구성됨. ①연구개발길라잡이 : 이화여대 바이오푸드네트워크,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
센터, 한림대 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 개발센터, ②제품화길라잡이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세명대학교 산
학협력단,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테크노파크, ③평가기술길라잡이 : 학계전문가와 담당공
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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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6-11)과 같다. 각 단계는 인·허가 중심 컨설팅
이 필요한 4단계, 원료표준화(기준 및 규격)가 필요하거나 기능성(인체적용시험) 자료가
필요한 3단계, 원료표준화(기준 및 규격) 또는 기능성(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안전성자
료 확보가 필요한 2단계, 전반적인 관련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1단계, 연구방향을 설정하
는 0단계로 구분된다.

【 그림 5-6-16 】 기술컨설팅 사업공고문 (2009~2011년)

【 표 5-6-11 】 기술수준에 따른 항목별 내용
기술수준

기준 및 규격

안전성

기능성

4단계

•표준화 완료
•규격설정 완료
•시험방법 완료

•섭취량평가가능
•섭취근거자료
•독성시험완료(해당하는 경우)

•human study 완료
•in-vivo 완료
•in-vitro 완료

3단계

•표준화 완료
•규격설정 준비
•시험방법 준비

•섭취량평가 불가능
•섭취근거자료 확보

•human study 준비
•in-vitro 완료
•in-vivo 완료

2단계

•표준화 준비
•소재 선정 완료

•섭취근거자료 확보
•유통자료 미확보

•in-vitro 완료
•in-vivo 준비
•관련 자료 수집

1단계

•제조과정 최적화 중
•소재 선정 준비

•섭취근거자료 미확보

•in-vitro 스크리닝

2011년 기술컨설팅 사업에는 81개 업체에서 옥수수수염추출물 등 133개 소재가 신청되
었는데, 전년도에 신청된 89건에 비해 비해 44건이 증가하였다. 신청된 소재가 연구하고
있는 기능성 분야는 면역기능(13.5%), 항산화(12.0%), 간건강(9.8%), 혈당개선(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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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행개선(8.3%) 순이었으며, 신청원료의 기술수준 분석 결과, 자료의 수준은 4단계
(1.5%), 3단계(29.3%), 2단계(49.6%), 1단계(19.5%) 이었다. 4단계 중 흑효모배양분말,
유산균 다시마 발효물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소재로 인정된 바 있다.
2012년에도 기술컨설팅(이하 현장기술상담이라 한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다. 이는 국내 산업계의 규정 이해확산과 국내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관련 민원 등을
해소하고, 영세한 국내 산업계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
고, 조속히 시장에 진입하여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편, 기술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 결과 등을 정리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산
업체의 성공적인 연구·개발 등의 사례를 제공하고자 매년 『성공적인 건강기능식품 개발
을 위한 전략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본 전략세미나에서는 국내 원료 연구개발 성공사
례 및 체계적인 건강기능식품 개발전략을 소개하고 있어 산업체의 많은 관심을 이끌고 있
으며, 2011년에는 ▲국내 소재의 연구개발 지원방향 ▲체계적인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략
▲건강기능식품의 시장동향 ▲외국 기업에서 바라본 국내 원료 시장 ▲국내 원료 연구개
발 성공사례(대두배아열수추출물, 복분자추출분말,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에 대한 주제
로 진행되었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GMO) 등 신기술 기반식품 안전관리 강화
1) 개요
(1)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이란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
자와 결합시키는 유전자재조합기술(Recombinant DNA Technique)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유전자재조합작물 재배 현황
가. 외국의 유전자재조합작물 재배 현황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25개 작물 196개 품목의 유전자재조합작물이 개발되어 세계 각국

344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제5장 식품 부문

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재조합작물은 1996년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
한 후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재배면적이 16,000만 ha로 2010년
도(14,800만 ha)에 비해 8.1% 증가하였다(표 5-6-12).

【 표 5-6-12 】 유전자재조합작물 연도별 재배면적 및 재배국가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면적(만 ha)

11,430

12,500

13,400

14,800

16,000

재배국가 수

23

25

25

29

29

자료 :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ISAAA, 2011)

작물별로는 2011년도 전체 재배 면적 16,000만 ha 중 콩 7,540만 ha, 옥수수 5,100만
ha, 면화 2,470만 ha, 캐놀라 820만 ha로 4개의 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전자
재조합작물 재배 국가는 2001년 13개국에서 2011년 29개 국가로 증가하였으며, 미국, 브
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 중국, 파라과이,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우루과이 10개
국이 전세계 유전자재조합작물 재배면적의 98.1%를 차지하고 있다(표 5-6-13).

【 표 5-6-13 】 국가별 유전자재조합작물 재배면적 추이
(단위 : 만 ha, %)

국가명

2007

2008

2009

2010

2011

주요 재배
GM 작물

비율*

미국

5,770

6,250

6,400

6,680

6,900

콩, 옥수수, 면화

43.1

브라질

1,500

1,580

2,140

2,540

3,030

콩, 옥수수, 면화

18.9

아르헨티나

1,910

2,100

2,130

2,290

2,370

콩, 옥수수, 면화

14.8

인도

620

760

840

940

1,060

면화

6.6

캐나다

700

760

820

880

1,040

캐놀라, 옥수수, 콩

6.5

기타**

930

1,050

1,070

1,470

1,600

콩, 옥수수, 면화, 감
자, 카놀라

10.0

소계

11,430

12,500

13,400

14,800

16,000

100

주) * 전 세계 유전자재조합작물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2011년).
** 기
 타 국가의 재배면적은 다음과 같다. 중국 390만 ha(2.4%), 파라과이 280만 ha(1.8%), 파키스탄 260만 ha(1.6%), 남아프리
카공화국 230만 ha(1.4%), 우루과이 130만 ha(0.8%), 볼리비아 90만 ha(0.6%), 호주 70만 ha(0.4%), 필리핀 60만 ha(0.4%),
미얀마 30만 ha(0.2%), 부르키나 파소 30만 ha(0.2%), 멕시코 20만 ha(0.1%), 스페인 10만 ha(0.1%)이며, 콜롬비아, 칠레, 온
두라스, 포루투갈, 체코, 폴란드, 이집트,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스웨덴, 코스타리카, 독일은 10만 ha 미만이다.
자료 :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ISAA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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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성별 유전자재조합작물 재배현황
유전자재조합작물이 처음 도입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제초제내성 작물이 우위를 차
지하고 있다. 2011년도의 특성별 재배면적을 보면 제초제내성 작물이 9,390만 ha(59%),
해충저항성(Bt) 작물이 2,390만 ha(15%),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는 복합형질 작물은
4,220만 ha(26%)를 차지하였다(그림 5-6-17). 제초제내성 작물은 2010년 61%에 비하
면 비율로는 감소하였지만 재배면적으로는 460만 ha(5%)가 증가되었으며, 해충저항성
작물은 2010년 2,630만 ha보다 240만 ha(9%)가량 감소하였다. 복합형질을 갖는 유전자
재조합작물의 재배면적은 2007년부터 해충저항성 유전자재조합작물의 재배면적 보다 높
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0년 3,230만 ha에서 2011년 4,220만 ha로 증가하였다. 앞으
로도 복합형질 유전자재조합작물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고올레산 콩 및 황금쌀(Golden rice), 가뭄저항성 옥수수 등 2, 3세대 유
전자재조합작물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심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충저항성
2,390만 ha

제초제내성
9,390만 ha

복합형질
4,220만 ha

15%
26%

15%

59%

59%

26%

【 그림 5-6-17 】 형질별 유전자재조합작물 재배현황
자료: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ISAAA, 2011)

다. 국내의 유전자재조합작물 재배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유전자재조합작물이 재배되어 상품화된 사례가 없으며, 종자
산업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종자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전자재조합 종자를
보급한 바가 없다. 현재 농촌진흥청 등에서 약 20개 작물 150개 품종을 연구개발하고, 이
중 일부는 상업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자료 등의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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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콩, 옥수수 수급 현황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발간한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에 의하면, 2010년 곡물
자급률은 26.7%로 2009년의 29.6%보다 2.9% 감소하였다. 식용 곡물별 자급률은 쌀
104.6%, 보리쌀 26.6%, 밀 0.8%, 옥수수 0.8%, 콩은 8.7%이며, 쌀을 제외하고 거의 전
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세계적으로 콩, 옥수수의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등이
며, 이들 국가는 유전자재조합작물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재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
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콩, 옥수수의 수입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가뭄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중국, 인도의 경
제성장에 따른 소비 증가,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에 따른 식용 작물 재배 감소 등으로 인하
여 비유전자재조합 곡물의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4)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입 동향
유전자재조합작물을 재배하여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안전
성을 평가하여 기존 농산물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면 강제적인 유전자재조합 표시제를 실시
하지 않으며, 기존 농산물과 별도 구분하여 유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유전
자재조합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종자의 구입단계부터 별도로 구분 관리되어 생산
된 것을 수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아직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 등은 비유전자재조합농산
물을 유전자재조합농산물로부터 구분하여 종자단계부터 생산, 수확, 유통 및 저장 등 전
과정에 걸쳐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제품
의 가격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콩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전자재조합 콩은 식용유 제조에 사용
되고 그 부산물인 대두박은 식품과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비유전자재조합 콩으로 수입되
는 것은 대부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것으로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또
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두부 또는 두유 제조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우리나라는 유전자재조합 콩의 수입 비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중 유통되
는 콩 가공식품 중 유전자재조합 표시가 있는 식품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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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 옥수수는 수입이 거의 없었으나, 2008년 5월 세계적인 곡물수급 불균형
으로 인하여 전분당협회를 통하여 수입되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된 바 있다.
2008년에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4%(732,452톤)가 유전자재조합 옥수수였으나, 사
회적 이슈화 이후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증가하여 2009년에는 약
31%(334,155톤)로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다시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수입량
이 증가하여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48%(1,064,687톤)를 차지하였으며, 2011년에는 약
49%(968,679톤)를 차지하였다. 수입된 유전자재조합 옥수수는 옥수수전분과 전분당 제
조에 사용되고 있다.

(5)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는 크게 안전성 관리와 표시제 관리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안
전성 관리는 인체위해성과 환경위해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인체위해성 관리는
시장 유통 전에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심사 평가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유통
되도록 하는 것이며, 환경위해성 관리는 유전자재조합농산물에 의한 국내 자연 생태 환경
의 교란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심사 평가함으로써 관리한다.
표시제 관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
시 제2009-83호)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
의 경우 제품의 주 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OO포함식품” 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 한편, 소비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
에 대해 바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사전 안전성 관리
(1) 심사규정 제·개정 경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
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46호, 1999.8.20.)」을 제
정·고시하여, 이 지침에 따라 국내 유통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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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했다.
2002년 8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2004년 2월부터 안전성 심사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안전성 심사의무화에 따라 2003년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유전자재조합식
품의안정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유전자재조합미생물에 대
한 안전성평가 자료 제출범위를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평가대상 및 신청
접수절차를 재정비하고, 표준품과 검사법 제출조건을 명확하게 하며, 심사 후 승인조건을
세분화하고, 관련서식 등을 개정하였다. 2008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인체위해성 및 환경위해성 심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 관련 규정
국제적으로 안전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성심사 의무화
를 위하여 2002년 8월 26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조항
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평가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9년 2월 6일 식
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안전성 평가 대상과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고시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이 있다.
관련규정은 (표 5-6-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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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14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식품위생법」 제18조 개정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심사(2002.8.26.)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설치(2009.2.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개정

•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안전성 평가 대상 규정(2003.4.22.)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2009.8.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06.12.29.)

•수수료 400만원으로 변경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
심사등에관한규정」 제정
(1999.8.20.)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으로 안전성 평가 대상,
안전성 평가 심사절차, 자료 제출 범위 등 지정(1999.8.20.)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으로 전면개정(2003.9.1.)
•유전자재조합 미생물 안전성 평가범위 신설에 따른 개정(2006.5.4.)
•안전성 평가 대상, 평가신청 접수절차, 표준품 및 검사법 등의 명확화에 따른 개정
(2007.8.30.)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신설(2009.8.24.)
•서식 정비에 따른 개정(2009.12.22.)

(3)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심사절차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유전자재조합작물 등의 개발과정에서 이용되는 각
단계별 기술과 이용되는 소재, 그 결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유전자재조합 전·
후의 차이에 대한 독성, 알레르기성 등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요구
되는 자료의 범위는 국제적으로도 CODEX 지침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재조합에

신청자

경유기관

심사신청서, 안정성 평가
자료 및 요약보고서

신청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
검토

※검토기간 : 270일

심사위원회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관보공고 및
청 홈페이지 공개

결과보고서 공개 및
일반 의견 수렴
최종 검토 및
심사최종결과보고서

심사결과

통보

결재

【 그림 5-6-18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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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숙주 및 유전자 공여체의 분류학적 특성 및 식품으로 이용된 경험, 알려진 유해
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유전자재조합에 이용되는 유전자 등의 정확한 정보, 그 유
전자를 삽입하는 방법, 삽입 후 숙주생물에서의 분자생물학적 특성 등에 대한 자료가 있
다. 또한, 숙주생물체와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성분분석(영양성분, 항영양성분 등) 등으
로 새로운 특성변화를 확인한 후, 변화된 특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들 각각
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성 심사절차는 (그림 5-6-18)과 같다.

(4)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 현황
국내에서 2011년까지 심사 승인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은 (표 5-6-15~표5-6-17)과
같다. 2011년 승인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은 콩 3개 품목(A5547-127, MON87701, DP305423-1× GTS40-3-2), 옥수수 2개 품목(3272, 1507×MIR604×NK603)이며, 미
생물은 1 개 품목(FIS001)이다.

【 표 5-6-15 】 안전성심사 승인된 유전자재조합농산물 (2011.12.31.현재)
연번

분류

품 목

신청자

특 성

1

콩

GTS40-3-2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2

옥수수

MON810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3

옥수수

1507

(유)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4

옥수수

GA21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5

옥수수

NK60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6

옥수수

Bt11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7

면화

531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8

면화

757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9

면화

1445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10

캐놀라

GT7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11

옥수수

T25

아벤티스

제초제내성

12

면화

15985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13

옥수수

MON863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14

옥수수

Bt176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15

감자

SPBT02-05

몬산토코리아(주)

콜로라도 감자벌레 저항성

16

감자

RBBT06

몬산토코리아(주)

콜로라도감자벌레 저항성

17

감자

Newleaf Y RBMT15-101,
SEMT15-02, SEMT15-15)

몬산토코리아(주)

콜로라도 감자별레 및
감자바이러스 Y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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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

품 목

신청자

특 성

18

감자

Newleaf PLUS (RBMT21-129,
RBMT21-350, RBMT22-82)

몬산토코리아(주)

콜로라도 감자벌레 및
leafroll 바이러스저항성

19

옥수수

DLL25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20

옥수수

DBT418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21

면화

281/3006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주)

제초제내성 및 해충저항성

22

옥수수

MON863×NK60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및 해충저항성
(후대교배종)

23

옥수수

MON863×MON810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및 해충저항성
(후대교배종)

24

옥수수

MON810×GA21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및 해충저항성
(후대교배종)

25

옥수수

MON810×NK60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및 해충저항성
(후대교배종)

26

옥수수

1507×NK603

(유)듀폰

제초제내성 및 해충저항성
(후대교배종)

27

옥수수

MON810×MON863
×NK60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및 해충저항성
(후대교배종)

28

캐놀라

MS8/RF3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및 웅성불임

29

캐놀라

T45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30

옥수수

DAS-59122-7

(유)듀폰

제초제내성 및 해충저항성

31

면화

15985×1445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32

면화

531×1445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33

면화

LLcotton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34

사탕무우

H7-1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35

캐놀라

MS1/RF1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및 웅성불임

36

캐놀라

MS1/RF2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및 웅성불임

37

캐놀라

Topas 19/2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38

옥수수

MON88017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및 해충저항성

39

면화

MON8891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40

옥수수

Bt10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41

알팔파

J101/J16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42

옥수수

MIR604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43

옥수수

DAS-59122-7×TC1507
×NK603

(유)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44

옥수수

TC1507×DAS-59122-7

(유)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45

옥수수

DAS-59122-7×NK603

(유)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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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특 성

46

옥수수

Bt11×GA21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47

면화

15985×LLCotton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48

옥수수

MON88017×MON810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49

면화

15985×MON88913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50

면화

281/3006×88913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51

면화

281/3006×1445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52

콩

A2704-12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53

콩

MON89788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54

옥수수

MON89034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55

옥수수

Bt11×MIR604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56

콩

DP-356043-5

(유)듀폰

제초제내성

57

옥수수

Bt11×MIR604×GA21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58

옥수수

MIR604×GA21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59

옥수수

MIR162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60

콩

DP-305423-1

(유)듀폰

지방산변화 및 제초제내성

61

옥수수

DP-098141-6

(유)듀폰

제초제내성

62

면화

GHB614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63

옥수수

MON89034×
MON88017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64

옥수수

MON89034×NK603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65

옥수수

MON89034×TC1507
×MON88017×DAS-59122-7

몬산토코리아(주)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66

옥수수

TC1507×DAS-59122-7×
MON810×NK603

(유)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67

옥수수

TC1507×MON810×NK603

(유)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68

옥수수

NK603×T25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69

옥수수

MON89034×TC1507×NK603

몬산토코리아(주)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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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

품 목

신청자

특 성

70

옥수수

Bt11×MIR162×MIR604×GA21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71

옥수수

3272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72

콩

A5547-127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73

옥수수

1507xMIR604xNK603

(유)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74

콩

DP-305423-1x
GTS 40-3-2

(유)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75

콩

MON87701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 표 5-6-16 】 안전성심사 승인된 유전자재조합 미생물 (2011.12.31.현재)
연번

품 목

신청자

특 성

1

FIS001

씨제이제일제당(주)

L-아라비노오스
이성화효소 생산

【 표 5-6-17 】 안전성심사 승인된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2011.12.31.현재)
연번

품 목

신청자

특 성

1

말토게닉아밀라아제

노보자임스코리아(주)

Amylase

2

α-아밀라아제

노보자임스코리아(주)

Amylase

3

PromozymeD

노보자임스코리아(주)

Pullulanase

4

Lipozyme RM IM

노보자임스코리아(주)

Lipase

5

Novoshape

노보자임스코리아(주)

Pectinesterase

6

Riboflavin

(주)디에스엠 뉴트리션 코리아

Vitamin B2

7

Maturex L

노보자임스코리아(주)

α-Acetolactate decarboxylase

8

lecitinase ultra/lipopan H BG

노보자임스코리아(주)

Lipase

9

lecitinase Novo/lipopan F BG

노보자임스코리아(주)

Lipase

10

Optimax L-1000

(주)옥전바이오텍

Pullulanase

11

Lipopan 50BG/lipozyme TL IM

노보자임스코리아(주)

Lipase

12

ChyMax

크리스티안 한센 A/S

Chymosin

13

Pentopan Mono BG

노보자임스코리아(주)

Xylanase

14

Shearzyme 2X/Shearzyme 500L

노보자임스코리아(주)

Xylanase

15

글루코아밀라아제

노보자임스코리아(주)

glucoamylase

안전성심사와 관련한 규정과 각 품목의 심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의 ‘정보마당’의 ‘KFDA분야별 정보’의 ‘유전자재조합식품(GMO)’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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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어 있다.

(5) 안전성 평가 심사 미승인 품목의 관리 현황
「식품위생법」 제18조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 농·축·수산물 및 미생물
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 심사를 의무화하며, 안전성 평가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식용
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5호에 따라 일체의 수입·유통·판
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
분석 및 철저한 수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 우려가 있을 경우 이미 통관된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산 해충저항성 쌀, 미국산 제초제 내성 쌀, 미국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 내성 옥수
수, 캐나다산 제초제 내성 아마씨, 미국산 바이러스저항성 파파야 등에 대하여 국내 유
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작물의 개발과 생산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위해정보
수집·분석과 제 외국과의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1) 시행 목적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품
목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
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식품에 대한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료 농산물에 대한 표시 관리는 농
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들 농산물을 주요 원재료
로 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제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EU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표시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의 식량 자급도, 사회·경제적 여건 등 국가별 상황에 따라 그 대
상 품목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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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규정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표 5-6-18).

【 표 5-6-18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련규정
규정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신설(2011.6.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
(2001.7.31.)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 기준」 제정
(2000.8.30.)

내용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의무화 근거 규정 변경(제10조 → 12조의2)
• 수입 신고 시 유전자재조합 표시 대상 식품 서류 구비 요건 마련
• 표시 대상, 시기 및 방법 제정(2000.8.3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표시기준 개정(2004. 1. 31.)
•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에 따른 표시기준 개정(2007. 11. 14.)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신설
(2009. 8.24.)

(3) 표시 대상 및 방법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고도로 정제·가공되어 최종 식품에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 있지 않은 간장, 식용유,
포도당, 과당, 덱스트린 등은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식품 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
업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해당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주 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옆에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의 활
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포함식품’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전
자재조합된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현황
가. 표시제 시행 현황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는 2000년 1월 「식품위생법」 제10조를 개정을 통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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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마련하여 같은 해 8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그 이듬
해인 2001년 7월부터 표시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1월 표시기준을 개정(2004. 1. 31)하였으며, 2007년 11월 14일 고
시 개정을 통하여 표시 대상을 기존의 콩, 옥수수에서 유채, 면화, 사탕무 및 이를 사용한
식품에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2001년 7월3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를 개정하여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 식품의 수입 시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필요한 서
류 구비 요건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나. 표시제 관리 체계
우리나라는 표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검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검증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의 혼
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의 구입·생산·보관·운반·선별·선적 등의 과정에서 유전
자재조합 품목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제출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과학적 검증이란 과학적
검사법을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검사 등을 통해 표시 생략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
다.
표시 대상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에 유전자재조합 표시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
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시 대상 식품으로서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표시생략 증
명서류의 확인과 검사를 통해 표시 생략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유전자재조합식품
으로 표시하여 수입된 식품은 수입단계에서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조
용 원료는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추적·조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시대상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구분유통증명서, 원료수불대장
등 관련 서류의 확인과 원료의 보관 및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
고 필요 시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된다.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지
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계획에 의거 검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GMO-Free, nonGMO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 위반이 의심되는 식품과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서는 중
점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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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과학적 사후관리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 의무화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험법 표준
화, 공인검사기관 지정 등 사후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심사 승인된 75개 유전자재
조합농산물 품목 중 상업화 중단된 8개 품목이외 67개 품목의 시험법이 확립되었다. 또
한, 미승인 GMO가 함유된 식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 옥수
수 2종(StarLink, Event 32)과 유전자재조합 쌀 5종(Bt63, LLRice 601, LLRice 602,
Kefeng6, KMD1), 유전자재조합 아마 1종(FP967), 유전자재조합 파파야 2종(PRSVYK, 55-1)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 공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
준’을 개정 고시하여(식약청고시 제2005-59호) 2011년말 현재 16개 시·도 보건환경연
구원, 6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그리고 1개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
육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도검사 등 검사
능력을 확인하고 있다.

5) 맞춤형 교육·홍보 및 안전 정보 제공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개요, 안전성 평가절차,
표시제도, 국가관리체계 및 안전성 논란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계층별 맞춤
형 정보를 제공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속적인 교육·홍보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교육대상별 커뮤니케이션 전
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교재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부 및 대학생 등 일반인 교
육과 유전자재조합식품 담당 공무원, 영양(교)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대상의 전문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 식품영업자에게도 영업 전 교육을 통해 미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의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장 및 실습 교육을 병행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온라인 블로거(blogger)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밥상 만들기” 체험학습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유전자재조합식품 체험학습” 및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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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조합식품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들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 정보 홈페
이지 (http://www.kfda.go.kr/gmo/index.do)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정책 및 안
전성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부 및 성인을 위한 다양한
소책자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만화책과 교사용 교재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
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2만여 개 전국 중·고등학교에 홍보용 소
책자와 “유전자재조합식품 강의지침서”를 배포하였으며, 식품안전의 날이나 심포지엄, 교
육, 강의 등을 통해서 홍보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2008년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생물교과서 등에 잘못 기술되어 있
는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유도하였
고, 2009년에는 정보 접근 경로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 한방TV와 같은 대
중매체를 활용한 영상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캐릭터를 이용한 동영상 교육
자료와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인 이러닝(e-learning)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비자 단체 및
식품관련협회,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정보전달을 도모하였으며, 2011년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의 플래시 애니
메이션과 다큐멘터리 형식의 실제 현장 영상이 담긴 홍보 동영상을 CD로 제작하여 보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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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 여건과 주요성과

1. 의약품을 둘러싼 환경변화
의약품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안전성·유효성의
확보가 필수이므로 각종 엄격한 법적 규제가 따르며,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약업체
도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하게 된다.
의약품을 활용하여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및 예방 등 국민보건과 건강을 실현하게 되
며, 의약품의 개발과정에 수반되는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생물학, 과학, 공학, 정보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의 연구개발에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적인 측면에
서는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
다. 또한,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진보는 의료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의료비의 억제에
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신약의 개발은 입원일수, 치료일수의 단축, 삶의 질 향상
또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
서 엄격한 안전성·유효성 및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조화된 규제체계 확
립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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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시장 동향
2011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100% 가까운 성장을 기록한 원료의약품의 성장세 덕분
에 16조 7,011억원으로 전년(15조 7,098억원)도에 비해 7.3% 증가하는데 그쳤다. ’04~’10
년 의약품의 연평균성장률 8.5%와 비교하면 2009년 성장률은 6.44%, 2010년은 6.23%로
최근 3년간 국내 의약품의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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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5.985
105.985

2005
2005

8.0
8.0

9.8
9.8

125.982
114.728 125.982
114.728

2006
2006

2007
2007

전년대비성장률(%)
전년대비성장률(%)
10.3
10.3
157.098
147.879 157.098
138.938
147.879
6.4
6.2
138.938
6.4
6.2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12.0
12.0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0.0
0.0

【 그림 6-1-1 】 연도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210000
210000
18000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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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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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30000
30000
-

국내생산실적(억원)
국내생산실적(억원)

114.530
114.530
9.1
9.1

2004
2004

126.220
126.220
10.2
10.2

2005
2005

140.635
140.635

11.5
11.5

2006
2006

전년대비성장률(%)
전년대비성장률(%)
182.199
171.854 182.199
152.635 171.854
152.635

8.5
8.5

2007
2007

191.432
191.432

12.6
12.6
6.0
6.0

2008
2008

2009
2009

5.1
5.1

2010
2010

30
30
25
25
20
20
15
15
10
10
5
-5
-

【 그림 6-1-2 】 연도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생산+수입-수출)

국내 의약품 생산이 국내총생산(GDP) 및 제조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대
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총생산의 1.39 → 1.34%, 제조업 GDP의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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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는 19조 1,437
억 원(165.6억 달러)으로, 전년(18조 2,204억 원, 142.8억 달러) 대비 5.1%(달러기준
16.0%) 성장, ’10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8,560억 달러) 대비 국내 시장규모는 1.9%로
추산되며, 전년(1.7%) 대비 0.2%p 상승하였다. 지역별 시장규모(점유율)는 북미(3,348억
달러, 42.3%), 유럽(2,307억 달러, 29.2%), 아시아/아프리카/호주(981억 달러, 12.4%),
일본(857억 달러, 10.8%) 및 남미(420억 달러, 5.3%) 등으로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등
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IMS Health Market prognosis)
기업별로 생산실적 1위는 동아제약이며, 대웅제약·한미약품·종근당·녹십자 등의 순
으로 그 뒤를 이었고,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녹십자의 생산실적 증가가 2년 연
속 두드러진다(4,558억 원 → 5,627억 원, 23.5%증가). 이들 업체를 포함한 상위 6개
사가 생산액 25.0%를 차지하고, 20개사가 완제의약품 생산액 53.2%를 점유하여, 전년
(53.0%)과 같이 대형 제약사 중심의 생산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표 6-1-1 】 2010년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20개 제약기업
(단위 : 십억원, %)

순위

업체명

2007

2008

2009

2010

전년대비
성장률

10년
점유율

10년 누적
점유율

1

동아제약

594

699

797

830.0

4.1

5.8

5.8

2

대웅제약

518

567

593

596.5

0.6

4.2

10.2

3

한미약품

522

580

593

563.3

-5.0

4.0

14.0

4

녹십자

311

303

456

562.7

23.5

4.0

17.9

5

한독약품

412

509

455

535.4

17.8

3.8

21.7

6

씨제이제일제당

290

352

339

476.2

40.5

3.3

25.0

7

종근당

271

350

386

448.1

16.0

3.1

28.2

8

유한양행

372

454

430

409.2

-4.7

2.9

31.1

9

중외제약

388

395

464

371.2

-20.0

2.6

33.7

10

일동제약

306

328

311

360.0

15.7

2.5

36.2

11

SK케미칼생명과학부문

284

280

246

297.8

21.2

2.1

38.3

12

신풍제약

190

209

270

292.9

8.3

2.1

4.03

13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99

180

323

267.0

-17.4

1.9

42.2

14

삼진제약

164

194

205

250.5

22.1

1.8

44.0

15

제일제약

205

199

233

243.8

4.7

1.7

45.7

16

보령제약

196

192

224

230.0

2.8

1.6

47.3

17

한국얀센

190

198

199

217.0

11.9

1.6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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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업체명

2007

2008

2009

2010

전년대비
성장률

10년
점유율

10년 누적
점유율

18

동화약품(주)

204

255

173

198.2

25.7

1.5

50.4

19

LG생명과학

189

195

210

193.5

-5.5

1.4

51.8

20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14

148

183

5.8

1.4

53.2

품목별로는 퀸박셈주, 그린플루-에스프리필드시린지주, 스티렌정 등 국내개발 백신 및
천연물신약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퀸박셈주」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의 동시 예방백신으로,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 아동기
금)를 통해 전량 해외 수출하는 품목이다. ‘그린플루에스프리필드시린지주(신종 인플루엔
자분할 백신)’는 ’09년대비 69.9% 성장하였고, 뇌졸중, 심근경색에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플래리스정(황산수소클로피로그렐)’이 43.3% 성장률을 보이며 상위 10위권에 진입하였
다.

【 표 6-1-2 】 2010년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10품목
(단위 : 백만원, %)

제품명

업체명

2008

2009

2010

전년대비
증감율

1

퀸박셈주

베르나바이오코리아

163,760

309,651

252,734

-18.4

2

그린플루-에스프리필드시린지주(신종
인플루백신)

녹십자

89,770

152,512

69.9

3

박카스디액

동아제약

128,980

127,537

149,051

16.9

4

플라빅스정75밀리그람(클로피도그렐)

한독약품

102,387

126,450

129,088

2.1

5

스티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동아제약

90,508

109,773

89,417

-18.5

6

사람적혈구농축액(농축적혈구)

대한적십자사

66,284

72,545

74,975

3.3

7

글리아티린연질캅셀(콜린알포세레이트)

대웅제약

50,247

58,057

68,116

17.3

8

녹십자-알부민주20%(사람혈청알부민)

녹십자

50,287

63,536

63,951

0.7

9

사람혈소판농축액(농축혈소판)

대한적십자사

54,647

61,024

63,750

4.5

10

플래리스정(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삼진제약(주)

24,770

37,912

54,399

43.5

순위

전문의약품은 11조 5,098억 원(전년도 10조 6,494억 원, 대비 8.1% 증가)을 생산하여
11조를 넘었고, 동맥경화용제, 혈압강하제 등 만성·성인질환 치료제의 상승세가 지속적
이며, 백신류가 두자리수 상승하는 등 전문의약품 비중이 전년대비 1.2%p 높아졌다.(전문
의약품비중 : (’05년) 72.4% ⇒ (’09년) 80.8% ⇒ (’10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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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개발신약 및 개량신약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서 최근 생산증가가 두드
러져 향후 전문의약품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개발신약(15개) : (’04
년) 131.5억 원(7개) ⇒ (’10년) 512.5억 원(9개, 289.7% 증가, 개량신약(10개) : (’09년)
248.8억 원(2개)⇒ (’10년) 655.2억 원(6개, 163.3% 증가)) 약효군별로는 항생물질 제제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1위), 해열·진통·소염제(2위), 혈압강하제(3위),
소화성궤양용제(4위), 순환계용약(5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영
향으로 백신류 생산도 10.9%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 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등이 지속
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혈압강하제, 소화성궤양용제, 동맥경화용제 등의 지속적인
고성장은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심혈관 질
환, 위장관 기능 저하 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러한 약효군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
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6-1-3 】 연도별 주요 약효군 생산실적
(단위 : 십억원, %)

순위

약효군

2007

2008

2009

2010

전년대비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2005~2010년)

1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
하는 것

1,068

1,156

1,206

1,287

6.66

3.97

2

해열, 진통, 소염제

785

883

861

899

4.50

4.67

3

혈압강하제

658

783

771

847

9.88

8.14

4

소화성궤양용제

584

656

749

767

2.43

13.08

5

기타의 순환계용양

725

731

727

735

1.00

0.14

6

동맥경화용제

379

554

660

734

11.28

22.30

7

백신류

227

310

538

596

10.89

35.36

8

혈액제제류

384

384

453

474

4.69

22.27

9

기타의 화학요법제

438

476

444

461

3.74

4.41

10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381

401

5.28

의약품 수출입에서는 의약품 수출 증가속에서도 무역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2011년 의
약품수출은 20.8억 달러(2조 4,914억원)로 전년에 비하여 3.6억 달러(21.0%) 늘어 2007
년 10.2억 달러, 2008년 11.4억 달러, 2009년 13.9억 달러, 2010년 17.2억 달러의 상승
세를 이어 갔다. 그러나 수입이 52.2억 달러(6조 2,646억원)로 전년도에 비해 5.34억 달
러(11.4%)가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출 상위 20개국의 경우 ’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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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속적인 강한 상승세를 보인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지역 국가가 상위
권을 차지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은 에티오피아가 전년에 이어 수출국 상위 20개국에 포함
되어 1.0% 이상 수출시장을 형성하여 시장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역수지

수출

수입

60
50
40
30
20
10
0

2003

-1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
-30
-40

【 그림 6-1-3 】 연도별 무역수지 현황

2) R&D 동향
세계 거대 제약사의 2010년 R&D 투자는 1,230억 달러로 투자규모를 계속 늘려가고 있
지만, 신약 성공건수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Innovation Gap”
현상은 긴 개발기간(10~17년), 고비용, 고위험(성공률 10% 미만, 안전성 예측의 어려움
및 허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낮은 투자대비 수익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valuate Pharma, ‵09.5.)

160
140
116

120

123

132

136

138

142

104

100

85

93

76

80
60

123

128

55

59

67

40
2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그림 6-1-4 】 전세계 의약품 R&D 지출 현황(십억불) (Evaluate Pharma, ’09.5)

367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제
6
장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 표 6-1-4 】 매출 상위 5개 제약기업의 R&D 비율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8년 매출액(백만불)

매출액 대비 R&D비율

화이자

48,296

16.5%

로슈

42,880

19.4%

노바티스

41,457

17.4%

사노피-아벤티스

38,320

17.3%

GS

33,849

14.6%

신약개발의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활
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인의 유전체분석을 바탕으로 한 “타겟기반 치료제(Targeted
treatment solutions)” 및 “유전자기반 치료제(Gene-based therapies)”가 기존 전통적
인 의약품 및 저분자 화합물 개발을 점차 대체하는 것이 그 사례라 할 것이다.

Phama Revenues

Today

High density products
Targeted treatment solutions
Traditional products
Gene-based therapies

1980

1990

2000

2010

2020

출처 : IBM Phama2010, The Threshold of Innovation

【 그림 6-1-5 】 의약품 개발동향의 과거와 미래

유전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치료대상 환자군을 타겟팅함으로써 치료대상이 좁아지며, 임
상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상 환자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양상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Microdosing 등 첨단 임상시험 기술의 등장으로 신약개발
성공률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Bioimaging을 통한 진단과 치료 융합,
HTS(Highthroughput screening), In silico(가상실험), Virtual screening(가상스크리
닝) 등 모의실험을 통한 생명현상 연구 및 의약품 설계 등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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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약연구 개발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고도의 기
술을 요하는 1, 2상 임상시험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 한해 초기 임상시험
(0~1상)이 149건(29.6%)이었으며, 2상은 70건(13.9%)이었고, 다국가(Multinational) 임
상시험 194건, 국내(Local) 임상시험 309건(’09년) 등 2000년대 초 IND 제도 도입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냈다.
그리고 2010년 국내 주요 제약사의 R&D 투자는 규모면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LG생명과학, 한미약품을 제외한 R&D 투자 국내 상위 10개 제
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7% 이하에 불과하고 전체 매출규모를 고려해볼 때
실제 투자액은 극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신약개발은 ’99년 선플라주(SK제약) 이래 ’10
년까지 15개가 허가되었으며, 연간 평균 1.3개 개발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미약한
수준(연 평균 미국은 11개, 유럽은 17개, 일본은 9개)이다.

【 표 6-1-5 】 국내 허가 신약 현황
연번

업체

제품명

주성분

효능·효과

허가일자

1

SK케미칼

선플라주

헵타플라틴

항암제(위암)

1999-07-15

2

대웅제약

이지에프외용액

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

1999-03-04

3

동화약품공업

밀리칸주

질산홀뮴-166

항암제(간암)

2001-07-06

4

중외제약

큐록시정

발로플록시신

항균제(항생제)

2001-12-17

5

LG생명과학

팩티브정

메탄설폰산제미플록사신

항균제(항생제)

2002-12-27
(FDA 허가 2003-4)

6

구주제약

아피톡신주

건조밀봉독

관절염치료제

2003-05-03

7

CJ제일제당

슈도박신주

건조정제슈도모나스백신

농구균예방백신

2095-01-26
(2009-08-20 취소)

8

종근당

캄토벨정

벨로테칸

항암제

2003-10-22

9

유한양행

레바넥스정

레바르라잔

항궤양제

2005-09-15

10

동아제약

자이데나정

유데나필

발기부전치료제

2005-11-29

11

부광약품

레보비르캡슐

클레부딘

B형간염치료제

2006-11-13

12

대원제약

펠루비정

펠루비프로펜

골관절염치료제

2007-04-20

13

SK케미칼

엠빅스정

염산미로데나필

발기부전치료제

2007-07-18

14

일양약품

놀텍정

일라프라졸 항궤양제

항궤양제

2008-10-28

15

보령제약

카나브정

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

본태성고혈압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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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만성질환의 증가, 노인성 질병의
보편화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에 있어 규제당국의 역할 강화와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중심 의료체계」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의 구체적인 의약
품 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의 증대로 합리적 의약품 선택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올바른
의약품 정보 제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결정자는 약제비,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경제성 평가 등 감시노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FTA 등 세계화의 진전으로 제약산업 또한 국내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의 무한경쟁 속에 진입하게 되었다. 의약선진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를 통해 허가·심사·품질에 대한 공통규범을 만들어 전세계로
확산에 대해 능동적 대처를 요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 인식도가 높
아지면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요구의 증대가 전망된다. 이
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전략
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표 6-1-6 】 주요 의약 선진국 정책동향
구분

370

정책내용

미국

•「의약품안전 시스템 강화이니셔티브」 추천
- 의약품의 전주기 차원에서 수집되는 안전정보를 통합, 연계성 확보
- 의약품 리스크 종합관리를 위해 REMS 실행
•「Safety First / Safe Use」 전력
-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절차 강화, 시판 후 안전 이슈 초점
- 사용과정에서 의료상 과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BINT 복합제품, 희귀·소아 의약품 개발 집중

유럽

•위조약 관리 등 “새로운 의약품사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환경 하위조약에 대한 새로운 감시체계 입법 등
•공중보건상 필요수요 대응전략 수립
- 질병 등 새로운 위협요인, 항생제내성, 희귀의약품 등 새로운 공중보건이슈 등
•Emerging Science에 대한 제도적 수용방안 마련
- 맞춤형, 나노기술, 재생의학 등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법·제도 등 허가체계 등 변화모색

일본

•「“Life innovation”에 의한 건강대국 전략 」
- 일본발 혁신적인 의약품, 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 관련 산업의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 미허가 의약품 개발 및 출시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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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의 평가와 과제
식약청은 의약품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할 수 있다. 사전예방
적 안전관리·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약·제네릭의약품 개발의 촉진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왔다.

1)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및 허가심사 체계 구축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수집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연간 부작용 보고 건수가
수십, 수백건에 그쳐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이에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하
여 2004년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성 정보의 보고기한·평가
절차·평가기준·전파요령 등을 구체화하였고, 2008년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등에게 안전
성 정보의 정기보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2006년 3개 종합병원을 ‘지역약물감시센
터’로 지정한 이래, 2010년 현재 15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거점 병원을 통
한 부작용보고 수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0년에는 연간 부작용 보고
건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부작용 보고 건수 : ’02년 148건, ’05년
1,841건, ’06년 2,467건,’09년 26,827건, ’10년 53,854건)
또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 국내 허
가사항, 외국 허가사항, 전문 서적·논문 등을 검토하여 병용금기, 연령금기, 치료중복주
의, 치료기간주의 의약품 등 적정사용정보(DUR)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병용금
기 473개 성분조합, 연령금기 108개 성분, 임부금기 314개 성분을 제공하였다. 한편, 의
약전문가가 처방·조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부정·불량의약품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의약품 등 제조업체에 대한 정
기/수시 기획감시를 통해 부정·불량의약품을 근절하고 우수의약품 유통·생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사이버모니터단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07), 인터넷기업협회
및 회원사와의 MOU 체결(’07) 등을 통한 인터넷 사이트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차단에 주
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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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7 】 연도별 약국 약사감시 실적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시건수

31,812

28,159

35.060

28,221

21,668

적발건수

926

776

824

952

1,656

적발율

2.91%

2.76%

2.35%

3.37%

7.64%

신약허가 제출자료의 국제화, 항암제 등 신속심사대상 확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불필요한 규
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의약품 우수심사기준(GRP) 도입을 통한 심
사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및 수입대체경
비 지정으로 허가심사 분야의 신속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기반 구축
식약청은 90년대부터 연구개발(R&D), 비임상시험(GLP), 임상시험(GCP), 제조(GMP),
유통(GSP) 등 각 단계에 대한 다양한 관리제도를 도입해 왔으나, ’06년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사건으로 인한 의약품 품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원료에서 완제품까
지 총체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생동성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입증 품목
을 확대, 원료의약품 DMF(drug master file) 대상 확대 등 품질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2008년 신약부터 2010년 원료의약품까지 단계적으로 기존의 대단위제형별 평가
를 품목별로 허가신청되면 GMP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또한, 공정·세척·컴퓨터 등 밸리데이션 의무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3) 신약·제네릭의약품 개발 촉진기반 마련
국제기준의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채택(’95), 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 전면개정(’
98), OECD비임상시험자료(GLP) 상호 인정(’00), 임상시험승인제 도입(’02)과 정부·기
업의 신약개발연구개발 노력으로 국내 비임상 및 임상시험 규모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여,
2000년대 말부터는 아시아에서 경쟁력·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기술 보유국
으로 발돋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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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출범 이후 식약청은 인허가 및 의약품 개발·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법·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여 왔다. 연구개발(R&D), 임상시험(GCP), 제조
(GMP), 유통(GSP) 등 각 단계별 과학적 관리제도를 도입·구축하여 개발에서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약품 선진품질관리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비임상, 임상, 허
가심사 및 부작용 관리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 확립에 거의 근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약청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제는 그간 적극
적 규제의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수준의 규제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확산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약물감시센터 운영(15개소)등으로 부작용
보고건수는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작용 예방·대처에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성 우려 의약품 처방·조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적극 대응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의약품 안전관리 주요성과
1)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 관리
2007년도에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담당
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하였고, 2008년도에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제조업체 등이 ‘약물감시기준서’를 마련토록 체계화 하였다. 2012년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운
영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2006년 3개로 시작한 지역약물감시센터는 2007년 6개, 2008년 9개, 2009년 15
개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는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07년 3,750건에서 2011년 66,395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2) 부정·불량의약품(마약류 포함) 유통 차단
2000년대 이후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사회환경 변화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경로가 온
라인으로 집중됨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 및 회원사와 양해각서 체결 및 사이버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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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통해 불법판매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이에 2007년 394건이던 의약품 불법판매 접속차단/삭제 요청실적은 2011년
에는 2,409건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이후 이슈가 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하여는 원료물질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여, UN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에 매년 원료물질 거래현황을 보고하고 2008년 헤로인 전구물질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프로젝트(Data, Intelligence, Collection, Project and
Exchange)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신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감안 2012년부터는 원료물질 1군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제 및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3) 의약품 등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8년에 개량신약에 대한 신속심사제를 도입하였으
며, 기술상담을 R&D초기단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품화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또한, 벤처기업 등 의약품 연구개발자가 제조업 허가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하
고 제조는 전면 위탁이 가능하도록 의약품제조업과 품목허가를 분리하였다.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용의약품의 허가·신고시 품목별 사전 GMP 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허가기간을 단축하였고, 수출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 심사관련 수
수료를 면제하였으며, 허가처리기간 또한 70일에서 25일로 단축하였다. 2011년에는 수출
희망업체에 대하여 사전 모의실사를 실시하여 수출국 요구사항에 대비하였으며, 민관협력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해외 등록지원을 위한 등록절차, 시장 상황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였다.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에서는 허가심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및 국제조
화를 통한 선진의약품 허가심사제도 도입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2009년 품목관리자제도
도입/운영, 사전검토제 운영, 의약품 심사결과 공개 및 허가보고서 발간 등 허가심사의 투
명성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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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 및 정착
소비자 중심의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공급 및 제약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품질보증
체계 구축이라는 목아래 2008년 1월부터 신약을 시작으로 2010년 료 및 의약품외품을 포
함하여 전면적인 GMP 관리체계로 전환되었다. 2012년에는 GMP 상호인증 협의시 대부
분의 유럽국가 및 ASEAN 국가 등에서 PIC/S가입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함에 따라 PIC/S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년 가입승인을 목표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5) 의약품 기준·규격의 선진화
2008년 석면탤크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국내 의약품 기준·규격의 전면적 재검
토를 실시하였고, 일본, 유럽, 미국 등의 약전과의 면밀한 비교·검토 후 개정(안)을 도출
하여 국내 의약품 기준·규격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순도시험, 중금속 등 안전성과 관
련된 시험항목의 경우 신속한 개정작업이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약사법에서 ‘대한약전’
을 ‘대한민국약전’으로 개정함에 따라 국명이 약전명칭에 삽입되어 우리나라 약전으로서
그 위상이 제고되었다.

6) 의약품 분야 국제협력 추진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의약품분야에 국제화가 급진전되어 APEC, ICH 등 국제협력·
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었는데, 임상시험, 허가·심사를 중심으로 의약품 관련 전분야에
서 규제조화 및 정보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ODA 개발협력사업 참여,
APEC 규제조화센터 참가, 한중일 의약품분야 국장급회의 개최 및 ICH 허가심사 가이드
라인 개발 참여 등 의약품분야 국제협력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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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지원

1.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및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과학적 평가·조치
의약품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라는 유익성(benefit)과 함께 부작용(유해사례)이라는 위
험성(risk)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은 곧 유익성과 위험성을 저울
질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저울이 유익성 쪽으로 기울면 의약품 시판을 허가한다.
그러나 이 저울질은 허가 이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다
가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저울질은 계속된다.
의약품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 시
판허가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허가 전의 임상시험
은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인 조건하에 실시되므로 시판 허가 이
후의 다양한 사용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의약품 시판 허가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
발생 양상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저울질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식약청의 수집대상이 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의약품 사용에 따른 국내 유해사례, 국
외 안전성 조치 정보, 의·약학 관련 문헌,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 등이다. 국
내 유해사례는 소비자, 병·의원, 약국,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지역약물감시센터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유해사례 및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정부의
조치에 관한 정보는 15일 이내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제약업체 등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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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의 안전성 관련 조치 및 유해사례 등은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하거나, 외국
정부나 WHO에서 알려오기도 하고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입수해서 보고하기도
한다.
식약청은 수집된 정보를 평가하는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약품 제조·수입업
체에게 자료제출을 지시하거나 외국 정부, WHO에 직접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한다. 조치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한다.
식약청은 정보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허가사항 변경, 조사·연
구결과 제출, 판매 중지, 수거·폐기 등의 지시를 내리고, 관련 정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에게 제공한다.
식약청은 2004~2005년도에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성정보
의 보고기한, 평가절차·기준, 전파요령 등을 구체화하고 2007년도에는 제약회사로 하여
금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담당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의무
화하였다. 또한, 2008년도에는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성정
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신속히 보고해야 할 유해사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제조업
체 등이 ‘약물감시기준서’를 마련토록 하는 등 체계화하였다. 2012년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유해사례를 수집하게 됨에 따라 보고 기관 및 절차 등
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약물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약
물감시센터는 센터로 지정된 병원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여 보고
하고 있으며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의·약사
등 전문가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3개로 시작된 지역약물
감시센터는 2007년 6개, 2008년 9개, 2009년 15개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는 연세대
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 서울
아산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 일
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계명대
학교 동산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의 20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7년 3,750건에서 2011년 66,395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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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2-1 】 연도별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실적
(단위 : 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3,750

7,210

26,827

53,854

66,395

아울러, 식약청은 그간 외국 조치에 의존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국내 의약품 유해사례 보
고 자료 등의 과학적·체계적 분석·평가를 통한 선제적·주도적 시판 후 안전조치 실시
를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였다. 2011년 6월에 약사법 개정으로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신속하게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을 준비하여 동년
12월에 설립이 허가되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
가·제공,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생산·제공,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의약품안
전관리원은 2012년 4월중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2007년도에는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성분 제제의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등 총 281건의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다이아지논” 성분 제제의 허
가 제한 등 총 264건, 2009년도에는 “가바펜틴”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 등 총 283건,
2010년도에는 “시부트라민” 성분 제제의 사용중지 등 총 144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도에는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제제 등 3개 제제에 대하여 시판중지 조치를 취하
였고, “가도디아마이드 단일제” 등 22개 제제에 대하여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등 총 53
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 표 6-2-2 】 2011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처리 실적
(단위 : 건)

조치현황

378

구분

계

처리건수

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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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중지

안전성
서한·속보

허가사항 변경

참고자료

3

3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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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의약품적정사용 정보란, 의약품 처방·조제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
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품 사용기준
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 정보이다.
부적절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은 세계적으
로 환자 진료의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미
국의 경우 매년 병원에서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해 약 10만 명의 환자들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향상시켜 환자의 안전을 도
모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
진국에서는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의약품의
사용양상을 모니터링 및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일련의
순환 시스템인 의약품 적정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년부터 약제적정성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결과를 공개해 왔으나, 그동안 국내에 의약품 적정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전
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제공 및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4년
부터 국민건강에 가장 위해가 큰 것으로 평가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에 대
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제공의 시
발점이었다. 이 후 2005년 9월에 의약품 적정사용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업무가 의약
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주관하는 식약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정보에 따라 의약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업무이관 이후 우리 청은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지원의 일환으로 안전성 우려가 높은 병
용금기, 연령금기 및 임부금기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추가 공고하고 있다. 2011년에는 신
경계용 의약품, 기관계용 의약품, 대사성 및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과 항병원 생물성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정사용 평가를 실시하고 병용금기 139개 성분 조합, 연령금기 19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변경 및 추가하였다.

379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제
6
장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 표 6-2-3 】 ‘병용금기’, ‘연령금기’ 및 ‘임부금기’ 의약품 지정·관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병용금기

242

308

356

473

612

612

연령금기

46

44

102

108

127

127

임부금기

-

314

314

314

314

314

안전성 우려가 높은 의약품 지정·관리 외에 의약품의 사용 시 주의할 내용 등을 포함한
적정사용 정보 제공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지난 2008년부
터 국내외 허가사항·임상문헌 등을 조사·평가하여 주기적으로 의약전문인을 위한 의약
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발간하고, 의약 관련 단체, 각 지역 병/의원 및 약국 등으로 배포하
여 의약품 처방·조제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2008년에는 약물 알레르기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약물 알레르기 정의, 알레
르기 주의 의약품 등의 내용을 수록한 약물 알레르기에 대한 환자 교육용 책자를 발간하였
다. 이어 2009년에는 의약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에서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제공하였다. 이 정보집에는 노인
의 병태·생리학적 특징으로 인한 일반적 주의사항과 함께 노인에서 주의해야 할 의약품
및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적정사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의약전문가가 임부
의 약물투여에 대하여 상담할 때, 약물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발간하
였다. 또한 의약품 이상반응 취약군이 될 수 있는 특정 질병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물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질병 정보집’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진단·처방 및 투약 시 특화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소아와 신질환자 및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소아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과 ‘신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
용 정보집’ 및 ‘간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발간하였다.또한 가장 빈번하
게 치료군 중복이 우려되는 약물군인 ‘해열·진통·소염제, 정신신경용제, 호흡기계용제’
에 대하여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치료중복 주의 의약품’이란 책자를 마련
하였다.
2012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한
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를 연계하여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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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2004년 이후 기공고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
데이트하고 치료 용량 및 기간, 치료 중복약물 등의 정보를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등 의약
품 안전정보 개발·활용을 확대하며 의약 전문가 및 일반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를 통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적정사용 정보 모
니터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사항과 의약품적정사용 정보 환류시스템을 구축
하여 보다 최신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정사용 정보 시스템의 선진화를 목표로 계획 중
에 있다. 이로써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처방·조제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국민 건강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3. 어린이 친화적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식약청에서는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시럽제의 무색소
제품 공급을 추진하고,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용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정보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표기하도록 추진해 왔다.
식약청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민 모임,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및 제약 관련단
체 추천 전문가 10명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결과 타르색소에 대한 소비자의 불
안 해소를 위하여 타르색소가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 감기약의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여 2009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우선, 제품의 외부 용기·포장에 ‘무색소’(Dye-Free) 표시를 허
용하여 여타 제품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무타르색
소 제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약업체가 2009년 7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무타르
색소 감기약을 허가 신청할 경우 ‘우선 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허가 받을 수 있
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시럽제가 대부분인 어린이 감기약의 특성상 의약품 색소가 의약품 오용 방지
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무색소 제품 공급방안
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
방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이란 가정 등에서 의약품 보관 등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쉽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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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을 개봉하여 섭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이내에 개봉하기 어렵도록 한 것으로
종전에는 30mg 이상의 철 성분 등 5개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에만 의무화하였으나, 2009
년 6월 19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량을 초과하는 로페라마이드, 나프록센, 케토
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추가 의무화하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의약품 안전정보를 알고자 하는 요구 증
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인 뿐 아니라 노인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의
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전문용어와 쉬운 용어를 병행 기재하고 기재되는 글자
크기를 키워 만족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09년에 736개, 2010년에는 66개의 쉬운용어를 지정
하여 “객담”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객담(가래)”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기재되는 글자크
기를 한국산업규격 KSA 0201이 정하는 바에 따라 6~7point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
다. 또한, 2011년에는 주사제 등 비경구용 무균제제에 기존에 기재하던 유효성분에 사용
하는 첨가제 명칭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소비자 및 전문가에게 좀 더 많은 정보 제
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4.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차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부정·불량의약품이라 함은 ① 약사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것(= 무허가), ② 허
가된 내용과 유효성분이 다르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 불량), ③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
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된 것(= 위조) 등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 과거에는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 단계에서의 무허가나 품질불
량 의약품발생을 억제하여 부정·불량의약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함으
로써 부정·불량의약품 차단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약분업 같은 보건의료 제도를 포함한 사회 환경 변화, 인터넷으로 대변
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택배나 항공우편 같은 운송(배송) 수단의 발달은 부정·불량
의약품의 불법유통경로를 다양화함은 물론 소위 해피드럭(happy drug)이라 불리는 오·
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위조의약품 등의 불법유통과 확산에 있어서의 국가 간 경계를 허물
고 있다.
이에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부정·불량의약품 관련 민원 제보나 정보사항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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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감시를 실시하여 불법행위자를 조치하는 한편, 인터넷기업협회 및 그 회원사와의
양해각서 체결 및 사이버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가능성과 의약품 불법유
통차단에 노력하였다.

【 표 6-2-4 】 의약품 불법판매 접속차단/삭제 요청실적
(단위 : 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인터넷 접속차단/삭제 요청건수

394

168

449

822

2,409

아울러 식약청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경찰청 등 사법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도모하여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포함한 의약품 불법유통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시체
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관세청 등의 수입물품 정보망을 활용하여 해외 부정·불량
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미확보로 인한 국민건강위해
가능성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한 조치의 한계 등은 새로
운 방식의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차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식약청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해 앞으로 청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수사
권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① 인터넷 유통 의약품은 위·변조 등 부정·불량품임을 강
조, ② 의약품 인터넷 판매의 위법성과 구매의 위험성을 부각, ③ 의약품 인터넷 구매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제한 안내 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구
매의 폐해 등을 적극 홍보하여 근본적 구매수요 감축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의 자
진폐쇄 등을 유도할 방침이며,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의 “IMPACT”(International
Medical Products Anti-Counterfeiting Task force)에서 주최하는 워크숍, 컨퍼런스,
회의에 참석을 계획하는 등 위조의약품을 포함한 부정·불량의약품의 전 세계적인 유통
차단 및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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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약품 재심사·재평가 관리 강화제도
의약품의 재심사 제도는 개발과정에서 제한적인 임상시험 등을 토대로 품목 허가된 신
약 등에 대하여 사용 초기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4~6년 동안 약물사용경험을 체계
적으로 수집·평가하여 약물 부작용, 중대한 부작용 및 기타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등을 확인·검토하여 알려지지 아니한 약물유해반응 등을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하여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5년도에 재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4년이 경과한 1999년도부터 재심사 신청서가 제출
되었으며, 신약 등의 증가로 재심사 대상품목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시판 초기에 부작
용 정보를 집중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중대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은 15일 이내 신속
보고, 허가 후 2년까지는 6개월 1회 보고, 이후 매년 1회씩 정기보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재심사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재심사 제도를 보완·개선하였으며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 2008년) 시판 후 조사 방법에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이
외에 시판 후 임상시험을 추가하는 등 조사방법을 다양화하였고(2009년),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정기보고서 및 최종 재심사 신청서 작성 단계 별로 세부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재심사 업무에 대한 업계의 편의를 도모하였다(시판 후 약물감시
업무가이드라인, 2009년).
또한, 2010년에는 국내 환자 수가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인 2만명 이하를 국내 유병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 예시하여 조사대상자수의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1년에
는 조사대상자의 수 조정신청 시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하였고, 신
약 허가 후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추적 조사하는 재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심사 종료
(4~6년) 후 전문/일반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하였다.

【 표 6-2-5 】 의약품 재심사 결과 통지 품목 현황
(단위 : 품목)

연도
구분
품목 수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143

110

55

92

55

825

※ 2007년 재심사 업무분장(의약품관리과 →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정책과, 한약정책과)이후 3개과의 처리 품목을 합산
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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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평가는 과거에 허가되어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또는 동등성을
최신의 의·약학적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평가결과를 의사·약사 등 의약
전문인과 소비자에게 알려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문헌 재평가와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문헌 재평가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최신의 문헌 자료를 제출받아
그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서 1975년도부터 1991년도까지의 1
차 문헌 재평가 기간 동안 177개 약효군, 9,453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하였다.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는 2차 문헌 재평가가 진행 중이며, 2005년 비타민제 등 1,267
품목, 2006년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 등 636품목, 2007년 조직부활용약 등
1,419품목, 2008년 X선 조영제 및 마약류 등 1,478품목, 2009년 한약제제 1,725품목,
2010년 중추신경계용약 등 1,365품목의 재평가를 완료하였다. 현재 2011년도 2,234품목
과 2012년도 1,302품목에 대하여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 표 6-2-6 】 연도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실시 현황
연도

1차 재평가

2차 재평가(진행중)

1975~1981 1982~1991

2007

2008

2009

2010

총계

구분
약효군수

79

98

13

17

24

19

391

품목수

5,934

3,519

1,419

1,478

1,752

1,613

36,496

아울러, 현행 정기(문헌) 재평가 주기의 장기화(17~21년)로 인한 의약품의 안전성·유
효성의 적기평가에 한계로 최신 과학수준에서 재검토한다는 재평가 취지가 퇴색되고, 소
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는 품목까지도 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등 행정행위와 후
속조치 대상이 되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추진하였다.
동 제도는 2012년 5월 14일자로 약사법이 개정(2013.1.1 시행) 도입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
은 갱신할 수 없으며, 갱신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1월 1일 이후 허가(신고)품목은 허가(신고)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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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1일부터 갱신을 받아야 하며, 품목허가 갱신제 시행(2013. 1.1) 전 허가(신고)를 받
은 의약품은 2018~2023년 기간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날까지 품목허가
(신고) 유효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품목갱신제도 도입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
써 최신 과학수준을 반영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의
약품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이 그 기준이 되는 의약품(대조
약)과 생체이용률에 있어서도 통계학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생
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는 2007년부터 실시되어 2007년 글리클라짓 등 22개 성분 883
품목, 2008년 가바펜틴 등 14개 성분 381품목, 2009년 나부메톤 등 62개 성분 552품목,
2010년 니메술리드 14개 성분 23품목의 재평가를 완료하였다. 현재 2011년 니자티딘 등
20개 성분 382품목, 2012년 단일제 독사조신메실산염 등 16개 성분 174품목, 아세트아미
노펜·트라마돌염산염 등 8개 성분 621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6.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1) 의료용 마약류 남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체계 구축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의 사전차단 및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자
전 업종에 대한 점검방식을 자율점검에서 정기점검(1회/2년)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
다. 그리고 프로포폴, 향정식욕억제제, 메칠페니데이트제제 등 사회적 이슈 분야 및 소비
자 관심 분야에 대한 시의성 있는 기획감시를 매 분기별 1회 이상 지방식약청 및 시·도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식약청 및 시·도에서는 마약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할 마약류취급
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법률내용, 제조·판매·취급에 관한 사항, 보관규정 및 기
록·정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의 도난·분실은 마약류의 보관 및 배송과정 중 일부 마약류취급자의 관리미흡
과 부주의가 주된 원인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진행과 함께 허가 관청에서는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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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즉시 출장하여 마약류 보관관리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업체에 대해 매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마약
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
를 취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 시 시설개수 명령 및 현장교육도 병행하여 실
시하고 있다.
또한, 운송 중 도난·분실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을
마련해 마약류 운송차량 내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운송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처벌기준을 명시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 마약류의 유통 차단을 위하
여 전담요원 7명(위해사범중앙조사단 사이버수사팀, 지방청)을 통한 연중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마약류 판매 적발 시 경찰청(형사과)에 수사의뢰 및 방송통
신위원회 또는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즉시 차단(폐쇄) 조치하고 있다.

【 표 6-2-7 】 마약류 및 한외마약품목 허가현황
(2011.12.31 현재, 단위 : 품목수)

마약류(완제)
구분
품목수

계
570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수출

계

제조

수입

수출

183

107

76

387

296

44

47

25

23

0

2

【 표 6-2-8 】 마약류취급자 현황 (식약청 관리)
(2011.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취급자수

803

78

69

97

559

【 표 6-2-9 】 마약류취급자 현황 (지자체 관리)
(2011.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병의원)

마약류 관리자

대마재배자

취급자수

48,183

1,098

19,838

25,255

1,763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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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2-10 】 2011년 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조치 실적
(2011.12.31 현재, 단위 : 건)

구분

계

총계

28

조치의뢰 내역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지방청 조사지시

경찰청 수사의뢰

포털사 삭제요청

24

0

4

0

2) 마약류 원료물질 전용방지 위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마약류 원료물질(Precursor)이란 마약류가 아닌 산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011년 새롭게 추가된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벤
질시아나이드, 벤즈알데히드, 메칠아민, 에칠아민’을 포함하여 총 30개 물질(1군: 23개, 2
군: 7개)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원료물질 1군은 불법 마약류 제조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로서 에페드린 등 23개 물질이 속하며 수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식약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원료물질은 1군과 2군 모두 거래 기록을 2년간 보존
해야 하고, 불법 전용 및 도난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거래 방지 조약에 가입하여 UN산하 INCB(국제마약통제단,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에 매년 원료물질 거래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2006년 6월에 관세청과 합동으로 INCB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 원료물질 통제프
로그램인 Project Cohesion, Project Prism에 가입한 이래로 2008년, 헤로인 전구물질
정보수집 및 공유를 위한 DICE(Data Intelligence Collection and Exchange)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 마약퇴치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
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신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료물질 1군 수출입업
자 및 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제 시행(2012.6.8.)에 따른 원료물질취급자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011년도에 218개 업체에 대한 원료물질 취급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및 미국 마약수사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유출된 원료물질이 제조 또는 수입되어 필로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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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불법마약류 제조에 전용되지 않도록 정보교환 등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마약류 바로알기 홍보활동 강화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외모지상주의 만연으로 날씬한 외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여
“살빼는 약” 등에 의존하여 날씬한 외모를 유지하고자 젊은 층의 증가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바른 사용법 및
부작용 등을 홍보하였다. 2011년 5월에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하여 마약류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마약류 샘플 전시, 퀴즈쇼, 리플
렛·동영상 홍보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바른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올바
른 사용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한 바 있으며, 2011년
10월에는 서울신문 주관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를 통해 불법 마약류의 폐해에 대해 함께
홍보하였으며, 10월 11월에는 공부잘하는 약, 살빼는 약의 부작용에 관하여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마약샘플 전시

홍보책자 배포

동영상 상영

다트 퀴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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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약류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설서, 마
약류 Q&A 등을 모아 「마약류 관계법령 및 실무」 책자를 발간, 시·도 등 관련기관에 배포
하였다.

4)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지원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 불법마약류의 공급 차
단, 그리고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한 예방과 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이 필요하다. 세계 각 국
은 마약류의 공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공급억제 정책과 더불어 수
요억제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식약청은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불법마약류 폐해 예방 홍보 및 중독자 재활
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 대한약사회가 모태가
되어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단체로 등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에 설치된 12개 지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불법마약류 퇴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마약류퇴치 심포지엄, 마약퇴
치 포스터 및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마약퇴치 UCC 및 카툰 공모전, 불법마약류 퇴
치캠페인 등을 개최하였으며, TV·라디오·케이블 방송, 지하철·시내버스 광고, 신문광
고, 포스터·스티커 등 각종 홍보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실시
하고 있다.
예방교육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주요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직접 실시하여, 2011년도에 4천9백여 회에 걸쳐 32만여 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약물남용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퇴교실” 집단상담프로그램, 또래 청소년을
리더로 양성하는 “마그미 또래교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학부모
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보다 많
은 사람들이 마약류퇴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또 다른 주요 사업으로 마약류의존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
한 ‘송천재활센터’의 운영이 있다. ‘송천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 회복자들을 위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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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로서 마약류의존에서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동안 주거환경, 치료프로그
램, 개별 또는 집단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활시설이다. 정원 15명에
월 평균 14명의 입소자가 생활하였으며 보호관찰 수강교육대상자나 검찰청에서 의뢰하
는 기소유예자 67명이 비입소 교육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서울에서 NA모임(Narcotics
Anonymous, 마약류중독 회복자 모임)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마약류 경험자들
의 회복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있으며, 타 지역 및 일본 등 외국 NA모임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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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추진
식약청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으로 개
발비용을 절감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식약규제합리
화위원회 의약품분과」·「의약품발전협의체」·「의약품안전정책간담회」·「열린마루」등 각종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통하여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식약청에 제출된 민원사항
등을 토대로 자체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한-미·한-EU
등 FTA 체결에 따른 제약업계 지원을 위하여 허가심사 체계를 선진화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에 따른 개발비용 절
감 등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8년에 개량신약에 대한 신속심사제를 도입하였으
며, 기술상담을 R&D 초기단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 제품화지원센터를 운
영하였다. 또한, 벤처기업 등 의약품 연구개발자가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하
고 제조는 전면 위탁이 가능하도록 의약품제조업과 품목허가를 분리하였고, 의약품 허가
업무 부서·담당자 간 시각차를 줄여 의약품 민원처리의 표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의약품 허가(신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아울러, 2011년에는 0상 임상시험제
도 도입으로 신약개발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 사례를 검토하여 0
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난치성 항암제의 허가 제출자료 중 일부 독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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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면제하였고,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표준
제조기준을 확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사전 GMP 평가 자료 제출을 면제하였다.
공장 이전에 따른 의약품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완제품 품질검사에 따라 출하가 지연되
는 등 GMP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
화를 통한 세계시장진출 확대를 위하여 우리나라 GMP 제도의 국제조화추진 또한 필요하
였다.
이를 위하여 이미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의약품에 대하여 공장 이전 후 실시하는 재밸리
데이션시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허용하였고,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품목은 포장 전 반제품
검사로 완제품 검사를 면제하였으며, 품목별 사전 GMP 평가시 최종 포장 공정에 관한 자
료제출을 면제하여 허가·신고 수리 결과에 따른 재포장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
하였다. 또한, 제조소 이전 시 GMP 평가절차와 제출 서류의 합리적 간소화 및 품목별 사
전 GMP(원료, 완제) 평가절차를 통일화하여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민원편익을 증
대하였고, 의약품 제조소의 소재지 내 작업소 신·개축시 GMP 실시상황 평가를 변경관리
로 대체하였으며, 대용량 수액제제에 대하여 1개 제조단위별로 완제품 시험 및 검체 보관
토록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합리화하였다. 아울러, 국제조화를 위하여, 대용량 수액제
는 제조 공정관리 자료를 근거로 무균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 출하 승인하는 시스템을 마련
하여 무균시험 창고 대기 시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세팔로스포린계 항
생제와 세포독성항암제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을 여타 의약품 제조시설과 분리하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였다.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용의약품의 허가·신고시 품목별 사전 GMP 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허가기간을 단축하였고, 수출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 심사관련 수수
료를 면제하였다. 또한, 수출용의약품은 수입국에서 별도 허가 과정을 거치므로 허가 처
리기간을 70일에서 25일로 단축하였고, 수출 희망업체에 대해 사전 모의실사를 실시하여,
수출국 요구사항에 대비하였으며, 민관협력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해외
등록지원을 위해 해외 의약품 등록(허가) 절차, 시장 상황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였다.
의약품 제조·수입·허가 등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가교시험 면제범위를 확대하였
고, 질량(용량)편차시험 등 경시변화에 영향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1회 시험량만 보관토
록 하였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모두 사용되는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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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였다.
환자치료기회 확대를 위하여, 해외여행 시 자가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휴대를 허용하
였으며,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 치료제의 적기 공급 및 희귀병환자 부담경감을 위해
희귀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신속허가를 유도할 필요성에 따라, 2010년에 미
숙아 무호흡증 치료제인 ‘시트르산 카페인’ 등 6개 성분을 신규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하여 신속허가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등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
하였다. 또한, 2011년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를 통하여 적용대상이 드물
고 적절한 대체의약품 또는 치료방법이 없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되어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희귀의약품을 추가 지정(9개 성분)하여 총
138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고시 하였다. 아울러, 2012년에는 국내 희귀의약품
개발 지원 및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여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부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자 ‘희귀의약품 개발·공급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의약품의 안전문제와 불용의약품 폐기문제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연간공급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제도의 규제완화
및 개선을 위해 2008년 8월 1일에 저가의약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공급량에
기 생산한 소량포장 재고량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그리고 2009년 7월
3일에 소량포장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급량을 10% 이하로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약업체가 요청하고 위원
회에서 인정한 품목에 대하여 2010년 6월 4일에 175품목, 2011년 3월 11일에 810품목을
차등적용 하였다. 또한 소량 포장의약품 공급이 공급자인 제약업체와 수요자인 약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2010년 3월에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미, 한-EU 등 FTA 체결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2년에는 ‘허가심사
체계의 선진화’, ‘행정절차 규제개선을 통한 의약품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
다. 또한, ’08년부터 운영해오던 「의약품 발전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제약업계의 실질
적 애로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정책 대안 발굴·추진 등 정책방향 설명 및 의견 수
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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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받는 의약품 허가 심사
제약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적 전략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제약 산업을 보다 신속하
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 허가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의약품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① 예측가능한 허가심사로 제약산업을 지원하고,
② 허가/심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며 ③ 의약품 허가심사 품목 향상 및
국제조화 기여를 통하여 신뢰받는 선진의약품 허가심사제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심사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품목관리자제도 도입/운영, 의약품예비심사
및 사전검토제 운영, 품목설명회, 맞춤형대화방, 협회별눈높이 맞춤 간담회, 의약품 심사
결과 정보공개, 허가보고서 발간 등을 통하여 허가심사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증대 시
키고자 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의약품등 심사결과정보공개 지침 개정을 통하여 심사결과정보 공개의
범위를 기준 및 시험방법까지 확대하였으며, 11월에는 개량신약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제
약산업을 연구중심으로 전환하여 의약품개발을 장려하는 등 국내에서 의약품에 대한 연
구개발의지를 가지고 개량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이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존하는 치료법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암질환치료에 사용되는 항
암제에 대해 일부 독성시험을 면제함에 따라 암환자에게 신속한 항암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1월, 3월에는 비경구용 무균제제 제품성분 공개를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교임상시험을 저렴하고 간소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 국내 제네릭 의
약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새로운 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을 통하여 의약품 심사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2011년도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
(1) 일반현황
2011년 한 해 동안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의약품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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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은 총 8,122 품목이고, 2010년 4,115 품목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나, 한약 원료
로 쓰이는 한약재 품목수를 제외한 허가 품목(신고) 수는 2010년 2,144품목에서 2011년
1,606품목으로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재 허가(신고) 품목수가 급증한 것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고
시)」의 개정으로 2011년 10월 1일부터 한약 도매업소에서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표6-3-3, 그림6-3-2).

허가

총계

신고
8,221

9,000
8,000
7,000
6,000

8,122
7,269

7,321

6,971
6,091

5,800

6,492

5,650

4,772

5,000

5,188
4,740

4,115
3,497

4,000
3,000
2,000

1,230

1,171

1,729
878

1,000
0

2005

2006

2007

2008

618

448

2009

2010

853

2011

【 그림 6-3-1 】 2005년~2011년 의약품 허가(신고) 건수

【 표 6-3-1 】 2005년~2011년 의약품 허가(신고) 건수
(단위 : 건)

구분

허가

신고

총계

2005

1,230

6,091

7,321

2006

1,171

5,800

6,971

2007

1,729

6,492

8,221

2008

878

4,772

5,650

2009

448

4,740

5,188

2010

618

3,497

4,115

2011

853

7,269

8,122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본청)에서 허가된 의약품은 총 853 품목으로 2010년 618 품목에
비해 38% 증가하였고 전체 허가품목 중 제조판매품목이 744 품목으로 87.2%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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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2 】 2011년 의약품 허가 품목 현황
종류

계

계
화학의약품

허가 품목수
제조

수입

853

744

109

729

643

86

백신제제
바이오
의약품

8

혈액제제

2

3

유전자재조합의약품

35

2
18

17

세포치료제
기타(보툴리눔독소)

1
17

7

1

10

1

6

한약(생약)제제

6

0

6

89

0

83

6

한편, 2009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일반의약품의 사전 GMP가 실시되면서 일반의약품
허가(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1년도는 총 349 품목으로 2010년 344
품목에 비해 허가(신고)건수의 변동이 없었다(그림6-3-2, 표6-3-3). 식품의약품안전청
은 2011년도 1월에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중 이부프로펜 등 37개 성분이 표제기 배합
기능성분으로 추가하고 2011년 11월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신약중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우 가교자료 제출을 면제하게 함으로써 일반의약품 제품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4,966

5,000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4,000

원료의약품
한약재

3,0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1,550
1,144

600
400
200
0

923
334
209

09년상반기

1078

514

540

1,263

954
710

619

438
446

389

182

162
53

09년하반기

10년상반기

10년하반기

199
76

11년상반기

499
150
63

11년하반기

【 그림 6-3-2 】 2009년~2011년 의약품 유형별 허가(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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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3 】 2009년~2011년 의약품 유형별 허가(신고) 건수 (자진취하 품목 포함)
구분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2010 하반기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전문

334

514

954

389

619

499

일반

923

1,078

182

162

199

150

원료의약품

209

540

438

53

76

63

한약재

1,144

446

710

1,263

4,966

1,550

2008년 의약품의 품목 사전 GMP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11년까지 총 GMP 평가완료
건수는 2,009 건이었으며, 서류평가 1,126 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평가건수는 883
건이었다(표6-3-4).

[ 연도별 사전 GMP 품목대상 ]
•신약 : 2008. 1. 15.
•전문의약품 : 2008. 7. 1.
•일반의약품 : 2009. 7. 1.
•원료의약품 : 2010. 1. 1. (원료의약품은 약리활성이 있는 성분 대상)

【 표 6-3-4 】 2008년~2011년 GMP 평가 현황
GMP 평가

총계

2008

2009

2010

2011

2,009

23

408

715

863

서류평가

1,126

0

171

414

541

실태조사

883

23

237

301

322

실태조사 비율

43.9%

100%

58.1%

42.1%

37.3%

※ 기 실사품목과 동일제형 및 작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평가 실시

(2) 주요 약효군별 허가(신고) 현황
2011년 허가(신고) 의약품을 약효군 별로 살펴보면 2010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순환계
의약품이 가장 많았고(21%), 이어 신경계 관련 제품(19%)과 호흡기관용 의약품(9%)이 각
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그림6-3-3).
세부 분류번호 별로는 2010년까지 꾸준히 해열, 진통, 소염제(분류번호 114) 계통의 약
물이 가장 많았으나 2011년도에는 혈압강하제(분류번호 214)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품목의 허가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표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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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별비율
간장질환용제 1%

자양강장
관련 9%

검사 및 진단용 8%

제
6
장

순환계 관련
21%

항생제 6%
항암제 2%

신경계 관련

당뇨병약 6%

19%

소화기관용 관련 4%

기타

호흡기관용 관련 9%
안과용제 4%
골다공증약 0%

11%

【 그림 6-3-3 】 2011년 주요 약효군별 허가(신고)분포 현황

【 표 6-3-5 】 2011년 분류번호별 상위 5위 품목
효능 분류

품목수

혈압강하제(214)

208

해열·진통·소염제(114)

117

기타의 중추신경용약(119)

108

당뇨병용제(396)

75

기타의 호흡기관용약(229)

76

30

21%

21%

20
15
10
5
0

순환계 관련
신경계 관련

24%

25

항생제

17%
15%

15%

13%

11%

10%
9%
8%
6%

7%

2%
1%

2007

16%
14%

1%

2008

19%

자양강장 관련

13%

당뇨관련
검사시약 및 진단용약

11%

9%
8%
5%

3%
2%

소화기계 관련

4%
1%
0%

2009

8%
4%
3%
2%

0%

2010

9%
8%
6%

항암제
간장약

4%
2%
1%

2011

【 그림 6-3-4 】 2007년~2011년 의약품 약효군별 품목허가(신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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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의약품 허가 현황
(1)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2011년 허가된 신약은 총 35품목(제조 8품목, 수입 27품목, 희귀의약품에서 신약 전환
7품목 포함)으로 2010년(48품목)보다 27%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나, 국내 제조판매 품목
이 2010년도 3품목에서 2011년도에는 8품목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국내개발신약이 3품
목(피라맥스정, 제피드정100mg 및 제피드정200mg)이 허가되어 총 17개의 국내 개발 신
약을 보유하게 되었다(표6-3-7).
의약품 심사유형별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심사부에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
가된 품목은 총 60품목(개량신약 포함)으로 새로운 제형으로 허가된 품목이 24건으로 가
장 많았고, 함량증감으로 허가된 품목이 20건, 새로운 조성으로 허가된 품목이 9건 등이
었다.

【 표 6-3-6 】 2011년도 의약품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생약, 한약제 제외)
유형

심사 유형

허가품목수

1

신약

21

자료제출의약품

60

2
2-1
2-2
2-3

새로운 복합제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의 변경)
자료제출 의약품
(개량신약)

함량증감 (제제개선-제형, 함량, 용법용량 변경)
새로운 제형 (제제개선-제형, 함량, 용법용량 변경)

0
0

5

2

2-3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0

2-4

새로운 염 또는 이성제

4

2-5

새로운 효능효과

1

2-6

새로운 조성

2-7

자료제출 의약품

9

58

새로운 투여경로

2

2-8

새로운 제형

22

2-9

함량증감

20

3

기타

공정서 수재, 안유면제 대상 일반의약품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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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약 허가
2011년 허가 신약은 총 35품목(제조 8품목, 수입 27품목, 희귀의약품에서 신약 전환 7
품목 포함)으로 2010년(48품목)보다 27%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나, 국내 제조판매 품목이
2010년도(3품목)에 비해 2011년도(8품목)에는 약 3배 증가하였고, 이 중 국내개발신약이
3품목이다.
2011년 8월 17일에 허가된 신풍제약(주)의 피라맥스정’은 ‘피로나리딘(Pyronaridine)’과
‘알테수네이트(Altesunate)’를 주성분으로 하는 급성 말라리아 감염치료제로서, WHO의
제안에 따라 스위스의 Medicines for Malaria Venture(비영리기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2001년부터 약 10년간 연구개발 결과로 허가되었다.
‘제피드정(아바나필)’은 동아제약(주)의 ‘자이데나정(유데나필)’, 에스케이케미칼(주)의
‘엠빅스정(미로데나필염산염)’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이며, 주성분인 ‘아바나필(Avanafil)’은 효소(PDE-5)의 억제를 통해 음경의 혈류량 증가
를 유도하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70

65
60

60
48

50
39

4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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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3-5 】 2006~2011년 신약 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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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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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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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4

15
1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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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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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3-6 】 신물질 원료 허가 현황
(※ 희귀의약품이 신약으로 변경허가된 경우 희귀의약품 허가년도 기준)

【 표 6-3-7 】 국내 개발 신약 목록
연번

제품명

회사명

주성분

효능효과

허가일자

1

선플라주

에스케이케미칼(주)

헵타플라틴

항암제(위암)

1999.7.15 (1993.7.20)

2

이지에프외용액

(주)대웅제약

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

당뇨성 족부 궤양치
료제

2001.5.30 (1997.3.4)

3

밀리칸주

동화약품공업(주)

질산홀뮴-166

항암제(간암)

2001.7.6 (1997.5.28)

4

큐록신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

발로플록사신

항균제(항생제)

2001.12.17 (1993.5.6)

5

팩티브정

(주)엘지생명과학

메탄설폰산제미플록사신

항균제(항생제)

2002.12.27
UD FDA 허가(2003.4.4)

6

아피톡신주

구주제약(주)

건조밀봉독

관절염치료제

2003.5.3 (1999.11.29)

7

슈도박신주

씨제이제일제당(주)

건조정제슈도모나스백신

농구균예방백신

2003.5.28 (1995.1.26)

8

캄토벨주

(주)종근당

벨로테칸

항암제

2003.10.22

9

레바넥스정

(주)유한양행

레바프라잔

항궤양제

2005.9.15

10

자이데나정

동아제약(주)

유데나필

발기부전치료제

2005.11.29

11

레보비르캡슐

부광약품(주)

클레부딘

B형간염치료제

2006.11.13 (2001.06.13)

12

펠루비정

대원제약(주)

펠루비프로펜

골관절염치료제

2007.4.20

13

엠빅스정

에스케이케미칼(주)

미로데나필염산염

발기부전치료제

2007.7.18

14

놀텍정

일양약품(주)

일라프라졸

항궤양제

2008.10.28

15

카나브정

보령제약(주)

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

고혈압치료제

2010.9.9

16

피라맥스정

신풍제약(주)

피로나리딘인산염, 알테
수네이트

말라리아치료제

2011.8.17

17

제피드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

아바나필

발기부전치료제

20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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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량신약 허가
2011년 개량신약은 총 2품목이 허가되어 2009년 4품목, 2010년도의 8품목에 비해 감
소하였다. 2011년 허가된 개량신약 ‘록스펜씨알정’ 및 ‘프레탈서방캡슐’은 약효 지속시간을
늘려 약물 복용횟수를 줄인 서방성 제제이다.
의약품심사부는 표6-3-8의 개량신약 14품목에 대해 ‘개량신약 사례보고서’를 발간하여
개량신약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6-3-8 】 개량신약 목록
연번

제품명

1

아모잘탄정5/50밀리그램

회사명

허가일자

2

아모잘탄정5/100밀리그램

3

코자엑스큐정5/50밀리그램

4

코자엑스큐정5/100밀리그램

5

분류

비고

한미약품(주)

2009-03-31

한국엠에스디
(주)

2009-11-20

포타스틴오디정(베포타스틴칼슘
이수화물)

한미약품(주)

2010-02-11

항히스타민제

염 및 제형 변경

6

클란자CR정(아세클로페낙)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주)

2010-04-14

해열·진통·소염제

용법·용량 개선

7

리드론플러스정

(주)태평양 제약

2010-06-23

8

리세넥스플러스정

한림제약(주)

2010-06-23

9

리센플러스정

(주)대웅제약

2010-06-23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성분에
비타민D 추가

10

아모잘탄정10/50밀리그램

한미약품(주)

2010-10-15

혈압강하제

2개의 혈압강하 성분
복합

11

코자엑스큐10/50밀리그램

한국엠에스디
(주)

2010-10-15

혈압강하제

아모잘탄정과 코마케
팅 품목

12

울트라셋이알서방정

(주)한국얀센

2010-11-22

해열·진통·소염제

용법·용량 개선

13

록스펜씨알정(록소프로펜나트륨)

신풍제약(주)

2011-03-18

해열·진통·소염제

용법·용량 개선

14

프레탈서방캡슐(실로스타졸)

한국오츠카제약
(주)

2011-04-19

허혈성증상개선

용법·용량 개선

2개의 혈압강하 성분
복합

혈압강하제

아모잘탄정과 코마케
팅 품목

(4)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품목 허가
2011년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총 292건으로 2010년의 388건
과 비교할 때 약 25%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재심사 또는 특허가 만료되
는 의약품 중 대형 품목이 적어 제네릭의약품 개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건수를 의약품 성분별로 분석하면, B형 간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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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인 바라크루드정(성분명 : 엔테카비르)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가 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골다공증 치료제인 본비바정(성
분명 :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의 제네릭의약품이 35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정(성분명 : 실데나필시트르산염)의 제네릭의약품이 24건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표
6-3-9 및 그림6-3-7 참조). 바라크루드정과 본비바정은 재심사가, 비아그라정은 물질
특허가 올해 상반기에 만료되는 의약품으로 국내의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은 아직도 재심
사와 특허만료 시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효군별로는 B형 간염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이 포함된 기타의 대사성의약품의 생
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가 123품목(42.1%)으로 가장 많이 승인되었다(표6-3-10 및 그
림6-3-8 참조). 다음으로 통증치료제와 간질치료제 등이 포함된 중추신경계용의약품이
54건(18.5%), 발기부전치료제, 요실금 치료제 등이 포함된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의약
품이 31건(10.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으로 분류
된 품목은 ’09년과 ’10년에는 개발비율이 각각 26.2%와 19.6%에서 지난해 42.1%로 증가
하였는데 이는 만성 바이러스간염 및 골다공증 환자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 표 6-3-9 】 2011년 성분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현황
순위

성분명

건수

약효군

1

엔테카비르

41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2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35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3

실데나필시트르산염

24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프레가발린

20

중추신경계용약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서방제제)

20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6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일반제제)

10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7

몬테루카스트나트륨

8

알레르기용약

레비티라세탐

7

중추신경계용약

알렌드론산나트륨·농축콜레칼시페롤

7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아세클로페낙

6

중추신경계용약

엘로티닙염산염

6

종양용약

라모세트론염산염

4

소화기관용약

목시플록사신염산염

4

화학요법제

카페시타빈

4

종양용약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3

순환계용약

보글리보스

3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4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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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건수

약효군

옥스카르바제핀

3

중추신경계용약

이매티닙메실산염

3

종양용약

12

라록시펜염산염 등 19품목

2

-

13

그라니세트론염산염 등 46품목

1

-

11

성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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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2건

2011년 허가된 품목 중 생물학적동등성인정 공고된 품목은 520품목으로 성분별 허가현
황을 살펴보면 “프레가발린”(최초허가품목 ‘리리카캡슐’)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메
사탄메독소밀” 및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이 각각 87건, 68건이었다.

【 표 6-3-10 】 2011년 약효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 현황
약효군

건수

백분율(%)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123

42.1

중추신경계용약

54

18.5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31

10.6

순환계용약

29

9.9

종양용약

14

4.8

알레르기용약

13

4.5

소화기관용약

11

3.8

화학요법제

7

2.4

항생물질제제

4

1.4

비알칼로이드계 마약

3

1.0

호흡기관용약

2

0.7

혈액 및 체액용약

1

0.3

합계

292

100.0

알레르기용약
종양용약

기타

순환계용약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10.6%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42.1%

중추신경계용약
18.5%

【 그림 6-3-7 】 2011년 약효군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 현황

405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성분별 자료>
11년하반기

11년상반기

10년하반기

10년 상반기

09년 하반기

40

1

엔테카비르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25

실데나필시트르산엽

10

23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엽(서방제제)

1 11

12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엽(일반제제)

8

12

10

48

프레가발린

20

몬테루카스트나트륨

2

올메사탄메독소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2

올메사탄메독소밀

2

텔미사르탄

2

6

7

7

8
37

34

6

피타바스타틴칼슘

1

리세드론산나트륨

13

세레콕시브

5

16
9

29

2

아데포비어디피복실

3

4

28

5

14

15

12

칸데사르탄실렉세틸

7

9

2

30

두타스테리드

6 1
25

24

12

6

27

9

로수바스타틴칼슘

09년 상반기

10
13
45

9

<약효군별 자료>
2011

2010

2009
0

20

40

60

80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증추신경계용약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순환계용약

중양용약

알레르기용약

소화기관용약

기타

100

【 그림 6-3-8 】 2009년~2011년 생동성시험계획서 성분별, 약효군별 승인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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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11 】 2011년 생물학적동등성인정 공고품목 성분별 상위 20
순위

성분명

공고품목수

1

프레가발린

91

2

올메사탄메독소밀

87

3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68

4

올메사탄메독소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42

5

피타바스타틴칼슘

32

6

발사르탄

20

7

몬테루카스트나트륨

19

8

세레콕시브

16

9

올란자핀

11

10

티아넵틴나트륨

10

11

네비보롤염산염

9

12

아리피프라졸

9

13

이베사탄

9

14

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메피리드

8

15

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8

16

칸데사르탄실렉세틸

7

17

올로파타딘염산염

5

18

라모세트론염산염

4

19

발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4

20

에스시탈로프람

4

이화학적등등성
24건(4.6%)

비교용출
141건(27.1%)
생동성
355건(68.3%)

【 그림 6-3-9 】 2011년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공고 품목 제출자료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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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수준의 의약품 허가심사 체계 구축
(1)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면서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제공
하기 위하여, 제약업체의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심사, 시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합
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뢰받는 선진 의약품
허가심사를 목표로 2004년부터 우수심사기준(Good Review Practice)을 도입하여 1) 심
사결과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2) 심사절차 및 평가를 구체적으로 문서화, 표준화하여 공개
하고 3)심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우
수심사기준이란 의약품 심사업무를 투명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심사체계를 정비하
는 시스템으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임상계획승인, 허가심사, 허가 후
재평가의 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표준작업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심사업무를 표준화시킴으로써 심사자가 검토일지 작성 시 단순 자료
요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심사자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심도 있는 평가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심사결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였다.
2011년도에 개정된 GRP-SOP는 총 25개이며, 국제공통기술문서에 의한 의약품기준및
시험방법등 6개의 표준작업지침서를 제정하였다. 2011년 새롭게 제정된 것은 ‘국제공통기
술문서에 의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심사자 교육훈련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 ‘재심
사검토서 작성지침’, ‘재심사자료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 ‘원료의약품신고심사자료 평가
시 일반적 고려사항’, ‘의약품동등성심사자료평가시일반적고려사항’ 이다.

【 표 6-3-12 】 우수심사기준 목차
번호

제목

GRP-SOP-2011-1

표준작업지침서를 위한 표준작업지침서

GRP-SOP-2011-2

의약품심사부 민원서류 심사업무 분장

GRP-SOP-2011-3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시 심사절차에 대한 지침

GRP-SOP-2011-4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흐름도

GRP-SOP-2011-5

의약품 품목허가신청서 작성요령

GRP-SOP-2011-6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시 심사절차에 대한 지침

GRP-SOP-2011-7

의약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자료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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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RP-SOP-2011-8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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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GRP-SOP-2011-9

의약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검토서 작성지침

GRP-SOP-2011-10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

GRP-SOP-2011-11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서 작성지침

GRP-SOP-2011-12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

GRP-SOP-2011-13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서 작성지침

GRP-SOP-2011-14

원료의약품 신고 검토서 작성지침

GRP-SOP-2011-15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심사자료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

GRP-SOP-2011-16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검토서 작성지침

GRP-SOP-2011-17

의약품동등성시험 검토서 작성지침

GRP-SOP-2011-18

의약품 허가사항 작성지침

GRP-SOP-2011-19

항암제 허가사항 작성지침

GRP-SOP-2011-20

맞춤형 대화방 진행절차에 대한 지침

GRP-SOP-2011-21

의약품등 심사결과 정보공개 처리지침

GRP-SOP-2011-22

임상시험 사전상담 절차에 대한 지침

GRP-SOP-2011-23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태조사 평가지침

GRP-SOP-2011-24

의약품 재심사 신청자료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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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정

GRP-SOP-2011-25

의약품 사전검토 절차에 대한 지침

GRP-SOP-2011-26

국제공통기술문서에 의한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안)

추가

GRP-SOP-2011-27

의약품 심사자 교육훈련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안)

추가

GRP-SOP-2011-28

재심사 검토서 작성지침(안)

추가

GRP-SOP-2011-29

재심사자료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안)

추가

GRP-SOP-2011-30

원료의약품신고 심사자료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안)

추가

GRP-SOP-2011-31

의약품동등성시험 심사자료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안)

추가

(2) 의약품허가심사의 국제조화를 위한 노력
제약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우리나라 제약 산업을 보다 신속하게
발전시키고,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제약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조화에 발맞추기 위하
여 허가심사의약품 허가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의약품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증가와 함께, FTA 체결 등 국내 제약산업
을 둘러싼 다국적 환경 변화등으로 국내 의약품 허가규정 및 제출서류의 양식도 국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의약품허가심사체계의 국제조화와
심사업무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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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약품 규제 기관으로서의 글로벌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아시아 구간간
협력을 통한 규제활동 전문가 네트워크 및 규제관련 정보를 교류하였다. ICH, APEC, 한
중일 의약품분야 국장급 회의체 등 국제기구 및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
제적 의약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규제분야의 경쟁력을 제
고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캐나다 등의 의약품 선진국의 규제기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약품
허가심사자들을 교육하고, EMA 임상전문가 초청으로 심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조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심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2011년 6월부터 ICH전문가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함에 따라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ICH전문가위원회 위원은 개발단계 가이드라인(step1 ~ step3)
에 대하여 식약청 대표로서 전문가적 의견 개진, 가이드라인 개발 작업에 동참하고 ICH
obserber의 권한과 동일하게 face-to-face meeting, 텔레컨퍼런스, 웨비나, 이메일 전
문가적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사전 정보공유 및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도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고, ICH 가이드라인의 수동적 적용 단계에서 능동적 개발 참여로
적극적 국제조화 추진 및 국가 위상을 고양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
다.
분야

구분

제목

개발단계

안전성

S10 EWG

광안전성 평가
Photosafety Evaluation of Pharmaceuticals

Step 1

품질

Q3D EWG

금속성 유연물질 가이드라인
Guidelines of Metal Impurities

Step 1

유효성

E2C(R2) EWG

안전성 정보의 주기적 보고
Periodic Safety Update Reports for Marketed Drugs

Step 3

종합

M7 EWG

유전독성 유연물질의 관리 및 평가
Assessment and Control of DNA Reactive Impurities in
Pharmaceuticals to Limit Potential Carcinogenic Risk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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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기반 구축

1. 선진국 수준의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 및 정착
1) 새 GMP 제도 도입 목적
의약품은 원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로소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바로 GMP이기 때문에 GMP는 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공급 및 제약산업의 질적인 성장
을 위한 품질보증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2008년 1월부터 신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
로 새 GMP 제도(사후→사전, 제형별→품목별, 밸리데이션 실시 등)를 도입 시행하게 되
었다.

2) 제도 도입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WHO가 1969년 제22차 WHO총회에서 GMP 기준을 발표하면서 회원국에
게 GMP 제도의 실시를 권고함에 따라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이라는 명칭으로 1977년
3월 보건사회부 예규 제373호로 공포하였으며 동년 6월 28일 WHO의 GMP 실시증명제
도에 참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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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GMP는 1994년 7월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별표 4〕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규정되면서 제조업과 품목의 「허가요건」으로 규정되었고, 1997년 KGMP 제형
평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6개 대단위 제형별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고품질 의약품의 제조를 규정한 GMP 기준은 기술개발의 발전과 국민의식의
향상에 따라 그 시대에 맞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단체나 외국의 경우는
GMP 기준이 꾸준히 개정되었으나 KGMP는 1977년 공고된 이래 일부 행정적인 면을 제
외하고는 기술관리 부분에서는 개정이 없어서 국제조화라는 측면에서 뒤져있었다.
다시 말해서 1994년 완제의약품, 2002년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의무화 이후 의약품
품질이 많이 향상 되었으나 품목허가 후 7개 대단위 제형별로 GMP을 지정하고 있어 대단
위 제형 중 1개 제형에 대한 GMP 적합판정으로는 여타 품목의 품질보증이 어렵고, 또한
의약선진국은 GMP 핵심인 밸리데이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도입하지
않아 GMP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의약선진국인 미국은 1963
년에 GMP, 1987년에 밸리데이션, 1995년 공정 등 변경관리 제도를 도입 운영하였으며,
일본 또한 1995년부터 밸리데이션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GMP 기준이 국제기준과 조화되지 못하여 국가간 상호인증(MRA) 체결
및 수출에 애로사항과 국내업체간 질적 수준의 편차가 자연스레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세계 11위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영세한 업체의 비중이 높
고 국제 경쟁력 있는 대형업체가 없었던 반면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평균 생산액(2008년)은 500여억원에 불과하고 경상이
익률도 극히 저조한 양상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약 개발보다
는 복제의약품 생산에 치중한 다품목 소량생산의 과당 경쟁구조가 그 동안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인 품질확보 및 선진외국 제약업체와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새 GMP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식약청에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KGMP의 내용을 국제단체나 선진국의 GMP
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2003년 KGMP 선진화를 위한 개정 연
구프로젝트를 채택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2004년 초부터 KGMP 개정연구팀을 구성, 본
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2006년 대통령 자문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GMP 국제조화
추진을 결정하여 2008년 1월 15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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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밸리데이션 등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 표 6-4-1 】 주요 국가별 의약품 GMP 기준 비교
기

준

WHO

PIC/S

미국

EU

일본

인도

싱가폴

사전 GMP 평가

○

○

○

○

○

○

밸리데이션

○

○

○

○

○

○

자동화장치 등 관리

○

○

○

○

○

기준일탈 등 조사

○

○

○

○

적격성 평가

○

○

○

○

변경관리

○

○

○

한국
개정전

개정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체실사

○

○

×

○

○

○

○

×

○

연간 품질 평가

○

○

○

○

○

×

○

×

○

안정성 시험

○

○

○

○

○

○

○

×

○

작업소 청정도 관리

○

○

○

○

○

○

○

○

○

3) 제도 도입 추진경과
우리나라의 새 GMP는 미국 GMP, EU GMP, 일본 GMP, WHO GMP 등을 종합 검토
하여 제조·품질관리체계의 국제조화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기본 방향을 세우고 다
품목 소량 생산의 국내 제약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품목별 사전 GMP 및 밸리데이션 등 새
로운 제도를 2010년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하게 되었다. 즉, 신약,
전문의약품 등의 우선 순위별로 품목별 사전 GMP 평가(제형별→품목별) 및 공정밸리데
이션을 시간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업계의 수용 순응력을 높이게 된 것이다. 그
리고 2010년부터는 세척, 시험법, 제조지원설비(공조, 제조용수) 및 컴퓨터 밸리데이션을
전면 도입함에 따라 GMP 제도에 있어서는 의약 선진국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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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2 】 새 GMP 도입 추진경과
기

준

사전 GMP 평가
밸리데이션

공정

2008.1.15

2008.7.1

2009.7.1

2010.1.1

신약

전문

일반

원료, *의약외품

신약

전문

일반

원료, *의약외품

그 이외

○

변경관리

○

적합성시험

○

연간품질평가

○

일탈·기준일탈 조사

○

주요 원자재 제조업자 평가

○

시험기록의 중간검토

○

**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4) 제도정착을 위한 그간 주요 조치내용
(1) GMP 관리 제도의 정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08.1.15)
-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및 밸리데이션 제도 도입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정(’08.1.16)
•각종 지침 마련
- 완제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운영지침 마련(’08.3.28)
- 원료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운영지침 마련(’09.12.15)
- 주요 원자재업체 관리방안(Vendor Audit)(’10.6.29)
- 대단위 제형 GMP 평가 운영지침 마련(’11.6.29)
- 대용량 주사제 멸균공정 제조단위 관리지침(’11.6.29)
- 품목별 사전 GMP 운영지침 통합(완제, 원료)(’11.6.30)
- 매개변수기반 출하(Parametric Release) 운영지침(’11.9.28)
- 무균의약품제제 검체채취 및 원료시험 관리지침(’11.10.31)
- 비타민 등 일부 주성분 과량투입(Overage)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지침(’11.12.29)
•GMP 기준 합리화
- 품목별 사전 GMP 평가기간 단축(120일 → 90일)
- 표준제조기준 해당 품목의 사전 GMP 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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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전 GMP 평가자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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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액제 공정관리로 출하 대기시간 단축
- GMP평가절차 통일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30종→11종)
- 제조소 이전시 GMP평가체계 개선(7개제형→무균,비무균)

(2) 적극적인 GMP 정책지원으로 우수의약품 제조기반 확대
•새 GMP 제도 민원설명회 개최
- ’08년∼’09년 :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 5회 개최
- ’10년 : 정책설명회 6회, 워크숍 3회, 세미나 6회 및 간담회 3회 개최
- ’11년 : 찾아가는 GMP정책 설명회 5회 개최
•밸리데이션 지원협의체 운영
- 업체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하여 2009년 7월 31일까지 총 17회 실시
•밸리데이션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 실시
- 내용 : 밸리데이션 종류별로 우수 GMP업체를 선정하여 그 제약업체 전문가가 현
장에서 타 중소제약업체 밸리데이션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 실적
·’08년 : 12회 실시, 207명(195개사) 교육
·’09년 : 18회 실시, 360명(353개사) 교육
·’10년 : 16회 실시, 301명(300개사) 교육
·’11년 : 16회 실시, 318명(318개사) 교육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찾아가는 GMP 컨설팅” 실시
- 내용 : GMP공장 신축·이전시 GMP허가(신고)신청 이전에 제조설비 및 시설등
에 대한 사전 현장지도 및 최신정보 제공
- 실적 : 73회(’09년 : 15회, ’10년 : 34회, ’11년 : 24회)
•수출 희망업체에 대한 사전 모의실사(Good Visiting Program)시행
- 내용 : 국내제약회사의 원활한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희망업체 대상으로 GMP조
사관과 수출경력이 있는 업체 전문가의 사전실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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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결함으로서 해외 수출국의 본 실사에 대비
- 실적 : 20회(’10년 : 10회, ’11년 : 10회)
•새 GMP 제도 관련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발간
- 새로 도입된 새 GMP 제도에 관한 해설서(’08.4.10)
- 제조지원설비 및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프로토콜(’09.2.27)
- 세척 밸리데이션 프로토콜(’09.8.13)
- 제조소 총람(Site Master File) 작성 안내서(’10. 1.18)
- GMP 청정도 및 무균제제 시설 운영 세부 GMP 안내서 발간(’10.10.27)
- 의료용 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안내서 발간(’10.11.29)
- GMP 시설관리에 대한 해설서 발간(’10.12.30)
- 보관검체 등 관리 안내서(’11.5.18)
- 액제, 연고·크림제 제조관리 안내서(’11.5.18)
- 원·자재 검체채취관리 안내서(’11.5.18)
-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11.11.14)
- 새 GMP 해설서(5개정) (’11.12.15)
•GMP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집 마련
- ’08년 약 400여건의 질의·응답을 항목별로 분류·정리(’09.2.19)
- 원료의약품 포함 새 GMP제도 관련 질의·응답 350건으로 정리(’10.2.4)
- 원료의약품 GMP 관련 Q&A집 발간(’11.6.28)

5) 품목별 사전 GMP 평가 현황
새 GMP 제도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품목별 사전 GMP 평가 현황을 보면, 2008
년 1월 신약부터 적용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품목이 초기에는 적었으나, 전문의약품이
대상이 된 2008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12월말 현재까지 월평균 약 59건 유지하고 있다.
새 GMP 제도 시행 이전 전문의약품의 허가신청 건수가 월평균 약 150건이었으나, 월 평
균 4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008년 1월 품목별 사전GMP 평가제도 실시 후 현재(2011년 12월말)까지 품목 유형별
로 신약 114건, 전문의약품 2,024건, 일반의약품 146건, 원료의약품 124건, 총 2,408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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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신청되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새 GMP 제도 시행으로 국내품목의 허가(신고) 신
청 건수가 2011년 12월말 현재 오히려 수입품목보다 많았으며(제조 : 1,715 품목, 수입 :
693 품목), 국가별로 국내품목이 1,715건, 독일 147건, 미국 114건, 일본 67건, 인도 55
건, 기타국가 310건으로 집계되었다. 제출된 품목 중 2,408품목 중 2,009품목이 평가 완
료되었으며, 평가결과 202품목은 적합 또는 시정적합, 1,694품목은 보완 후 적합, 113개
품목은 부적합 또는 자진취하 처리되었고, 이중에 시정 및 보완 사항은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적되었고, 부적합 사유는 보완자료 미제출, 허위 기재 등이었다.

6) 새 GMP 도입의 성과 및 평가
그동안 새 GMP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는 첫 번째로 1994년 GMP 초창기 노후화된 설
비 등을 새 GMP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제조소 이전, 작업소 신·증축을 통한 GMP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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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4-1 】 제조소 신·증축 현황

두 번째로 새 GMP제도 시행 이전 전문의약품의 허가신청 건수가 월평균 약 150건이었
으나, 대폭 감소하여 월평균 약 48건을 유지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상 다품목 소량
생산의 후진국형 제약산업 구조가 선택과 집중의 의약 선진국형으로 품목 구조조정을 통
한 제약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공급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새 GMP 제도 시행
(2008년 1월) 전후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평균 품질 부적합 비율이 뚜렷한 감소를 보
이는 등 품질 향상에 기여한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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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4-2 】 의약품 연도별 품질부적합 현황

마지막으로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품목별 사전 GMP실사로 국내 제약사의 의약
품 품질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의약품 수출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연도별 의약품 수출실적이 새 GMP 제도 시행(2008년 1월) 이전인 2007년 1,019백만불
에서 2008년 1,139백만불, 2009년에는 1,391백만불, 2010년에는 1,706백만불 2011년에
는 2,062백만불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원료+완제

(단위 :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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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4-3 】 연도별 의약품 수출실적
자료출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7)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추진
PIC/S란 의약품 GMP의 조화와 실태조사의 질적 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1995년 결성된
국제기구로 2011년 12월 기준으로 37개 국가 39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유럽,
아시아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가입을 신청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GMP 상호인증
(MRA) 협의 시 대부분의 유럽국가 뿐 아니라 ASEAN 국가 등에서도 PIC/S 가입을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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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요구하는 등 국내 제약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는 PIC/S 가입이 필수사항
으로 대두되고 있다.
식약청은 2007년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PIC/S 가입 및 선진국과 상
호인증 체결 등’이 전략 추진과제로 책정된 것을 계기로 GMP 기준의 국제조화를 추진해
왔다. 2011년에는 PIC/S 규정과 국내 규정 간 비교 분석하여 PIC/S 규정과 국내 GMP 간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PIC/S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PIC/S 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 상반기 PIC/S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신청서 작성, 국내 GMP 기준 및 식약청 SOP 목록 등 관련 문서 영문화를
진행하고 있다.
가입신청서 제출 시 국내의 의약품 허가 및 GMP 규정과 PIC/S 규정간의 동등성, 식약
청 내부 품질관리시스템, 조사관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가입 승인까지
는 통상 4~5년 정도가 소요된다. PIC/S 가입이 완료되면, 국가 간 현지 실태조사를 면제
할 수 있는 GMP 상호인증(MRA) 체결 협상이 용이해져, 향후 국내 업체의 수출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 감축과 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한-미, 한-EU FTA 등 국제 무역환경에 충
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향후 추진계획
식약청에서는 PIC/S 가입을 통한 GMP 평가의 국제조화를 추진하여 제약산업의 글로벌
화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GMP 정책지원으로 제약업체의 GMP관리역량
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GMP 평가제도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PIC/S 가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12
년 4월중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년 가입승인을 목표로 PIC/S와 KGMP의 규정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또한 선진 GMP System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의 일환으로 컴퓨터시스템 밸
리데이션 가이드라인, 무균공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의약품 제조에 있어 전리방사선
의 이용 가이드라인, 흡입용 압축 정량 에어로졸 제제 제조가이드라인 등 각종 가이드라
인 및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약업체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약업체의 GMP관리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수출 희망업체 모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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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프로그램 운영’, ‘현장중심 밸리데이션 실무교육 실시’ 및 ‘제약-IT융합 생산·품질관리
프로그램(Smart Control Pharm) 개발·보급’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지원도 추진할 계
획이다.

2. 의약품 안전기준 선진화를 위한 국제조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본은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규격을 최근의
과학기술수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의약품의 품질 확보는 의약품의 안
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규
격으로서 「약사법」 제51조에서 정한 대한민국약전과 제52조에서 정한 대한민국약전외 의
약품 기준 등이 있다. 의약품의 기준규격은 의약품 품질관리에 있어 적부를 판단하는 기
준이며 국민에게 의약품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그 중요성은 대한민국약전 제9개정 머리말에서 ‘대한민국약전은 국민보
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제정한 의약품에 관한 법전이며, 질병 및 예방에 사
용되는 의약품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의 적정을 기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규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므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의 약전 등 국제적 기준과 비교되거나, 연구사업 결과에서 또는 실제 의약품 심사에서 지
속적으로 업데이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대한민국약전 등 의
약품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를 중심으로 주요 제·개정 내용을 정
리하였다.

1) 대한민국약전(구 : 대한약전)
대한민국약전은 2007년 12월 28일 대한민국약전 제9개정이 발간된 이후 추보7까지 개
정되었다. 대한민국약전의 최근 개정방향은 의약품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위하여 의약품
등의 첨가제 기준·규격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약전조화 및 최신 과학기술의 반영이다. 이
를 위하여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등의 기준·규격 선진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 대한민국약전 의약품등의 기준·규격에 대해 일본, 유럽약전,
미국약전 등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개정(안)이 도출되었고, 순도시험, 중금속 등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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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시험항목의 경우 신속한 개정작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2003년 제정된 의약
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이 2010년 개정되어 의약품 영문명, 시약명 등이 정립되었고, 이에
따라 의약품 명칭 표준화가 완료되어 대한민국약전 추보에 반영되었다. 더욱이 2009년
대한민국약전 개정업무 편람이 발간되어 보다 투명하게 모든 개정절차가 공개되었다.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사업 결과에 의해 제안된 원안은 의약품심사부의 면밀한 검토
와 함께 개정(안)이 정립되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점점 의약품 규격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개정사유 등이 공
유되면서 개정고시에 대한 업체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대한민국약전 제9개
정 추보8 개정(안)까지 개정내력을 표6-4-3에 정리하였으며, 대한민국약전 제·개정 절
차를 그림 6-4-4에 나타내었다.

【 표 6-4-3 】 대한민국약전(Korean Pharmacopeia, KP) 제9개정 추보 개정내력
KP

고시명

추보 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50호 (2009.7.9)

추보 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0호
(2010.2.24)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등

•‘탈크’항의 규격 기준 신설·강화
-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탤크’로 명칭변경
- 석면에 대한 기준 등 마련

탤크 중 석면 등 규격
기준 설정

•품목 신설·삭제 등
- 메로페넴수화물 등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항생물질의
약품 17품목 신규 수재
- 류코보린칼슘 등 2품목 삭제
- 세파드록실수화물 등 8품목 정량법 개정, 헤파린나르튬의
확인시험 추가
- 갈근 등 생약(한약) 14품목 함량기준, 확인시험 등 개정
- 감자전분 등 첨가제 30품목 순도시험 및 미생물한도시험
등 신설

최신 과학수준 및 국
제적 추세에 맞추며
중복 수재된 품목 삭
제

•품목 개정
- 중 금속 등 순도시
- 건조갑상선 등 95품목에 중금속 등 순도시험, 미생물한도
험, 미생물한도시
시험 설정 또는 강화
험, 엔도톡신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추보 3
- 딜티아젬염산염, 아미카신황산염에 비선광도 설정 또는 강
신설 또는 강화
제2010-27호 (2010.5.3)
화
- 최 신 과학수준 및
- 리도카인 주사액 염화칼슘 주사액에 엔도톡신시험 설정
국제적 추세에 맞
- 계피유의 정량법에 쿠마린 한도기준 및 시험법 추가
추어 정비

추보 4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5호
(2010.5.28)

•제제총칙 정비
- 의 약 품 관 리 체 계
- 액제, 유제, 현탁제에 일반시험법에서 정한 시험항목 추가
합리화를 위해 항
기재
생물질의약품 수재
- 틴크제의 침출액 범위 확대
- 용어 및 형식 정비
•품목 신설 - 항생물질의약품 123품목 수재
등 미비점 개선·
•품목 개정 -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 한글명, 영명 정정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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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

추보 5

고시명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00호
(2010.12.31)

주요 개정 내용
•품목 신설
- 항생물질의약품 69품목 수재
•품목 기준 또는 시험법 등 개정
- 과당 주사액 등 92품목
- 혼합제제 및 첨가제 등 10품목

개정 사유 등
- 항생물질의약품
재
- 최 신 과학수준
국제적 추세에
추어 기준 또는
험법 정비

수
및
맞
시

•통칙에 의약품의 시험 및 취급시 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추보 6
•품목 개정
2011-11호 (2011. 3.14)
- 간유 등 184품목 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또는 개정

최신 과학수준 및 국
제적 추세에 맞추어
재정비하고 품질관리
선진화 도모

추보 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5호
(2011.10.28)

•품목 신설·삭제
- 에페리손염산염 신규 수재
- 부펙사막 제제 삭제
•품목 개정
- 간유 등 265품목 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또는 개정

최신 과학수준 및 국
제적 추세에 맞추어
재정비하고, 품질관
리 선진화 도모

추보 8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40호
(2011.12.19)

•품목 신설·삭제
- 생물학적제제 인터페론 알파-2 농축액 신설
- 페르페나진말레산염 등 삭제

의약품규격연구과

R&D연구

·R&D 연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기준 규격 자료 생산

모니터링,
시험법
개발 등

·시험법 개발 등을 통한 개정원안 마련

의약품기준과
유해정보과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 검토 총괄

1차
의견수렴
(산·학·연)

·각국 기준규격 비교 및 개정(안)
·개정 원안의 검토 및 확정

의약품안전정책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 입안예고
→ 고시 개정

의견수렴

【 그림 6-4-4 】 대한민국약전 제·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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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대한민국약전 관련 주요한 사용은 제9개정 추보 7~8개정, 제10개정 전면개정
준비 및 약사법 개정사항이다.
대한민국약전 제9개정 추보7의 주요 개정사항은 근육연축 등을 효능으로 하여 국내 45
품목이 허가된 에페리손염산염이 신규로 수재되고,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 유발 가능성
으로 국내 판매중지(2010.12.8)된 부펙사막, 부펙사막 연고 및 부펙사막 크림이 삭제되
며, 267 품목이 시험항목 신설 또는 기준 강화되었다. 한편, 생약인 당귀의 기원종을 일당
귀, 중국당귀까지 확대하여 당귀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당귀의 개정안이 행정예고까지
되었으나,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 한국생약협회 등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개정되
지 않았다.
대한민국약전 제9개정 추보8 개정 작업은 2009년부터 추진된 의약품 등의 안전기준 선
진화 추진의 마무리 단계로 누락된 기준을 발굴하여 반영하며, 미국약전, 일본약국방 추
보에 설정된 위해발생 우려 항목등을 반영하고, 생물학적제제인 유전자재조합 인터페론
알파-2 농축액이 신규로 수재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개정사항은 제제총칙 주사제 및
일반시험법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의 문구의 수정, 생물학적제제인 인터페론 알
파-2 농축액의 신규수재, 국내 허가사항이 없는 페르페나진말레산염 및 페르페나진말레
산염 정의 삭제, 겐타마이신황산염 주사액 등 165품목의 일부 시험항목 신설 또는 개정이
다. 2011년 10월 2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2011년 12월 19일 행정예고되어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2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2011년에 추진한 대한민국약전에 관한 사항 중 하나는 약사법에서 ‘대한약전’이 ‘대한민
국약전’으로 개정되었으며 2012년 6월 8일이 시행일이다. 국명이 약전명칭에 제대로 삽입
되어 우리나라 약전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 2012년에는 대한민국약전이 전면개정된
제10개정이 발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2011년 9월에는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작성지
침’을 마련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홈페이지, 대한민국약전 포럼 등에 게재
하여 대한민국약전의 개정방향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개정안 작성지침은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원칙, 의약품각조
품목의 내용 및 기재방식, 명칭 및 단위 등의 기재방식, 관련 용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
여 체계적이고 통일성있는 작업을 이끌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의 완성
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의약품 각조 제1부에 신규 또는 삭제하는 품목에 대한 기준이 명
확히 제시되었다. 신규 수재품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약전, 유럽약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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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방에 수재되고 여러 외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허가된 의약품
이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에 수재되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된 품목
은 외국의 약전 수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약전에 수재한다. 셋째, 실제 임상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보험청구량, 생산실적 현황 등에서 상위 품목, 다수 품
목이 허가된 제네릭 의약품 등)이어야 한다. 넷째, 의약품재평가 등을 통하여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의약품이어야 한다. 한편 수재된 품목 삭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국내 허가사항을 고려하여 실제 허가된 품목이 없는 등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이다. 둘
째, 안전성 등의 문제로 판매중지 및 회수 처리된 품목이다. 다만, 미국약전, 유럽약전, 일
본약국방에 모두 수재된 품목은 글로벌 제약시장을 고려하여 계속 수재된다. 이러한 작
성지침을 바탕으로 제1부 신규수재 32품목(안)과 삭제 221품목(안)을 정하여 홈페이지
에 공지하였다. 제10개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화학명 다음에 Chemical Abstacts
Service(CAS) 등록번호를 붙이도록 하였다. 이는 물질정보검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대
한민국약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대한민국약전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재)한국공정서연구회에서 발간되는 ‘대한민국
약전 포럼’이다. 2011년에는 제8권 1-2호가 발간되었다. 대한민국약전을 비롯한 의약품
의 기준규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재하여 미리 국내 산·학·연에 알려 최신 정보를 제
공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
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의약품 품질 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며,
2012년에는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이 발간될 예정이고,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의약도서
관’을 통해 e-Book 등으로 더 편리하게 국민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2)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구 :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은 1983년 국내 유통 의약품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8,000여
품목 중에서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품목을 제외한 6,800여 품목을 정리한 1,295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며, 국립보건원 예규로 제정되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족과 함
께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제2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가 되었고, 2007년
12월 28일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제3개정)’이 되어 의약품의 허가에 능동적이고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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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리에 효율성을 가져와 민원서비스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과 같이 국내의약품 유통현황 및 공정서 수재현황을 고려하
여 원료의약품 및 제제 규격을 대한약전 및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최신규격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약전과 마찬가지로 탤크석면사건으로 인하여 품목 전체가 검
토되어 의약품 안전기준 선진화사업이 추진되어 개정(안)이 발굴되었으며,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맞게 의약품 영문명, 시약명 등이 정립되었고, 의약품 명칭 표준화가 추진
되었고, 또한 공정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이 폐지(2010.12.31)되어
추보에 반영되었다. 더욱이 200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 개정으로 ‘의약외품’
에 관한 업무가 바이오생약국으로 이관되면서 ‘대한약전외 의약외품 기준’이 분리(식품의
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49호, 2010.6.24)되었다. 그 동안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제3개정 추보7 개정까지 개정내력을 표6-4-4에 정리하였다.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
준은 대한민국약전과 품목이 다를 뿐 전반적인 기재원칙, 개정절차 등은 같다.

【 표 6-4-4 】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기준(Korean Pharmaceutical Codex, KPC) 제3개정 추보 개정내력
KP

고시명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등

•품목 신설·삭제 등
- 염산부플로메딜 주사액 등 36품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추보 1

제2007-75호
(2007.11.14)

- 품목관리

- 생약제제 천궁환 등 7품목 삭제

- 시험법 개선

- 니페디핀 정 등 62품목 개정

- 유 해시약 사용

•일반시험법 개정

저감화

- 생약 30품목의 확인시험 추가
- 생약 함량시험법 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추보 2

제2007-91호
(2007.12.31)

대한민국약전에서

•품목 신설

삭제한 가루생약

- 대한민국약전에서 삭제한 감초가루 등 42품목 신설

추가
- 품목 관리

•품목 신설·삭제

- 단미엑스산제의

- 나프칠초산 등 4품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추보 3

제2008-84호
(2008.12.23)

원료생약 및 건

- 생약제제 10품목, 살충제 18품목 삭제

조엑스 1일복용

•품목 개정
- 제8부 단미엑스산, 단미엑스산 혼합제 신설 및 121 품목
개정 수재
- 일반시험법 무기질시험법, 비타민시험법 중 정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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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

추보 4

추보 5

추보 6

추보 7
개정안

고시명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23호
(2010.5.28)

•통칙 정비
- 관련 고시 명칭 통일
•품목 신설·삭제
- 항생물질의약품 143품목 수재
- 허가사항이 없는 22품목 삭제
•품목 개정
- 간장농축엑스 등 788 품목의 기재형식(제제시험법 추가)
개정
- 니코틴산아미드 3배산 등 15품목의 제법 중 원료 기재 등

- 의 약품 관리체
계 합리화를 위
해 항생물질의
약품 수재
- 대한민국약전과
기재형식 통일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9호
(2010.2.24)

•품목 삭제
- 허가사항이 없는 품목과 다른 공정서에 수재된 18 품목
삭제
•품목 개정
- 메실산프리디놀 등 4품목 순도시험 또는 건조감량 개정
- 약전 제제총칙 정의된 시험법을 각조품목에 기재

- 최 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
에 맞도록 개정
및 품목 정비

•품목 신설·삭제
- 네오마이신 B 황산염 등 8품목 신설
- 가미당귀작약산엑스과립 등 7품목 삭제
•품목 개정
- 글루타치온 정 등 55품목의 시험법 신설 또는 개선
- 생약제제를 생약(한약)제제로 개정
- 생약(한약)제제의 명칭, 제제총칙 시험법 등 기재

- 항생물질의약품
수재
- 최 신 과학수준
및 국제조화에
따라 개정

•품목 신설·삭제
- 과산화수소수 35% 등 8품목 신설
- 허가 품목이 없는 141품목 삭제
•품목 개정
- 533 품목의 명칭 표준화
- 단미엑스산 영문명 신설
- 구연산니카메테이트 정 등 34품목의 시험항목 신설 또는
개정
- 일반시험법 중 잔류용매시험법 신설 등

- 의 약품의 허가
및 사용현황 등
을 반영하여 수
재품목 정비
- 의 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글명 및
영문명 개정
- 최 신 과학수준
및 국제조화 도
모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10-74호 (2010.10.2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14호
2011.11.10)

2011년도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에 대한 주요 사항은 추보 7 개정안 및 대한약전
외 의약품기준 개정업무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추보 7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중 널리 사용하는 일부 품목을 새로이 싣고, 품목허가사항
이 없는 품목을 삭제하며, 표준 명칭에 따라 한글명 등의 표기를 정확히 하고, 일부 시험
항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조화에 따라 개정하여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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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주요내용은 일반의약품에 과산화수소 35 % 등 8품목이 새로이 수재되고, 게파
르네이트 캡슐 등 136품목이 삭제되며, 가스트로필오르가루 등 428품목의 품목명이 개정
되고, 구연산니카메테이트 정 등 34품목의 시험항목이 신설 또는 개정이다. 또한 생약(한
약)제제 중 개자가루 등 79품목의 한글명 및 영문명이, 방사성의약품의 명칭, 의약품첨가
물 중 10품목의 명칭이 개정되며, 단미엑스산, 혼합단미엑스산 62품목의 영문명이 추가
되고, 일반시험법에 잔류용매시험법이 신설되고, 시약·시액 및 표준액이 전문 개정된다.
참고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수록된 표준항생물질과 항생물질의 계와 류 분류는 부록에
수록될 것이다. 행정예고까지 완료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
과가 통보되면 2011년 초에 개정안 그대로 고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개정업무지침은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되지 않은 의약품의 기준
규격 제·개정을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제·개정 업무의 세부절차
및 시기, 규격 수재원칙 등을 정하여 업무 효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침은 목적, 개요, 개정 기본 방침(신규수재 및 개정기준, 개정추진 방향, 세부 검토방
향), 개정주기 및 별첨자료(연혁, 개정원안 제출 양식)로 구성되었다. 기본 방침인 신규수
재는 국내 다수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 미국약전, 일본약전 및 유럽약전에 수재되
지 않은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이다. 국내 허
가 또는 신고 현황이 없는 품목, 미국약전, 일본약전 및 유럽약전에 수재된 품목, 재평가
를 통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안전성 문제 등으로 회수 조치된 품목이 삭제된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정보가 알려진 품목,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조화로 개정 필요성이 있
는 품목, 국내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개정 필요성이 있는 품목, 기타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이 된다.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부서별 역할 분담체
계(그림 6-4-5)를 구축하고 업무절차, 원안 작성 지침이 마련되었다. 2012년도 대한민
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이 전면개정되는 제4개정 발간작업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대한민국약전 제3개정 추보 6을 기준으로 수재품목현황을 표6-4-5에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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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규격연구과

R&D연구

·R&D 연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기준 규격 자료 생산

시험법
개발 등

·시험법 개발 등을 통한 개정 원안 마련

의약품기준과
유해정보과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유해정보

·개정원안 작성 지침 수립
의견조회
(산·학·연)
(관련부서·기관)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 검토 총괄

의약품관리과

·각국 기준규격 비교 및 개정 원안 마련

안전성정보

·개정 원안 및 개정(안)의 검토 및 확정

의약품안전정책과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의약품 규격 기준 관련 기본 정책 방향 수립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개정안 확정

행정예고
(관련 협회 및 업체)
(관련 기관)

자체규제심사,
국무총리실 규
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행정예고
·자체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
·고시 개정 및 홍보

【 그림 6-4-5 】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기준의 제·개정 업무 역할 분담 체계
【 표 6-4-5 】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제3개정 품목 수재 현황
계

일반의약품

생약
제제

방사성
의약품

체외
진단용
의약품

의약품
첨가물

단미엑스
혼합제

378

33

36

15

121

1437
2015

원료
의약품

제제
(단일)

제제
(복합)

항생
물질

401

490

397

149

3) 대한민국약전외 일반시험법(구 :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
대한민국약전외 일반시험법은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의약품·의약
외품의 질량편차시험, 미생물한도시험 및 보존제시험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식품의약
품안전청 고시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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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외 일반시험법은 의약품등질량(용량)편차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
전청 고시 제2007-61호, 2007.8.31)이 전부개정되면서 미생물한도시험의기준및시험방
법, 의약품 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가 폐지되고 대한민국약전외 일반시험법(식
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76호, 2008.11.28)으로 통합된 것이다. 한편, 의약품 중 내
용액제 및 내용고형제에 포함된 벤조산류 및 파라옥시벤조산류 보존제의 사용량을 하향
조정, 내용액제에 대한 보존제 시험기준을 ‘표시량에 대하여 80.0~120.0%’에서 ‘표시량
이하’로 하는 등 의약품에 사용하는 보존제의 허용기준 개선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보존제의 허용기준 개선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할 때 반영될 사항
으로 다른 고시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03호, 2010.12.31) 부칙을 통해 대한민국약전외 일반시험법 별표3 제1호나목 본문을 ‘각
보존제는 내용액제의 경우 그 양은 표시량 이하이어야 하며, 내용액제를 제외한 모든 제
제의 경우 그 양은 표시량에 대하여 80.0~120.0 % 이어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2011년도 대한민국약전외 일반시험법은 의약품용 보존제 시험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
요 개정 내용은 별표 3의 보존제시험 중 크레솔, 클로로크레솔 및 벤제토늄염화물의 정량
법 신설이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2011. 5. 27) 등 고시 개정절차를 거쳐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제2011-48호(2011.9.9)로 개정되었다.

4)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조할 때 제제학적으로 필요한 첨가제 중 하나인 착색제 타르
색소는 ‘콜타르,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의 하나이다. 식품, 의약품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타르색
소는 국제적으로 안전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이 정해져 보통 ADI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ADI는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허용량’
을 말한다.
약사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지 않은 색소는 의약품등의 제조에서 사용
을 금지하고 있다. 지정한 색소도 내복용 및 외용색소, 외용색소, 외용색소(점막제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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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내복용 타르색소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8종류만
사용해야 한다.
최근 타르색소에 대한 관심은 2007년도 한국소비자원이 ‘타르색소 첨가제를 중심으로
영·유아 시럽형 일반감기약 안전실태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집중되었다. 이 보
고서는 타르색소의 국내·외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서 타르색소 의무표시제 도입을 제안하
였는데 영·유아 시럽형 감기약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어린이 감기약 타르색소
유해성은 언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2009년 제약업체와 간담회, 민관합
동협의체가 구성되었고, ‘무타르색소 어린이 감기약 공급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타르색
소를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 감기약에는 ‘무색소(Dye-fee)’표시가 허용되었으며, 해당 민
원서류를 우선 심사대상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품
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명칭까지 기재
하게 되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제기가 주성분만 아니라 첨가제
에서 부각되어 일고 있다. 이슈가 될 사항은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안전관리연구’ 등 용역연구과제가 수행되었고, 2010년에는 과학수
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은 별표 4에서 적색 3호 등 42개 타르색소 및 레이크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수은, 중금
속, 아연, 철 등의 시험항목이 신설 또는 기준강화되었고, 별표 5에서 수은시험법이 신설
되었다.
한편, 타르색소의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2010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되었다. 보건소가 임신부에게 무료로 보급한 철분제에 타르색소의 배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국민안심차원에서 엄격한 타르색소의 관
리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ADI 등을 근거로 타르색소 최소량의 사용기준 제
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개선·보완, 사용상의 주의사
항 등의 허가사항 정비방안이 검토되었고, 제약업체 간담회,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이
수렴되었다. 관리방안은 사용하지 않는 타르색소의 품목정비, 외용색소 사용범위 제한,
내복용 타르색소의 배합한도 기준 제시, 내복용 타르색소의 허가사항 기재방법, 허가사항
의 변경조치 등으로 정리되었다. 관리방안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면, 타르색소의 품목정비
는 국내·외 타르색소 사용현황 조사 및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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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gulation, CFR)에 등록이 종료되었거나 수재되어 있지 않은 타르색소, 유럽
연합 의약품청(European Medicine Agency, EMA)에 등록되지 않은 타르색소, 국내 사
용현황 조사결과 사용되지 않는 타르색소에 모두 해당될 경우 삭제기준으로 정하여 타르
색소 17품목이 대상이 되었다. 외용색소 사용범위 제한은 의약외품 치약제, 제모·양모제
가 유럽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점과, 사용 현황조사 등을 통해 외용색소 11품목에 대해
의약외품용으로만 그 범위가 한정되었다. 내복용 타르색소의 배합한도는 미국, 유럽, 일
본 등에서는 첨가제이므로 일반적인 사용량이 홈페이지에 공유되어 있으나, 배합한도 기
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본은 ‘의약품제조판매지침’에서 0.1 % 이하는 ‘미
량’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해 오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배합한
도는 원료약품 총 분량의 0.1 % 이하로 제시되었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제
출자료에 의해 사용근거와 사용량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복용 타르색소의
허가사항 기재방법은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타르색소 명칭과 질량(mg)’이 기재되며, 0.1
%이하의 량은 ‘적량’으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황색4호’와 같은 Azo계 타르색소 ‘황색5
호’를 함유할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 약은 황색5호(선셀옐로우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가 추가
로 기재된다. 이러한 허가사항 변경조치는 착색제의 변경이므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
고·심사규정 제3조의제2항 5호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
토록 하였다. 이 관리방안과,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이 행정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7호(2011.9.9)로 개정되었다.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타르색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품목이
정비되어 별표 2 및 3에서 외용색소 17품목이 삭제되고, 외용색소 중 10품목은 의약품에
는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청색403호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휘산형 살충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점막을 제외한 외용색소에 의약외품용 타르색소로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100호, 2008. 6.4)되어 있던 솔벤트블루 35호 등 3개
색소가 통합 수재되었다. 내복용 의약품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배합한도기준이 ‘원료
약품 총 분량의 0.1 % 이하이어야 하며, 내복용 액제류의 경우에는 1일 허용총량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근거와 사용량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
다.’고 신설되었다. 또한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전면 개정되고, 적색40호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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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일부 시험항목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으며, 각 색소의 성상항의 표현, 화학명 등
이 바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약전을 비롯한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의약품등의 품질확보를 위한 표준
이며, 글로벌 의약품시장의 품질 경쟁력을 위한 기본이다. 최근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
에 걸맞게 과학기술로 국제적 의약품의 품질기준을 이끌어 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
이 되었다. 2011년 제약분야 녹색기술 개발지원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약전의 시험법에서
유기용매 사용을 최소화하고, 유해시약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시험법 개발이 시도되
었다. 이러한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새로운 시험법이 제약 산업계에 널리 확산되고 현장의
정보가 보태져 대한민국약전 등 품질기준이 국제조화를 위한 안전기준으로 동남아 등 각
국에서 비교대상이 되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의약품이 품질 경쟁력에 앞
서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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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 국제협력 추진

1. 의약품 분야와 국제화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은 보건의료 시장의 어느 부분보다 일찍 개방되었고 세계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1980년대 의약품 수입 자유화조치가 이루어진 이래 1990년대에는
의약품 제조업 자본투자가 개방되면서 다국적 제약기업의 직접 진출이 활발해졌다. 보험
급여에서 수입의약품과 국내 제조의약품의 차별이 없어지고 무역과 자본투자가 자유로워
진 상황에서 국내 다국적 제약기업은 신약을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IMF이후 다국적 제약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등으로 인해 국내 시설투자가 축소되어
2000년대 말에는 대부분의 제조시설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등으로 이전 철
수한 상황이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무역 및 투자의 변화와 함께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특히, 1998년 식약청 개청과 IMF 사태를 전후로 의약품 허가심사에서 시판후 안전
관리까지 전분야에 대해 국제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말 상당히 많
은 부분에서 국제조화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67불의 개발협력 수혜자에서 2만 달러의 원조공여국으로 도약
한 세계사에 보기드문 기록을 남긴 국가로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010
G-20 의장국으로서 국력에 걸맞는 국제사회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WTO 체제 등 무한경쟁 시대에서 국제사회 관계 형성에 있어 우리의 수출시장 및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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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존하는 국가와 상호신뢰 및 호혜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안보 및 국가생
존의 필수요소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게 ICH(의약품국제조화회의), APEC 등 국제기
구를 통한 의약품 분야 국제조화 및 연구협력은 필수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종플루 대유행, 헤파린 오염 등 국경을 뛰어넘는 의약품 안전문제에 대처하
기 위해 국제적 공조체계 확립을 통해 안전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체계 확립
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2.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 현황
1) 현황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는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정부의 종합적인 국제협력, FTA 등 통상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협력담당관에서 보건복지분야 국제협
력과 통상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의약품은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실 의
약품 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다. 식약청의 국제협력 및 통상관련 업무조직은 기획조정관
실의 통상·통계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중국대사관으로 주재관을 파견하여 식품
과 함께 의약품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 분야 FTA 등 주요 통상·국제협력 업무의 실제 분석·전략수립·협의 및 집행
은 ‘의약품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초기에
는 의약품안전국내 “경쟁력 강화 TF”를 설치·운영(2008년 4월 활동 종료)한 바 있으며,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협정문의 제도도입 합의에 따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운영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운영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
다.

2) 국제협력 분야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의약품 분야는 국제화가 급진전되어 APEC, ICH 등 국제협력·
교류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임상시험, 허가·심사를 중심으로 의약품 관련 전분야에서 규제 조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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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협력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주요내용

1) ODA 개발협력

「의약품 안전」 초청연수 실시(2012.5월)
국제교육훈련센터

2) WHO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교육훈련센터

ICDRA

의약품분야 규제당국자 회의 서울 개최(2005)

WPRO

서태평양 의약품분야 규제당국자회의

3) 소아용의약품 개발 네트워크

소아용의약품 개발, 안전관리 국제네트워크 추진(2011~)

4) 중동 4개국 바이오의약품 연수

요르단, 사우디, 이집트, 시리아 규제당국자 참석(2010)

5)APEC

RHSC(규제조화위원회)
AHC(규제조화센터)

APEC 2020 규제 컨버전스 계획(Regulatory Conversions) 추진
APEC 규제조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6) ICH(의약품규제조화회의)

허가심사 등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 ICH-국제협력그룹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7) 한중일 의약품분야 국장급회의

임상시험 민족적요인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 추진

8) 글로벌 의약품분야 협력 추진

중국·싱가폴MOU(체결), 태국·인니·말련(협의추진중)

(1) ICH GCG
ICH는 신약개발선도국가인 미국, 일본, EU의 정부(FDA, EMEA, MHLW)와 제약업계
(EFPIA, JPMA, PhRMA)가 공동으로 1990년에 창설하여, 지난 18년간 ICH 가이드라인
을 설정하면서 의약품 관련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회의체이다. 옵저버로서 WHO, EFTA,
캐나다(Health Canada)가 있으며, 해당 참관국은 ICH와 비ICH회원국간의 관계를 연결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ICH 관련 회의중 ICH-국제협력위원회(ICH-GCG)에 참여하고 있다.
ICH-국제협력위원회(ICH-Global Cooperation Group, ICH-GCG)는 ICH 운영위원
회(Steering Committee)의 소위원회로서 미국, 일본, EU지역외의 지역에서 ICH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1999년 3월에 창설되었다. ICH회원국, ICH사무국, 지역조화대
표(Regional Harmonization Initiatives, RHI), 의약품규제당국대표(Drug Regulatory
Authorities(DRAs)/Department of Health(DoH))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약 30
명이 매년 2회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규제당국자로서 매번 2
명씩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ICH Regulators Forum에도 참여하고 있다. ICH-규제자포럼(ICH-Regulators
Forum)은 ICH-GCG의 회원 중, 규제당국자만의 모임으로서 2008년 11월에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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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창설목적은 비ICH회원국에서 ICH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도와주고, 규제자로
서 현안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ICH회원국 중 지역조화대표
(Regional Harmonization Initiatives, RHI), 의약품규제당국대표(Drug Regulatory
Authorities(DRAs)/ Department of Health(DoH))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약 15
명이 매년 2회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ICH Q7(GMP), ICH E6(GCP),
GRP의 국제현황, 브라질, 중국 등 새로 참석하는 의약품허가당국의 정보 수집 및 회원국
의 최근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2009년에는 ICH Steering Committee 회의에 참석(2009.10.28~29)하여 ▲항암제 치
료제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생물의약품의 비임상/안전성 시험평가 ▲원료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 ▲항부정맥제의 임상평가 ▲유전자치료제 ▲약전 시험법에 대한 평가와 관
련된 논의에 참여하였다. ICH-운영위원회(ICH Steering Committee)는 미국, 일본, EU
의 정부(FDA, EMEA, MHLW)와 제약업계(EFPIA, JPMA, PhRMA)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회원국/제약업계에 2명의 대표직을 허용하고 있다 (총 12명). 그 외 ICH 사무국과,
참관자로서 WHO, EFTA, 캐나다(Health Canada)가 있으며,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든
ICH 활동에 대한 논의와 승인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FDA), 일본(후생노동성), 유럽(EMA) 등 ICH 회원국 전문가의 식약
청 의약품 부작용정보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참여 추진 중이며, ICH-GCG 회원국(한국포
함)으로서 ICH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전문가 협의체(EWG, IWG)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011년도 신시내티에서 열린 ICH 국제협력위원회(Global cooperation Group, GCG)
회의(2011.6.11~6.18)에서는 GMP 및 GCP 국제협력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GCG 회원
국간 연락담당을 지정하여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청은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AHC(APEC harmonization Center)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 E2C(안전성정보의 주기적 보고) 및 Q3D(금속성 불순물) 전문가회의(Expert
Working Group)에 참석하여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가이드라인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였다.
세비야에서 열린 ICH GCG회의(2011.11.6~11)에서는 ▲ GCP 가이드라인(E6)실행에
대한 논의 ▲ GMP 실태조사 사전알림제도 및 각 정부기관 GCP 연락담당자 및 GMP 실
태조사담당 연락담당자에 대한 명단공유 ▲ 각국 안전성 조치 근거 정보교환 ▲ 세포치료
및 유전자 치료제 토의 그룹 운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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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제자포럼(Regulators Forum)에 참석하여 ▲ 불량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한 각
정부간 협력방안, ▲ Cell Therapy 국제규제조화, ▲ 제네릭의약품 심사 규제조화, ▲ 다
국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계획 등 정보를 수집하였고, 우리청은
제네릭의약품 중 특히 치료영역이 좁은 의약품에 대한 평가기준 조화를 제안한 바 있다.

(2) 한중일 의약품 분야 국장급 회의
가. 구성과정
2007년 4월 개최된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의 글로벌 임상시험 촉진 등
의약품의 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이 합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한·중·일 의
약품관련 국장급회의가 구성되어 2008년 4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는 2008년 4월 14일 일본(동경)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중국
(SFDA), 일본(후생노동성) 및 식약청은 임상데이터의 민족적 요인에 관한 공동연구프로
젝트를 추진하였고(Joint Research Project on Ethnic Factors in Clinical Data), 3국
의 규제당국은 약에 관한 업무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 Scheme)을 개시 및 공
동연구프로젝트, 정보교환 등을 위해 워킹그룹 구성 등이 합의되었다.
제1차 회의의 세부 사항 이행을 위하여 한·중·일 의약품 워킹그룹이 2009년 8월에 개
최되었다. 일본에서 개최된 이 워킹 그룹에서는 2008년 4월 개최된 국장급회의에서 개최
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운영규정(Terms of Reference, TOR)의 마련을 시도하였
으나, 중국 측에서 제1차 국장급회의 결과와 달리 임상시험 분야에만 한정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하여 좀 더 심화된 논의는 하지 못하였다.
한중일 3국은 워킹그룹을 위해 TOR의 제정, 민족적 요인에 대한 연구(Research on
Ethnic Factors)에 대해서 일본이 코디네이션하고 각 당국은 주관연구자(principal
research)를 지정하며, PK 데이터로 수행하되 가능한 경우 PD 데이터로도 작업하는 것
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비교, 일반적 정보교환의
포함여부는 결론을 유보하였다.
제2차 국장급 회의는 2009년 12월 17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과정을 정리하고, 지난 회의에서 중국 측이 임상시험에 한정하자고 주장하며, 의약품
전반의 정보교류 등을 반대하여 워킹그룹 합의도출에 실패한 사항에 대해 확정짓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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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 임상데이터의 민족요인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운영규정, TOR)을 합의하였다. 민족적 요인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방안은
일본이 한중일 3국의 동 연구프로젝트를 조정(coordinate)하며, 그 프로세스는 일본이 초
안 →전문가 그룹 토론 → 워킹그룹 → 국장급회의 논의 순으로 결정하였고, 각국 학계대표
가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2012년까지 프로젝트 완료 목표로 하였다.
다음으로 임상분야를 중점으로 정보교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나라가 한중일 3국의
임상시험 정보교환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 정보 교환은 임상시험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대상정보를 한국이 초안 작성하여 회람하며, 여기서 임상시험 정보는 의약품 임상시험
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토론하기로 하였다.
제3차 국장급 회의는 2010년 9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우선
한중일 국장급회의 진행경과 보고를 통해 2007년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합의 이후 그간
의 한중일 국장급회의 및 워킹그룹회의 추진과정에 대한 공유가 있었으며, 한중일 워킹
그룹 운영규정(ToR)을 확정하였다. 또한, 워킹그룹 내 과학적 논의 연구그룹(Research
Group) 운영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한중일 임상시험 데이터의 민족적 요인 연구에 있어서는 민족적 요인 연구 프로젝트에 관
한 세부사항과 계획을 설명한 컨셉페이퍼를 마련하였는데, RG는 WG에 의견을 제안하는
전문가간 과학적 논의그룹이며, RG는 민족적 요인을 평가하는 규제당국 심사자, 학계와 업
계의 전문가로 최대 6명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PR*과 연락관을 지명하기로 하였다.
임상시험 분야 정보교환에 있어서는 한중일 임상시험 시스템의 개요를 각국의 협조를
받아 우리나라가 비교표(comparative table)를 만들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컨셉페이퍼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연구그룹에서 임상시험(MRCT) 가이드라인 마련(중국), 공
동 GCP inspection에 관한 규제조화(한국) 등을 추후 논의의제로 검토하는 것을 협의하
였다.
제4차 국장급 회의는 2011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과 한
국에서 조정해온 한중일 임상시험 데이터의 민족적 요인연구 및 한중일 임상시험 시스템
비교 프로젝트의 추진사항에 대한 공유가 있었으며 중국이 제안한 한중일 지역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다.
일본이 보고한 한중일 임상시험 데이터의 민족적 요인 연구의 중간결과에서 약동학

438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제6장 의약품 부문

(PK) 자료에서 민족적 차이 평가를 위해서는 외적요인을 엄격히 관리한 단일 시험계획서
(single protocol)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에 민족적 차이가 보고된 일부 의약품(3
종)을 대상으로 엄격 관리 조건 하에서 PK 시험한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유전적 다
형성(Genetic polymorphism)은 약동학(PK)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상시험 자료 평가전
에 피험자의 유전자형(genotype)을 파악하고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은 한중일 임
상시험 PK자료 취급·평가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약동학(PK) 및 약력학(PD) 자료 분석 관점에서 민족적 요인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지속
하는 것에 대하여 한중일 모두 동의하였으며, 현재 도출된 연구결과만으로는 민족적 차이
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약물선정 원칙과 연구계획 등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는 우리측
의 제안이 수용되었다.
임상시험 분야 정보교환에 있어서는 한중일 모두 3국의 임상시험 규제 전반에 대한 상
호이해 향상 측면에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다. 한국이 작성한 ‘한중일 임상시험 관련
시스템 비교표’에 대해 각국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워킹그
룹에서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실사 등 3국간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교환을 계속 추진하
는데 동의하였다.
중국이 제안한 한중일 지역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있는 사업으로 인식하였으며 중국이 가이드라인 작성을 조정하고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활용 등에 대한 컨셉페이퍼 작성팀을
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컨택포인트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3) 한중 MOU 체결과 의약품 분야 실무협의체 운영
이 협의체는 2009년 4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간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관한 협력 약정”을 통해 구성하기
로 한 조직이다. 이 약정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는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고, 고위급협의
체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의약품(생약 포함)분야, 화장품분야,
의료기기분야 등 4개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위급협의체의 합의로 달리 결정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실무협의회는 고위급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한국
과 중국에서 교대로 연례 개최되며, 실무협의회 대표는 각 기관의 국장급으로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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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실무협의회 운영상 필요할 경우, 양측의 동의를 거쳐 민간전문가 또는 수출입 기업
의 관계자를 참여시킬수 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측은 각자
의 연락관을 지정토록 하였다.
한국은 한-중 제2차 고위급 회담 및 의약품 실무협의회를 2010년 7월 26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한중 의약품 심사평가 심포지움」을 상호 추진하고, 「한중 의
약품 품질기준협의회」를 지속운영, 「한중 의약품 허가심사자 협의회」를 새로 구성·추진
합의하였다.
2011년 5월 제3차 한-중 식약청간 고위급 회담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의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인·허가가 요구되는 분야에 관한 전면적인 협
력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도 체결한 기존의 MOU를 개정하고, 분야별 협력메카니즘을
새로이 신설하는 등 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4) APEC 규제조화센터
2008년 2월 한국의 ‘조화 이니셔티브’가 LSIF 조정그룹 회의 공식 아젠다로 상정(고위
관리회의(SOM) Ⅰ,Ⅱ논의(2008년 2월 5일))되었다. 한국은 APEC 국제조화교육센터의
한국 내 설립을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한 교육을 한국에서 안정적
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LSIF 조정그룹회의 의장대행(Dr. Diane Hannemann, 미
국무부)은 APEC 기금을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다.
식약청은 2008년 7월에 AHC 설립 지원을 확정하고, 자체연구개발과제(2억), 용역연구
사업과제(5억)를 확정하였으며, 2008년 8월 15일자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 Ⅲ)
에서 식약청의 지원계획·향후 운영방안을 발표(AHC의 한국유치 사실상 확정)하였다.
2008년 11월자로 APEC 장관급회담 공동선언문에 APEC 규제조화센터의 한국유치 확
정 및 APEC 정상회담에서 승인되었으며, 이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ICH 정기총회
에서 ICH본부차원에서 프로그램개발 및 연사파견 협조를 약속 받았다.
이후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APEC 규제조화센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2009년 6월
개소식과 함께 다지역 임상시험 활성화, 의약품 공급체인관리 등 6차례 심포지움, 워크숍
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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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약품 분야 공적 원조 사업 지원
정부는 개도국의 원조수요가 많은 8대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가 공동추진하는 ODA 사
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발협력의 사업형태 및 활용가능성을 감안, 의약품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분야는 개발경험(컨설팅), 사업(프로젝트)의 컨텐츠 구축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하기로 하였다.
식약청은 의약품 분야 ODA 지원사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초
청연수를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2012년 5월 실시하였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
얀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에티오피아의 총8개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각
국의 의약품 규제분야 공무원 15명이 참여하여 20일간 식약청 본청에서 진행되었다.

3) 통상분야
(1) 한-미 FTA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출범한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보다 강화된 틀을
가지고 세계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WTO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원칙을 추
구하며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 또는 협정에서 관련 국가들 모두가 참여하여 모든 국가들
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무역의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국제통상환경에서는 지역주의
(regionalism)가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 FTA는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경제통합 형태로서
GATT 제24조8항(b)에서는 이를 “관세와 기타의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계약체결국 제품
에 대해 실질적으로 계약체결국간의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등장한 FTA는 초기에는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1950년
이후부터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났고, 1995년 WTO 출
범 이후 협정체결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최근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지지부진하였고 마침내 2006년 7월 DDA 협상
중단이 발표되면서 FTA는 국제통상에서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다.
FTA의 형태는 부문별 협정, 기능적 협정, 포괄적 협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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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협정대상국들이 어떤 특정산업이나 상품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
폐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적 협정은 정부조달, 무역관련 투자, 분쟁해결절
차 등 특정한 제도에 대한 국가간 협정을 의미한다. 포괄적 협정은 모든 분야의 상품 교역
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내지 철폐하며 투자 및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대한 교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미FTA를 비롯하여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해온
FTA는 포괄적 협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를 선호하다가 세계적으로 FTA
가 급속히 확산되자 1990년대 말부터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
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인도(CEPA)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가. 한-미 FTA 협상 경과
한-미 FTA는 2003년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등과의 FTA 추
진을 상정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1월 한미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는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하였고, 이후 2005년 세 차례의 한-미 FTA 사전실
무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년 2월 3일 공식적으로 한미 FTA 추진이 발표되었으며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8회의 공식협상이 이루어졌다.
2007년 4월 2일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이 선언되었다. 이후 미국 내부에서 행정부와 의
회간 신통상정책이 합의되었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협의가 개최된 후 2007년
6월 30일 협정문에 양국이 서명하였다. 2007년 9월 7일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0년 12월 3일 한미 양국의 FTA 추가협상 타결로 인하여 정
부는 2011년 6월 3일 원협정과 추가협정 모두를 포함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재제출하였다. 이후 2011년 10월 21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이행입법 국회 통과, 2011년 11월 29일 이명
박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절차를 마쳤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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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결과
의약품 원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보호는 미측은 품목허가 시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
를 최소 5 년간 타인이 원용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우리 측
은 1995년 도입된 재심사 제도를 통해 품목 허가 시 제출된 자료를 6년간 기보호해 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용하였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는 미측이 특허기간 중 특허 침해를 이유로 원개발자가 제네릭
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네릭 의약품 시판방지 조치를 요구(미국 국내법은 특허
침해소송 제기 시 30개월 자동정지)하여, 우리 측은 특허권 보호 원칙과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국내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행법안
을 마련하였고 FTA에 발효이후 시행 중이다. 식약청은 동 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의
약품 허가-특허 연계운영 T/F팀’을 FTA 발효에 맞춰 구성하였다.
GMP, GLP 등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의약품 등에 관한
GMP, GLP 및 제네릭 의약품 허가의 상호인정(MRA)을 위한 규제 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측은 해외 수출촉진을 위해 의약품 GMP, GLP 및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상호인정하기 위
한 한미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요구하여, 미 측은 의약품의 GMP, GLP 및 제네릭 의약
품 허가의 상호인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동의하였다. GMP, GLP 상호인정 등 규제
협력 논의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 기술적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규정하였다.
제약산업 지원대책으로 특허분쟁 부담 최소화 및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특허 인포매틱
스구축 및 비임상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 한-EU FTA
가. 추진 경과
한-EU FTA는 2007년 5월 6일자로 협상 개시 선언 및 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본 협상
(8차), 회기간 협상(2차), 통상장관회담(11차), 수석대표 회담(13차) 개최(2007. 5~)되어,
대부분 타결되었으나, 관세 환급 등 일부 쟁점 사항으로 인해 협상 지연되었다. 이에 통상
장관회담에서 모든 잔여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2009. 6. 26)되었고, EU 집행위
는 EU 회원국 간 통상분야 협의회를 개최(2009. 7. 10), 한-EU간 합의안으로 한국과의
협상이 모두 종료되었음을 설명하였다.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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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종결 선언(2009. 7. 13)을 하였고, 동 선언은 사실상 협상 타결을 의미하며, 협정문
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 진행이 예정되었다.

나. 협상 타결 주요 사항
규제 협력 (부속서제5조)에 있어서는 국제보건기구(WHO), OECD 등 국제기구가 개발
한 의약품에 대한 국제 조항, 관행 그리고 지침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적합성 평가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양국의 해당
관행이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다른쪽 당사자에게 동 평가를 수용
해줄 것에 대한 요청을 고려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합의사항의 이행 점검 및 지원,
관련 사항 논의 및 상호 이해, 협력 증진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이상 회합을 갖기로 하였다.
의약품 특허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자료보호(제10.36조) 부분에는 신약의 판매허가를 얻
기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로서 TRIPS협정 제39조를
충족시키는 자료의 경우, 최초 판매허가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참
고로, TRIPS 협정 제39조(미공개정보의 보호)는 제3항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자료에 “작
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될 것(origination which involves a considerable effort)”을
요구하고 있다.

(3) 이외의 FTA 협상
우리나라에게 전세계 동시다발적 FTA 협상에 있어 의약품 분야 주요의제는 의약품의
GLP, GMP 상호인정 인정 부분이다.
상호인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통해 체결 시 일방당사국은 타
방당사국의 표준과 적합성판정을 자신의 표준과 적합성 판정에 동등한 것으로서 수락하는
협정을 추진하여 시험과 인증 등의 적합성 판정 절차 중 동일 절차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
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은
GCC(걸프만 경제협력체)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남
미 경제공동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중국 및 일본 등과의 협상의 주
요의제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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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여건과 주요성과

1. 국내외 동향
백신, 혈액제제와 같은 전통적인 생물학적제제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과 같이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분
야는 이미 제품화 기술 및 시장이 성숙되어 있는 일반적인 의약품 시장과는 달리 최근 나
날이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열리고 있는 분야로서 노력 여
하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
의약품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삼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으며, 특히 전체 100대 품목 내에서의 바이오의약품 품목은 2010년 33%에
서 2016년에는 45%까지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그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
고 있으며, 이는 최근 세계적인 거대 제약사들이 M&A를 통하여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들
을 합병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성장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각국 규제기관 역시 관련 산업의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FDA의 경우 2011년
‘Driving Innovation’을 통해 맞춤형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정책
을 펴고 있으며, EU EMA의 경우 2011년 ‘Roadmap to 2015’를 통해 맞춤 의학 등 새로
운 과학기술에 맞는 규정 정비, 희귀의약품 개발 촉진 등의 정책을, 일본 PMDA의 경우
2009년 ‘Mid-term Plan of PMDA’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심사, 사전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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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age of Worldwide Rx & OTC Pharmaceutical Sales from Biotech vs. Conventional
Technology Source : EvaluatePharmaⓇ (25MAY 2011)
Biotechnology

Technology%of Rx & OTC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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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tech Within Top 100 Products
Biotechnology’s rapid increase in
share within Top 100 products : 2002
(15%), 2010(33%) &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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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21%

21%

21%

2016 Split :
Blotech : n=41 (avg. s2.78bn)
Conv : n=59 (avg. s2.35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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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시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1년 7월 1일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가 허가되고, 바이오시밀러 분
야 제품기술력에 있어서도 일부 국내 제조사의 경우 세계 최초로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신
청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삼성전자, LG, 한화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동아제약, 한
미약품 등 전통의 제약기업들도 새로운 활로로서 바이오의약품 분야 투자에 나서고 있
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생산실적은 ’07년부터 ’10년까지 4년간 연평균 생산실적 증가율이
22.26%로 동 기간 전체 의약품 생산실적 증가율 8.62%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완제의약품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 중 바이오의약품이 6개를 점유하고
있으며, ‘퀸박셈주’(백신)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의약품 중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동 품목의 수출금액이 2,180억에 이른다.

2. 안전관리 정책 방향 및 과제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 주변 환경도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기술 변화 속도와 맞
물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속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먼
저 신개념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를 위한 선제적 제도화 및 업무역량 확충을 추진해왔다.
2009년에는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포치료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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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중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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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1 】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 추이

성을 고려한 품질·비임상·임상 자료요건을 정비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포유전자치료
제과 및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가 신설을 확정하는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허가심사·관
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였다. 2012년부터는 전주기로 민원과의 단일 창구로서
양방향 소통·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를 도입·
시행하며,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대하여 식약청으로
부터 사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 개발 바이오 희귀
의약품에 대하여는 조기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줌으로서 각종 지원을 통한 제품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며, 제약산업 전주기에 걸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제품화 업무수
행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양성하는 '규제
심사전문가(RA)'를 제도화 할 예정이다.
국제규제조화를 위한 규제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식약청은 2006년부터
WHO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백신 시험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WHO 국
제교육훈련센터(GMP분야)로 지정되어 총 6차례에 걸쳐 19개국 66명을 훈련해 오고 있으
며, 2011년에는 바이오의약품 표준화를 위한 ‘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국제 가이드라
인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에는 노벨상 수상자 등 국내외 전문가
들을 구성원으로 ‘첨단바이오신약 특별자문단’을 발족하여 최신 기술·규제 동향 및 중장
기 발전방안 등에 대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였고, 2011년 3차례에 걸쳐 외국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상호간의 규제조화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국제 규제조화 선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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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의 소통과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2010년에
는 산·학·관 관계자 약 80여명을 구성원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다이
나믹 바이오, Dynamic Bio)을 발족·운영 중으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상호 소통 및 공론
의 장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2010년 ‘백신 실용화 지원 민관실무협의체’, 2011년 ‘바이
오시밀러 개발 민관실무협의체’ 등 실무 차원에서의 각종 협의체들을 구성·운영함으로서
상시적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그 기술 및 규제환경의 변화·발전 속도가 다른 분야보다 빠른 상
황에 있다. 업계나 정부기관 어느 한쪽이라도 이런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산업 전체가 뒤쳐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기관은 첨단 기술의 신개념 제품
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심사·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규제 동향을 파악·선도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과 인력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며, 개개 직원들의 전문성강화 등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3. 그간 주요성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신속 허가 및 허가 후
능동적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안전관리 강화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백신 자
급능력 확충’을 위해 국내 백신 제조업체의 의약품 실용화에 필요한 제조시설 1:1 기술 컨
설팅 및 국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세포주 등 확립 분양 사업을 실시하였다. 생물의약품 특
허 만료를 대비하여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분야의 허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간 등 선제적 허가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2008년부터 업계 등
과 함께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완제의약품 시험 위주의 국가검정제도를 의약품의 주요 제
조공정 단계별 제조기록 및 품질관리 요약자료 검토 등 제품 전반에 걸친 검토를 완제의약
품 시험과 병행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 태스크포스팀 운영 등을
통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011년 약사법이 개정되었으며, 2012년 하위 규정 개정을 통
한 국가출하승인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였다. 2010년부터는 4회에 걸쳐 개최된 ‘바이오
의약품분야 해외 규제당국자 초청연수’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업체의 수출 전략국을
대상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규제시스템을 설명하고, 업체와 수출 전략국의 규제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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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및 규제당국자간 자국의 규제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국내 바이오 제
약업체의 수출 측면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는 국내 유통되는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국내 제조되는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의
제조용 원료혈장만을 관리하던 제도를 국내 유통되는 혈장분획제제의 제조용 원료혈장으
로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의 수입혈장관리기준을 ‘원료혈장관리
기준’으로 개정 추진중에 있다.
또한, 희귀 질병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세포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개발단계
부터 공급까지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 개발 단계의 희귀의약품 조기지정
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내 기업의 희귀의약품 연구·개발(R&D) 참여를 유도하고, 유통·
공급을 합리화하며, 희귀의약품에 알맞은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산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라는 이원적 목표를 달성하고
자 바이오 업계와 정부와의 협력 및 소통의 중요성 대두에 따라 2011년부터 ‘Dynamic
Bio’ 라는 민·관 소통 채널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부 정책 공유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향후 계획 및 전망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
품 분야별로 안전관리의 특성도 다르고 산업화 유형도 상이하지만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품이고 유전자치료제나 세포치료제는 현재 과
학수준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희귀, 난치질환이나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신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희망적인 분야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식약청은 우리나라가 ’17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의약 강국’ 진입을 목표로 장기
적으로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21세기 수출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을 개발하고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것이며, 또한 대유행 전염병 등에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종 질병재난 예방 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먼저,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 백신의 국산화를 위하여 제조용 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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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세포주를 확립하여 분양함으로써 현재 자급 가능한 국산 백신을 9종에서 ’17년까지
23종으로 늘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17년까지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와 같은 첨단
바이오신약을 30품목 이상 출시할 수 있도록 후보물질 개발부터 임상·허가까지 업체들
을 대상으로 자문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경우에는 허가·평가
체계 마련 이후 국제기준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전문 생산업체(CMO)를 적극 양
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WHO 협력센터 활동 확대 등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국내 전문 인
력을 글로벌 규제 전문가(CRO)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국
제적 수준의 교육훈련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청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활성화는 물론 수출 산업으로 연계되어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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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철저한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정책 방향 및 과제
백신제제 등 생물학적제제는 어린이 등 취약한 계층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
반의약품과는 달리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의약품이다. 이러한 생물학적제제의 품
질관리는 화학물질로 구성된 일반의약품보다 매우 어려운 문제로 품질보증을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시판 중인 생물학적제제의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생물학적제제가 유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물학적제제에 적용되는 완제품 위주의 국가검정제도를
선진 외국에서 시행 중인 “출하승인제도”로 개선하여 완제품의 검정과 제조 및 품질관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백신 자급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실무협의팀」운영을
통한 제품화 단계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백신 생산용 세포주 확림 분양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
여 수입혈장 관리기준의 일원화와 선진 원료혈장 관리 체계인 혈장마스터파일(Plasma
MasterFile, PMF) 제도 및 룩백 처리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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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PIC/S가입과 함께 GMP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지속하여 제조
소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및 위험도별 선택적 제조소 정기점검 체계 도입방안을 마련
중이다.

2. 국가 품질보증·관리(국가출하승인제도)
1) 주요실적
2011년 6월 7일 국가검정제도를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하는 약사법이 개정(’12.6.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12.5.9) 및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6.1) 등 세부시행방
안을 마련하였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완제품의 시험검정으로 적부판정하는 국가검정제도에 매 제조단위
별로 제품정보, 주요 제조공정 요약기술,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원액, 최종원액, 완제의
약품의 제조단계별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Summary Protocol, SP)를 제출·검토하여
출하승인 통지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국가검정제도(현행)

국가출하승인제도(변경후)내용
원 료
원 액

완제품

시험 검정

최종원액

제조·품질
관리 기록
검토

+

시험 검정

완제품

완제품
국가검정 적·부 판정

출하승인 통지서 발급

【 그림 7-2-1 】 제도 변경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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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관련해서 1. 증지 부착 폐지하되 국가출하승인 제품의 명시성을 위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국가검정증지 부착제도 개선 2. 국민보건, 국방상의 이유로 신속 출하승
인 필요 품목의 허가 심사 절차와 출하승인 절차 병행을 위한 GMP 평가용 생산제품의 출
하승인 절차 개선 3. 동일 제조번호 생물학적 제제 국가출하승인 절차 개선을 규제개선과
제로 추진하였다.

2) 계획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업무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약사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일부를 평가원장에 위임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하
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출하승인제도에 관한 Q&A집 발간 등 관련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지속하고, 국가검정 증지폐지에 따라 사용자 정보제공 목적으로 식약청 홈
페이지에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제조번호 공개 시스템을 마련하고, 품목별 SP 양식을 등
재·관리할 수 있도록 기쁘다 시스템의 품목허가대장 상세내역 내에 해당 항목 마련하는
출하승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제 특성, 생산 관리 이력(Production history), 국가출하승인 결
과, GMP 점검 데이터, 시중 유통품의 품질 위반사례 등을 종합하여 위해우려 변수와 품
질 확인 주기 도출 등 출하승인 운영방식 개선을 하여 위해 분석에 기반한 효율적 국가품
질보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3. 백신 주권 강화
백신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하
여 병원체 자체나 병원체의 일부 또는 병원체가 가지고 있거나 대사과정에서 배출되는 독
소를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병원성을 없애주거나 아주 미약하게 만들어서 생체에 면
역을 주는 항원을 함유한 생물학적제제를 말한다.
백신은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예방백신과 치료백신으로 구분되는데, 예방백신은 병원균
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접종하여 이후에 그 병원균이 체내에 침투하더라도 면역체계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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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백신을 말하여, 치료백신은 체내에 존재하
는 바이러스 또는 종양세포 등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면역기전을 활성화시켜 해당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백신을 말한다.
백신은 과거에는 풍진, 천연두, 소아마비, 간염 등 단일 백신 위주의 제품이 주를 이루
었으나, 최근에는 두 종류 이상의 병원체 또는 한 종류에 속하는 두 형(型) 이상의 병원체
에 적용하는 다가(多價) 백신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암백신, 에이즈 백신, 조
류독감 백신, 탄저병 백신 등 혁신적인 제품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백신 개발업체들은 첨단의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신개념의 백신 시장으로 사
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존의 예방백신 외에 AIDS, 말라리아, 탄저균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백신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암, 알츠하이머, 고혈압, 당뇨병, 천식,
동맥경화등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백신 개발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향후 3년 안에 출시
가 예상되는 유망한 백신들로는 HIV, SARS, 탄저병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27종(B형간염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백신으로 지정된 12종,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Hib) 백신 등 기타예방백신 11종, 탄저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등 대유행이나 대테러
백신 등 4종)이 국내 주요 백신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중 국내 생산백신은 10종으로, 2011
년 내수시장에 공급된 총 4,900만 도즈 중 45%인 2,200만 도즈 만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7년까지 국내 생산 백신을 22종으로 확대하여 연
도별로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12종 중 현재 6종이 국
내 생산가능한 필수예방접종백신은 2015년 9종, 2017년에는 11종까지 그 수를 늘릴 계획
이다. 기타예방접종백신은 총 11종 중 현재 3종이 국내 생산가능하며 2015년 4종, 2017년
에는 7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총 4종 중 현재 1종이 국내 생산 가능
한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테러등을 대비한 대유행, 대테러 백신은 2015년 3종, 2017년에
는 4종이 모두 국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생명과학은 국내 최초로 제2세대
B형간염백신(유박스B)을 자체 개발한 바 있으며, DTaP-HepB 혼합백신(유트라박)에 대
하여 2008년에 허가받았고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 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는 Hib 백
신 및 DTwP -HepB +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 혼합백신도 개발 및 허가진행 중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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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2-1 】 연도별 백신 자급능력 확충 계획
구분*

필수
예방접종
(12종)

백신종류

국내 생산 유무(전망)
2012

2015

2017

B형간염

○

○

○

일본뇌염(사백신)

○

○

○

신증후출혈열

○

○

○

수두

○

○

○

인플루엔자

○

○

○

장티푸스

○

○

○

피내용 BCG

○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

○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 (Td)

○

○

사백신 폴리오(IPV)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aP)
소계

○

12종

6종

9종

11종

렙토스피라

○

○

○

녹농균

○

○

○

○**

○

○

경피용 BCG
생백신 일본뇌염
기타
예방접종
(11종)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Hib)
A형간염
폐렴구균(PCV)

○

인유두종(HPV)

○

소아장염(Rotavirus)
대상포진

○

콜레라
소계
대유행,
대테러
대비(4종)

○
○

11종

3종

4종

7종

두창

○

○

○

탄저

○

○

조류 인플루엔자

○

○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

소계

4종

1종

3종

4종

계

27종

10종

16종

22종

* : 혼합백신은 별도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음.
** : 2011년 허가

2012년 6월 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거나 자체 기술개발 중인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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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13종 19품목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Td) 등 4품목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대상포진, 인유두종 백신 등 6개 품목은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폐렴구균 백신 등 나머지 9개 품목은 비임상시험 중이거나 기술개발 중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백신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내 제약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백신
제조소 신축·이전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백신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
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발족된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전략 기획단(Dynamic BIO)」은 각종 바이오의
약품 지원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체계적 추진을 통한 지원효과 극대
화를 위해 식약청과 업계가 참여하는 전략기획단으로 5개 분야(총괄기획, 산업지원, 교육
홍보, 국제협력, 연구개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정기 회의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상시적인 의견수렴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백신 실용화지원 민관실무협의체, 제조소신축
지원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업계 의견 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
력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되는 백신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WHO)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수출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4. 혈장분획제제 안전관리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헌혈자로부터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을 줄여 안전한 혈액제제를 공
급하기 위하여 혈액 또는 혈장의 헌혈 시부터 환자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안전
성 보증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원칙이 필요하다. 즉, 혈액 매개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은 원료 공급체계가 선결 요건이
다. 헌혈자 스크리닝과 검사를 통한 헌혈자 관리, 제품 생산을 위해 풀링된 원료혈장에서
의 바이러스 검사,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따른 제품 생산 및 품
질관리, 제조공정 중의 바이러스 불활화/제거 공정 도입 및 검증, 반제품 또는 완제품에서
의 바이러스 검사, 룩백 등의 임상적 감시가 이에 속한다.
국내 헌혈 혈장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1일부터 HIV와 HCV에 대해 핵산증폭검사
(NAT)를 의무화하였고, 수입혈장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9일에 HIV 및 HCV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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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를 의무화 하는 한편, 혈장 수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입혈장관리기준”을 개정하였다.
최근, 혈액제제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원료혈장의
관리 대상 범위를 수입 혈장에서 국내 제조 및 수입 혈장으로 확대하고 관리기준을 명확
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9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2011년 8
월 31일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혈장의 적용 기준을 하
나의 공통 기준으로 통합하여 원료혈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입혈장
관리기준”을 “원료혈장관리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특히, 헌혈 단계에서부터 혈액제
제 제조업소로 원료혈장을 운반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
(Plasma Master file, PMF)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혈액제제는 헌혈 시부터 환자에게 제품이 공급된 이후까지 전 주기를 거쳐서 매 단계별
안전을 체크하는 단계가 마련되어 있어, 혈액 매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유효한 혈액
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2012년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에 있어, PMF 제
도가 도입되면 혈액제제 안전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향후 계획 및 전망
인체나 동물 등에서 유래하는 의약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관리체계가 아직 확립
되지 아니한 생물유래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다.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품질보증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 및 우수한 품질의 공급기
반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및 홍보·교육 등의
추가 노력 및 백신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국제수준의 원료혈장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후속규정 정비 계획과 PIC/S 조기가입을 위한 GMP 실사수
준의 국제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차별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 확보
를 위한 발판을 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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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
제
7
장
1.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과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
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맞춤 의료시대의 핵심 분야로 미국, 일
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지원하고 있는 분야이다.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 청은 EU에 이어 2009
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허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11
년에는 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의 정의와 제출자료 요건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닦았다.
또한, 이종이식재, 기타 다양한 세포·조직 기반의 신개념 첨단 바이오제품의 개발이 활
발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시판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신약에 대한 시판 후 일정기간 사용사례 전수보고제 도입을 2012년 추진
하는 등 위험도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BT community, BT 애로사항처리센터 및 이를 확대 개편하여 2009년 3월 설
립된 제품화지원센터를 통하여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생명공학 관련 연구원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제품화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바이오벤처들의 신약 개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화 지원 정책 등 제품화 개발 초기부터 다각도로 제공하였으며, 2010년 발족
된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전략기획단(Dynamic Bio)은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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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전문적 검토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허가심사 체계
1) 신기술 생명공학의약품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오늘날 세계 각국이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선정·육성하고 있어
바이오의약품의 범주에 속하는 많은 생명공학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약품 개발자는 대부분 벤처기업의 연구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심사자료 등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가 많다.
2003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벤처 및 제약기업 478개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서도 생명공학제품 산업화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허가심사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는 가이
드라인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총 83개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2005년 18종, 2006년 14종, 2007년 14종, 2008년 20종,
2009년 8종, 2010년 11종, 2011년 6종으로 총 91종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생명공학의
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생명공학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
자들에게도 도움을 주어 제품화 기간을 종전보다 5년 정도 단축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실수요자인 민원인들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생물의약품 가이드라인 정보방”을 개설하였으며, 진행 중
인 가이드라인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민원인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만
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도 6건의 가이드라인 발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
한 허가심사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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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마련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 중 기존의 오리지널 의약품
의 특허가 만료된 경우 후발업체에서 제조하여 이와 품질, 안전성, 유효성이 동등함을 입
증한 의약품으로 주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물의약품은 화학성분의 의약품에 비해 구조가 월등히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복제한다
는 것이 불가능하여 생물의약품에 있어서는 복제(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없다. 따
라서 이화학적 시험이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으로는 후발제품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이러한 후발 생물의약품에 대한 허가 및 관리의 방향이 국가별로 상이한 상황이
었다.
생물의약품의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주요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기존의 블록버스터 재조합의약품과 동등한 제품을 개발하려는 후발업체들이 등장하게 되
었으며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 제일 먼저 이러한 후발 생물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라 정의하고 2007년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13품목을 허가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이 2품목을 허가하였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은 가격이 비싸 의료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바이오시밀러 허가
제도의 도입이 각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바이오시
밀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 세계 규제 당국 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9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2007년부터 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바이
오시밀러의 개념과 적용범위, 심사평가 기준 등 국제 가이드라인 마련에 주관 국가로서
활동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바이오시밀러 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7년부터 산업계
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하여 바이오시밀러를 동등생물의약
품으로 정의하고 2009년 7월에 생물의약품의 허가 관련 규정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
허가·심사 규정”에 동등생물의약품에 관한 허가·심사 기준을 반영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등생물의약품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제약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2010년
9월에 “동등생물의약품 평가가이드라인 영문판”을 발간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소
마트로핀, 에리스로포이에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
간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 대상물질 4건에 대한 국제 수준의 대한약전 기준규격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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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품목허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허가 지원 프로그램인 “바이오시밀러 민·관 실무협의체”를
2011년 3월부터 운영하여 2011년에는 총 10개사의 20개 품목에 대하여 15회의 협의체 회
의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 승인건수는 2009년에
2건, 2010년에 3건, 2011년에 7건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도 과립구집락자극인자 바이오시밀러의 비임상 및 임상 평가가이드라인과 바
이오시밀러 개발 대상물질에 대한 대한약전 기준규격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화
된 바이오시밀러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허가심사의 예측성을 높임으로써 안전하고 유효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있어서 WHO,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계속하여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
다.

3) 세포치료제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심사 기준 마련
개인의 신체 특성에 적응 효과가 높은 특화된 생명공학의약품으로 ‘맞춤 의료’시대의 핵
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세포치료제는 국내에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식약청은
개발업체에 충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보다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세포
치료제 허가·심사 기준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2008년 초안이 발간된 「임상시험용 생물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가 및 동
종세포 평가 지침을 상세화하였고,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줄기세포치료
제 심사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발간하여 국내 세포치료제 개발업체에 국제적으로 조화된
심사 기준을 제공해 오고 있다.
최근 식약청에서는 동종세포치료제 품목 허가가 가시화 되고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이 증가하는 등 국내 현실에 맞추어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하였
다. 고비용 품질관리 시험 대신 신속법 인정, 시험주기 조정 등 품질 분야의 심사기준을
개선하였고, 세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임상 시험에 대한 자료 요건을 간소화하였
다.
세포치료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의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국내 개발업체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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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세포치
료제의 연구자 임상시험, 관련문헌 등을 고려하여 허가용 임상시험 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향후에도 의약품규제조화 국제회의 등
에서 국제 수준의 심사, 평가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해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여 첨단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3. 생물의약품 평가기반 확립
※ 최근 5년간 발간된 가이드라인 목록
【 표 7-3-1 】 공통
순위

간행물 제목

발행연도

1

연간 품질평가 및 자율점검 가이드라인

2010

2

임상시험용 생물학적제제등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2010

3

생물의약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기질 가이드라인 개정

2010

4

생물의약품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가이드라인

2010

5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작성지침

2009

6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2008

7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2008

8

생물학적제제등제조지원설비밸리데이션및유지관리가이드라인

2008

9

생물의약품의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

2008

【 표 7-3-2 】 생물학적제제 가이드 목록
순위

간행물 제목

발행연도

1

백신 임상시험 이상반응 중증도 평가 가이드라인

2011

2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

2010

3

HIV, HBV, HCV, HTLV 관련 자동분석기용 면역학적 체외진단용의약품 평가 가이드

2010

4

인플루엔자 항원 신속진단 체외진단용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가이드라인

2010

5

생물의약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기질 가이드라인 개정

2010

6

생물의약품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가이드라인

2010

7

HIV, HBV, HCV, HTLV 관련 자동화분석기용 체외진단용의약품(유전자분석용 시약) 심
사평가 가이드라인

2010

8

HPV DNA 칩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지침

2009

9

제조및품질관리요약서작성지침

2009

10

적혈구 대체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시 고려사항

2009

11

바이오 칩 평가 가이드(HPV DNA 칩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지침) 개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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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간행물 제목

발행연도

12

면역글로불린제제의 임상적 유효성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2009

13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단백접합백신의기준및시험방법작성지침

2009

14

혈액형판정용 시약의 ‘기준및시험방법’작성 가이드라인

2008

15

HBsAg진단제제의‘기준및시험방법’작성지침

2008

16

혈장분획제제 제조공정 중 감염성 프리온 단백 제거 검증 가이드라인

2008

17

정맥주사용 B형 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2008

18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2008

19

대유행인플루엔자백신의품질평가가이드

2008

20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2008

21

보툴리눔독소제제의심사자료작성가이드라인(품질)

2008

22

HIV, HBV, HCV, HTLV 관련 체외진단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평가 지침서

2007

23

바이러스백신 자가품질관리요약서(Ⅰ)

2007

24

불활화 인플루엔자백신 평가 지침

2007

25

인플루엔자백신의 자가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지침(개정판)

2007

26

HIV 항체 진단제제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 지침

2007

27

세균백신 자가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지침서

2007

28

혈액제제의 자가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지침

2007

29

생바이러스 백신의 자가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지침

2007

30

불활화 바이러스 백신의 자가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지침

2007

【 표 7-3-3 】 유전자재조합 가이드 목록
순위

간행물 제목

발행연도

1

항체의약품 규격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

2

동등생물의약품 품목별 평가 가이드라인(에리스로포에틴)

2011

3

동등생물의약품 품목별 평가 가이드라인(소마트로핀)

2011

4

생명공학의약품의 약동학 시험 가이드라인

2010

5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영문판

2010

6

재조합의약품의 면역원성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0

7

당단백질의약품의 당구조 특성분석 및 규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2009

8

생물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가이드라인

2009

9

당단백질의약품의 당구조 분석 길라잡이-가이드라인

2008

10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임상평가지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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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3-4 】 세포치료제 가이드 목록
순위

간행물 제목

발행연도

1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 가이드라인(안)

2011

2

임상시험용 생물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2010

3

세포치료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드라인

2010

4

임상시험용 생물학적제제등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안)

2008

5

세포치료제에 적합한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법

2008

6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사례분석

2007

7

세포치료제의 비임상시험 사례분석

2007

【 표 7-3-5 】 유전자치료제 가이드 목록
순위

간행물 제목

발행연도

1

임상시험용 생물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2010

2

임상시험용 생물학적제제등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안)

2008

3

혈관질환 등의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임상시험 사례분석

2007

4

항암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임상시험 사례분석

2007

【 표 7-3-6 】 인체조직 가이드 목록
순위

간행물 제목

발행연도

1

인체조직 허가 · 심사절차 및 제출자료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2010

2

우수인체조직관리기준(Good Tissue Practice)가이드라인

2010

3

우수인체조직관리기준(Good Tissue Practice)가이드라인(안)

2009

4

인체조직 검출미생물의 소독 및 멸균가능성에 따른 분류

2008

5

양막의 소독 및 멸균방법 가이드라인(안)

2008

6

무세포진피의 소독 및 멸균방법 가이드라인(안)

2008

7

표준작업지침서 가이드라인(수입업자)

2007

8

표준작업지침서 가이드라인(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가공처리업자)

2007

9

생물의약품의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

2008

4. 식약청 역량강화
1) 바이오생약분야 심사자, 조사관 역량 강화
2012년 바이오생약국에서는 생물의약품, 생약제제, 화장품, 의약외품 분야 심사자 및
GMP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검증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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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의 예산이 투입예정인 본 사업은 교육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
발, 심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교육개발과 운영, 외부 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웹 소프트웨어에는 각 심사자·조사자의 개인별 심사·이력 및 교육이력이
수집되고 향후 개인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 교과목 등이 제공되며 교육 후 평가이력 등
이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둘째, 내부교육과정은 심사자·조사자의 수준별, 담당 업무별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크게 ‘심사자 기본과정’과 ‘전문심화과정’으
로 나눌 수 있다. ‘심사자 기본과정’은 품질, 비임상, 임상, RA(법, 규정), inspection, 임
상통계, 커뮤니케이션 등 7개 과정으로 나누고 심사 초급자가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할 과
정을 담고 있다. ‘전문심화과정’은 각 분야별로 심사자가 수행하여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분야는 백신, 혈액 및 진단제제, 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천연물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 7개 과정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외부교육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교육예산을 증액하여 내부교육에서 제공할 수 없는 국내외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국은 향후 심사자·조사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심사역량을 확충
하고 이로 인한 심사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5. 국제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제 규제조화 필요성이 증가
되고 WHO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청은 선진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
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 11월 중동 4개국 바이오의약품 규제당국자 초청연수를 실시한 이래, 2011년에
는 3회로 확대하여 백신,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12개국 외국 규
제당국자 등을 초청하여 국제포럼을 수행하였다. 이 포럼을 통하여 우리나라 및 선진 규
제기관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신 안전관리 정책 이슈 및 각국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였으며,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는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신약의 과학적 기술자문을 위하여 노벨
생화학상 수상자 아런 치카노버 등 세계적 석학 13명으로 구성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
바이오신약 특별자문단’을 출범하여 2012년 3월 이들을 초청하여 ‘바이오의약품 도전과
기회’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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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은 2007년 12월에 WHO로부터 GMP 분야 국제교육훈련센터(GLO, Global
Learning Opportunities: WHO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로 지정
되어 2011년까지 총 6회 필리핀, 태국, 이란, 터키 등 19개국 백신 규제기관 및 제조업체
GMP조사관 등 66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2011년 9월 APEC 고위 당국자회의 결과 바이오의약품 챔피온 국가로서 중장기계획 수
립을 주도하기로 하여, 2012년 바이오의약품 규제조화를 위한 중장기로드맵을 작성, 제출
하여 선진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WHO의 백신 위탁시험기관으로 재지정되어 활동하고 2011년 1월 WHO 협
력센터로 지정되어 WHO 가이드라인 개정 등 작업에 참여하고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 활동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 모델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할 뿐 아
니라, 국내 바이오 제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측면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및 전망
향후에도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허가·심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완벽예방, 위험도별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신속대응,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
적지원의 세 가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첨단 바이오신약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 기법 개발과 분석장비, 전
문인력 확충 및 첨단바이오신약 특별자문단 등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허가·심사 역
량 강화에 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선진규제기관과의 업무협력(MOU), 상호인증(MRA) 등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
고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리더 규제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
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국내 바이오제약사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
력 제고에 기여하고 난치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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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안전관리 체계구축

1. 개요
이식용 인체조직이란 뇌사자, 사망한 자, 생존자로부터 뼈, 연골, 인대, 건, 피부, 혈관,
심장판막, 양막, 근막 등 신체의 일부를 기증받아 신체결손 환자에게 이식하는 인체조직
을 말한다. 인체조직은 장기(간, 신장 등)와 달리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장기간 보
관(3년~5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많게는 수
십 명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체조직 기증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등 전염
성질환에 감염되었을 경우 다수의 이식환자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이식용 인체조직 안
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미국, 유럽 등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관련 법령 및
단체를 만들어 안전한 인체조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2년 가톨릭대학교에서 종양환자 치료에 인체조직(뼈)을 사용한 것이 최
초이다. 그 후 2000년대 초 40여 개의 대학병원 등에서 뼈 등 인체조직을 채취 이식하여
왔으나, 이식에 적합한 인체조직의 선별 규정·기준이 없어 이식으로 인한 AIDS, 간염,
매독 및 병원성 미생물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해 왔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이식용 인체조
직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7일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권고안 및 운
영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0일 제
정되고 200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조직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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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다.
허가 받은 국내 조직은행 중 의료기관은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을 채취하여 해당 조직
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하여 기증이 부족하여 많은 양의
인체조직을 매년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 표 7-4-1 】 이식용 인체조직의 주요 용도
구분

주요 용도

정형외과

골 종양부위 절제후 골조직결손 재건, 인대 재건, 인공관절 치환

성형외과

화상환자 치료를 위한 피부 및 진피 이식

흉부외과

심장판막 및 혈관 이식

비뇨기과

요실금 치료를 위한 근막 이식

이비인후과

이소골 이식

치과

임플란트 치료 등을 위한 탈회골 이식

안과

양막을 이용한 각막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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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4-2 】 인체조직 관련 법령 제정 추진경과
날짜

추진 과정

2003년 2월 27일

인체조직 이식재 안전관리 권고안 및 운영 지침 마련

2004년 1월 20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4년 12월 30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04년 12월 31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2005년 1월 1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5년 3월 23일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 운영 규정」(식약청 고시) 제정

【 표 7-4-3 】 2007~2010년도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현황
(단위 : 개)

생
산

수
입

뼈

건

연골

인대

피부

양막

근막

판막

혈관

계

2007

24,168

289

224

2

13,031

2,239

28

155

249

40,385

2008

67,250

431

160

8

19,819

1,572

55

151

358

89,804

2009

110,672

1,164

485

0

23,390

1,868

695

82

383

138,739

2010

143,535

978

272

0

25,117

1,878

931

72

326

173,109

2007

83,359

9,907

786

181

5,354

0

426

0

0

100,013

2008

92,871

11,124

1,365

75

7,667

558

487

0

0

114,147

2009

63,772

10,289

1,727

27

7,766

313

525

0

0

84,419

2010

56,981

12,345

2,449

2

12,103

110

970

0

0

8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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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조직 관련 법령 등 제도 정비
2005년 1월부터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무분별한 수입 및 국내
에서 임의적 이식을 배제하고, 조직은행을 통한 안전한 인체조직 공급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에서 가공하는 인체조직의 수량 증가로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
으나 여전히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인체조직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증자의 적
합성여부, 가공처리내역, 보관방법 등 수입인체조직 안전성심사를 거치고 있다.
모든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적은 ‘표준작업지침서’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표준화된 세
부 기준이 없어 각 조직은행 간 관리기준의 눈높이를 맞추고 통일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
기됨에 따라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용역과제를 토대로 2차에 걸친 관련 단체
및 업체의 의견조회 후, 관련 분야 의료인으로 구성된 조직은행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
쳐 조직은행의 운영, 관리·인력·교육, 문서관리, 정도관리, 기증자의 평가 및 선택, 조
직 채취, 조직 처리, 보관, 표시기재, 분배, 부작용 발생 보고 및 조직의 폐기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할 표준작업지침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007. 6)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조직은행 간 인체조직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수
준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체조직은 심장 등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
아, 한 사람의 기증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이 가능하므로 기증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증자의 병력 검토, 기증자의 신체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한 감염의 증후 등 조직의
성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유무 확인하고, 조직에 대한 혈액검사 및 세균학적 검사를 통
해 감염질환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도 감염성 위해인자(바이러스, 세균, 진균)에 의
한 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2007년도 연구용역(인체조직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독방법과 멸균방법
표준모델 확립)을 토대로 인체조직(피부, 양막) 소독 및 멸균방법 자료집을 발간(2009년 1
월)하여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인체조직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체조직 기증자 선별검사 강화를 위한 HIV, HBV 및 HCV에 대한 NAT검사
도입과 안전한 조직 제공을 위하여 조직은행에 대한 GTP(우수인체조직관리기준)제도 도
입을 위하여 다년에 걸친 연구용역을 토대로 GTP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010. 1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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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2012년에는 GTP 제도 도입 인프라 구축을 위한 GTP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의 국내 조직은행은 아직 연륜이 짧고, 자급자족적이며 영세하여, 안전하고 안정적
인 인체조직 수급을 위하여 지역거점적인 대규모 조직은행이 필요하다. 대규모 조직은행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적정규모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7년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국내 조직기증현황, 국내 조직은행의 유형별 분석 및
조직은행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국내 조직은행의 유형별 현황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대표적 조직은행 등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 등을 비교 분석하여, 뇌사자 또는 사후
기증자로부터 대량의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가공·분배 등의 업무를 전문적,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지역검점 대단위 조직은행 설립을 위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직은행과 이식의료기관의 인체조직 기증 및 채취에서부터 최종이식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 이식환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인체조직 표준 분류코드를 개발하였
으며(국내특허등록, 2010.6), 인체조직 관련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3. 조직은행 정도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2005년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조직은행의 설립허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조직은행으로 하여금 조직품질, 조직검사 또는
조직관리의 정도관리를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청에서는 매년 정도관리계
획을 수립하여 조직은행평가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도 조직은행 정도관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조직은행 140개 조직
은행 중 59개 조직은행(의료기관 8개소, 조직수입업자 44개소, 조직가공처리업자 5개소,
비영리법인 2개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종전에 서류심사로만 실시하고 있어 안전
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수입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 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19개 해외 조직은행 중 5개 해외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
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최근 3년간 조직은행 정기감시 적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조직은행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2012년에는 조직은행별 위험도를 고려한 차등
적·효율적 정기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해외 조직은행 또한 수입실적·부위별 위
험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해외 조직은행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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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한약·생약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1. 한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1) 품질 및 유통관리 체계 마련
(1) 한약품질 향상을 위한 한약재 GMP 제도 도입
한약은 천연물에서 채취되어 고래부터 사용되어온 우리나라 특유의 의약품이나, 최근
한약 안전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등의 이유로 한약 품질기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있었다. 더욱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질병구조 변화와 천연물의약품 개발 수요증가에 따
라 한약의 품질관리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한약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
약재 제조업소가 한약재를 제조할 때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약
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한약재 GMP)’ 제도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2년 6월 15일
관련 법령(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완료 되었다. 동 개정사항에서는 한약재 제조 산업의
현황을 고려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업소(신규품목)의 경우 2012년
6월 15일부터 즉시 적용하고, 기존 한약재 제조업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한약재 제조업소가 한약재 GMP에 적합한 한약재만
생산하도록 하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약재 제조·품질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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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GMP 제도는 2009년 제도의 초안을 마련하고, 2010년 11개 업체가 참여한 「한
약재 GMP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적용 사례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한약재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의 조항별 세부
기준을 상세히 해설한 ‘한약재 GMP 해설서’ 발간, GMP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서의 표준
양식 개발·보급, 한약재 제조업자의 제도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
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약재 GMP 제도의 정착으로 체계적인 한약 제조관리 및 한약 품질개선을 통하여 한약
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입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제1차 한·중 한약재 안전기준 설명회」가 2011년 6월 22일 ~ 24일까지 사천성 성도 경
천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중국질검총국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 국가질검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 Xu LiYan 처장, 사천검험검역
국 He Jian 부국장 등 각 지역 한약재 담당 공무원 40여명과 사천 Xinhehua 중약재유한
공사 관계자 등 30여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중국산 한약재 수입과 관련, 부적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처음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중국 측 현지 참여 공무원 및 기업들에게 한국의 안전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정보를 제공하였고, 중국 관계 공무원 및 한약재 수출업체의 문의사항을 해
결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현지에서의 수출 전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관계 공무원 및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
가를 받았다.
이번 한약재 설명회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기준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향후 매년 또는 2년 주기로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하
는 것을 공감하고, 중국 지역별로 한국의 안전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9월에 「제2차 한·중 한약재 안전기준 설명회」가 중국 서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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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약 안전관리 기준 제·개정
(1)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로 고시명칭이 변경된 이
후, 현재까지 총칙/포제법/의약품각조/부록으로 항목을 나누어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않
은 한약(생약)품목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공정서이다.
2009년 7월에는 「활석」 중 석면 등에 대한 규격기준을 설정하여, 「활석」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2011년 3월에는 「지룡」의 순도시험 기준을 신설하여 유통 시 위해
발생의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였으며, 「국화」 등 46목의 규격을 신설하고, 광물
성 생약 3품목의 포제품 제법 표준화를 통해 유통 한약(생약)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
2011년 6월에는 「감수」 등 38품목의 경우 현재 기원 및 성상만 설정되어 있거나 이화학적
규격이 미비한 품목에 대해 외국 공정서 비교·검토 및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확인시
험 등 기준규격을 신설하거나 추가하였다. 또한, 「능소화」 등 13품목에 대하여 기존의 확
인시험에 사용되던 유해용매를 개정을 통해 저독성 용매 사용 시험법으로 대체하면서 안
전한 품질의 생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일당귀」 품목추가, 동물류 생약의 성상 개정 등 한약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
할 계획이다.
고시

대한약전외한약
(생약)규격집

476

고시일(고시번호)

기준·규격 제·개정 내용

2009.7.10
(제2009-53호)

• 활석 중 석면 등에 대한 규격 설정(고시의 재검토기한 3년 설정)

2011.3.22
(제2011-12호)

• 「지룡」의 순도시험 기준 신설
• 「국화」 등의 46품목 규격신설 및 광물성 생약의 제법표준화
• 「계지」 등 25품목의 기원종 범위 축소 및 「고련피」 등 12품목의 기원종
범위 확대화
• 「갈화」 등 121품목의 성상을 개정
• 「감수」 등 64품목의 엑스함량 기준 및 「녹용절편」 등 12품목의 건조감량,
순도시험 등의 기준규격 정비

2011.6.24
(제2011-26호)

• 「감수」 등 38품목 확인시험 등 기준규격을 신설 및 추가
• 「능소화」 등 13품목의 확인시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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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2009년 제정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은 생약(한약 및 한약재 포
함) 및 그 추출물(엑스제, 유동엑스제, 틴크제를 포함)과 제제에 대하여 생약 등의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목요연하게 통합하여 수
록, 생약 등의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잔류농약 시험대상 및 방법 일부를 조정하여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기존의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이 고시에 통합하여 민원 편의
를 도모하였으며, 2011년 6월에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규제의 존속기한
을 연장하여 생약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민원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8월에
는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생약에 대한 국민
신뢰성 상승을 도모하였다.
2012년에는 진피·청피의 잔류농약 개별검사 추가, 곰팡이독소 기준추가 등 한약재 안
전성 강화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시

생약 등의 잔류·오
염물질 기준 및 시험
방법

고시일(고시번호)

기준·규격 제·개정 내용

2009.6.16
(제2009-35호)

•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제정
→ 4가지 고시(「생약 등의 중금속 기준 및 시험방법」, 「생약등의 잔류농
약 기준 및 시험방법」,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기준 및 시험방법」, 「생
약의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방법」)의 통합

2009.8.24
(제2009-104호)

• ‘생약의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15조(재검토기한) 첨가

2010.10.29
(제2010-75호)

•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의 통합
• 잔류농약 시험 적용대상 변경, 기준 신설 및 시험방법 추가

2011.6.24
(제2011-27호)

•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의 재신설 및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2011.8.22
(제2011-42호)

• ‘생약 등의 중금속 기준 및 시험방법’에 카드뮴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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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약(생약)제제의 심사·허가
1) 개요
(1)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업무 변화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 퇴행성 및 복합
질환의 증가에 따라 의약품의 개발시 예방적 진행억제 효과, 장기투여에 따른 안전성, 삶
의 질 향상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하게 되었다. 천연물의약품은 전통적 사용경험에
서 오는 높은 안전성과 더불어 다양한 구조와 작용기전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복합
적 생리활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어 이들 질환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천연물의약품 개발은 기존 화학의약품에 비하여 효율성이 큰 것으로 주목받고 있
다. 천연물의약품 개발은 전통적 사용 경험에 의해 확립된 유효성과 풍부한 문헌에 근거
하여 역으로 의약품으로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나가는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검정 방식의 개발은 천연물의약품이 비교적 적은 개발비용과 짧은 기간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이러한 천연물을 이용한 한약(생약)제제의 장점을 인식하고 천연
물신약 개발에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의약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신약의 특허 만료, 신약개발 속도의 정체와 더불어 새로운 신약 소재의 고갈에 따라 새로
운 소재를 찾아 천연물의약품이 신약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시장에서 오래 동안 신약 발굴의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온 천연물
이 생약 또는 가공된 추출물로부터 제조된 형태의 완제 의약품으로 개발되는 등 새로운 분
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제약업계의 개발 열기는 임상시험계획 승인건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약(생
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건수는 그동안 매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
다. 2011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법률 제
6400호, 2001.1.29.) 및 「한의약육성법」(법률 제6965호, 2004.8.7.)이 제정된 이후 활발
했던 천연물의약품 연구개발이 중간점검 상태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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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5-1 】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계획(변경) 승인현황

2)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품목허가 현황
2011년 한약(생약)제제의 허가 품목은 총 89 품목으로 2010년 12 품목에 비해 크게 증
가하였으며, 이는 재심사 기간 만료에 따라 신약에 해당하는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시럽
제의 제네릭 의약품이 총 75 품목 허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표7-5-1).

【 표 7-5-1 】 2011년 한약(생약)제제 허가 목록
종류

한약(생약)제제

구분

합계

합계

품목허가
전문

일반

89

86

3

제조

83

80

3

수입

6

6

-

비고
·천연물신약 3품목
·희귀의약품 6품목
·제네릭 75품목

※ 2010년도 한약(생약)제제 제조허가 5품목, 수입허가 7품목

제네릭 의약품을 제외하면 12품목이 허가되었는데, 2005년에 허가된 동아제약의 스티
렌정 이후 6년 만에 천연물신약이 3품목 허가되었다. (주)녹십자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신
바로캡슐’을 비롯하여, 안국약품(주)의 기관지염 치료제 ‘시네츄라시럽’, 동아제약(주)의
소화불량증에 효능이 있는 ‘모티리톤정’의 3개 품목이 새로이 허가되어 ‘11년까지 총 6개
의 천연물신약이 허가된 상태이다(표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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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5-2 】 천연물신약 허가 목록
제품명

주성분

회사명

적응증

허가일자

조인스정200
밀리그램

위령선·괄루근·하고초 30%에탄올엑스(40→1)

에스케이 케미칼

골관절염

2001.07.10
(효능추가)

아피톡신주사

건조밀봉독

구주제약

골관절염

2003.05.03 (신약)

스티렌정

애엽 95%에탄올연조엑스

동아제약

위염

2005.04.29 (신규격)

신바로캡슐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 건조엑스
(20→1)

녹십자

골관절염

2011.01.25 (신조성)

시네츄라시럽

황련수포화부탄올건조엑스(4.5~7→1), 아이비엽
30% 에탄올건조엑스(5~7.5→1)

안국약품

기관지염

2011.03.11(신조성)

모티리톤정

현호색·견우자(5:1) 50%에탄올 연조엑스
(9.5~11.5→1)

동아제약

기능성 소화
불량증

2011.05.16 (신조성)

2011년 허가 품목 중 전문의약품이 86 품목으로 약 97%에 해당하며, 그 중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시럽제의 제네릭 의약품 75 품목과 희귀의약품인 항악성종양제 비스쿰알붐
제제 6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7-5-3)

제형별

효능별
중추신경계용약
조직부활용약
조제용약
외피용약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2%

캡슐제 1%
주사제 9%
정제 3%
액제 1%

시럽제
86%

호흡기관용약
86%

【 그림 7-5-2 】 한약(생약)제제 효능군별 허가현황

【 그림 7-5-3 】 한약(생약)제제 제형별 허가현황

허가품목 중 한약제제는 아토맘스액(생혈윤부음)과 함소아황련엑스정, 함소아시호엑스
정 3개 제조품목이 있었다. 아토맘스액(생혈윤부음)은 동의보감에 수재된 생혈윤부음 처
방을 근거로 한 품목으로 처음 허가되었다. 함소아황련엑스정 및 함소아시호엑스정은 기
존에 엑스산으로 허가된 제품을 정제로 제형 변경한 품목이었다.
또한, 효능군별로 구분해보면 호흡기관용약의약품이 76 품목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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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며, 조직부활용약이 6 품목으로 전체의 7%였다. 그 밖에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조제
용약, 소화기관용약, 외피용약, 중추신경계용약이 허가되었다. 제형별로는 시럽제가 76
품목으로 8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주사제가 8 품목이며 그 밖에 정제, 액제와 캡슐제가
허가되었다. 이처럼 호흡기관용약 효능군과 시럽제 제형의 허가 품목수가 많은 것은, 펠
라고니움시도이데스 시럽제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 허가
품목수가 많은 조직부활용약 및 주사제 제형은 비스쿰알붐 제제의 함량별 허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 표 7-5-3 】 2011년도 한약(생약)제제 허가 목록
연번 구분

제품명

성분명

업체명

허가일자

신바로캡슐

효능효과

비고

1

제조

자오가·우슬·방풍·두충·
구척·흑두건조엑스(20→1)

(주)녹십자

201101-25

소염, 진통, 골관절증

전문

2

황련수포화부탄올건조엑스
제조 시네츄라시럽 (4.5~7→1)/아이비엽30%에
탄올건조엑스(5~7.5→1)

안국약품
(주)

201103-11

다음 질병으로 인한 기침,
가래 : 급성 상기도 감염,
만성 염증성 기관지염

전문

3

제조

모티리톤정

현호색·견우자(5:1) 50% 에
탄올 연조엑스(9.5~11.5→1)

동아제약
(주)

201105-16

기능성 소화불량증

전문

4

제조

천문동/생지황/숙지황/맥문동/
아토맘스액
익수제약
당귀/황기/황금괄루인/도인/승
(생혈윤부음)
(주)
마/홍화/오미자

201106-10

피부 건조증 : 피부가 건조
하고 트는데 쓴다.

일반

5

아이소렐에이 비스쿰알붐 (아종 : 아비에티
수입 60밀리그램 스) 60mg에서 추출한 수용성
주사액
엑스

(주)엔엠
제약

201107-27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병소
(前癌症病巢), 조혈기관의
악성질환, 골수기능의 자극

희귀

6

제조

함소아황련엑
황련엑스산
스정

(주)함소아
제약

201109-20

조제 또는 제제용

일반

7

제조

함소아시호엑
시호엑스산
스정

(주)함소아
제약

201109-20

조제 또는 제제용

일반

8

제조

대한뉴팜
(주)

201109-23

간경변에 의한 간성 혼수
의 보조제

전문

9

아이소렐 에 비스쿰알붐(아종: 아비에티스)
수입 이 24밀리그 60밀리그램에서 추출한 수용성
램 주사액 엑스

(주)엔엠
제약

201110-10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병소
(前癌症病巢), 조혈기관의
악성질환, 골수기능의 자극

희귀

10

아이소렐에이 비스쿰알붐(아종 : 아비에티스)
수입 12밀리그램 60밀리그램에서 추출한 수용성
주사액
엑스

(주)엔엠
제약

201110-10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병소
(前癌症病巢), 조혈기관의
악성질환, 골수기능의 자극

희귀

리피씨주

필수인지질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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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제품명

업체명

허가일자

효능효과

비고

11

아이소렐에이 비스쿰알붐(아종 : 아비에티스)
수입 1밀리그램 주 60밀리그램에서 추출한 수용성
사액
엑스

(주)엔엠
제약

201110-10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병소
(前癌症病巢), 조혈기관의
악성질환, 골수기능의 자극

희귀

12

아이소렐에이 비스쿰알붐(아종 : 아비에티스)
수입 6밀리그램 주 60밀리그램에서 추출한 수용성
사액
엑스

(주)엔엠
제약

201110-10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병소
(前癌症病巢), 조혈기관의
악성질환, 골수기능의 자극

희귀

13

아이소렐에이 비스쿰알붐(아종 : 아비에티스)
수입 36밀리그램 60밀리그램에서 추출한 수용성
주사액
엑스

(주)엔엠
제약

201110-10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병소
(前癌症病巢), 조혈기관의
악성질환, 골수기능의 자극

희귀

14

제조

대한약품
공업(주)

201110-10

간경변에 의한 간성 혼수
의 보조제

전문,
수출용

리졸브주

성분명

필수인지질성물질

※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시럽제의 제네릭 의약품 75 품목 제외

가. 한약(생약)제제 관련 허가규정 정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 의약품 허가규정에서 분리·독립
하여 2011년 5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후속 작업으로 천연물의약품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
여 허가·심사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정비함으로써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을 확보하고 의약품 개발 및 허가·심사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심사
기준의 국제조화를 도모함과 더불어, 침체된 한약제제의 제형 다양화 및 품질향상을 통하
여 소비자의 접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천연물의약품 분야 산업발전과 민·관 소통을 위하여 발족된 ‘천연물의약
품산업발전협의체’ 내에 ‘제제분과’를 구성하여 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와 관련된 의견수
렴을 수행하였다. 개정안은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하였으며, 현재 입안예고를 거쳐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다.

나. ‘천연물의약품 비임상자료 가이드라인’ 마련
천연물의약품은 수 세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폭 넓게 사용되어 왔으며, 사용경험을 바
탕으로 인체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밝혀져 왔다. 더불어 전통적 사용경험과 관련된 방
대한 자료와 비임상 안전성과 관련한 과학적 정보도 축적되었다. 그러나 천연물의약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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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또는 미지의 다양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각 화합물의 생리적 기능과 각 성분
간의 상관관계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함유 성분에 대한 정보의 한계
가 있으며, 드러나지 않는 위험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천연물의약품 비임상자료 가이드라인’은 의약품의 개발 시 천연물의약품의 특성에 적절
한 비임상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제출 자료의 범위와 시험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체계
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천연물의약품의 비임상시험에 대한 각 국의 평가방법과 기준이 상이하고 국제적으로 표
준화된 평가기준이 없는 실정이었기에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제제분과)’ 위원, 청
내 및 외부 비임상시험 실무자로 구성된 ‘비임상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초안
을 마련하였다. 국내 허가규정을 근거로 사용경험과 문헌에 의한 시험자료 면제 및 시험
범위 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평가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
다. 초안은 2차에 걸친 제제분과 논의와 청 내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비임상 전문가 회의
를 통하여 검토를 받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천연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천연물의약품의 비임상시험 평가 원칙
- 천연물의약품 특징을 반영한 비임상시험 수행과 평가
- 전통적 사용의약품과 새로 개발되는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자료제출 범위 제시
• 천연물의약품의 비임상시험 시 일반적 고려사항
- 규제적 측면, 품질관리 측면, 복합제에 대한 고려
• 비임상시험 종류별 고려사항
- 독성 및 약리시험 종류 별 천연물의약품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개발 단계별 비임상시험 자료 제출기준
- 사용경험에 근거하여 확대임상시험 이전 시 일부 연기 가능

다. ‘천연물의약품의 재심사 면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약사법 제32조(신약 등의 재심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신약 등의 재심사대상
등) 제1항에 따라, ‘신약’ 등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4년에서 6년의 재심사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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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심사를 받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품목허가 된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에 따르면, ‘신약’ 등에 해당하는 품목이더라도 신규성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이 충분
히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는 의약품은 재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만, 신규성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명
확하지 않아 그동안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제제가 ‘신약’ 등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재심사를 부여하여 왔다. 따라서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일반의약품이 국내에 처음 들어올 경우에
대하여 ‘신규성 유·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재심사 기간을 부여하여 온 그간
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천연물의약품 산업발전 협의체(제제분과)’ 위원 및 청내 허가관련 부
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천연물의약품의 재심사 면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신약’으로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
1) 의약품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의약품’ 해당할 것
-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 국내 유사 효능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2) 외국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될 것
- 제5조제4항에서 정한 외국의 의약품집에 수재된 품목으로 개발국 이외의 사용국이 있는 경우
- 외국의 임상시험 및 시판 후 부작용 범위가 비교적 좁고,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일반국민
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 가능한 경우
- 해당 제품의 민족 간 유사성, 국가 간 의료행태의 유사성 비교 검토를 통해서 가교시험이 면제된 경우

라. 기타 활동 내역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하여 개발에서 허가까지 분야별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천연물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안내서」를 2011년 9월 발간
하였으며, 「기허가 의약품의 기원생약 및 추출물 정보 DB」를 마련하여 2011년 9월부터 홈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개발 초기단계부터 최종 제품허가까지 일관성 있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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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품화지원을 위하여 제품화센터와 연계된 민원상담이력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천연물신약 제품화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한약(생약)제제 분야 정책
설명회”를 2011년 6월 17일 한국제약협회 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한약(생
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정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정책 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약(생약)제제 등의 GMP 평가 가이드라인(안)을 소개하였다. 천연물
신약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에서 180여명이 참석하여 날로 커가는 천연물 기반
제약산업의 제품화 목표에 도움을 주는 소통의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제품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제3차 신약개발자 워크숍 「천연물의약품 개발 전
략」에서 “천연물의약품 허가정책 방향 및 심사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소개” 및 “천연물의
약품 허가심사 시 비임상·임상 고려사항- 허가심사사례연구 : 천연물신약 여러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천연물의약품 연구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여러 심포지엄, 워크숍에
서 천연물의약품의 허가·심사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직원들의 허가·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으로 「천연물의약품심사과정」
을 신설하여, 2011년 11월 10일 〜 11일 2일간 한국보건인력개발원 위탁교육으로 20명이
수료하였다.
한약(생약)분야 직원들의 연구모임인 「생약및생약(한약)제제 평가실무연구회」를 ’99년부
터 계속 운영하여 왔는데, ’11년에는 총 14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직원들간 허가심사
사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허청 등에서 외부
연자를 초청하여 연계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또한 ’11년 신설된 연구모임방에 그
간 발표자료들을 게재하여 관심있는 직원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2012년 계획 및 향후 전망
(1)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최근 제약업계는 글로벌 신약 특허 만료, 신약개발 속도의 정체와 더불어 새로운 신약
소재의 고갈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들도 천연물의약품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 협약, 나고야 의정서 등 범 세계적으로 천연물 자원의 주권 확보 및 효율적 관리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이러한 도전
을 극복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중점사업으로서의 천연물신약의 입지를 굳건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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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좁은 국내시장을 뛰어 넘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 및 청내 업무 관련자로 구성된 “천연물의약품 허가 개선 민·관 협의
체”를 천연물의약품 허가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상시적 소통기구로서 운영하여 ▲국내 개
발 천연물의약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생물다양성협약 기반 나고야의정
서 발효에 대비하여 인허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물의약품 개발 초기단계에서 최종 허가 신청까지의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제
공하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천연물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해설서」

(2) 한약제제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접근성 향상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탕제 위주의 사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유효한
한약제제 개발을 활성화하고 제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탕제’ 등 전통적
인 제형으로 한약제제를 복용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통 ‘탕제’로
의 복용비율이 95%에 달하고 한약제제를 사용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할 정도로 한약제제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침체 일로에 있는 한약제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
비자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의 품질기준을 과학화·표준화하고 다양한 제
형의 한약제제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방병원에서 오랜기간 다빈도로 사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어 온 우수한
한방처방이 한약제제로 개발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자료제출 범위를 마련하
는 등 맞춤형 허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한약제제의 품질, 안전성·유효성에 대
한 막연한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제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성분
프로파일’ 품질기준 도입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울러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개발 현황을 소개하는 등 한약제제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관련 행사를 관
련 단체 등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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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관리 여건과 전망
1) 화장품, 의약외품 산업동향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
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및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12.2.5 시행)에 따른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등록제 등 새로운 제도
의 신설로 안전관리 의무의 주체가 제조판매업자에게 부여되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2010년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13조 4천
억원으로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약 2.1%(세계시장에서 12위)를 점유하고 있다. 2010년도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 규모는 6조 146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성장세를 보였으며, 한류
영향 등으로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급증하여 2010년에는 6억불의 수출성과를 이루었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 산업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웰빙 트렌드 등으로 ‘사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
력원’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천연, 유기농, 한방화장품, 자연친화 및
윤리지향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고부가가치 브랜드 산업의 하나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산업으로 활용 가능 등 미래 발전성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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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제품으로 치약,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에서부
터 살충제, 정장제, 소화제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
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을 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
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
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③ 감
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지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에
는 생리대 등 30여 종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
는 추세에 있다.
의약외품의 경우 자유판매가 가능하면서도 공산품 등 일반 소비재와 달리 식품의약품안
전청의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바 2011년에
는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되던 ‘구강청결용 물휴지, 의치(틀니) 세척·소독제, 가습기 살균
제’와 의약품으로 제조·유통되던 ‘건위·소화제, 정장제, 연고·크림제, 첩부제(파스)’ 등
이 대폭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바 있다.

총생산(억원)

전년대비성장률(%)

70,000

18

60,000

16
14

50,000

12

40,000

10

30,000

8
6

20,000

4

10,000
0

2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 그림 7-6-1 】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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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6-2 】 화장품 수출·수입실적

2)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관리 여건과 전망
화장품, 의약외품 관련 국내외 정책여건을 살펴보면 아기 목욕용 화장품에서 포름알데
히드 및 다이옥산 검출, 베이비파우더 중 석면 검출 등으로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이 증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위해정보의 실시간 전파에 따른 대응 및 글로
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기준 마련이 필요하겠다.
또한 국제적으로 한-미 FTA 체결 및 한-EU FTA 타결, 중국시장 확대, 관세 인하, 수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외국화장품 수입이 증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 불량
제품의 수입가능성 증대 등 위험요인과 상호인증 등 기회요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2011년은 의약외품 염모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살충제 등 위해성 이슈가 빈번하여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폭된 한 해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부터 사후
관리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2. 안전하고 적정한 화장품, 의약외품 사용기반 조성
1) 살충제 재평가 실시
의약외품 살충제의 최초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였음에도 과학기술이 발달함
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관련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2011년에는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살
충제”의 안전성 논란이 언론보도 되었고, 미국 환경청(EPA)에서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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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 결과가 공지되는 등 미국, EU 등에서 공중보건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살충
제 성분 13종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외국
시장 철수 13개 살충제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실시되고 있다.

2) 황토함유 화장품 안전기준 마련
황토팩의 중금속 함유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황토함유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고
시하여 황토 등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납 (분말제품 50ppm, 그 외의 제품
은 20ppm) 및 비소 (10ppm)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3) 화장품 GMP 적합업체 판정
2011년 3월부터 식약청에서 화장품 GMP 적합업체를 판정하게 됨으로 인하여 화장품
GMP 적합업체 판정에 공신력 및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2년 4월말 기준 10개 업체가 화장품 GMP 적합업체로 판정을 받아 K-cosmetic의 국
제적 위상 향상을 위해 활약 중이다.
【 표 7-6-1 】 화장품 GMP 적합업체 현황 (기준 : 2012.4.)
No.

제조업소명

소재지

판정일자

1

한국콜마(주)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618-3

2011-07-18

2

한국콜마(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3-5

2011-08-26

3

(주)지본코스메틱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253-3

2011-10-06

4

(주)코스비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27번지

2011-10-12

5

코스맥스(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902-4번지

2011-12-13

6

(주)엘랑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16-8

2012-01-06

7

KB코스메틱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1158번지

2012-02-15

8

(주)이앤알랩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3-7

2012-02-29

9

(주)엘시시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158-8

2012-03-29

10

(주)아모레퍼시픽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27번지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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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적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1)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분야에서도 유기농이나 천
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구체적인 확인 절차 및 표시·광고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청에서는 관련 업계
와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민·관 작업반’을 구성하여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였고, 2012년도에는 화장품법에서 ‘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부당한 표시
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에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유기농화장품의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히 제시됨에 따라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을 직
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유기농원료의 함량을 정확히 표
시하여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화장품 유해성분 관리 강화
어린이용 입욕제품에서 디옥산 및 포름알데히드 검출, 매니큐어에서 프탈레이트류 검
출 등 화장품 안전성 우려 성분에 대한 지속적 발굴 및 비의도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화장
품 유해 물질(프탈레이트류, 디옥산,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
로 한 현 노출 수준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위해평가를 통해 일반적인 화장품 사용 실
태를 고려한 유해 물질의 기준을 마련하여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
다.

4. 유통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1) 화장품, 의약외품 감시
화장품, 의약외품의 안전한 제조 및 유통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감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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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및 의약외품 감시는 고발·진정·제보 및 모니터링 등에 의한 ‘수시감시’, 취약·
문제발생 분야에 대한 지방청, 지자체 ‘자체 기획감시’ 및 정기 감시의 업체 자율점검제로
의 전환에 따른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식약청, 지방청, 지자체 ‘기획
합동감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011년도 감시의 기본방향은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목표로 하였으
며, 업체 스스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자율적인 관리능력을 제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미보고·미흡업체를 중심으로 수시감시를 실시함은 물론 보
고업체에 대해서도 선별적 신뢰성 조사를 실시하여 자율점검 내실화를 기하였다.
또한 기존 인터넷판매업체 점검 일변도에서 벗어나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
매업체 및 취약 제조·수입자에 대해 지방청·지자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
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감시 효과를 제고하였다.
특히 각 지방식약청은 제조·수입자에 대해 화장품 분야는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
료 사용,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 등을 기획점검 하였고, 의약외품 분야는 품질검사 미실
시 및 위·수탁 제조 적정성 미흡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기획 감시 중심의 선
제적 대응을 통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감시체계를 정착시켰다 하겠다.

【 표 7-6-2 】 화장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감시결과 (2011년)
(단위 : 개)

구분

점검업소

화장품
의약외품

위반 내용
무허가

품질관리

시설미비

표시광고

기준서미비

기타

330

24

66

17

170

20

33

104

35

22

1

17

10

19

2) 광고·표시기재 점검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빈도 생활용품으로 이에 대한 시의성 있
는 점검이 필요한데, 특히 화장품의 경우 품목별로 효능·효과를 입증하여 식약청의 허가
를 받아야만 시중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과 달리 식약청으로부터 사전 허가 등 별도 조치
없이 제조·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고 감성적 마케팅이 표시·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반해 화장품 표시·광고 단속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그 동안 실효성 있는 대응이 다
소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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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8년 7월 지역발전정책 보고회의 시 정부방침(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확정·발
표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현지성 높은 집행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광고·표시기재 점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화장품은 광고매체가 증가하고 게릴라식 상혼 난무 등으로 허위·과장광고 단속에 어려
움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세부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하여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가슴확대, 발모 및 양모’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
현들이 화장품에서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2011년 8월 4일 화장품법 전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입
증 책임을 부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시·광고실증제’가 새롭게 도입된바 있어
관련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관련 처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화장품 제조업·수입자
의 허위·과장광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야는 광고 점검을 통한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소비자 불만 요소 제
거에 한계가 있어 반상회자료, 보도자료 배포 등 소비자에게 허위·과장광고 이슈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3) 화장품·의약외품 수거·검사
화장품, 의약외품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하여 매년 식약청 본청에서 「품질점검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기본 추진방향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방 식약청 및 지자체에서는 실제
적인 수거·검사 등 품질점검을 실시토록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기관 간 역할분담을 체계화하여 지방식약청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품질
관리 실태가 취약한 위해우려품목을 집중수거·검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기본계획
에 따라 정기적 품질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기관 간 적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품질관리 효율
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그 간에 많은 위해성 논란이 있던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의약외
품)는 제조(수입)자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매 분기별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화장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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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위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각 지방식약청마다 연간 5건
이상을 검정하는 등 선택·집중적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하였다.

5. 심사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증대
1) 기능성화장품 신속 심사 활성화
화장품의 목적이 단순한 피부색의 교정이나 미용의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아름다움
을 창출하고 피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면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급
속히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식약청에 심사(보고)되고 있는 기능
성화장품의 숫자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바쁜 현대생활에 맞추기 위한 복합기능성화
장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수요를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고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된 품목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식약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선효과로 인하여 전체
기능성품목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유효성 등을 직접 심사하는 품목의 숫자는 줄어들
어 심사인력인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새로운 성분, 제형 및 적용경로를 가진 품목에 집
중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안전성·유효성 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품목수

보고품목수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8

2009

2010

【 그림 7-6-3 】 연도별 심사/보고 경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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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하여 2012년도에도 안전성·유효성 확보 성분의 고
시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확대를 위한 품목선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기능성품목이 집중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화장품·의약외품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확보 기반 마련
화장품·의약외품의 허가(심사)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확보를 위
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마련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화장품
의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비의도적 유해물질’에 대하여 업계에서 품질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안전한 화장품 유통에 기여
하였다. 또한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산업활성화 및 품질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카본
블랙 사용기준 마련, 의약외품 첨가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등 각종 가이드
라인과 해설서를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 표 7-6-3 】 화장품 및 의약외품 신뢰성 제고 추진실적
추진실적
화장품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화장품 사용 색소에 대한 기준 개선

의약외품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의약외품의 기준규격 마련
협의체 운영

내용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 평가 결과 검토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
•화장품 중 배합한도분석법 가이드라인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
•카본블랙의 사용기준 마련
•카본블랙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정
•화장품 타르색소의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 마련
•의약외품 첨가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감염병예방용 살충제의 환경중 추정농도 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의 위해성분 측정법 가이드라인 마련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양모제의 유효성분 동시분리정량 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해설서 마련
•화장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
•두발용 화장품의 비듬, 가려움 완화 평가법 가이드라인
•생체외 피부흡수시험 가이드라인
•화장품의 반복투여 독성 시험법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의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 원료규격 협의체 운영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기준 협의체 운영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 실무작업반 운영
•의약외품 기준 규격 마련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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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외품 허가심사 선진화
의약외품중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의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의 위해성분 분석을 위한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의 위해성분 측정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품 개발 및 품질관
리에 도움을 주었으며, 방사선 조사 제품의 안정싱시험 및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
등의 시험법을 표준화하여 「멸균 의약외품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의약외품의
품목 유형별로 시험항목을 제시하고 그 설정사유를 설명하여 품질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의약외품 시험항목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관련 업체 및
심사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탈모 방지 및 양모의 효능을 갖는 제품의 경우 대부분 여러 가지 유효성분의 복합
제로 구성되어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아 이와 같은 유
효성분의 동시분리정량 시험법을 표준화하여 「양모제의 유효성분 동시분리정량법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양모제의 효력평가 방법을 표준화하여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의 확산에 대비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
로 예측하고 방역용 물품의 신속허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경
우 분진포집효율시험,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누설률시험 등의 시험을 통해 외부로부터 흡
입되는 이물질을 차단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등급을 정하고 제품에 표기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화장품·의약외품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발간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실버세대의 화장품 및 의약외품 사용에 관해 올바른 사용
법 및 주의사항을 모아 「젊고 아름다운 실버세대를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리플렛을
만들어 보급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유
도하고 제품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약외품의 허가된 효능 및 사용상
의 주의사항을 모아 「의약외품 효능효과 모음 리플렛」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또한, 어린
이를 위한 안전강화 홍보물로서 ‘어린이 화장품 사용 주의사항’ 및 ‘어린이의 치약 선택 및
구강건강 관리’를 주제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 등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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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6-4 】 어린이 화장품 사용 주의사항 홍보물

【 그림 7-6-5 】 의약외품 효능효과 모음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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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전관리 여건과 주요성과

1. 의료기기 안전관리 환경과 여건
의료기기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의 핵심 산업으로 국내·
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먼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만성질환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및 질병진단에 대한 요구 기
대치 증가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2010년
299조원에서 2016년 403조원으로 연평균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 의료
기기 시장은 2010년 3조 9천억원으로 연평균 7.2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1)
또한,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 등을 결합한 융복합 기술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간이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융복합 기술이
접목된 유헬스케어 시장이 2010년 1.68조원에서 2014년 3.03조원으로 연평균 12.5% 성
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또한, 유헬스케어 등 융복합 기술 발달 및 기술력을 갖춘 가정용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의료기기 수요가 병원, 의사에서 가정, 일반소비자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의료기기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학회, 대학기관, 연구소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1) Espicom,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 Book 2011
2) u-Health 신사업창출을 위한 사업화전략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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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위해도가 높은 의료
기기의 안전관리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가정용·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품질관리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2. 의료기기 산업 현황 및 전망
1)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
의료기기산업은 의료기술,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고도의
지식·기술 집약형 산업이며, 기계기구,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등 관련 제품을 제조·공급
하는 기업군의 총칭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은 기계·전기·전자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뒤져 있지만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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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세계 의료기기 산업 현황
2010년 지역별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미주 지역이 1,158억 달러(44.8%)
로 가장 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지역이 689억 달러(26.8%),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542억 달러(21%)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92.6%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각각 120억 달러(4.6%), 73.9억 달러
(2.8%)로 두지역이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불과하다.
지역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전망에서는 중부/동유럽 지역이 2007년~2016년 동안
연평균 11.1%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집트, 이란, 터키
등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국가들이 속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다음으로 높은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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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1-1 】 지역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2007년~2016년)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7

미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년

2015

2016

연평균
성장률

98,266 107,786 101,012 115,828 122,406 128,340 134,833 141,651 148,853 156,547

5.0

서유럽

66,176

73,549

69,980

68,976

69,380

68,830

70,654

72,114

75,600

79,094

2.7

아시아/
태평양

38,254

44,739

46,248

54,190

60,609

64,566

67,962

71,979

75,817

79,654

5.6

중부/
동유럽

10,949

14,101

11,058

12,040

13,176

14,449

16,146

18,089

20,557

22,318

11.1

중동/
아프리카

6,181

7,160

6,703

7,387

7,767

8,282

8,891

9,661

10,502

11,057

7.3

219,826 247,335 235,001 258,421 273,338 284,467 298,486 313,494 331,329 348,670

5.0

합계

주 : Espicom의 추정치
자료 : Espicom, Medistat Worldwide Medical Market Forecasts to 2016

국가별로는 2010년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008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39%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292억 달러(11.3%)로 세계 2번째의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의 순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나타나
고 있는데, 의료기기 시장규모 상위 10대 국가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76.8%(1,987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선진국가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0년 시장규모는 세계 12위(43.4억 달러)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1-2 】 2010년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가

2010년 시장규모

비중

순위

국가

2010년 시장규모

비중

1

미국

100,801

39.0

11

스위스

4,481

1.7

2

일본

29,208

11.3

12

한국

4,341

1.7

3

독일

19,596

7.6

13

호주

4,297

1.7

4

프랑스

8,890

3.4

14

브라질

3,498

1.4

5

영국

8,477

3.3

15

멕시코

3,043

1.2

6

이탈리아

8,360

3.2

16

오스트리아

2,483

1.0

7

중국

7,811

3.0

17

인도

2,358

0.9

8

캐나다

5,779

2.2

18

네덜란드

2,338

0.9

9

러시아

5,186

2.0

19

터키

1,92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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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2010년 시장규모

비중

순위

국가

2010년 시장규모

비중

10

스페인

4,602

1.8

20

스웨덴

1,864

0.7

229,333

88.7

258,421

100

20개국 합계

세계시장

자료 : Espicom,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 Book 2011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 성장전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중국으로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1%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시장규모 비중이 2010년 78억 달러(3.0%)
에서 2016년 165억 달러(6.4%)로 증가하고, 시장규모 순위도 2010년 7위에서 2016년 4
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의료기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세계 의료
기기시장에 대한 중국의 잠식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
들과 중국 의료기기 기업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표 8-1-3 】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예측 (2011년~2016년)
(단위: 백만달러, %)

2011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성장률
(’11~’16)

시장규모

비중

미국

105,762

38.7

110,784

116,146

121,743

127,628

133,962

4.8

일본

32,257

11.8

33,307

33,446

33,652

33,457

33,505

0.8

독일

19,547

7.2

19,392

19,953

20,540

21,691

22,901

3.2

영국

9,164

3.4

9,360

9,908

9,959

10,465

10,827

3.4

중국

8,940

3.3

10,200

11,631

13,198

14,878

16,520

13.1

프랑스

8,839

3.2

8,737

8,957

9,187

9,669

10,178

2.9

이탈리아

8,222

3.0

8,044

8,164

8,283

8,626

8,988

1.8

캐나다

6,153

2.3

6,298

6,680

7,091

7,456

7,617

4.4

러시아

6,006

2.2

6,978

8,107

9,418

11,093

12,212

15.2

호주

4,926

1.8

5,061

5,167

5,492

5,827

6,125

4.5

한국

4,879

1.8

5,425

5,978

6,638

7,274

7,863

10

스위스

4,662

1.7

4,679

4,710

4,819

4,928

5,110

1.9

12개국 합계

219,357

80.4

228,265

238,847

250,020

262,992

275,808

5.5

세계의료기기
시장규모

273,339

100

284,469

298,487

313,496

331,332

348,675

5.0

자료 : Espicom, Medistat Worldwide Medical Market Forecasts to 2016

2010년 기준으로 의료기기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가진 국가는 17개 국가이며, 이 중 무역
수지 흑자규모가 10억 달러를 넘는 국가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중국, 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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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덴마크 등 7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8-1-4 】 주요국의 의료기기 무역수지 변화
(단위: 백만달러)

구분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무역수지

2007

2008

2009

2010

수출

20,907,969

23,938,028

22,567,284

23,013,440

수입

12,702,769

14,810,796

14,199,560

14,568,920

무역수지

8,205,200

9,127,232

8,367,724

8,444,520

수출

5,981,378

7,754,773

8,103,156

8,484,896

수입

1,971,343

1,838,455

1,752,102

1,467,424

무역수지

4,010,035

5,916,318

6,351,054

7,017,472

수출

7,273,121

8,866,121

8,917,436

9,387,395

수입

2,809,732

3,474,541

3,486,030

3,656,922

무역수지

4,463,389

5,391,580

5,431,406

5,730,473

수출

5,667,482

7,960,443

8,506,904

11,279,681

수입

5,597,289

7,562,814

8,304,629

8,249,439

무역수지

70,193

397,629

202,275

3,030,242

수출

26,827,177

30,043,034

30,399,718

32,633,662

수입

27,115,847

29,971,392

28,309,573

31,865,784

무역수지

-288,670

71,642

2,090,145

767,878

수출

5,358,853

6,984,953

7,054,949

8,456,499

수입

3,564,313

4,367,093

5,241,926

6,764,295

무역수지

1,794,540

2,617,860

1,813,023

1,692,204

수출

5,628,923

6,209,726

5,442,832

6,098,755

수입

7,435,616

8,812,608

8,759,800

10,255,377

무역수지

-1,806,693

-2,602,882

-3,316,968

-4,156,622

수출

1,059,341

1,305,146

1,254,460

1,542,476

수입

2,306,197

2,350,343

2,062,651

2,512,464

무역수지

-1,246,856

-1,045,197

-808,191

-969,988

자료 : Espicom, The World Medical Fact Back 2011

3) 국내 의료기기 산업 현황
(1)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동향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증가, 인구 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의료기기 생산의 경우 2007년~201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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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1%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고, 시장 규모도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7.21%의 성장을 지속
하면서 2007년 3조 2,593억 원에서 2011년 4조 3,06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의료기기 수출
은 2007년~2011년 연평균 18.4%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0년 대비 15.0%로 꾸준히 증가
(1,721억 증가) 하고 있으나, 수입 역시 연평균 9.2% 성장률을 보이며 2010년 대비 11.27%
증가(1,738억 증가) 함에 따라 2011년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약 9,399억 원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 표 8-1-5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시장동향 (2007년~2011년)
(단위: 백만원, %)

수출(B)

수입(C)

무역수지
(E)

시장규모(F)

2,216,965

959,094

2,001,423

-1,042,329

3,259,294

61.41

12.88

929.20

2,525,203

1,248,138

2,340,883

-1,092,745

3,617,947

64.70

11.00

1,105.59

2009

2,764,261

1,519,027

2,398,814

-879,787

3,644,047

65.83

0.72

1,276.40

2010

2,964,445

1,681,619

2,619,895

-938,276

3,902,720

67.13

7.10

1,156.26

2011

3,366,462

1,853,785

2,793,709

-939,925

4,306,387

64.87

10.34

1,108.11

구분

생산(A)

2007
2008

수입점유율 시장증가율
(G)
(%)

환율(원)

제
8
장

주 : 1. 무역수지(E) : B - C
2. 시장규모(F) : A - B + C
3. 수입점유율(G) : C/F × 100
자료 : 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 자료」
2. 한국은행 고시 연도별 연평균 기준 환율 (출처: 한국은행 국제국)

(2) 생산현황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 경제성장 등으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꾸준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국내 생산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01~2011년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2011년 의료기기 생산액이 3조 3,666억 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는 2001년 723개소에서 2011년 1,958개소로 2.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품목수도 2001년 3,913개에서 2011년
9,086개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내 생산제품의 다변화를 통한 국내 의료기기산업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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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1-6 】 의료기기 생산현황
(단위: 개소, 개, 억원,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생산
실적

제조업체수

1,662

1,726

1,754

1,857

1,958

품목수

6,899

7,367

8,003

8,704

9,086

생산
실적

생산금액(백만원)

2,216,965

2,525,203

2,764,261

2,964,445

3,366,462

증감

13.74

13.90

9.47

7.24

13.56

주 : 연도별 의료기기 생산실적 추이
자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 자료」

(3) 수출입 현황
2011년 기준으로 수출실적을 보고한 의료기기 업체는 619개소로 2010년 583개소에 비해
6.2% 증가하였고, 수입실적을 보고한 업체는 1,570개소로 2010년 1,496개소에 비해
4.9%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 대비 수출금액 증가율은 15%, 수입금액 증가율은 11.27%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1-7 】 수출·수입업체 현황
(단위: 개소, 개, 만달러, 명, %)

구분

수
출

수
입

2007

2008

2009

2010

2011

업체수

447

473

518

583

619

(증감율)

2.8

5.8

9.5

12.6

6.2

품목수

2,377

2,497

2,879

3,269

3,598

(증감율)

2.1

5.1

15.3

13.6

10.1

수출액

103,217.2

113,200.5

119,008.6

145,436.1

167,292.5

(증감율)

26.3

9.7

5.1

22.2

15.0

업체수

1,381

1,456

1,466

1,496

1,570

(증감율)

7.8

5.4

0.7

2.1

5.0

품목수

16,567

16,612

16,833

18,493

19,179

(증감율)

-0.3

0.3

1.3

9.9

3,7

수입액

215,392.1

212,307.6

187,935.9

230,211.4

252,114.8

(증감율)

19.7

-1.4

-11.5

22.5

11.27

주 : 업체 수는 수출, 수입실적을 보고한 업체 수임
자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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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
한·EU, 한·미 FTA로 국내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이 의료기기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후발 개도국
기업의 세계 시장 비관세장벽으로 작용이 예상되는 등 국내 제조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료기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안전과 무관하게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등 규제의 품질 제고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들에 대한 추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3. 의료기기 안전관리 추진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양한 신기술 의료기기의 출현 및 국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의료기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3.
5.29. 의료기기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이 2004. 5. 30. 공포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기기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2006년에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로써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인체에 유해한
의료기기에 대한 자진회수제도와 회수계획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유해 의료기기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 신청 시 중복 검토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기술문서 등의 심사와 품질관리심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이 없는 절차적 규제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10년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중 필요성이 낮으면서 제품 허가
및 출시 지연의 주된 사유였던 ‘임상시험 실시기관 승인서’를 삭제하였고, 기 허가사항에
대한 단순한 임상적 효과 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 등을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였다.
2011년에는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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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는 개개 품목별이 아니라 품목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허가·신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관련 행정 비용의 감소와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둘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에 따라 이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행정비용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의료기기 임상시험업무, 의료기기 안전성과 성능 등에 관한 시험검사업무 및 제조업자
등의 시설·품질관리체계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상시험업무, 시험검사업무
또는 품질관리심사업무 수행 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수입업자가 자사 수입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다섯째,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사용 중인 의료기기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대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기
픔목 교체에 따른 자원 및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신개발 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 등의 제조허가 신청 이전에 기술문서 및 임상
시험 등에 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일부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내용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한편,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여덟째,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의료기기의 판매를 허용하여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
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되, 판매 전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의료기기법 위반행위를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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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자별 처분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열째, 신개발 의료기기 동향에 관한 정보·기술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4. 의료기기 안전관리 추진방향
1) 소비자 중심의 선진화된 유통관리
고령화 및 웰빙 추세로 가정용 의료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문제 및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체계적으로 위해정보 및 소비자 불만정보를 수집·분석·
조치하고,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위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해하기 쉽게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언론매체 모니터링 강화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재평가 및 재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기 허가된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적극적 안전관리
우리나라는 IT, BT, NT 등 첨단기술강국으로서 이를 활용한 신기술·신성능 첨단의료
기기 산업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성장 동력산업인 유헬스케어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의료기기 개발자와
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민간 참여심사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기 심사
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완하는 한편, 의료기기 임상전문가 협력프로그램
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2011년도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대한 법적인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허가심사, 기준규격, 임상시험, 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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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 의료기기 관리체계 확립으로 안전관리 경쟁력 확보
국내 의료기기는 정부 주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유럽 등은 제조단계에서부터 위해도에
기반하여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게 하는 민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7년 5월 GMP 전면 의무화 적용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한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등의 GMP 교육과 위험관리, 멸균 및 소프트웨어
벨리데이션 등에 대한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외국 제조원에 대한 해외 현지실사를
시범운영 하였다. 앞으로 판매전 GMP 심사를 허가전 GMP 심사체계로 전환하고 외국제조원
GMP 현지실사에 필요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GMP 심사관리시스템 DB를 구축
하여 실시간으로 GMP 심사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시켜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허가관리체계의 국제조화를 추진하고, 국제
표준화기술문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제도를 도입하고 IEC
60601-1(3판)의 국내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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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

1. 개요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무역에 관련된 제품 기술과 제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는 제품기술의 표준제정 등을 통한 기술표준의 국제화 및 인허가 등
관리제도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화를 위하여 그동안 미진했던 국제화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진 5개국(미국, 일본, EU, 캐나다, 호주)이 주도하고 있는 GHTF(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아시아 지역모임인 AHWP(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를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리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품목 분류를 세분화하고,
재분류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기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준규격의 선진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 의료기기의 기술수준 및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과학적이고 국제
수준에 조화되는 기준규격의 지속적인 제·개정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 GHTF(의료기기국제조화기구) : 의료기기의 허가, 규격, 제조·품질관리 등에 관한 국제조화를 협의하기 위
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를 중심으로 1992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호주를 포함하여 5개 회원국으로 운영
※ AHWP(의료기기아시아조화기구) :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의료기기 관련제도 및 규격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0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싱가폴, 태국 등 아시아 지역 10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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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기준규격 현황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평가수단으로서만 아니
라 제조 및 개발자의 측면에서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의 지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
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의 과학기술 및 국제적 동향들을 반영한 기술규격에 대한
국제조화 및 과학화에 대한 노력은 국민건강과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기준규격의 과학화 및 국제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
구사업 등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 의료기기의 안전평가에 이용되는 3가지의 공통기준규격(전
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비롯하여 124개의 개별품목에 관한 기준규격을 식약청 고시로 제·개
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허가 시 127개 기준규격 이외에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IEC, ISO 등 국제규격을 활용하여 허가·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문서 작성 시
적용할 수 있는 IEC, ISO 등 국제(국가) 규격 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품목 허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조업체에서는 식약청에게 허가 시 적용
할 수 있는 규격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FDA의 경우 의료기기
개발 및 허가에 필요한 ‘Recognized Consensus Standards’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 1월부터 식약청 홈페이지에 규격 정보 DB 시스템을 구축
하여 공개하고 있다.

【 그림 8-2-1 】 의료기기 적용 표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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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2-1 】 의료기기 관련 기준규격 현황
구분

공통기준규격

규격수

3

개별기준규격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의료기기 기준규격

62

62

【 표 8-2-2 】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62개)
품목(1-21)

품목(22-42)

품목(43-62)

가스마취기

심전도감시기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각막곡률반경측정기

안저카메라

전자식체온계

간접촬영용X선장치

엑스선방어용칸막이

정형용운동장치(고정식 상하지 운동치료기)

개인용온열기

운반용보육기, 이동형보육기

정형용운동장치(보행훈련기기)

거치형보육기

원격조정식근접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

진단용 X선 장치

검안용굴절력측정기

의료용 경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검영기

의료용 침대

체온계

고압산소챔버

의료용냉동원심분리기

체외충격파쇄석기

극초단파자극기

의료용산소발생기

체외형인공심장박동기

뇌파계

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

초단파자극기

레이저 진료기

의료용전기충격기

초음파도플러진단장치

물요법장치

의료용필름판독장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방사선방어용앞치마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

초음파자극기

방사선방어용장갑

인공신장기

치과용 진료의자

방사선용필름카세트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 진료장치

범용인공호흡기

저주파자극기

치료용방사선 모사장치

보청기

저출력심장충격기

틈새등현미경

비관혈식혈압경보기

전기수술기

펄스옥시미터

산란X선제거용그리드

전동식 수술대

혈압계

수술용무영등

전동식의료용침대

환자감시장치

심전계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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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2-3 】 의료기기 기준규격 (62개)
품목(1-21)

품목(22-42)

품목(43-62)

거타-퍼차

수혈세트

치과용비귀금속 합금Ⅰ (코발트계)

고분자계모형재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치과용비귀금속 합금Ⅱ (니켈계)

골시멘트

심미수복용복합레진

치과용시멘트
(광중합형 비수복용 수경시멘트)

관장기

연고형근관충전재, 치과용근관충전실러

치과용시멘트
(광중합형 수복용 수경시멘트)

근관용 은포인트

연질의치상이장재

치과용시멘트 (인상아연실리케이트계)

근관치료용 페이퍼 포인트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치과용베이스플레이트왁스

납착용귀금속합금, 납착용준귀금속
합금, 납착용비귀금속합금

외과용 골무

치과용수성시멘트

라미나리아자궁경부확장기

인공수정체

치과용수은

레진계인공치아

일반용치과도재, 유리용융침투용치과도재,
가압주조용치과도재, 금속도재시스템용치과
도재, 절삭가공용치과도재, 주조용치과도재

치과용알지네이트인상재

레진계치면열구전색재
(외부에너지중합형)

자가중합형의치상용레진,
화학중합형의치상용레진

치과용한천인상재,
치과모형복제용한천인상재

레진계치면열구전색재
(자가중합형)

주사기 (멸균된 1회용 주사기)

치과주조용왁스

메탈세라믹용귀금속합금, 메탈세라
믹용준귀금속합금, 메탈세라믹용비
귀금속합금

주사기 (유리 주사기)

치관용레진

멸균침

주사기 (인슐린 주입용)

카테터안내선

비멸균침

주사침 (멸균된 1회용 주사침)

카트리지형주사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주사침 (멸균된 일회용 치과용 주사침)

콘돔

비흡수성봉합사

주사침 (비멸균된 주사침)

페서리

석고계모형재

진료용장갑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

석고계주조용매몰재

치과수복물제작용 인상재
(인상용콤파운드)

피임용 난관폐색기구

세라믹계인공치아

치과아말감용합금

하드콘택트렌즈, 소프트콘택트렌즈

수술용장갑

치과용 귀금속 합금

혈액저장용기

수액세트

치과용매몰재 (인산염계)

3. 추진 실적
의료기기 기준규격 선진화를 위하여 아래의 표 8-2-4~7과 같이 국제규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기준규격을 제·개정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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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2-4 】 2010년도 의료기기의 품목별 기준규격 제·개정 현황
구분

주요개정내용

비 고

의료기기의 위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강화

• ‘멸균침’, ‘비멸균침’에 함유된 ‘납, 주석, 아연, 카드뮴’ 등의 중금속 함량 기
준 설정
• ‘메탈세라믹합금’, ‘납착용합금’의 ‘베릴륨, 카드뮴, 납’ 등 위해원소 함량기준
설정
• ‘수술용장갑’, ‘진료용장갑’의 ‘단백질 함량, 분말량’ 기준 설정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및 선진화

• ‘인공수정체’ 등 의료기기 기준규격 32건의 ‘안전성 및 성능시험’에 관한 시
험방법 및 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

• ‘근관충전용재료’ 등 24건의 기준규격에 대하여 변경된 품목명 및 적용범위
반영(근관충전용재료, 도치, 성형된플라스틱의치용치아, 아말감합금, 의치상
용레진(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자가중합형), 의치상이장용레진(연질 단기
이장재), 인공수정체, 치과용귀금속합금(납착재료), 치과용귀금속합금(도재
소부용합금), 치과용도재, 치과용레진/치과용충전재, 치과용매몰재(석고계
매몰재), 치과용수은, 치과용왁스(베이스플레이트용), 치과용왁스(인레이용),
치과용인상재료(수용성한천계), 치과용인상재료(알지네이트계), 치관용레진
치면열구전색제(외부에너지중합형), 치면열구전색제(화학중합형), 카트리지
형주사기, 혈관접속용기구, 풍선카테터, 치관용레진)
• ‘의료용장갑’ 등 6건의 기준규격 삭제(의료용장갑, 치과용시멘트(아연폴리
카복실레이트계), 치과용시멘트(유리폴리알케노에이트계, 치과용시멘트(인
산아연계), 치과용인상재료(수용성한천계), 침)
• ‘수술용장갑’ 등 8건의 기준규격 신설(수술용장갑, 진료용장갑, 고분자계모
형재, 석고계모형재, 치과용수성시멘트, 멸균침, 비멸균침, 골시멘트)

의료기기
기준규격
(제2010-36호,
2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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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2-5 】 2011년도 의료기기의 품목별 기준규격 제·개정 현황
구분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및 선진화

주요개정내용

비 고

• ‘진료용X선방어앞치마’ 등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32건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시험’에 관한 시험방법 및 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함
• ‘전동식의료용침대’ 등 3개 품목의 기준규격 신설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제2011-8호,
2011.2.21)

【 표 8-2-6 】 2011년도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개정 현황
구분

주요개정내용

비 고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및 선진화

• 인체에 접촉 또는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물학
적 안전에 관한 시험항목의 시험방법 및 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함
•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평가를 위한 일반사항의 국제조화
•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방법 및 기준 개정
• 국제기준(ISO 10993) 각 장의 번호체계를 반영하여 개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2011-58호,
2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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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2-7 】 2011년도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개정 현황
구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 개정 사항을 반영

주요개정내용

비 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준규격을 운영하고 있으
나, 동 규정의 목적을 ‘권고사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권장 기준규격 관
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준규격 의무 적용 사항을 명확히 함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2011-77호,
2011.12.29)

4. 향후 계획
향후에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이 출현되는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평가에 대비한
새로운 평가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기존의 품목별 기준규격에 대하여도 국제조화에 부합하도록 개정
하여 의료기기산업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12년부터 의료기기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제규격 연구 및 기준규격 국제화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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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미래수요 대비 허가심사체계 구축

1.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요 및 현황
1) 허가심사제도 개요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2013년까지 세계 7위의 의료기기
강국이 된다는 비전하에 의료기기 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계획 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산하
의료기기심사부에서는 기존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인에
대한 허가·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허가·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12년부터 의료기기로 허가관리를 시작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64품목을 의료
기기로 신설하였으며, 기술문서 심사 시 첨부자료 요건 등을 마련하였다.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업무는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용공학, 전기전자공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재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심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허가심사 업무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기기로 인해 소수의 전문심사인력이
다양한 품목의 기술문서 검토와 허가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의료기기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아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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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수요 대비 허가심사체계의 변화
향후 의료기기의 개발 및 허가신청을 대비하여 의료기기심사부는 기존의 3개과 2개
TF에서 4개과 1개TF(심혈관기기과, 정형재활기기과, 구강소화기기과, 첨단의료기기과
및 체외진단의료기기TF)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민원허가업무의 신속함과 효율성을 위해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하였다.

(1) 의료기기심사부 조직개편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IT·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하여 범부처적인 연구지원과 선도기업의
적극투자로 향후 첨단의료기기의 성공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속하고 전문적인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 초기부터 사전 상담과 국내외 임상시험, 각국의 허가 등록
등 제품의 전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의료기기심사부의 조직을 개편하였다.

의료기기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기기과

진단기기과
(허가심사조정TF)

(체외진단의료기기TF)

(체외진단의료기기TF)
정형재활기기과
치료기기과

구강소화기기과

재료용품과

첨단의료기기과

(3개과 2개TF)

(4개과 1개TF)

【 그림 8-3-1 】 의료기기심사부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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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체계의 개편
의료기기 2~4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은 본청에서 기술문서 심사 및 허가심사를 진행하였
으나(65일),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 기술문서심사 및 허가에 대한 체계를
변경하여 민원처리기간의 단축과 처리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민원인은 식약청에서
지정한 기술문서를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은 후(25일) 지방청에서 허가신청을 받도록 하
였다(10일). 외부 심사기관에 기술문서 심사를 위임하였고, 각각의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별
심사부서 및 허가 담당자를 배치하였다.

접수/
민원분류

접수
/ 기술문서

본청
3, 4 등급

기술문서 등 심사
/ 허가 심사

지방청
1, 2 등급

신고수리
/ 허가 심사

식약청지정
기술문서심사기관
2등급

허가 / 보완

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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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서
적합통지서

【 그림 8-3-2 】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3) 개편된 허가·심사제도 개선 및 지원 업무
의료기기심사부 4개과와 1개 TF(심혈관기기과, 정형재활기기과, 구강소화기기과, 첨단
의료기기과, 체외진단의료기기 TF)는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허가관리의 효율성 제고, 허가·심사의 투명성·객관성 확보 등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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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분야>
(1) 2등급 의료기기의 동등공고제품 허가제도
의료기기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이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제품과 동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술문서 심사’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등제품이란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의료용품에
한함),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이 동등한 의료기기로 동등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
받은 제품에 대하여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해당하지 않음

일반제품
기술문서 첨부자료

기술문서 심사

-시
 험검사성적서
신청 및 발급

기술문서심사의뢰

기술문서자료

및 결과통보

or 적합통지서

-안정성 자료 등

동등공고제품

허가

민원처리기간 55일 단축효과 [기존 65일→10일 단축]

시험검사

허가

시험검사성적서

시험검사성적서

신청 및 발급

[동등공고제품]

(2) 품목류 허가·신고 제도 시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1등급·2등급 의료기기의 일부를 품목별 허가·신고 대상에서 대표
모델명만 허가·신고하는 품목류별 허가·신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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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등급 의료기기 등록 제도로 전환
1등급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신고·수리업무는 제출자료 요건만을
검토하므로 사전관리 기능이 미약하여 1등급 신고제품에 대한 사전규제를 등록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품목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4)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민간위탁
의료기기 기술문서 민간위탁 심사기관(6개)을 지정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품목별 심사지침서를 이용하여 심사
자간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해당하지 않음

(5) 의료기기 허가심사 ‘사전검토제’ 운영
신개발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 등 새로운 제품에 대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 등 허가시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서 허가심사의 일관성 및 실효성과
더불어 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높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 멸균 의료기기 심사자료 합리화
의료기기 제조과정 중 멸균조건이 변경될 때 마다 품목변경 허가신청 및 보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멸균방법 및 멸균기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7) 제조사의 성능시험 자료 인정범위 확대
심사시 제출되는 자료의 요건으로 GMP 인증을 받은 업체의 자체적 성능시험 결과를 인정
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시험검사 기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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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심사 지원>
(8)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제도 활성화
제조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
임상시험, GMP 등 각 분야별 품목 담당자를 허가 도우미로 지정하여 개발단계부터 상품화
까지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9) 『첨단 융복합의료기기 신속허가 지원』 제도 운영
신개발의료기기 및 첨단 융복합의료기기 등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임상전문가 협력프로그램’이다. 임상전문가 협력프로
그램은 첨단의료기기의 임상적용에 대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전문가를 분야별로 위촉
하고,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적 사용방법의 타당성과 안전성 및 유효성의 평가, 새로운
사용목적에 대한 타당성 등의 자문 및 정보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로 ‘외래전문가
참여심사제’이다. 첨단의료기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필요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해당 분야의 외래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서, 신제품을
신속하게 상품화함으로서 세계시장 진출과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협의체’이다. 유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업체 및 전문가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국내·외 동향과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유헬스케어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유헬스케어 제품개발 책임자를 위한 교육을
전문협의체를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매년 2차례 이상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0) 3-Helpline(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 협의회) 운영
품목허가·민원질의 회신 등 업무처리 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3-Helpline 협의회는 2011년 총 32회(논의 건수 : 의료기기 해당여부 58건) 개최하여
담당자별 눈높이 차이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를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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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료기기 허가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의료기기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논리적 근거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기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개요, 사용목적,
사용방법, 성능 등 기술적 특성 및 임상시험자료 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다.
의료기기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를 실현하기 위해 식약청에서는 업계와 열린토론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기기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 운영
지침」을 마련(2010.12.21)하였으며, 정보공개의 절차, 정보 공개 할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도에는 ’10년도 허가심사결과 216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당해 업체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완료 되었으며, 금년에는 ’11년도 허가
심사결과 240건에 대해 당해 업체의 사전 동의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공개완료 하였다.

(12) 의료기기 우수심사지침서 개정
2012년 4월 8일부터 2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업무의 지방청 위임 및 1등급 등록
등 개선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우수심사지침서’의 단위업무를 개정하여 「의료
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및 허가 심사 업무시 적용되는 정책 및 절차들을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허가심사 전문성 강화>
(13)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 기반 확립
IT 기술과 의료기기가 융복합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어 언제,
어디서든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예측에 따른 제품화 기반을 확립하였다. 우선, 원격 진료, 환자의 측정 결과의 전송 등과
관련된 사용환경, 사용자 및 환자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안전성과 의료기기의 성능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협의체’를 의료기기 및 IT 산업계,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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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협의체 운영은 국내·외 동향과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유헬스
케어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협의체를 통하여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유헬스케어 제품개발 책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4) 의료기기 임상통계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
의료기기 심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의 임상통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임상
시험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임상통계 자료를 검토·자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총 16
명의 임상통계 전문가가 임상통계 전문가풀에 등록되어 있으며, 월 2회 이상의 의료기기
임상관련 전문가회의를 통해 임상통계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하고 있다.

(15) 의료기기 임상전문가 협력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기 허가심사 담당자가 의료기기의 임상적인 적용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임상전문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각 임상분야 전문가들은 식약청 의료
기기 임상전문가로 참여하여 허가심사와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는 프로그램이며,
임상의로 구성된 임상전문가는 ’11년에는 7개 임상분야의 31명이었으며 ’12년에는 참여자를
대폭 확대하여 16개 임상분야에 130명의 임상전문가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2. 의료기기 허가심사 현황
1) 품목허가(신고) 업무개요
(1)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 1~2등급：지방청에서 신고수리 및 품목허가
- 3~4등급：본청에서 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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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3-1 】 등급별 품목분류 현황
소분류
품목군 중분류
(품목)

대분류

등급별품목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
등급

1~4
등급

2~3
등급

3~4
등급

계

40

133

2,139

2,139

587

944

307

242

2

55

1

1

기구·기계

30

92

1,697

1,697

509

837

207

144

-

-

-

-

의료용품

8

10

229

229

35

18

86

90

-

-

-

-

치과재료

1

27

149

149

43

88

10

8

-

-

-

-

체외진단
분석기용시약

1

4

64

64

-

1

4

-

2

55

1

1

(2) 품목허가 관련 민원업무 처리부서 현황
- 품목허가, 기술문서 등 심사 : 의료기기심사부 (4개과 1개 TF : 41명)
·심
 혈관기기과(11명), 정형재활기기과(8명), 구강소화기기과(8명), 첨단의료기
기과(9명), 체외진단의료기기 TF(5명)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우리 청에 등록된 13개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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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심사 민원업무 처리 현황
(1) 2011년도 허가·심사 관련 민원업무 처리 현황
신규 17,553건의 민원업무 중 영문증명, 재교부 등 단순발급이 9,312건으로 53.1%를
차지하였고, 기술문서 등의 심사는 14.9%, 품목신고 또는 허가 민원은 5,552건으로 3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표 8-3-2 】 2011년도 허가·심사 관련 민원업무 처리 현황

업허가

품목허가

구 분

신규

변경

계

총 계

17,553

9,248

26,801

제조업(25일)

318

419

737

수입업(25일)

241

431

672

소계

559

850

1,409

허가(10일, 65일, 80일)

1,195

3,241

4,436

신고(10일, 지방청)

3,798

3,067

6,865

소계

4,993

6,308

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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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서 등 심사
임상

구 분

신규

변경

계

총 계

17,553

9,248

26,801

기술문서(55일, 변경 32일)

2,503

2,010

4,513

안전성유효성심사(70일)

112

27

139

소계

2,615

2,037

4,652

53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74

해당여부 등 민원질의(7,10일)

2,304

2,304

영문증명(3일)

5,949

5,949

재교부(7일)

1,059

1,059

소계

9,312

9,312

기타

127

3. 의료기기 기술문서 및 임상자료 심사
1)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는 제품명, 원재료, 모양·구조 및 치수, 제조 방법, 성능·사용
목적, 사용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시험규격 등이 포함된 기술문서의 심사
를 말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에 의한 품목허가 요건사항
으로써, 의료기기법 상의 등급분류인 2~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업무는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는 의료기기
의 안전성과 성능(유효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심사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 의료기기심사부는 의용공학, 전기전자공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재료공학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자료들(물리·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 안전에 관한 자료, 전자파 장해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을 평가하는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식약청 고시)과 인체에 접촉 또는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식약청 고시)을 제정하여 기술문서 심사시에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혈액저장용기 등 개별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발하여 자율적인 품질관리 환경
조성과 품질향상 및 국제 경쟁력 확보의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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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심사업무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도 현재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이 4,513건을
처리하였으며, 적합율과 반려율은 각각 82%, 18%를 나타내었다.

【 표 8-3-3 】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현황
연도

총계

전년이월

접수

2007

4,410

591

2008

4,161

931

2009

5,518

2010
2011

처리

진행

계

적합

반려·취하

3,891

2,888

1,962

926

931

3,230

3,492

2,229

1,263

669

669

4,849

4,114

3,308

806

735

5,262

735

4,527

4,483

3,759

724

779

5,223

779

4,444

4,513

3,695

818

710

2) 의료기기 임상자료 심사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비교하여 구조, 원리, 성능,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고,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의료기기는 기술
문서 심사에 요구되는 자료 이외에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11년도에 접수된 안전성·유효성 심사는 표8-3-4와 같이 총 139건이 승인되었고, 안
전성·유효성 심사 신청을 위한 사전단계인 임상시험승인신청서는 74건이 접수되어 그
중 58.1%인 43건이 승인되었다.

【 표 8-3-4 】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현황
구분

총계

안전성·유효성
신규

변경

합계

139

112

27

기술문서 등 심사

31

30

1

제조품목허가일괄검토

21

17

4

수입품목허가일괄검토

87

6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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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3-5 】 의료기기 임상시험 접수 대비 승인현황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접수

427

31

41

49

109

74

승인

198

14

25

25

38

43

승인율(%)

46.4

45.2

61.0

51.0

34.9

58.1

이 중 2011년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통해 승인된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다.
①심
 부체강창상피복재 : 자궁강 내 수술 후 수술 부위에 도포하여 주변 조직의 유착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② 네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 : 방사선 치료 시 치료부위외의 조직에 불필요한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도록 방사선 치료부위를 추적 감시하여 주는 기기
③ 폐 용적측정기 : 전기적 임피던스 단층촬영 기술(EIT : Electrical Impedance
tomography)을 이용하여 국소적 폐 기능을 측정하는 장치로, 환자의 흉부에 부착한
전극에 교류 전류를 가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함으로써 폐 내부의 용적 변화를 감시하는
기구

심부체강창상피복재

네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

폐용적측정기

3)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의료기기위원회 활동
과학기술이 날로 발달함에 따라 신기술제품의 의료기기의 개발이 증가하고 이에 다양한
유효성 표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기기는 본질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제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의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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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제품이 날로 늘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대한 민원인의 욕구 증대 및 심사 업무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의료기기위원
회의 신개발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의료기기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모 발 용 제 품 ( 탈 모 치 료 에 사 용 하 는 기 구 ) 의 임 상 시 험 자 료 평 가 기 준 확 립
(2011.02.18., 신개발분과위원회)
•희
 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생체 재질 인공심장판막의 재심사기간 설정(2011.9.27, 안전
분과위원회)
•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2011.11.14., 기준규격분과위원회)
• 성기확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직수복용재료의 안전성 검토(2011.12.1, 비뇨기과 소분
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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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기의 안전사용과 민원편의를 위한 기술정보 제공
주요품목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의
표준화, 과학화, 국제화 및 민원편의성 증대로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수준제고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의료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여했으며 의료
기기 기술문서 심사관련 자료준비의 예측성 강화로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한 적극적 기술정보 제공
(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조문별로 해설, 예시,
관련법령순으로 규정의 신설(개정)에 대한 배경 및 기존 규정과의 차이점, 허가(신고) 신청
시 적용 예시 등을 설명하고 있다.

(2) 전기 수술기용 전극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전기수술기와 함께 사용하여 인체에 고주파를 인가하는 전기수술기용전극
의 기술문서 작성예시로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자파안전에 관한 시험, 성능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등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3) 의료용체내표시기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인체 내부에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로서 인체 삽입형, 체내 투여형
및 문신기의 형태를 갖는 의료용체내표시기의 기술문서 작성 예시로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자파안전에 관한 시험, 성능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등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4) 모바일 팍스 시스템(Mobile PACS System)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 개발 중에 있는 의료용영상저장전송장치(PACS)와 스마트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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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한 모바일 팍스 시스템(Mobile PACS System)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허가 심사 체계
확립 및 민원인에게 행정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5) 모유착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모유착유기에 대해 미생물 오염방지, 역류차단, 윤활유 사용 등에 대한 국내·외 허가심사
기준이 없고, 공용사용 및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위생관리 부실 문제가
우려 됨에 따라 안전기준 및 위생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다.

(6)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예측에 따른 선제적이고 신속한 허가·심사 체계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유헬스케어 혈압계, 혈당계,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부하심전도
장치,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유헬스케어 진단지원시스템 등 7개 품목에 대한 평가 항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
8
장

(7) 범용풍선카테터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말단에 풍선이 달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카테터의 기술문서 작성
예시로 성능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등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8) 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수술 부위에 덮어 오염 등에서부터 보호하는 데에 사용하는 천연 재료
또는 인조 재료로 만든 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의 기술문서 작성예시로 성능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등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9) 광섬유카테터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카테터형의 광섬유로서 인체의 내부를 관찰, 처치하거나 혈액 내의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광섬유카테터의 기술문서 작성예시로 전기·기계적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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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시험, 전자파안전에 관한 시험, 성능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등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10) 일회용천자침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피부나 조직에 가는 침을 삽입하여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천자침의 기술문서 작성예시로 성능에 관한 시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등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11)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던스 (2011)
본 가이던스는 다 빈도 민원신청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시험규격 및 기술문서 심사에
필요한 성능시험 항목과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2)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례를 발굴하고, 임상시험승인계획서 작성을 위한
규정, 자료요건, 작성방법의 예시, 임상시험 관련 통계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여 임상시험승인계획서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3) 전동식부항기 및 전기식온구기 평가 가이드라인
부항기는 음압을 이용하는 의료기기로 전기를 이용하여 부항컵에 음압이 생기도록 하는
전동식부항기에 대한 규격 및 문헌 등을 이용하여 전동식부항기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14) 캡슐내시경 평가 가이드라인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캡슐형 내시경의 간단한 동작원리 및 성능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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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진단폐활량계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폐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가스의 양을 측정하여 페 기능을 측정
하는 진단폐활량계의 기술문서 작성예시로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성능에 관한 시험 등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16)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표시기재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관리체계 전환(자율관리→의료기기)에 따라 체외 진단분석기용
시약의 표시기재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소비자와 전문가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17)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 심사 가이드라인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 심사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내용(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태아청진기, 태아심장감시기, 태아뇌파측정기, 태아심음측정기
등 영·유아 제품의 일반내용 및 알기쉬운 용어집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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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국제조화된 품질관리체계 구축

1. 의료기기 GMP 제도 확립
1) 의료기기 GMP 제도 도입의 의의
의료기기 GMP 제도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Safe)하고, 유효
(Effective)하며, 의도된 용도(Intended use)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Consistently) 있게
생산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체계화하는 것이다. 즉,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제품의 설계개발, 원자재의 구입, 제조·포장·설치 등 공정 전반과 사용하는 단계
에서 발생하는 불만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지켜야 할 사항
을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우리나라 약사법 체계 하에서 의료기기를 관리하던 1997년부터 GMP 제도인 「우수의료
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도입하여 이를 권장사항으로 운영해 왔다. 2004년 5월 30일
의료기기법 제정·시행 이후에는 국제적 의료기기 품질관리 규약인 ‘ISO 13485’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도입하여 의료기기 GMP 제도를 의무화하였다.
현재 의료기기 GMP 제도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약청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판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MP 심사를 통해 적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미 선진 미국(1978년), 일본(1995년), 유럽(1998년) 등도 의료기기 GMP 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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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으며, 각 국가간 MRA, FTA 체결 등 국제적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5개국(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은 의료기기
국제조화기구(GHTF：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를 1992년에 결성하여 GMP를
비롯한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대한 국제조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GMP 제도 의무화는 미국, 일본, 유럽과 비교할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의료
기기 품질관리의 국제적 규약인 ‘ISO 13485'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그 기준은 국제적 수준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EN ISO 13485:2003
유럽

QSR
[Quality System
Regulation]
미국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한국

ISO 13485:2003 [국제규격기준]

【 그림 8-4-1 】 국가별 GMP 기준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들의 의료기기 품질 등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향상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GMP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의료기기 GMP 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
2004년 5월 30일 「의료기기법」 시행과 함께 의료기기 GMP가 의무화 되면서 기존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30일까지 유예기한을 두었다. 의료기기 GMP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2006년 3월 의료기기 GMP 참여시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합리
적인 개선방안과 의료기기 참여 준비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GMP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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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라 기존업체 중 GMP 적합인정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의료기기 정기감시를
면제해 줌으로써 GMP 조기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P 의무도입 유예기한인 2007년에 집중적으로 GMP 심사 신청이 이루어졌고 동 심사업무
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보다 3배 이상 많은 업체가 GMP 적합인정을 받았다.
또한, 2009년도부터 의료기기 GMP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우리청에서는 제조업체가
GMP와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험관리, 밸리데이션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무료로 기술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체가 GMP 심사 신청 전에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이용하여 각종 품질관리문서 작성에 대한 지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사전서류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식약청 홈페이지에 “GMP 자료방”을 신설
하여 각종 가이드라인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도 12월말 현재까지 제조업체 1,983개소, 수입업체 1,568개소 등 총 3,551개소가
GMP 적합인정을 받았다.

【 표 8-4-1 】 의료기기 GMP 지정 현황
(’11.12월말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471

2,721

3,022

3,291

3,551

제조

1,312

1,460

1,637

1,838

1,983

수입

1,159

1,261

1,385

1,453

1,568

2. GMP 운영시스템 향상 및 국제표준화
1) GMP 심사방법 및 심사기관 현황
의료기기 GMP 적합성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4개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
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식약청(본청·지방청)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의료기기품질
관리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은 국제기준(ISO/IEC Guide 62)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으며, 품질
관리 심사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운영현황을 매년마다 평가·지도·감독하여 심사업무의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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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4-2 】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등록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1999. 11. 2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1999. 12. 1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5

1999. 12. 2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

2000. 11. 08

GMP 심사는 최초심사, 정기갱신심사, 추가심사, 변경심사 등으로 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된다.

【 표 8-4-3 】 GMP 심사의 종류 (’12.4.8 기준)
심사구분
최초심사

대상 및 내용
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하여 최초로 GMP 심사를 신청한 경우

정기갱신심사

GMP 적합인정 업체로서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GMP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적합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추가심사

GMP 적합인정 업체에서 다른 품목군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추가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
우(26개 품목군)

변경심사

GMP 적합인정 업체에서 제조소 소재지를 변경했을 때 받아야 하는 GMP 심사

GMP 심사는 업체의 신청서가 접수
된 후 심사기관과 심사계획을 협의하는
예비심사를 거쳐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본심사가 진행되며 적합, 보완,
부적합 등으로 심사결과가 판정된다.

【 그림 8-4-2 】 심사절차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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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MP 적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우리청에서는 의료기기 GMP 기준을 확립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GMP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의료기기 GMP 관련 해설서 및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1) 의료기기 GMP 해설서 발간
의료기기 제조업체 종사자 및 GMP 업무 관련자의 국내 GMP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기기 품질관리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ISO 13485를 적용한 의료기기 GMP 기준 세부항목에 대한 의미 및 각
항목별 실무적용 해설서를 발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2) 각종 의료기기 GMP 관련 가이드라인 발간
의료기기 GMP 적용에 필요한 설계관리, 멸균 밸리데이션, 환경관리, 위험관리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위험관리 등 GMP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의료기기의 설계·생산·사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Risk factor)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
관리하는 선진화된 GMP 관리방법의 하나이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적용하므로 안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위험관리수준이 국제 품질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GMP를 위험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시에도 위험분석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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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유럽, 미국 지역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할 때도 위험분석
보고서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GMP 품질관리기법인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멸균 밸리데이션
(Sterilization process validation),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Software validation)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와 관련해서는 이 분야 국제표준규약인 ISO 14971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청에서는 위험관리 기반의 GMP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정착하여 의료기기 GMP
운영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위험관리 및 밸리데이션을 중심으로 GMP 실무적용에
대한 자료제공 및 1:1 상담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의료기기 업허가 단계에서부터 실시하여
왔다. 신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GMP 심사를 받기 전에 위험관리 및 밸리데이션을 비롯한
GMP 전 분야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 업계, 단체 등 관련 기술전문가로 ‘기술전문가 Pool’을 구성
하여 현장방문, 서면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2012년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의료기기 GMP 관련
기술지원을 동 기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1) 의료기기 위험관리 품목별 가이드라인 및 기술자문 사례집 제작·배포
의료기기 GMP 기준의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 및 품목별 적용방법 등을 해설한 위험관리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주사기, 인공호흡기 등 47품목에
대하여 발간하였고, 고위험·다소비 의료
기기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기술전문가 풀
(Pool)'을 운영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기술적·임상적인 관점에서의 전문가적인 견해를 사례집
으로 구성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위험관리 활동에 실질
적인 도움을 주고자 위험관리 기술자문 사례집을 2010년
부터 제작·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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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GMP 정보지, 뉴스레터 제작·배포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소비자
및 의료기관 종사
자 등에게 유용한
GMP 정보·제도 등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
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의료기기 GMP 정보지”와 "GMP 뉴스레터"
를 제작·배포하였다.

4) 외국 제조원 의료기기 GMP 현지실사 제도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의료기기 비중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65%를 차지하며, 특히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의 수입품목 비율이 높은 현실에도 그 동안 수입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의료기기와 달리 외국 제조원의 현장심사 대신 생산국의 GMP 증명서로 품질관리
체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의료기기 GMP제도 의무적용 시점인 2007년부터 외국 제조원에 대한 현장심사 방안을
시범사업, 용역사업 수행 등을 통해 강구한 결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2년 4월 8일
부터 외국 제조원 현장심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국내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GMP 적합성평가를 실시
하여 외국 제조원의 실질적 품질관리체계를 직접 확인한다.

5) 의료기기 업체 GMP 교육 내실화
GMP 제도는 제조업체 경영자, 관리자 및 종업원 전체가 충분히 제도를 이해하고 실천
할 때 내실 있는 GMP 운영이 가능한 만큼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청은 GMP 제도의 전면 의무화 초기인 2005년부터 GMP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GMP 운영에 필요한 내용 중심의 실무교육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의료기기 GMP 교육기관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지정하여 업체의 품질책임자를
대상으로 GMP 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업체의 교육참여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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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한 MRA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GMP 제도의 세부운영을 국제적 추세에 맞도록 시행
하고, 선진 품질관리기법인 위험관리, 멸균 밸리데이션,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GMP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도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설립되어 GMP 교육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동 센터에서는 실무중심 교육으로 현장적응 기반을 확대하고, 업체 품질
책임자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하여 업계의 GMP 수준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6) 등급별 차등관리를 통한 GMP 심사 국제조화
2011년까지 국내 GMP 심사는 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등급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큰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렵고 일부 품목은
과중한 평가를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1년도에 의료기기 허가·관리제도를 개선하면서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GMP
적용을 제외하여 위해도에 따른 등급별 차등관리 기법을 도입하였고, 2012년도 4월 8일
부터는 1등급 의료기기(멸균 등 일부품목 제외)에 대하여 GMP 적용이 제외되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 국제조화를 도모하였고, 위험성이 높은 2~4등급 의료
기기를 선택·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토막 상식] GMP 마크제 란 ? G
 MP 마크제는 소비자나 사용자가 구입하는 제품이 국제수준의 품질보증체계인
GMP 인증을 받은 것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로 ’07년 6월에
도입·시행되고 있다. GMP마크는 GMP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의 제품에 부착되고,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퇴출되는 등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수준이 높아
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앞으로 해외현지실사가 제도화 되고 그에 따른 GMP 마크
를 부여함에 따라 수입의료기기의 품질보증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럽의 CE마크와
같이 국제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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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유통의료기기 안전관리

1. 의료기기 사후관리제도 개요
2004년 5월 30일 의료기기법 시행 이후 의료기기 산업규모의 증가 및 웰빙추세 등에 의한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편승하여 품질불량 의료기기 및 거짓 효능·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건강 확보 및 불법·
불량 의료기기로 인한 의료기기 산업발전 저해방지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무허가
의료기기 제품 단속, 품질불량 의료기기 수거·검사, 거짓되거나 과장된 효능·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및 안전성 정보 등을 입수·분석해 산업계 및 소비자 등에 제공하여 반복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시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후관리 기본방향>
•단속의 효율성 제고 : 실태평가제 실시, 취약 또는 문제 발생 분야에 대한 기획감시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확보 : 분기별 및 수시 수거·검사 실시
•거짓·과대광고의 근절 :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강화 및 광고 특별단속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 재확인 : 의료기기 재평가
•부작용 보고등 안전성정보 활성화 :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선정·운영(6개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 지정대상 조정 및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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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
 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광고 관리 체계 확립
1) 여건 및 전망
최근 인구 고령화, 웰빙 등의 추세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다양한
광고매체의 등장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를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증가
하면서 무분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2011년도 추진실적
(1)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시행
2007년도에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일간지, 월간지, 방송,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가 의무화되고, 2011년에만 총 1,740건의 심의가
이루어져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근절시키고 광고 미심의 제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및 환경이 마련되었다.

【 표 8-5-1 】 2011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실적
□ 연도별 광고매체 심의 현황
텔레비젼

방송매체
광
고
매
체

인쇄매체

인터넷매체

(단위 : 건, %)

2007

2008

2009

2010

148

123

98

84

2011(%)
90

(5.2)

총계(%)
543

(7.3)

라디오

11

3

7

9

13

(0.7)

43

(0.6)

일반일간신문

195

219

216

169

152

(8.7)

951

(12.8)

일반주간신문

4

10

15

4

17

(1.0)

50

(0.7)

잡지

117

117

83

77

60

(3.5)

454

(6.1)

인터넷

1,011

668

755

1,393

1,220

(70.1)

5,047

(68.2)

인터넷신문

3

2

2

3

75

(4.3)

85

(1.2)

기타유사매체 기타유사매체
총 계(%)

-

-

55

62

113

(6.5)

230

(3.1)

1,489

1,142

1,231

1,801

1,740

(100.0)

7,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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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심의별 현황
심의신청 단위별 현황

구분
건수

본심의

재심의

약식심의

소계

확인

통보

소계

합계

1,621

17

102

1,740

535

3,407

3,942

5,682

(2)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후관리 강화
2011년도에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방 등의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에 대하여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2,359개
업체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31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
을 강화하였다. 또한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점검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채용하여 인터넷, 신문 등 광고매체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
인쇄물·방송매체 등에 대한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의료기기 광고점검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청별 책임점검매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적발실적(건)

274건

233건

278건

444건

431건

【 그림 8-5-1 】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불법 광고 적발 현황

3) 향후 계획
2012년도에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제도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하고, 심의결과 및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 소비자 및 광고주가 의료기기 구입 시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노인회 등과 협조하여 전국적으로 노인 및 여성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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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추적관리 및 재평가 등 위해요소 사전예방
1) 여건 및 전망
2004년 5월 30일 의료기기법 시행 이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나노(NT)·바이오
(BT)·정보통신(IT) 기술 등 기반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고령화 및 웰빙 추세 등 시대적 변화에 의해 그 수요가 크게 확대되어 시장규모면에서는
2010년 기준 세계 12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기기 관련 기반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인체삽입 대체물 등 위해도가 높은 의료
기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일반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반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크게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법 시행 이후 관련제도의 정립과 전문 인력의 꾸준한 보강
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그 관리기반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및 추적관리
대상의료기기 지정, 의료기기 재평가 등 전문화된 의료기기 사후관리 툴이 제도적으로 마련
되어 있어 향후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정착시키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
수준을 한 층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2011년도 추진 실적
(1)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정보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정보 보고 제도는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이들로 하여금
문제점 발견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여, 검토 후 필요 시 해당정보를 관련 업계로
전파하여 반복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 청에서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K!FDA)」에 인터넷 보고 온라인 시스템(On-line)을 구축하여 보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
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는 전국 6개 의료기관을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선정하여 의료기관의 부작용보고 참여를 제고하였으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관 및 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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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신고 요령」을 발간하는 등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활성화
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보고 활성화 노력을 통해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건수는 전년대비 2009년에는 7.2배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약 6%, 2011년도에는 약 50% 정도 증가하였다.

자발적 회수

안전성 정보

부작용 보고

10,000
1,000
115

100

42

24

10
1

17
3

25

13

10

2005

2006

78

171

1,987

2,108

2,632

286

229

717

137

175

2010

2011

125
111
53

43

1

2004

2007

2008

2009

【 그림 8-5-2 】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현황

(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의 발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의료
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의료기관개설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의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추적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적이
필요한 품목 또는 불필요한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확대 또는 축소하고 있다.

※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지정 축소(2009.05.29)
- “체외형인공심장박동기” 삭제 및 “이식형의약품주입기” 품목 축소
※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지정 확대(행정예고 2012.4.10~2012.6.8)
- “인공안면턱관절” 등 13개 품목 추가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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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용전극
·인공심장판막
·이식형심장충격기
·이식형의약품주펌프
품목축소(’09.05.29)
·실리콘 겔 인공유방
·이식형심장충격기용전극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인공호흡기(상시 착용하는 것에 한한다)
·체외형인공심장박동기
삭제(’09.05.29)
·심장충격기

추가지정(’08.12.30)

【 그림 8-5-3 】 국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현황

2011년도에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된 9개 품목 중 2010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44개 업체(제조·수입 : 30, 판매 : 14) 및 14개 의료기관을 점검하였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원으로부터 사용자(END USER)까지 관련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료기기법 준수사항을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제조번호 등에 대한 기록관리가 미흡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 관리에 대한 홍보를 위해
리플릿을 발간하여 관련 업체, 협회 등에 배포하였다.

(3)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의료기기 재평가는 품목허가를 득한 지 상당기간 지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의·과학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 품목허가를 득한 의료기기로 공통기준규격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제품중에서
2009년도 “이학진료용기기 및 생체현상측정기기” 502개, 2010년도 “레이저수술기, 전기
수술기 등” 205개, 2011년도 “주사침 및 천자침, 방사선진료장치 등” 609개 제품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2,651개 제품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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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2011.10.28)

대상품목 지정

의료기기위원회에서 대상품목, 신청기간, 제출서류 심의

품목 예시

재평가 신청 1년 전까지 홈페이지 및 우편으로 개별 통지

재평가 신청
검토결과 열람
재평가 공고
후속 조치

품목허가증 사본 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신청)
재평가 결과 시안 열람(1월)
시안 열람 완료 후 해당 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 공고
재평가 결과 변경 등의 조치

【 그림 8-5-4 】 의료기기 재평가 흐름도

3) 향후 계획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는 연평균 2,500여건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그 원인은 의료기기 취급자의 관련법령
에 대한 인식부족 및 발생된 부작용 사례가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부작용 및 안전성정보 보고에 대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및 의료기관을 위한 ‘품목별 부작용
보고 해설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도에는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개 의료기관을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로 선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
2011년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
기에 대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취급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해나갈 예정
이며, 국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의 형평성 있는 조율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2년도 이후에는 기존 기준규격을 검토하던 재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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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정보 등에 의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하는 정기 및 수시 재평가로 전환하여 허가·
신고된 품목의 위해도를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위해 우려 의료기기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여
양질의 의료기기만을 유통시켜 국민보건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품목 선정
(의료기기위원회)

2012년 재평가품목
공고
2011.10.28

재평가
신청시작일

2012.10.29

홈페이지
게재

재평가 신청종료일

재평가 신청기간
: 2개월

재평가 실시

재평가
결과공고

2012.12.31
검토결과 열람
(1개월)

홈페이지
게재

【 그림 8-5-5 】 의료기기 재평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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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강화를 위한 수거·검사
1) 여건 및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가정용의료기기에서 인체삽입용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시중
유통 중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해왔다. 품질검사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 이후 실제 유통 상의 제품이 허가시와 동등한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필요시 회수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2007년 5월 30일자로 의료기기 GMP(GIP)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시중 유통의료기기의 품
질도 일정 수준이상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의료기기는 그 특성상 국민건강에 직
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
이 더욱더 부각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자의 자발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 구조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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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료기기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8-5-2 】 최근 5년간 의료기기 수거·검사 현황
연도

품목수

2007

137

2008

145

2009

289

2010

251

2011

322

2) 2011년도 추진실적
2011년도에는 개인용온열기 등 322개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6개 제품이
부적합되어 행정처분 조치 및 일부 부적합 품목의 경우 회수 등 조치되었다.
아울러,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회수·폐기 범위 및 대상의 구체
화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 하였다.

【 표 8-5-3 】 최근 5년간 의료기기 수거·검사 결과
연도

품목수

2007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137

125

12

8.8

2008

145

137

8

5.5

2009

289

261

28

9.7

2010

251

189

62

24.7

2011

322

266

56

17.4

3) 향후 계획
2012년도에는 소보원, 소비자단체 등에 다수 불만 접수된 제품,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인체삽입용 의료기기 등 부작용발생시 대중적 피해 발생 품목 등을 선정하여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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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기 사후관리 체계변화(실태평가(구 자율점검제) 시행)
1) 여건 및 전망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국제 기준(ISO 13485)에 준하는 의료기기 GMP/GIP
적합인증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자체 의료기기 품질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 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 해오던 의료
기기 정기감시 제도를 폐지하고, 2009년도부터 업체 스스로가 관련법령 준수사항 등을 점검
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청으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기기 실태평가(구 자율점검
평가)”를 시행하였다.

2) 실태평가제 제도 소개 및 추진실적
의료기기 실태평가는 GMP/GIP를 득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실시된다.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 항목은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체계(GMP/GIP)”를 기반으로 하였다.

정기감시
GMP 심사
실태평가제

획일적, 반복적
감시체계 개선

문제업소
선별적 관리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확립

【 그림 8-5-6 】 실태평가제 시행목적

2011년도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조업체의 참여율이 전년대비 11% 정도 증가되었으며,
수입업체는 0.8% 소폭 상승하는 등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상승되어 제도가 점차적으로
업계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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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5-4 】 실태평가 참여율
(단위 개소, %)

구분

계

참여

미참여

제조

1,888

1,499

수입

1,617

1,323

총계

3,505

2,822

683

전년 대비 참여율
2010

2011

389

67.9%

79.4%(↑11.5%)

294

81%

81.8%(↑0.8%)
-

3) 향후 계획
2012년도는 2011년에 의료기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허가·심사체계 개편 및 등급별 차등화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GMP 기준 준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어 GMP정기갱신 심사와 정기감시를
연계하여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1등급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GMP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1등급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는 정기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에 실태평가제는 그 대상을 GMP 심사대상이 아닌 1등급 제품만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GMP/GIP 등 제조·수입에 대한 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상에서 나타
나는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GSP)"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조치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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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위해평가를 위한 선진화 기반 구축

1. 개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 및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식품·화장품·생약 등의 인체위해여부 판단 및 기준규격 설정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가운데, 위해평가는 위해요소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과 위해관
리정책결정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위해성이 제기되는 식품 등의 안전기
준을 마련하고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해평가 기반 및 새로운 평가기술 개발
을 마련하고자 한다(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15조,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 약사법, 화
장품법 등 추가).

2. 위해평가 수행 원칙
위해평가는 위험성확인, 위험성결정, 노출평가, 위해도결정 4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위
해평가는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되, 국내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국제기구, 외국 자료를 활용하며, 식품 등의 제조공정을 포함하여 공급 및
섭취단계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분석방법, 시료채취 및 검사, 노출빈도 등을 고려한다. 위
해평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단, 평가대상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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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집단 및 고위험 집단의 경우, 급성, 만성, 누적, 복합적 영향을 고려하며, 임산부,
어린이 등 취약 집단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정보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고, 시나리오 작
성 시 충분히 상황을 고려한다.
위해평가결과보고서에는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점, 불확실성 및 가정을 제
시하고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소수의 의견도 기록한다. 과
학적 정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과학적으
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량화한다. 보고서는 가능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식
으로 작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1) 위해평가 세부방법
위해평가에 필요한 정보(발생원인, 과거유사문제 발생여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 관리기준 유무 등)를 확인하고, 위해평가 대상(주요노출집단 파악) 및 위해평가 범위
(원료 vs 완제품)를 결정한다. 관련 자료 검토 시, 개별 시험결과들의 시험목적, 시료채취
범위, 전처리방법, 분석기기, 정량한계 등을 고려하여 동질성이 인정된 값만 활용한다. 새
로운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의 제한점이나 문서 안에서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과거자료
도 사용 가능하다.

2) 위해평가 사전검토 사항
위해평가 단계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위해평가의 목적을 설
정하고 위해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① 문제는 무엇인가? ② 문제는 왜 발생되었
는가? ③ 문제는 어떻게 확인되었는가? ④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⑤ 과거 유사
한 문제가 있었는가? 혹은 새로운 문제인가? ⑥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⑦ 인
체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⑧ 노출집단과 노출정도가 확인가능한가? ⑨
관련된 모든 노출원은 무엇이며, 각 노출원이 문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⑩ 노출기간
은 단기 혹은 만성인가? 얼마나 자주 노출되었는가? ⑪ 현재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의
규제 혹은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가? 주요 노출집단(어린이 등 민감 집단, 고 노출집단, 주
요 노출집단 등)을 검토하고 위해평가의 대상범위를 결정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전략은 발암위해평가와 비발암평가로 구분하고 물질의 독성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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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원료인지 완제품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시나리오를 결정한 후 위해평가 결과에 따
라 조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파악한다. 위해평가 소요기간을 정하고 위해관리자에
게 소요기간에 대해 통보한다. 위해평가 시 요구되는 관련 자료 등에 대해 검토한다. 유해
물질 모니터링 자료는 공인된 분석법을 사용한 값이어야 하며, 위해평가를 목적으로 생산
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기존의 자료들도 활용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실시
한 여러 시험결과를 하나의 위해평가에 활용할 경우, 시험목적, 시료채취범위, 전처리방
법, 분석기기, 정량한계 등을 고려하여 동질성이 인정된 값만 활용한다.

3) 분야별 위해평가 절차
(1) 화학적 위해평가
위해평가는 위험성확인, 위험성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등 4단계로 수행, 위해평
가절차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위
 험성 확인 : 최근까지 보고된 위해인자의 국내외 정보(물리적 특성, 독성 등)들을
조사분석하여 유해물질의 인체 위험성을 확인
●위
 험성 결정 : 해당 물질의 독성 값 (NOAEL1), BMD2)) 및 인체안전기준(TDI3),
ADI4)) 설정치 등 인체 혹은 동물독성자료를 토대로 유해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절차를 기술
●노
 출평가 : 섭취량 등 관련 노출 자료를 토대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인체노
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위해 사용하는 통계적 모델 (노출 계산식)의 종류 및 수
행방법을 위해요소별 기술
●위
 해도 결정 : 위험성결정 및 노출평가를 근거로 인체유해유발 가능성에 대하여 위해
도(%), 초과발암위해도, MOE5) 등 방법 기술
※ 식품, 생약, 화장품 분야의 화학적 위해요소 : 잔류농약, 잔류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자연발생 독소,
곰팡이 독소, 식품 제조가공 생성물질, 첨가물 및 용기포장관련 화학물질 등
1) NOAEL :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최대무독성용량
2) BMD : Benchmark Dose, 벤치마크용량
3) TDI :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내용섭취량
4) ADI : Accept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
5) MOE : Margin of Exposure, 노출안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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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확인
·물리화학적 성질 ·역학자료
·동물특성자료
·발암성여부
위험성결정

노출평가

비발암물질

환경노출

•최대부작용량(NOAEL)
•불확실성계수(UF)
•인체안전기준(ADI, TDI 등)
발암물질
•발암성 근거자료
•의삽(저용량에서 고용량에 대한
수확적 모델링)
•용량스케일
•발암 기울기(Cancer slope factor)
•한단위 위험(Unit risk)

인체노출
•모니터링 데이터
•식품등 섭취량(복용량)
•체중

위해도 결정
•발암평가 : 초과발암위해도/
노출안전역
•비발암평가 : 위해도 산출

【 그림 9-1-1 】 화학적 위해평가

(2) 생물학적 위해평가
기준설정, 사건사고 후속조치 및 급격한 질병발생증가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 위해평가
를 실시하며,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의 4단계로 수행한다.
● 위험성 확인 : 최근까지 보고된 위해인자의 국내외 정보(감염경로, 임상적 증상)들을
조사 분석
● 위험성 결정 : 위해영향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용량 결정을 위한 사용 가능 모델
(Exponential, Beta-poission, Weibull-gamma) 제시
● 노출평가 : 주요 원인식품 중 미생물 성장예측을 통해 1회 또는 1일 섭취량에 의한 인
체노출량 평가예측 모델을 제시
● 위해도 결정 : 위험성 결정 및 노출평가를 근거로 시뮬레이션모델에 대입하여 환자
수 등의 위해도 및 관리목표치(FSO)를 제안
※ 식품, 생약, 화장품 분야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 감염성 세균, 독소생산 미생물,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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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Hazard Characterization)
dose-response 모델,
최소 감염량

위험성 확인
(Hazard Identification)
감염경로, 임상증상,
식중독통계 등

위해도 결정
(Risk Characterization)
식중독 발생정도,
사망률 예측 등

노출 평가
(Exposure assessment)
노출경로, 예측모델,
모니터링 등

【 그림 9-1-2 】 생물학적 위해평가

BMDL

발암성

YES

만성독성
NO

비발암성

급성독성

위험성결정

위험성결정

ADI

YES

aRfD

위해도결정

유형 2

표2

노출량 평가

위해도결정

유형 3

표3

위해도결정

유형 4

표4

발암성

위험성결정

BMDL

위해도결정

유형 5

표5

노출량 평가

위해도결정

유형 6

표6

노출량 평가

위해도결정

유형 7

표7

위해도결정

유형 8

표8

노출량 평가

위해도결정

유형 9

표9

노출량 평가

위해도결정

유형 10

표 10

노출량 평가
노출안전역(MOE)

만성독성

발암여부

표1

노출량 평가

초과발암위해도

화학적 위해요소

사용중지(금지) 유형 1

발암성 등
유해독성
확인시

발암여부

의도적 사용물질

노출량 평가

위험성결정

유전독성
여부 NO
TDI

NO

비발암성

위험성결정

PTWI/PTMI

비의도적 사용물질

노출안전역(MOE)

노출량 평가
인체안전기준부재
NOAEL, BMDL 등

급성독성

위험성결정
aRfD

생물학적 위해요소

평가대상확인

식중독균 특성파악

위험성결정

【 그림 9-1-3 】 위해요소별(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소) 위해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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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물질 기준설정을 위한 위해평가 원칙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조의 3,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식
품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의 기준설정 시 수반되는 위
해평가를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한다.
위해평가 대상은 식품 등에 대한 기준 제·개정이 필요한 유해물질로서 잔류농약, 중금
속,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의 첨가제, 식품제조·가공 중 생성되는 화학물질, 환경오
염물질 등의 화학적 요소, 병원성 세균에 대한 미생물학적 요소,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한 물리적 요소 등이 해당된다.

1) 화학물질의 기준설정을 위한 평가절차
① 기준을 설정코자 하는 물질에 대한 1인 1일 섭취허용량을 계산
②해
 당물질의 잔류량에 규제마진을 적용하여 Codex 및 미국 등 선진 각국의 기준과 조
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준치를 잠정적으로 정함
③기
 준치 값을 해당 식품(들)의 1일 평균 섭취량과 곱하고 각각의 값을 합쳐 이론적 최
대 일일 섭취량(TMDI)을 산출
④이
 론적 최대 일일 섭취량(TMDI)을 해당물질의 1인 1일 섭취허용량과 비교하여 80%
이내일 경우 기준(안)으로 잠정 결정
- 이론적 최대 일일 섭취량(TMDI)을 해당물질의 1인 1일 섭취허용량과 비교하여
80%를 초과하는 경우, 총식이섭취량(TDS) 조사 등을 통해 섭취량이 1인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
⑤ 1 인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여도 기준설정의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설정 대상 식품 등의 품목 수를 줄여 1인 1일 섭취허용량 이내로 조정하며 기준(안)을
제안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준설정을 보류토록 제안

2) 위해 미생물 기준설정을 위한 평가절차
①국
 내·외 문헌 등을 근거로 미생물의 일반적 특성(성장, 증식), 위해성 인자(감염성,
독소), 생태학적 특성, 식중독균 또는 전염병 관리 유무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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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
 생물 오염빈도 및 농도, 교차오염, 조건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 사멸 등에 대한 변
화분석과 원인식품의 1회 또는 1일 섭취량, 원인식품의 미생물 오염량(온도, pH, 염
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섭취집단, 감수성 집단 등 조사
③현
 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WHO,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이용 가능한 용량반응
모델(Dose-Response model) 자료를 활용하여, 유해미생물이 오염된 식품을 섭취
하여 발생하는 인체 유해영향에 대한 심각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유해영향을 일으키
는 미생물의 용량을 확인
④위
 험성 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 미생물 위해평가 결과에 따
라, 인체위해영향이 우려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기준(안)을 제안

4. 추진실적
1) 위해평가 수행실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중 잔류농약(피리미설판 등), 식품첨가물(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오염물질(오크라톡신 등), 수산물 등에 대한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등) 위해평가
를 매년 100건 이상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와 같이 2007년 184건, 2008년 166건, 2009
년 217건, 2010년 140건, 2011년 136건의 위해평가를 수행하였다.
2011년에는 피리미설판, 스피노사드 등의 잔류농약과 메벤다졸 등 동물용의약품 119종
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방사능 위해평가 및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식품 중 곰팡이독소 등 식품 중 오염물질 12건에 대한 위
해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생물 규격 재평가 및 개정을 위해 발효식품의 클로스트리
디움, 황색포도상구균 등 5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
자 안심확보를 위해 식품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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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1-1 】 분야별 위해평가 추진실적
분야

주요대상

성분

수행건수
2007

2008

2009

2010

2011

잔류농약 등 화학물질

농산물, 축·수산물

피리미설판 등

174

153

174

122

119

중금속 등 오염물질 등

식품

오크라톡신 A 등

6

11

34

14

12

미생물

수산물 등

황색포도상구균 등

2

0

2

2

5

식품첨가물

과자류

식용타르색소 등

2

1

2

1

2

일반성분

식품

식용유지 중 글리시돌 등

0

1

5

1

0

184

166

217

140

138

계

2) 위해평가 기반구축
위해평가를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시험법을 개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유해물질통합관리시스템(MIMS)에서 DB화 하여 향후 위해평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법 개발, 모니터링 및 정보화 기반구축을 매년 70건 이상 실시하
여 위해평가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1년에는 신규 등록 농약 아메톡트라딘, 보스칼리드 등, 기준 미설정 농약 알레쓰린
등, 동물용의약품 발레물린 등, 식품 중 벤조피렌, 중금속 등, 식품 중 신종 식중독바이러
스(E형 간염바이러스), 차가버섯 중 수산, PEN 수지제 용기·포장 중 이행우려 원료물
질 등 41건의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쌀 등 농산물 17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아세카미
프리드 등,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등, 식품 중 환경유래오염물
질인 다이옥신 등 및 식품 제조가공 생성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등, 집단급식소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식품 중 식품첨가물 등을 모니터링하였다.

【 표 9-1-2 】 시험법 개발 및 모니터링, 정보화 기반구축 실적
2007

시험법 개발

모니터링 및 정보화 기반구축

164

144

2008

89

55

2009

42

39

2010

48

30

2011

41

32

계

384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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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 잔류물질 위해평가 DB를 구축하였다. 잔류동물용의약품 DB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http://fse.foodnara.go.kr/residue/vd /vdrugs_info.jsp)하
였으며, 이미 구축된 잔류농약 DB 홈페이지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업데이트하였다.
또한, 식품오염물질 통합 사이트(http://www.foodnara.go.kr/pollution/)를 운영하
여 연구결과를 DB화 하고 업데이트하였으며, 식중독 원인균 추적관리 시스템(http://
www.foodnara.go.kr/pulsenet)을 구축·운영함으로 위해평가 기반을 확충하였다.

【 그림 9-1-4 】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식품안전관리에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하
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예, 대국민 눈높이 맞춤형 잔
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fse.foodnara.go.kr/residue/
resinfoserv/jsp/main.jsp) 개설·운영, 유해물질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보급 및
어린이용 잔류농약 안전관리 홍보애니메이션 제작·보급 등)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식품안
전 실무자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및 대상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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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1-5 】 식품오염물질 데이터베이스, 식중독균 추적관리시스템

【 그림 9-1-6 】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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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1-7 】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 스마트폰 앱 및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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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평가 역량 강화 활동
2011(10건)

위해평가 결과의 신뢰성·투명성 제
고를 위하여 위해평가 표준화·정보화

2010(7건)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매년 개선 건수

2009(5건)

가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년대비
2008(2건)

150% 향상되었다.
2011년에는 위해평가지침서, 유전독
성발암물질 위해평가 지침서, 식품섭

위해평가 표준화, 정보화 체계 마련 건수

취량 산출 SOP,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가이드 등을 마련하고, 이들 지침서를 활용하여
위해평가 방법의 표준화,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
내·외 위해평가관련 정보를 모아 평가원 홈페이지 “위해평가 모음방”에 공개하여 관련
직무자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존 위해분석 용어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집의 형태로 개편하여 배포함으로써 위해분석 용어에 대한 일반국민 및 관
계자간 원활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 그림 9-1-8 】 위해평가 표준화·정보화 시스템을 개선

위해평가 기술공유와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습을 접목한 위해평가 전문교육을
2005년 이후로 매년 2회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평가실무자 및 식약
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직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해평가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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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해평가 위상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1)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과 MOU 체결
2010년 7월에 통합노출평가를 위한 정보교류 및 위해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확보, 기술
협력 등을 위하여 유럽의 위해평가 전문기관인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과 MOU를 체결
하고, 양 기관의 위해평가 기술 현황 공유 및 이해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유럽의 식품
위해평가 및 정책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 화장품 등의 위해평가 분야에서 BfR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공동연구 과제 도
출, 정보 공유 및 인적교류 등의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을 할 예정이다.
※ BfR : Bundesinstitut fur Risikobewertung(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2)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USDA/ARS)와 MOU 체결
2011년 9월에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와 MOU을 체결하여 식품의 안전성 평가연구 등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 및 수행과 선진 식품안전관리 지원방안 공유 및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3) EPA, BfR 등과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1년 9월에 미국의 환경청(EPA), 독일의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일본의 농약공
업회(JCPA), 중국의 중국농업대학을 초청하여 국가간 위해평가 체계 및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그림 9-1-9 】 국가간 위해평가 체계 및 현황 공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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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 국제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연구
우리원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OECD와 함께 시험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제공
동연구에 참여해 왔으며, 2011년에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와 인체유방암세포주 증식 시
험법 국제검증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검색시험법(OECD TG456)
국제검증연구 수행으로 OECD 가이드라인 확정에 기여하였다.
OECD 비동물실험에 관한 유효성관리(VMG-NA) 전문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향후 확
보해야 할 시험법에 대한 사전검토 및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논의함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였다.

5) 위해평가 가이드 마련
잔류물질, 오염물질, 미생물 등에 대한 위해평가 지침서를 매년 마련해 왔으며 2011년
에는 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 위해평가 지침서 등 5건을 발간하였다.

【 표 9-1-3 】 위해평가 지침서 발간 실적
연도

위해평가 지침서 발간

2009

2

2010

2

2011

5

계

9

(1) 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 발간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 중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나 아플라톡신과 같은 유
전독성 발암물질에 대한 위해평가가 활발하게 수행되어짐에 따라, WHO, 유럽 식품안전
청(EFSA) 등에서 발표한 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지침
서를 마련하였다. 본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위해평가 지침서 발간
식품, 화장품, 생약 등 위해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위해 요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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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 추진방법 및 절차에 대해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WHO, 미국, 유럽 등 제·외국
규제기관에서 다양한 위해평가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그간의 다양한 위해평가 수행경험을 근거로 국내 위해평가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본 지침서에서는 위해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
며, 10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마련된 위해요소별 위해평가 흐름도가 제시되어 있어 위해평
가자 뿐만 아니라 정책부서 실무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작업반 의장국 수행(‘07-’10) 결과로 WHO/FAO 국제 ‘식품유
래 항생제내성 위해분석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미생물 위해평가 매뉴얼(확률분포모델 적
용 실전편)을 작성·배포하였다.

【 그림 9-1-10 】 위해평가 지침서,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위해분석 지침, 미생물 위해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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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년 추진계획
1) 과학적 위해평가 수행 및 안전기준 제안
합리적 기준·규격 설정을 위한 국내 및 수입 농산물 등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오
염물질, 미생물, 식품첨가물, 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위해평가 및 식품 사고 관련 긴급
대응을 위한 위해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식품오염물질, 식품
첨가물 등에 대한 위해평가 기초자료를 축척하고,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
사, 지자체 협력 사업을 통한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기반 조성 및 영양성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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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함유량 DB 확보, 유해물질의 인체모니터링 자료 등 확보,
국내외 부정·위화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Reference 식품의 Library를 구축할 예정이
다. 특히 생활화학용품(세정제, 물티슈 등)에 사용된 유해물질의 위해평가를 실시할 예정
이며, 식의약품 중 제조나노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반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식·의약 유해물질 선진화 위해평가 기반구축을 위해 중금속, 다이옥신 등의 환경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위해평가 전문교육 및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 위해평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상별 맞춤 위해평가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출평가프로그램(crystal ball)을 활용한 위해평가, 유통식품의 위해평가 등을 교육할 예
정이며, APEC/FSCF/PTIN에 활동에도 참여하기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위해평가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현재 APEC 고위급회의에서 제안된 교육프로
그램에 대해 검토 중이며, ’12년 6월 경 확정예정). 또한 외국 선진위해평가 기관과의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해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과는 최신 위해평가기술 교류를 위한 실무회
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호주/뉴질랜드 식품안전청(FSANZ)과는 유해물질 모니터링 DB와
MIMS/MAP의 상호비교를 통한 정보교류, 유럽 EFSA와의 MOU를 추진할 예정이며, 위
해영향 국제심포지엄 공동개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련 부처간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 공
동개최와 식품 용기포장 안전성 국제워크숍 개최를 실시할 예정이다.

3) 위해성분 저감화 등 산업체 기술적 지원
산·학·연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저감화 T/F 등을 통해 식품 가공 중 생성되는 위해성
분 저감화 기술지원, 유통식품 중 영양성분 및 저감화 필요 성분 모니터링, 나트륨 섭취
저감화 정책 지원을 위한 뇨 중 나트륨 함량분석 및 나트륨 섭취량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
다.

4) 위해평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종사자 및 대국민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위해평가 모음방을 운영하여 국내외 위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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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위해평가 절차, 평가와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일반
국민 대상 잔류농약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초등학생 대상
애니메이션 개발 및 보급,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소비자 홍보 컨텐츠 개발, 용기·포장 검사
실무자 간담회 개최, 식품첨가물 규격시험법 개선 워크숍 개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 개발, 소비자단체와의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노출 저
감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5)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 검증을 위한 국제협력연구
일본 NIHS(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와 안드로겐 수용체 전사활성시험법 국제검증연
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OECD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 제안을 위해 인체전립선세포
의 안드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법 검증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6. 기대효과
분야별 표준화된 위해평가 절차 마련을 통한 과학적 위해평가 기반 구축을 통하여 합리
적이고 신속·정확한 위해평가 대응시스템 마련, 위해평가에 근거한 정책수립으로 국민의
보건안전향상 및 국가 경쟁력 확보, 위해성분 저감화 방법의 산업체 기술지원으로 생산성
증대, 위해평가의 국제적 조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국격 향상 및 위해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대국민 신뢰도 증대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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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시험분석
및 연구기관으로의 위상 제고

1. 개요
최근 환경오염, 신종 유해물질 출현, 분석법 발달 등으로 식품 및 의약품 중 새로운 위해
요인이 증가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식품 및 의약품의 사전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분석시
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CODEX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식품의 검사결과와 관련된 국가간의 분쟁 해결의 방법을 정한 “분석결
과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CAC/GL-70)”을 의결하였다. 지침은 실험결과에 대한
품질보증이 전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무역에서의 상호인정 체
계를 갖추기 위하여 실험에 대한 품질보증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검출 기법 및 검사
과정 등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험 검사에 대한 신뢰성
을 위하여 품질보증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 개념은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
시설의 업무로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즉, 시험검사 절차가 실제로 구축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문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유지됨을 보장하는 절차와 문서, 분석 결과와 시험자, 시험
법, 일자, 사용 장치, 분석 시스템(분석 작업수행상 분석방법 평가 포함)을 연계시켜 추적
할 수 있는 절차와 문서, 데이터가 손실, 손상,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 조치
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

572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제9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 부문

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① 시험분석에 표준이 되는 국가표준품 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표준품의 품질보증을 실현하고, ②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밸리데이션하여 기록·검증하
며, ③ 시험분석의 품질평가 방법, 시설·장비에 대한 사용법의 체계화 ④ 시험분석과 관
련된 모든 절차를 표준작업수순서(SOP)로 문서화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문서관리, 장비의
검증, 표준품, 시험법 표준화 및 시험법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
히 주요 시험업무인 국가검정은 국제공인시험기관(ISO17025)을 운영하여 품질보증시스
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검정업무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WHO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선
진적 국가검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시험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문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시험분석기관으로서 출범하면서 그동안 산재되어있던 시험분
석과 관련된 품질보증업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험분석 품질보증시스템은 시험자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취하여야하는 조치사항으로 구성
된다. 적절한 품질의 데이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이 있으며, 이러한 품질 시
스템은 시험 활동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시험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모든 구성
요소를 구축한다면 시험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관련 시스템을 문서화하고 그 문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시험분석 절차가 실제로 구축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문서는 매우 중요하며 최신본
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품질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품질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서의 제·개정 이력관리 및 검색기능 등 on-line상으로 문서를 관리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평가원뿐만아니라 지방청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품질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개정 건수는 106건이며, 총 열람건수는
1,447건으로 매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생물의약품 분야에서는 품질매뉴얼 등 103
건이 제·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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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2-1 】 시험분석 품질문서관리 시스템

3. 표준품 제조 및 분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제조·분양되는 표준품은 시중에서 구매가 어려우며 특정분
야에서 사용하는 표준품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 마약류, 백신을 비롯한 생물학적제제, 생
약의 지표성분 및 대조생약, 신종유해물질의 표준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표준품은 시험
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
다. 특히 생물의약품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제표준품을 1차 기준물질로 하여 자국
의 국가표준품을 확립할 것을 WHO에서 권장함에 따라 2001년도부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안전성 강화사업’ 또는 ‘생물의약품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국가표준품을 제조·확
립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마약류를 비롯하여
2009년에는 총 248품목을, 2010년에는 총 271품목을, 2011년에는 총 287품목을 제조 분
양하고 있다. 제조된 표준품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정성 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의 정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표 9-2-1 】 분야별 표준품 제조 및 보유품목 수 (2011)
총계

의약품

마약류

생물의약품

지표성분

대조생약

제조품목수

358

75

56

37

69

121

보유품목수

287

58

54

36

4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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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2-2 】 년도별 제조된 표준품 보유 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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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2-3 】 분야별 제조된 표준품 분양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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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의 개선 및 개발
식품·의약품 중 신종부정유해물질과 위화식품의 출현 등으로 새로운 사건·사고가 증
가하고 새로운 감염질환 등이 출현함으로 인하여 분석업무의 선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
다. 이와같은 사회적 환경적 변화와 기준규격 신설, 과학발달에 따른 분석기술 변화, 안전
관리 정책지원 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새로운 시험분석법에 대한 개발 및 표준화가 요구되
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식품 및 의약품의 검정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매년 식품 및 의약품의 검정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가검정은 2011년 약간 증가
된 추세를 보인다. 실질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펑가원은 시험 검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시
험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344건의 시험법이 개발되었
거나 개선되었다. 이와 아울러 식품 및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건이
지능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각 지방청에 위
해사범 TF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식품 및 의약품에 불법적으로 혼입된 성분을 2011
년에는 532건을 분석하여 위해사범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매년 다양해지는 성분
을 찾아내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며, 그동안 식품 및 의약
품 허가외 성분에 대한 분석법 등을 수록한 수사·분석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식품

의약품 등

국가검정

식품

2000

1855
1654

178

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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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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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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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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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2011

의약품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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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500

300
1204

식품

600

1597

1500

0

의약품 등

400

400
300
200

165

2009

176

178

2010

2011

시험법 개발 및 개선 건수

100
0

불법식품 및 의약품 분석 건수

【 그림 9-2-4 】 평가원 수행 검정 및 시험법 개발 등 년도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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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2-5 】 수사·분석 사례집 및 대표적 불법 사례

5. 검사능력관리용 표준시료의 제조 및 제공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시험검사기관은 검사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에서는 검사능력평가를 위한 표준 시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식품위생검사기
관 및 의약품품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은 미량영양성분, 잔류 및 오염물질, 식품첨가
물, 건강기능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미생물(정성 및 정량)분야에 대하여, 의약품분야는
수입한약재 중 잔류농약, 수입한약재 중 중금속, 화장품, 의약품의 검사능력 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검사능력평가에 사용되는 표준시료는 균질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2011
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관되어 제공하고 있다. 미생
물을 제외한 표준시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제조하여 그 품질을 입증하여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능력평가에 사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제공한 표준시료는 표9-2-2와 같다.
검사능력평가는 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 절차로 데이터의 신뢰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증명하는 객관적인 수단이다. 대부분의 시험검사기관은 이러한 검사능력평가를
통하여 시험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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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2-2 】 검사능력평가용으로 제공된 표준시료 목록 (2011)
• 식품분야
항목

미량영양성분

잔류 및
오염물질

식품첨가물

분석성분

나이아신

Cd, As

안식향산

Se

매질

분유

굴 건조 분말

추출차

영양제제

참가기관수

66

70

72

41

건강기능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미생물

대두 1종 및 옥수수
7종

식중독균
(정성, 정량), 세균수
Non-GM 대두 건조
(정량) 대장균군(정성
분말
31

78

• 의약품분야
항목

수입한약재중
잔류농약

수입한약재중
중금속

화장품

의약품

분석성분

p,p'-DDE, chlorpyrifos

Cd, Pb

As

Acetaminophen

매질

인삼 건조 분말

버섯 건조 분말

Baby Powder

제제

참가기관수

8

8

10

3

6. 첨단중앙분석실 운영
식품 및 의약품의 신종 유해물질 및 부정·불법성분에 대한 신속한 분석으로 선진국 수
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오송 청사내 첨단중앙분석실을 구축하여 고가 첨단분석
장비의 확보 및 최적 성능 유지와 기술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결정 물질속에 있는 원소들의 배열과 상호거리에 관한 정보와 고체들의 물리적 성
질을 이용하여 석면 등의 비파괴분석이 가능한 XRD 등을 비롯하여 특정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신종 및 부정물질의 분석이 가능한 유전자검출기 등을 도입하고, 최근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LC/MS/MS 등 이화학분석 장비를 보충하였다.
이를 위해 항온항습설비 등을 갖춘 실험시설 총 17실 126대의 장비를 갖추고 유해물질
분석을 선도하는 하드웨어적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또한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상으로 장비에 대한 예약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예약시스템도 구축하여 운
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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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2-6 】 첨단중앙분석실 현황 및 장비 예약 신청

첨단중앙분석실의 2011년 사용실적은 총 3,179건으로 타부서의 이용도 많았다. 또한 첨
단중앙분석실은 타 기관의 견학, 방문 및 체험학습 등을 수행하는 대표 실험실 역할을 수
행하고 있어 시험분석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 표 9-2-3 】 첨단중앙분석실 견학 등 홍보 실적
구분

방문기관

방문횟수(자)

방문목적

국외

미 법무부 마약수사청 등 7개 기관

13명

국내

청와대 등 18개 기관

181명

첨단중앙분석실 견학
및 선진 검사기술 습득

계

국내외 25기관

1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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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심사 체계 및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기반 제공

1. 의약품안전관리연구
1) 개요
최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관심 증가, 의약품국제조화(ICH)
등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허가심사 및 안전관리의 국제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확산
등으로 인해 의약품의 허가 및 사용까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품 허가심사의 투명성, 객관
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품 등 안
전관리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에게 과학적 기
반을 바탕으로 한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의약품안
전관리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의약품 기준·규격 및 품질평가연구,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연구,
의약품 관리 선진화 및 의약품 심사평가 선진화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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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실적
(1) 의약품 기준·규격 및 시험법 선진화
가. 의약품 기준·규격 선진화
2009년 4월, 석면 함유 탈크 사건으로 의약품의 선제적 위해예방을 위한 규격 선진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그동안 의약품 활성성분에 비해 기준 정비가 미
비했다고 판단된 ‘첨가제’를 시작으로,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등 전반에 걸친 국제기준
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약전에서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의약품에 대한 규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격 내용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서도 국내 필수적이고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약전’을 비롯한 ‘대
한약전외의약품기준’ 등의 식약청 고시에 규격을 정하여 수재·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규격을 설정한 품목에 대하여 미국, 일본, 유럽의 약전과 우선 시험항목과
기준을 비교·검토하였다. 그 중에서 ‘중금속·유연물질·미생물 등 위해발생’ 우려 시험
항목이 우선 검토 항목으로 제시되었으며, 미국·유럽 모두 규제하는 기준은 국내기준에
반드시 반영하고, 어느 한 국가에서 규제하는 기준은 위해발생 우려 시험항목을 중심으
로 기준을 설정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비교검토 원칙을 세웠다. 또한, 위해와 관련이 적은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국내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밀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였다.
2009년 이후 위해발생 우려 시험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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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에 송부하였다.
【 표 9-3-1 】 위해발생 우려 시험항목 제안 실적
구분

제안건수

2009

171

2010

144

2011

116

나. 시험법 선진화
대한약전 등 고시에 의약품에 대한 시험법을 수재하고 있지만 분석기술의 발달과 관련
업계의 현실과 과학수준을 감안하여 시험법에 대한 국제조화 및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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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또한, 멜라민, 탤크 등 기준·규격 미설정 물질에 의한 사건·사고 발생 시 이를 대
처하기 위한 신속한 시험법 마련과 이들 시험법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에 대한 요
구가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약전,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등 고시에 수재되어 있는 유연물질 시험
법, 원료 및 제제의 시험법 통일, 복합제의 동시분석법, 일반시험법 중 무균시험, 미생물
한도시험, 잔류용매시험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험법 선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시험법 선진화를 위한 개선대상 시험법의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표 9-3-2 】 의약품 시험법 선진화 현황
구분

개선시험법현황
2010

2011

대한민국약전

74

20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24

20

2009년 조직개편 후 의약품분석법의 타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 및 관련업계
의 분석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등 시험분석 전문가 모임’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의약품등 시험분석 전문가 모임’은 관련 단체, 학회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은 외부 위
원들과 내부위원들 20여명으로 구성하여 의약품등의 시험법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교
환하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로 본 모임을 통해 분말X-선 회절측정법
등 10개의 시험법(안)을 마련하였다. 분말X-선 회절측정법 등 10개의 시험법은 미국, 유
럽,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ICH에서 합의된 시험법으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에 수재될 경
우 우리나라도 약전의 국제조화 추세에 발맞추어 선진국 수준과 동등한 일반시험법을 갖
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마약류 표준품 분양 및 관련 가이드라인 발간
마약류 표준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의 마약류에 대한 표준물질이며 다른 의약품과는 달리 취급시 마약류 취급자격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입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급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외국에서 고
가로 구입하여 많은 외화가 유출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식약청에서는 원료의약품으로부
터 마약류 표준품을 제조하여 분양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제약회사 및 학술연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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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인산염수화물 등 총 96건의 마약류 표준품을 분양하였다.

【 표 9-3-3 】 마약류 표준품 분양건수
연도

2009

2010

2011

분양건수

67

79

96

분양가능품목수

37

43

54

또한, 「마약류 표준품 분양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현재 식약청에서 분양 가능한 마약
류 표준품 목록, 마약류 표준품을 분양받기 위하여 필요한 마약류 분양 신청 및 양도승인
등에 관한 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안내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그림 9-3-1 】 마약류 표준품 분양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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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약품 시험검정 및 시험기관지정·실태조사 지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가 기본이어야 하며,
생산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검정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약
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의 일환으로 의약품 제조업소의 품질 관리 실태와 허가사항 준
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수거하여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관리인 의약품 허가 관련 서류의 심사 업무와 더불어 사후 관리를 위한 의약품의 시
험검정은 허가사항의 기준 및 시험방법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검사 결과가
문제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와 처벌을 병행함으로써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 확

583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립을 기하고 있다. 2011년에는 의약품의 DEHP 검출 확인을 위한 신속 검정 40건, 희귀의
약품 허가·판매를 위한 신속 검정 2건 등을 수행하였다.

【 표 9-3-4 】 의약품 시험검정 및 품질검사 기관 조사 지원 실적 (2009년 ~ 2011년)
번호

구분

건수

1

신종플루치료제 국가 비축분 확보를 위한 신속검정

8건

2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한 의약품 검정

4건

3

의료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의약품 검정

19건

4

마약류 의약품 검정

19건

5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불능품목 검정

33건

6

의약품의 DEHP 검출 확인을 위한 신속 검정

40건

7

희귀의약품 허가·판매를 위한 신속 검정

2건

8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지정 및 실태조사

15건

(2)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및 정책제안
의약품 등의 인허가 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의약
품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국내·외 관련 규정 및 문헌을 비교·검토하고, 업계·학계 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업무별 평가 가인드라인(안)을 개발하여 정책부서에 제공하였
다. 이를 통해 제약업계의 신약 또는 개량신약 개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개발비용을 감
소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개발 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한 신약 또는 개량신약 심사에 대한 식약청 심사자의 이해를 증진시켜 심사업무의 효율성
을 증진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과제제안서 검토
7. 심사 활용

위해예방정책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3. 연구과제제안서 검토
7. 심사 활용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1. 정책 과제 제안 및 협의
5. 연구과제 검토

2. 연구과제제안서 작성

안전평가원

·착수/중간/최종평가

【 그림 9-3-2 】 연구과제 수행 및 성과활용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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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3-5 】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및 정책제안 건수
연도

2009

2010

2011

제안건수

14

20

19

(3) 수요자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 제공
각각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의약품안전국 주관으로 수행한 ‘온라인 의약도서관’ 구축에 참여하였다. 소비자,
의약전문가 및 기업 등 고객계층별 의약품 정보를 제공(표9-3-6)함으로써, 각 계층의 고
객들과 인터넷을 이용한 쌍방향 의약품 정보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등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표 9-3-6 】 고객 계층별 의약품 정보제공 현황
계층

소비자

의약전문가

기업

내용

안전사용정보, 항암제정보

약효군별 안전사용 정보

의약품첨가제정보

가.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최신화
의약품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로 알
고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용정보를 다양화하여 흥미롭고 이해가 쉽도록 플래시/동영
상을 제작하여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단백동화 호르몬제제 등 4
종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사용정보 및 글루코사민, 칼슘제 등 다빈도·다소비

【 그림 9-3-3 】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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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를 마련하고 제공하였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정상비약’, ‘아이에게 약 먹이는 방법’, ‘약물의
사용기한’ 등 총 3종의 플래시애니메이션과 질환별 사용정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그림
9-3-3).

나. 의약품첨가제 정보 최신화
최근 제약기술의 발달과 함께 방출제어형 제제, 약물전달시스템(DDS) 등 새로운 제형
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면서 의약품 첨가제의 역할이 점점 커
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중요하게 되었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첨가제 관
리 및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2006년 ‘의약품 첨가제 정보방’을 구축하여 국내 허가
된 경구고형제제, 주사제 및 좌제 등 2만여 품목에 포함된 첨가제의 종류, 사용범위, 투여
경로, 제형별 배합목적, 성분별 사용량, 규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
해에는 2011년까지 허가된 의약품 첨가제 성분 약 28만 건에 대한 최신 허가현황, 안전
성 정보 등을 보강하고, 자료를 최신화하였다(그림9-3-4). 또한, 의약품 첨가제 안전사
용 및 품질관리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약품 첨가제에 대한 국내·외 관
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검토하고,
관련규정 개정(안)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
시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의약품 첨가제 관
리·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 및 신제형 연
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의약
품 첨가제에 대한 허가·심사에 활용하며,
첨가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기
준규격 또는 규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 그림 9-3-4 】 의약품 첨가제정보 예시

것으로 기대된다.

다.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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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시각장애인은 문서화된 자료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는 사용언어의 한계로 인해 한글로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의약품 맞춤형 안전정
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각 취약계층을 고려한 ‘많이 사
용되는 일반의약품 사용정보’를 발간하였다. 많이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총 11종에 대한 ▲
안전사용 ▲이상반응 ▲복용중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정보를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출력코드 인쇄집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베
트남어 및 중국어 번역집을 제공하였다(그림9-3-5, 9-3-6).
※ ’09년 등록 장애인 총 2,430천명 중 시각장애인 241천명으로 9.9% 차지(’10 보건복지통계연보)
※ ’09년 국내 결혼이민자 총 143천명 중 베트남 출신이 36천명(25.1%), 중국 출신이 35천명(24.6%)으로 1, 2
위 차지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 음성출력코드 →

【 그림 9-3-5 】 많이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사용정보 점자 및 음성출력코드 인쇄자료 예시

【 그림 9-3-6 】 많이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사용정보 베트남어 및 중국어 번역자료 예시

587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2012

제
9
장

>>

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4) 의약품 GMP 선진화 연구
최근 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 시 의약품 제조국 규제기관의 허가관리 및 품질관리 능력
도 함께 평가하고 있어,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조화와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미 FTA 결과, 양 국은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GMP 상호인증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미국 및 유럽과의 GMP 상호인증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
여 국제적인 수준의 GMP 규제 조화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약
산업의 GMP 수준 및 법령(규정)의 선진화, GMP 실사 시스템의 구축 및 GMP 국제기구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PIC/S)
가입 추진 지원 등 기반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2010년 3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7개국
GMP 조사관 10명을 대상으로 WHO(세계보건기구)/GLO GMP 국제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PIC/S 가입 기반 마련을 위하여 GMP 관련 규정인 ‘새 GMP 해설서 제4개정’ 등 23
개 규정에 대한 영문화를 추진하였다.
※ PIC/S는 1995년 EU, 캐나다 등이 참여하여 GMP 실사 결과의 상호 교류, GMP 규정 조화 및 가이드라인 발
간, GMP 조사관 교육 및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로서 ’12년 1월 현재 38개국 40개 규제기관이 가
입하고 있음

3) 향후 추진계획
(1) 의약품 기준·규격 및 시험법 선진화를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
선제적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안전이슈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의약품 규격 동향, 국제조화 등을 파악하여
의약품 규격 선진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2)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및 정책제안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내·외부 고객을 위한 의약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라는 목표아래 표9-3-7과 같이 의
약품 허가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심사업무별 평가가인드라인(안)을 개발하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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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 제공할 예정이다.

【 표 9-3-7】 2012년도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및 정책제안 목록
내용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별표 7 개정(안) 제안
의약품 첨가제 정보집 개정(안) 제안
생동성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관리방안 제안
치료영역이 좁은 의약품의 생동성시험 평가 및 검체추출재분석(ISR) 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약물의 특성을 반영한 생동성시험 적용방안 제안
어르신용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집 마련 제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출력코드로 인쇄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집 마련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길라잡이 마련
ICH 가이드라인과 국내 심사규정 비교 연구결과 제안
베트남어 및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집 마련
폐렴 치료제의 임상시험 평가지침(안) 제안
간염치료제 및 경구용혈당강하제의 임상시험 평가지침(안) 제안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의 임상시험 평가지침(안) 제안
성분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권고사항 제안
대장염 치료제의 임상시험 평가지침(안) 제안
온라인 의약도서관의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업데이트
흡입제의 임상시험 평가지침(안) 제안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해설서 마련

(3)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2011년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소화제 등 11종에 이어 상처치료제, 멀미약, 구충제, 빈
혈약, 먹는 피임약 등 총 10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추가로 마련하여 점
자와 음성출력코드를 사용하여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삽화 등을 활
용하여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도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점자책과 동일한 내용을 가족, 회사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글, 영어, 베트남어 및 중국어 등 4개 언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
성하여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시각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도우미 역할에 앞장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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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4) 수요자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 제공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웹페이지에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맞
춤형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의 길잡이로서의 역
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는 금연보조제, 여드름치료제, 수면보조
제, 화상치료제, 외용 코막힘개선제, 편두통치료제, 잇몸치료제 등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를 확대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및 시각장
애인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5) 의약품 GMP 선진화 연구
PIC/S 가입 추진 지원을 위해 방사성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설 관리를 포함한 GMP 활동 전반에 대한 SOP를 마련하
고 이를 영문화 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GMP 현장 실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GMP의 선진화 및 국제조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바이오의약품안전관리연구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생물진단제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규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 기반연구 사업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의
과학화·국제화를 통한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다. 이 사업은 ’09년까지 식약청 연구사업 중 독립된 세부과제인 「생물의약품안전관리」로
추진되었으나, ’10년부터는 과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의약품등안전관리 세부사업 내에
포함된 「바이오의약품안전관리」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국
가표준품 제조 및 시험검정 체계 구축을 통한 ▲ 생물제제 안전관리연구와, 유통 중인 백
신의 효과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 백신 유용성 평가연구, (줄기)세포치료제,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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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료제, 유전자 재조합의약품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과학화를 위한 기준
및 평가기술 개발을 통한 ▲ 첨단제제 안전관리 연구, 세계보건기구(WHO) 등과의 국제공
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위한 ▲ 국제기구협력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실적
(1)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 시험법 확립 및 관련 규정 제·개정 등
바이오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로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
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중 백신, 혈장분
획제제 및 항독소 등은 약사법 제53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과 효능에 관한 국가검정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바
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험법의 개발, 선진국과의 기준 및 시험방
법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규정 정비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
하여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국가검정 시험법 개선 및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6차 종합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과학적 심사 및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줄기세포치료제의 유
전적 안정성 평가시험법」등을 개발하였다.
또한,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의 의약품 공정서에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제시
하여 재조합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효율적이며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 관리 및 국내 업체 편
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조합의약품의 대한약전 수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합 인터페론의 기준규격이 대전약전에 수재되었으며, 재조합 소마트로핀 및 에리스로
포이에틴의 기준규격(안)을 마련하였다.

(2) 바이오의약품평가 가이드라인(안), 핸드북 등 개발
다양한 종류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연구·개발됨에 따라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사용환
경 변화(혼합 백신 개발 등)에 따라 신속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위하여 국제 규격과 조화를
이루는 기준규격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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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제품별 평가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으로 매년 다양
한 분야의 가이드라인(안) 및 핸드북을 개발·발간하고 있다(표9-3-8). 특히 2011년에는
재조합의약품시험법 핸드북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자 및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었다(그림
9-3-7). 가이드라인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관
련 산·학·연 관계자에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발간된 평가 가이드라
인 및 핸드북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민원인들에게 예측 가능
한 심사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 표 9-3-8 】 가이드라인(안) 등 개발 건수
내용

2009

2010

2011

개발건수

9

7

9

【 그림 9-3-7 】 시험법핸드북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미래성장 동력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급변하는 바이오의약
품의 최신동향 파악 및 효과적인 정보습득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방안으로 ‘바이오의약
품 심사자 과정’을 마련하여 꾸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심사의 효율성 제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최신 지견 공유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내부 심사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백신학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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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표준품 제조 및 확립
의약품 품질관리의 일관성·적합성·신뢰성은 우수한 의약품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확인용 비교 기준물질로서 표준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생물의
약품 표준품의 경우, 복잡한 구조, 온도 민감성, 감염에 취약함 등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
해 제조가 어렵고,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표준품을 소량
으로만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부족한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나라의 국가기관에
서 국제표준품을 1차 기준물질로 하여 교정된 국가표준품을 확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998년부터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을 제조·분양하는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현재까지 37품목을 제조하여 관리·분양하고 있으며, 2011년 한
해에만 2,333바이알을 외부 업체에 분양 하였고 819바이알은 국가검정 시험 및 연구 목적
을 위해 식약청 내부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국가표준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매년 안정성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역가 등을 확인하고 별도의 보관실을 구비하는 등 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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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3-8 】 국가표준품 연차보고서
* 연간 수행한 일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의 내용을 알리고자 매년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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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1) 국가표준품 신규 제조 및 관리체계 지속적 개선
항파상풍 사람면역글로불린, 정제백일해 독소, HIV 혼합농도 패널 국가표준품 제조 및
확립사업을 진행 중이며, 제조된 전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성 시험을 수행하여 역가 등에
대한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의 표준품 관리체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국가표
준품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 바이오의약품의 평가기준 확립
향후 백신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품질평가를 위한 위해물질 검출법을 확
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국내 신규 도입 백신의 합리적인 임상시험자료 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와 시중 유통 중인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혈장분획제제 등 바이러스 검증 평가와 혈장분획제제의 원료 혈장관리에
관한 연구 및 혈액 중 위해바이러스 검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3) 줄기세포심사평가 연구사업단 확대 추진
줄기세포치료제의 과학적 심사 평가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 진
입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줄기세포 기반 세포치료제에 대한 심사평가 기반 연구를 추진
하고 있으며, 크게 3개 분야에 대한 사업단 규모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① 줄기세포치
료제의 품질평가 연구 분야는 줄기세포치료제에 관련된 제조공정 및 최종제품의 품질 평
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특성분석 연구, 미생물학적 안전성, 세포의 유전적 안정성, 확인
시험, 순도시험, 역가시험, 세포의 안정성시험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② 줄
기세포치료제의 비임상 안전성 평가 연구 분야는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심사시 비임상(in
vitro 및 in vivo) 안전성평가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방법(종양형성, 면역반응, in
vivo tracking 등을 통한 분포연구 등) 등을 연구하며, ③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 평가 연
구 분야는 줄기세포치료제 종류별, 질환별 다양한 임상시험 시 평가변수(안전성, 유효성)
설정 연구 및 그 외 줄기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임상시험시 고려사항(적절한 임상시
험 기간, 추적관찰 기간 등)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기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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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업단은 ’10년부터 ’13년도까지 총 4년간 55억원의 연구개발비 투자로 이루어지며, 안
전하고 유효성이 확보된 줄기세포치료제의 심사평가 및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연구
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4)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연구
이미 출시되어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인터페론, EPO, 인슐린 등의 1세대 재
조합의약품에 이어 향후 대부분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클론항체
등의 2세대 재조합의약품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블록버스터급 재조합의약품의 특
허만료 임박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활의 질 개선 관련 요구로 인하여 바이오시밀러에 대
한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품질 평가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재조합의약품의 품질분석 시스템 구축, 기준규격 마련 및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바이오시밀러 및 재조합의약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제품의 안전성
을 확보하고자 한다.

(5) 바이오의약품 분야 R&D 로드맵(2012~2017년)
단위과제

2012년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기반 연구

바이오의약품
선도적 평가
기반 연구

바이오의약품
제도 및
허가 후
평가 연구

1차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기반
연구사업단 운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차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 기반 연구사업단 운영

최종목표
줄기세포치료제
평가기반 구축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제제 평가 기반 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평가시험법
개발 연구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평가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표준화 연구

2013년

바이오시밀러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평가 기반 연구
바이오시밀러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구조분석 시험법 개발 연구

바이오시밀러 등 유전자재조합
의약품구조분석 시험법 표준화 연구

백신의 평가 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백신, 혈액학적제제의
국가검정시험법
개선 및 표준화

혈액제제 평가 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제조연구

생물의약품 국가
표준품 선진관리 연구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평가
기반 구축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보증 향상

생물의약품 국가표준물 품질검증연구

백신 면역원성 평가
시험법 표준화 연구

백신 면역원성 평가 시험법 표준화 연구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면역원성 평가시험법 개발

비필수 백신의
유용성 연구

A형 간염, HPV, 폐렴구균 등 비필수 백신의 유용성 평가 연구

시판 중 백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바이오의약품
관리기반 구축 연구

첨단제제 및 생물학적제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규정 등 관리 기반 연구

바이오의약품 규정 등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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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약안전관리연구
1) 개요
생약은 다성분을 포함한 천연물로써 단일 성분으로 합성된 화학의약품과는 달리 경작
지, 지리적인 조건, 기후, 경작기간 및 건조·보관방법에 따라 유효성분의 함량이 일정하
지 않는 등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 그렇지만 균일한 품질의 확보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
효성을 결정짓는 중대 요인이므로 생약의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한약 사용 국가로서 의약품 관련 공정서인 「대
한민국약전」에 165품목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382품목으로 총 547품목의
생약을 수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약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및 「대한약전외의
약품등기준」은 현재 과학수준에 맞는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약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매년 지속적인 규격 제·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표 9-3-9 】 공정서 수재 생약 현황
수재품목수
명칭

수재 형태

생약

추출물 &
제제

합계

· 의약품각조 제1부 1)생약
· 약사법제51조 및 생약제제

165

16

181

대한약전외한약 (생약) · 의약품각조
규격집(KHP)
· 약사법제52조. 약전에서 정하지 않은 한약재 규격

382

-

382

3

439

442

대한민국약전

대한약전외한약품
규격집(KPC)

· 제2부 생약(한약)제제
· 약사법제52조. 기허가 품목

모든 생약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생약종합정보시스템(http://www.kfda.go.kr/
herbmed)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생약의 사진, 기원, 성상, 관련 연구자료(연구보고서
및 지침 등)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한약재 사용정보 및 상호작용 등의 정
보도 제공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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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실적
(1)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의 기준·규격 선진화
생약 및 생약제제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회분, 산불용성회분, 건조감
량, 엑스함량, 정유함량, 확인시험, 정량시험 등의 이화학적 규격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약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생약 중 잔류·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과학적 제안
생약의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생약의 품질 관리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 생약(한약)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대한 교육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 제2011-42호, 2011. 8.22.)」
개정 고시에 따른 시험법 교육과 특히 올해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 연계한
한약재 감별의 이론과 옥천생약자원센터내 한약재 자원관의 표본생약을 활용한 감별 실습
을 통해 한약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의 한약재 감별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생약자원센터내 활용가능한 한약재 자원관 신축·운영
생약연구과는 충북 옥천, 강원도 양구 및 제주에 ‘생약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옥천 생약자원센터(부지 115,152㎡)는 1,100여종의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
격집 수재 약용식물을 식재, 보유하고 있으며, ’10년 8월에는 옥천생약자원센터 내에 지상
1층, 지하1층 규모의 ‘한약재자원관’을 신축하였다. 한약재자원관은 공정서에 수재된 생약
및 민간약을 비롯하여 3,000여종의 표본생약을 구비하고 있으며, 연구사업을 통하여 옥
천생약자원센터에서 재배되고 있는 약용식물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약
용식물의 외부형태 및 현미경 경검, 이화학적 규격(TLC와 HPLC pattern)시험을 통하여
기원이 정확한 표본생약을 지속적으로 매년 10품목씩 제조하고 있다. 이들 기원이 감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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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약재들에 대하여 표본생약을 전시하고, 공무원,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등 품질관리
관계자를 비롯하여 약학이나 한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위해예방정책국에서 주관하는 “식의약안방체험”에서 식
약청의 미션과 업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약재 안전관리 강의와 더불어 옥천생약자원센
터 견학 및 향낭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표 9-3-10 】 생약 안전관리 연구 실적
제목

내용

기준/규격
정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개정안 마련 (갈화 등 82건), 「대한약전외의약품규격집」개정안 마련 (마늘엑스
등 127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개정안 마련 (계내금 등 40건), 유해용매 대체 TLC 확인시험 개정
안 마련 (강황 등 31품목), 기준 규격 선진화 중 생약분야 신설안 마련 (고목 등 69품목), 생약 중 곰팡이 독
소 시험법 개선안 마련

가이드라인
현황

「원색 한약재 감별도감」,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Ⅲ」,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Ⅳ」,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Ⅴ」,
「식·약 공용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포스터 Ⅱ」, 「중국의 한약재 생산지 정
보」, 「단백질 패턴 분석을 이용한 한약재 중 행인, 도인, 욱리인 감별법」,「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한약재 종
감별 가이드라인」, 진피·청피의 잔류농약 저감화 방안, 「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품 가이드라인2010」,
「생약의 벤조피렌 분석법 핸드북」, 「생약의 벤조피렌 시험법 해설서」,「생약의 곰팡이독소 시험법 해설서」,
「우수 한약재 생산관리지침Ⅳ」, 「우수 한약재 생산관리지침Ⅴ」,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Ⅰ」,「한약재 표준제
조공정지침Ⅱ」,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Ⅲ」, 「생약의 잔류농약 동시분석법 사례 및 해설서」, 「옥천생약자원
센터 Handbook」, 「대조생약 품목별 안내서 - 강활 등 20품목을 대상으로 -」 발간

국가표준품
제조 및
확립

지표성분 표준품(아칸토사이드 D 등 46품목) 및 대조생약(강활 등 86 품목 99종) 분양, 대조생약(백수오 등
20품목) 제조

시험법 개발

생약의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
- 진피(청피)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 연구
- 생약의 품목별 다종농약 동시분석법 개선 연구
- 생약의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에 관한 연구
- 생약의 유해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한약재 복용량 조사방법 연구
- 11종의 생약, 14종의 농약성분에 대한 분석법 개선 연구
- 감초 등 11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동시시험법 개선 연구
- 한약재별 생약의 벤조피렌 시험법 개선 연구

생약(한약)
관련 기관
및 업계
교육

「생약 등의 벤조피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 제2009-13호, 2009.04.13.)」제정 고시에 따른 시험
법 해설서 발간 및 시험법 교육(2009년 3월, 11월 2회, 2010년3월, 4월) 실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안) (식약청 공고 제2009-322호, 2009.12.31) 행정예고 관련 녹용
절편 순도시험법 교육(2010년 6월)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기준 및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제2010-22호, 2010.01.27) 행정예고 관련
생약의 잔류농약 분석법 실무자 전문 교육(2010년 4월)
「한약재 감별교육(2008년 9월, 10월 2회)」 실시
「한약재 감별교육(2009년 4월, 8월 2회)」 실시
「한약재 감별교육(2010년 6월, 9월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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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국제적 조화

제7회 생약규격 국제조화포럼 (2009.11.26~11.27, 홍콩) 참석
제8회 생약규격 국제조화포럼 (2010.11.28~11.29, 홍콩) 참석
제9회 생약규격 국제조화포럼 (2011.11.16~11.19, 베트남 하노이) 참석
CITES 제17차 식물위원회 (2008.4.14~8.21, 스위스 제네바) 참석
CITES 제18차 식물위원회(2009.3.15~3.2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제24차 동물위원회
(2009.4.20~4.24, 스위스 제네바) 참석
CITES 제15차 당사국총회(’10.03.12~3.27 카타르 도하)
CITES 제19차 식물위원회(2011.4.17~4.21, 스위스 제네바)제4차 IRCH 연례회의(2010.6.7~6.11, 아랍에미
리트 두바이) 참석
천연물의약품 국제심포지엄 (2009.11.11, 서울대학교)
ISO/TC 249 WG1 1st meeting(2011.12.11~12.16, 중국 베이징) 참석

대조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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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3-9 】 연도별 생약관련 지표성분 및 대조생약 분양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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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3-10 】 제9회 생약국제조화포럼(FHH) (’11.11.16~11.19, 베트남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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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1) 생약 등의 규격기준 과학화·선진화를 위한 연구
대한민국약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에 따른 공정서 수재 생약의 규격기준
선진화를 위한 제·개정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한약 등의 규격기준 개선을 통하여 유통 한약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효성분으
로 품질관리를 위한 함량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신설안을 마련하고, 잔류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잔류농약 디치아논(작약) 등에 대한 분석법 개선(안) 마련과 시료 전처리방법에 따
른 기기 등 중금속 분석법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입 및 유통 실적은 있으
나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품목의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정서
에 수재하고자 한다. 더불어 유통 생약 등의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시험검정을 수행하고
자 하며, 검사기관·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조생약 및 표준품을 지속적으로 분양할 예정
이다. 특히, 대조생약의 품목별 안내서를 발간하여 보다 체계적인 표준품 관리업무를 수
행하고자 한다.

(2) 생약 등의 품질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침 발간
생약 등 품질검사 실무자를 위한 시험법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협약을 통하
여 지속적으로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고자 한다. 공무원, 한
약재검사기관 및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한약재 감별교육을 계속하여 진행할 예정이
다. 또한, 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시험법 해설서, 공정서 수재 생
약의 확인 및 함량분석 사례집을 발간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3) 생약 규격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생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건의료체계의 하나로서 WHO에서는 전통의약체계를 널
리 알리고 보편화하기 위한 비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
역협력기구인 FHH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생약의 규격기준에 관한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간의 조화방안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또한, CITES는 야
생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보호단계로 종을 보고하기 위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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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의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최근 한·미 FTA를 계기로 WTO 회원국인 중국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생약분야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생약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
로 국제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적 연구동향의 정보를 수집
하고 생약 분야의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4. 화장품·의약외품안전관리연구
1) 개요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외모 및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
라 화장품 및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약외품의 안전성이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화장품·의약외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화장품·의약외품안전관리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사업
을 통해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검출하여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유해물질 분석법과 기준을 개
발하였다. 검출된 유해물질의 건강 위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화장품 중 유해물질에 대
한 위해평가법을 개발하여 화장품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내 관련 산업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발된 위해
평가 기술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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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실적
(1) 화장품·의약외품 기준규격 선진화 지원
국내 의약외품 원료의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국내 의약외품 원료규
격을 각국의 공정서 및 일본의약부외품원료규격과 비교·검토하였으며, 신규 의약외품 8
개 품목의 기준을 제안하고,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하고, 29개 품목은 규격을 삭제하
도록 의약외품 원료 및 제제규격 제·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험연구를 통해 의약
외품 10개 품목에 대해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6개 품목에 대해서 원료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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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화장품원료 47
품목을 검토하여 신규 28품목, 개정 1품목 등 총 29품목에 대하여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
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화장품·의약외품 시험방법 선진화 지원
안전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유해물질로서 분석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유해물질에 대
해서는 선제적으로 시험법을 개발하고, 산업경쟁력 있는 의약외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험법이 필요한 제품군
을 선정하고 이들 제품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준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화장품 시
험법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수은 등의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안)을 마련하였고,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배합금지 성분에 대해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안), 화장품 중 배합한도 분석법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3) 화장품 위해평가를 통한 과학적 정책추진 지원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
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흥하기위해 신규 원료물질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과거에 검
출되지 않던 미량의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에
서 검출된 유해물질의 건강위해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정책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장품 중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 위해평가하기 위해 위해평
가실무소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니큐어 제품 중 벤젠의 위해평가 등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위해평가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4) 화장품·의약외품 시험검사 및 시험기관지정·실태조사 지원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의약외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 하였으
며, 국내 화장품 품질검사위탁기관 11개소 및 의약외품 품질검사위탁기관 2개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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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5) 화장품·의약외품의 올바른 사용 및 안전정보 제공
최근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화장품을 비롯한 일상 생
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약청에서 발간하는 식약생활정
보지 가을호에 화장품 안전 사용 홍보를 위한 「안전한 화장품, 블링블링」을 기고하고, 화
장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 교육
교재」를 제작·발간하였다. 그리고 화장품의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나이를 잊은
젊고 건강한 피부」라는 대국민 홍보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화장품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
로 국민들의 화장품 안전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립스틱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세요?」
및 「화장품 노출이 관건이다!」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또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
사와 소비자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연령대에 맞는 안전사용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하였으며,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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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3-11 】 화장품 대국민 홍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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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등 미세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 책자를 발간하였다.
최근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강관련 질환의 예
방을 위해 의약외품인 구중청량제(구강양치액), 틀니세정제, 치약제 등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구강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홍
보책자 「100세 건강, 구강관리부터!」를 발간하였다. 구강용품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령별로 사용되는 구강관리 용품 및 관련 질환을 소개하고, 다양한 구강관리용품의 올바
른 사용과 선택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 하였다.
농촌진흥청, 살충제업체, 학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살충제 제형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
여 “살충제 제형별 시험방법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본 해설서는 고시에 수재된 제형 외에
도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제를 포함하여 제형의 특징, 일반적 조성, 제조
방법, 제품 개발시 고려해야 할 시험방법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방법 등을 수재하였
다.

(6) 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 제공
소비자, 민원인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채널을 확
대하기 위해 「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http://cosmetics. kfda.go)」 홈페이지를 개설하였
으며, 다양한 화장품정보 및 식약청의 화장품 관련 정보, 화장품 기준 시험법,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1) 화장품·의약외품의 허가심사 및 안전관리 지원
기존 공정서에 수재된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대한약전 및 외국 공정서에서 개정된 사항
을 반영하여 기준규격(안)을 마련하고, 안전성 관련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
해 분석법을 확립하고, 품목군별 특성에 따른 시험방법(안)을 마련하고, 최근의 기술발달
을 반영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될 수 있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의약
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살충제 안전성 재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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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립하기 위해 평가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 과학적인 화장품 위해평가시스템 구축
화장품·의약외품과 관련된 안전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건현황을 파악하
고 인체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화장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위해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위해평가 인자(화장품 성분, 사용량, 사용빈도 등)를 확보하여 화장품 위해평
가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이와 관련된 홍보 책자를 마련할 예정이다.

5. 의료기기안전관리연구
1) 개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신성장동력으로서 의료기기 산업이 급 성장하고 있고, 각 국가별
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웰빙트렌드 확산, 스마트 기기
의 대중화,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라 IT, BT, NT와 같은 신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개발
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첨단 융·복합의료기기들의 출현과 더불어 의료기기산업이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기기 평가시스템 마련, 효율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기기 GMP 정착 및 국제조화, 국제적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으로의 국제부합화된 기준 적용 및 기술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
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최첨단 융합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환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의료방사선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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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실적
(1) 의료기기 기준규격 선진화
의료기기산업발전 및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필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품목별 국제 부합화된 기준규격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국내·외 기준의 비교검토 등 최신의 정보에
근거한 과학적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품목별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에 밑거름이 되는 기준
규격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유럽 및 캐나다 등 2012년부터 IEC 60601-1 3판의 강제 의무 적용 시행에 따라 안전기
준 차이가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국내업체 수출제약등 산업계의 애로사항이 발
생할 것을 대비하여 IEC 60601-1 3판을 적용한 전기·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기준 규격개
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의
 료기기 평가 가이드라인, 해설서 제공 등 신기술 의료기기 평가기술 및 방사
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
다빈도·다소비 품목 의료기기 및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문서 작
성 길라잡이 발간으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의 표준화, 과학화, 국제화 및 민원편의성
증대로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선진
국 수준의 안전한 의료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관련 자
료준비의 예측성 강화로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의 방사선 피폭
을 저감화하기 위하여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방사
선관계종사자의 피폭저감을 위하여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하는 등 방사선에 의한 피폭
저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의료기기 평가 가이드라인
● 허가 및 기술문서, 품목신고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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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골반·요추 영상의학 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

【 그림 9-3-12 】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발간

(3) 최첨단 의료기기의 평가기술 개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IT(정보통신)·BT(바이오)·RT(로봇)가 융합된 최첨단 융합기
술의료기기가 연구·개발되어 의료용 정밀의료기기에서부터 개인용 진단기기에 이르기
까지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의료정보의 전송
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등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생체정보를 전송하고 진
단정보를 수신하는 등 원격의료환경으로 만성질환을 재택치료 하는 등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신첨단기술발전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채혈 혈당 측정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
기 및 유헬스 의료기기의 품목별 상호운영성 평가 등 첨단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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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방사선 표준 유지·공급
식약청은 KS Q ISO/IEC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사선 분야
의 전리함형 선량계, 엑스·감마 서베이미터, 개인 피폭 선량계, 엑스·감마 직독식 선량
계 등 1개 분야 4개 항목의 교정을 통해 방사선표준을 공급하고 있다. 2010년 식약청 청
사이전에 따라 교정에 필요한 시설을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신청사에 설치하고 방사성동위
원소 5종과 방사선발생장치 2종을 2010년 12월에 이전 설치하였다.
교정시스템 이전 후 원자력법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허가
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인정기구(KOLAS)에 교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2011년 9월 22일
부터 의료기관과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교정서비스를 재개하였다. 2011년 교정 건수는 21
건이 였고, 2012년 5월 현재까지 147건의 교정을 완료하였다. 식약청은 지속적인 교정을
통해 방사선 표준을 공급하고자 한다.

(5)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2011년 기준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2009년 63,264대 보다 10.8% 증가한 70,105대 이다.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한 진단
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건수는 2009년 24,773건, 2011년 27,020이었고, 부적합한 장
치는 2009년 105건에서 2011년 347건으로 증가되었다.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건수는
2009년 7,617건, 2011년 7,782건 이었으며, 부적합한 방어시설은 2009년 1건, 2011년 2
건 이었다. 해당 부적합 장치 및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였고, 장치 및 시설을 수
리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만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 표 9-3-11 】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현황 (매년 3. 31 기준)
(단위: 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종류
년도

계

진단용 X선 장치

진단용 X선
발생기

치과용 X선
발생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장치

2009

19,314

7,658

32,050

1,843

2,399

63,264

2010

19,256

8,876

32,136

1,972

3,073

67,323

2011

20,121

13,811

31,647

2,147

2,379

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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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료방사선 선량보증
방사선 치료는 에너지가 높은 엑스선, 감마선, 전자선 등의 전리방사선을 이용하여 주로
암을 치료하는 첨단의학의 한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방사선의
정밀·정확도 기준은 ICRU(국제방사선측정위원회)에서 권고한 ±5%가 널리 인정되고 있
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품질보증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국내 방사선
치료에 사용하는 방사선량의 정확도를 국제 수준으로 향상 및 유지시키기 위하여 식약청
은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방사선 선량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광자선에 대한
선량 점검을 2009년 52개, 2010년 52개, 2011년 56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전자선에 대한 선량 점검은 2009년 28개, 2010년 38개, 2011년 40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선량보증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선량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광자
선에서 기준을 벗어난 기관은 2009년 6개, 2010년 8개, 2011년 10개 의료기관이었으며,
전자선에서 기준을 벗어난 기관은 2009년 4개, 2010년 6개, 2011년 14개 기관이었다. 선
량보증 기준을 벗어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였다. 선량보증
사업은 각 기관의 선량관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치료방사선량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원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사선치료
기관의 선량 정확도를 국제적인 관리기준으로 향상·유지 시키고 있다.

(7) 의료기기 품질관리 시험검정 및 시험검사기관 실태조사 지원
의료기기 시험검사를 통해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의료기기 시험법을 마련하여 그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
관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 6월 현재 조직수복용재료, 렌즈, 체온계, 적외선조사기 등
163건의 품목을 시험검정 하였다. 또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우리 청에 등록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과 관리 실태를
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8) 의료기기 GMP 교육프로그램 개발
주요 선진국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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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마련 후, 의료기기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의료기기 GMP 강사진 역량 강화 및 수준 제고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협
의체를 구성하여 교육교재 마련 및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향후에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이 출현되는 신기술 의료기기 신성장 동력산업 등의
안전평가에 대비한 새로운 평가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기준규격
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GMP 선진화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의
약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체외진단제품에 대한 GMP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설서와 체크리스트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품목별 기준규격에 대하
여도 국제조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안전 평가 전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기기의 생물학적, 전기·기계적 및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이 국제 수준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근 국제 규격 동향과 안전관리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개발에서 허가까지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
은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치료 및 진단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
선 평가기술 개발, 방사선안전관리 기반 확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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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안전성평가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제적 안전성 평가기관 위상 제고

1. 독성물질국가관리(KNTP) 사업
1) 개요
최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보건이
향상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해물질의 인체 위해 가능성
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2002년부터 유해물
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과학적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독성물질국가관리사업(National Toxicology Program in Korea: KNTP)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KNTP 사업에 산·학·연 등 관련 기관들을 참여시켜 독성
시험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내 독성 연구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였
다. 부처 간 독성정보 공유 및 KNTP 사업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매년
KNTP 연구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독성병리 피어리뷰(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하여
KNTP 독성시험의 독성병리 및 독성시험 결과에 대한 교차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신
뢰성 있는 독성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독성시험 자료의 전산화 추진을
통해 독성시험의 결과 관리, 통계분석의 신뢰성 확보 등 국내 독성시험 자료를 축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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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국가적으로 독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2) 2011년 KNTP 추진 경과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에서의 독성 인프라 강화 및 GLP 준수를 위해 정기실태 및 항목변
경지정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에서의 독성시험 전산화를 위해
개발한 독성시험자료관리시스템(TDMS)의 검증을 위해 지식경제부 주관 GS 인증을 취득
하고 국내 보급에 힘쓰고 있다.

【 그림 9-4-1 】 KNTP 독성시험전산프로그램 GS 인증 및 보도자료 배포

[그림] KNTP 독성시험전산프로그램 GS 인증 및 보도자료 배포

최신 독성관련분야의 정보 수집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한국독성학회 및 한국독성병리학회 등과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의 KNTP 독성시험 활성화를 위해 미국 NTP와 평가원 KNTP와
의 양해각서(MOU)를 2011년 3월 8일에 체결하였다. 체결내용은 생약제에 대한 연구, 기
술보고서의 번역과 공유 및 대체시험법의 개발과 검증 분야 등이다.
생약제의 안전성평가를 목적으로 계피, 속단, 익모초, 향부자 등 4종의 13주 반복경구투
여독성시험 및 유전독성시험을 수행하여 독성자료를 생산하였다. 현재까지 생약독성자료
는 약 41건 정도 생산하였으며, 추후 생약제 보고서의 교차점검(peer review)을 통해 기
술보고서(Technical Report)를 작성하여 미국 NTP 양해각서 후속조치로 활용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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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주요 업무 계획
2012년 KNTP와 관련하여 추진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생약제에 대한 13주 반복투여 독성자료 생산
· 독성시험 및 독성병리자료 검증
· 유해가능물질의 표적장기 영향 연구
· 중독환자 치료를 위한 중독정보자료 생산
· 생활화학용품 성분조사를 위한 상품정보자료 생산
·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공동 심포지움 개최

2. 독성정보 DB 구축 사업
1) 개요
2006년부터 식품·의약품 등 관련물질의 독성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독성정
보 DB 구축을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국내 응급의료진의 전문적인 중독치료 지원을 목
적으로 중독정보 DB를 구축하였고, 2008년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정보 DB를 추가
구축하여 현재 3개 DB를 상호연계시킨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을 평가원 홈페이
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toxinfo.nifds.go.kr).

2) 2011년 추진 경과
독성정보 DB(Tox-Info)는 인체유해가능물질 1,127건에 대한 독성 정보, 대사 및 동태
정보, 일반 정보 등을 한글로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 정보를 맨 앞
에 수록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중독환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임상 독성정보(임상양상, 진단, 응급조치,
해독제 등)를 수록한 중독정보 DB와 중독 유발물질을 함유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성분명,
함량, 이미지 등)를 수록한 상품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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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4-1 】 독성정보 DB 수록 내용
수록내용
요약

물질별 기원, 용도, 독성 자료, 주의사항 등

물질 정보

분자식, 분자량, CAS No, 상품명, 일반명, 유사명 등

용도

물질별 사용용도, 치료적 용도

독성 정보

독성 기전, 급성 독성, 만성 독성, 포적장기 독성, 발암성 등

동력학 및 대사 정보

흡수, 분포, 대사, 배설자료

응급 치료 정보

중독사고 시 대처하는 응급치료 정보

표준(관련 규정)

국내외 관련 법규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상태, 색상, 끓는 점, pH 등

참고문헌

수록된 내용의 인용문헌

3) 2012년 주요 업무 계획
독성정보 DB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학생, 의·약학 분야
관계자, 식품 분야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내
용으로 구성하였다.
2012년에는 중독사고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와 치료를 위한 중
독물질 함유 상품의 정보를 전국 병원 응급실에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를 계획하고 있다.
독성정보 DB 구축사업은 앞으로도 매년 50개 이상의 물질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2012
년까지 1,180여개 정도의 물질을 수록하여 대표적인 DB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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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4-2 】 독성정보 DB 구축 누적건수

614

1182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2012

>>

제9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 부문

3. 나노물질 독성기반 연구사업
1) 개요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식품·의약품 등의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2011년 추진 경과
제조나노물질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OECD WPMN 선정 13개 물질
안전성에 대한 연구 동향 및 그 결과 조사
를 수행하였고, 나노안전성 관련 정책 동
향 조사를 위하여 국내 나노안전성 관련
정책동향 조사(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유럽연합의 나노물질관련 보고서
번역 및 발간을 수행하였으며, 미국 등 각

【 그림 9-4-3 】 ISO/TC227 국제표준 승인

국의 나노안전성 관련 정책 동향을 조사하
였다. 또한 나노기술-흡입독성 시험과 관련하여 ISO/TC229 국제표준 2건을 개발 및 승
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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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성평가기술개발
1) 주요 정책방향
독성평가기술개발사업은 새로운 약물 또는 물질의 독성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독성자료 생산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국제 수준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독성연구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독성평가기술개발사업에서는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은 모델동물 또는 영장류를
이용한 독성평가기술과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부터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연구까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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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독성평가기술개발사업은 새로 제정된 OECD 가이드라인 중 국내 도입이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선정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화장품 등의 안전성평가기술 국제조화에 기
여하였다.

【 표 9-4-2 】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마련 실적
연도

가이드라인명

2008

피부부식시험 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009

생체외 피부흡수시험 가이드라인

2011

소각막을 이용한 안점막자극시험 가이드라인

또한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의 합의를 위하여 1990년 설립된
국제의약품규제조화회의(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의 가이
드라인 중 국내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의 임상시험 수행과 품목허가를 위한 비임상시험 가
이드라인」과 「의약품 등의 면역독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신약 등의 비임상시험 국제조
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독성평가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였다.
2009년 약물복용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임신부를 위
하여 임신 중 감기와 입덧 등 8가지 증상에 대한 개선방법과 약물
치료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신 중에 감
기약 먹어도 되나요?-임신부를 위한 증상별 약물복용 안내서」를
전국 주요 산부인과병·의원에 배포하였다.
또한 2009년 「알코올에 노출된 부체 생식세포가 후세대에 미치
는 영향 연구」를 통해 알코올을 섭취한 수컷 쥐의 정자 운동성 및
2, 3세대의 정자 운동성 저하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물실험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아버지의 음주가 아들은 물론 손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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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공중파 방송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남성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실험동물의 배·태자 발생이상 사진자료집」을 발
간하여 아직까지 국제 기준이 없고 국내 비임상시험기관 간에도
상호조화가 필요한 실험동물의 발생이상 판정기준에 도움을 주
었다. 본 자료집은 해당시험을 수행하는 국내 주요 비임상시험기
관, 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통일된 배·태자 발생이상 용어
및 판정기준이 수록되어 있어 국내 생식발생독성시험 결과의 신
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독성평가기술개발사업은 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
법의 규제 적용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연
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OECD 등이 채택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을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해물질 규제
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생산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5. 약물안전성 예측 연구
1) 의존성 연구
약물의존성(drug dependence)은 마약류 및 오남용 약물의 연속적인 사용에 의한 일시
적 또는 만성적 의존 및 중독 증상을 말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
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2011.9)와 유사마약류 제도가 도입되었
고,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의존성평가 및 마약류 해당여부 검토 등 마약류 지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업무 및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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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4-3 】 최근 3년간 마약류 검토 회신 건수
구분
회신건수

2009
마약류
2

계

2010
원료물질

마약류

0

5

2

7

2011
원료물질

마약류

2

17

원료물질
1
18

약리연구과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신종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평가와 남용
실태 조사를 통해 식약청의 마약류 안전관
리 업무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
던 프로포폴의 의존성연구와 남용실태 조
사를 통해,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
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 바 있다.

【 그림 9-4-4 】 프로포폴 안전 사용 소책자

또한, 약리연구과에서는 기존의 동물행
동약리시험의 개선을 위해 유전체 기술 등 최신 분자생물학적 기술을 이용한 신규 의존성
평가기술의 개발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안전성약리 연구
안전성약리시험(safety pharmacology
test)은 원래 의도한 치료효과와는 무관하
게 나타나는 약물의 효과 및 제한적인 장
기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 나타날지도
모르는 약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필수 비
임상시험이다.

【 그림 9-4-5 】 안전성약리시험 교육자료 동영상

약리연구과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안전성약리 필수시험인 심혈관계,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시험법을 국제기준인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의 지
침에 따라 확립하고, 시판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의약품의 허가심사에 필요한 안전성약리 필수시험법의 표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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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순서(SOP), 안전성약리 시험절차가이드 및 ICH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발간하였고 식
약청의 허가심사업무를 지원하였다. 또한 안전성약리시험 세부 시험항목별 해설서와 동
영상을 제작하여 약리연구과 주관의 연구모임인 약리연구회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자와 연
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내 안전성약리시험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
다.

3) 약물대사 연구
약리연구과에서는 안전한 약물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체 내 약물대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내미생물에 의한 약물대사 평가와 첨단기법인 대사체 기술을 이용한 약물대사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장내미생물은 필수 영양소 공급과 외부 병원체에 대한 보호 역할 등을 수행하며, 섭취된
식품, 의약품 분해 및 대사에도 관여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장내미생물에 의한 약물대
사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원 약리연구과에서 국내 최초로 한국인 표준 장
내미생물 효소복합체 개발, 대사체 분석 및 규명, 한국인 장내미생물과 식습관 또는 질병
과의 상관관계 등의 연구를 약물대사기반연구사업단의 운영을 통해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장내미생물 효소복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 외 1건의 특허 출원과 국제학
술지 발표 등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고, ‘장수마을 거주자 도시인보다 유익한 장내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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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등 기획홍보를 통해 장내미생물에 대한 과학적 생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대사체 기술 응용 안전성 평가 연구를 통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의 부작용을 예측하는 방법 외 4건의 특허를 등록하여 연구 성과 실용화 기반을 구축하였
다.

4) 유전체 기술 응용 안전성 예측 연구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의 선진 외국에서는 유전체기술을 이용하여 발굴된 7개 신장독성
생체지표의 사용을 승인하는 등 유전체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약리연구과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2007년부터 의약품의 안전성평가
를 위한 유전체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된 3개년의 연구 사업
을 통하여 랫드 간세포로부터 약 100개 간독성약물에 대한 전사체, 단백체 및 대사체 프
로파일을 확보하였고,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통합 분석 등을 통해 독성 유발물질의 간독성
기전에 따른 유전자 네트워크 확인과 함께 간독성 후보예측지표를 발굴하여 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본 연구사업을 통해 얻어진 100개 간독성약물에 대한 전사체, 단백체 및 대사체 프로파
일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통합독성유전체 DB인 KOTIS(http://kotis.nifds.
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사업을 통해 유전체 정보와 생
체지표의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 그림 9-4-7 】 통합독성유전체데이터베이스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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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물유전정보 및 임상시험 평가지침 연구
1) 한국인에 적합한 개인맞춤약물요법1) 평가기반 연구
인간은 단 0.1%의 유전적 염기서열의 차이로 키나 피부색 뿐 만 아니라 약물반응도 달
라진다.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은 이러한 약물 반응의 개인차를 유발하는 유
전정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약물유전체학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을 처방
하여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얻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의약품 치료인 개인맞춤약물요법
(personalized medicine)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약물유전형의 차이는 개인 간의 약물반응의 차이 뿐 만 아니라 민족 간 약물 대사 능력
의 차이도 나타내므로 한국인에 특이적인 약물유전형 정보를 파악하고 한국인에 적합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미국 FDA는 310건(2010년)의 의약품에 약물유전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신약개
발 시 제품의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유전형 진단도구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의약
품에 약물유전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규제기관들의 약물유전정보
사용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인의 약물유전형을 고려한 약물유전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에서는 한국인의 약물유전정보를 확보하고 개인
맞춤약물요법 시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약물유전체
활용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2010년 「약물유전체 선도연구자 협의체」를 발족하고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대내외 전문가와 협력해오고 있다.
한국인의 약물유전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홈페이지 내에 ‘한국인 약물유전정보 DB’를 운영하여 유전자정보, 약물정보,
SNP정보, 일배체형 등 약물유전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약 50,000여건의 다양한 콘
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임상연구과는 2006년부터 다양한 약물유전형 연구를 수행하여 총 11건의 약물
유전정보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등록 7건, 출원 4건).

1) 개인맞춤약물요법 :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약효는 최대화하는 약물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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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4-8 】 약물유전정보 DB 화면
【 표 9-4-4 】 약물유전정보 DB 콘텐츠
내

용

건수

유전자정보

유전자에 대한 소개, 대사경로, 관련약물 및 질병(표현형) 중요 변이 정보

922

약물정보

의약품에 대한 약물정보를 제공

2,915

SNP정보

약물유전자가 가지는 SNP에 관한 정보

41,978

일배체형정보

CYP1A2 등 약물 대사 유전자의 일배체형에 관한 정보

548

의약품 유전정보

미국, 영국, 일본의 의약품 허가사항 중 약물유전체 관련 내용

253

약물유전정보 문헌

Medline에서 제공하는 약물유전체 관련 문헌 정보

3,410

【 표 9-4-5 】 특허 현황
구분

내

용

1

CYP2C19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일배체형 분석키트

2

CYP2E1의 일배체형을 분석하는 방법

3

CYP1A2의 일배체형을 분석하는 방법

4

등록

CYP2Ｃ9의 일배체형을 분석하는 방법

5

G6PD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유전적 다형성을 분석하는 방법

6

CYP2C8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유전적 다형성을 분석하는 방법

7

CYP3A5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유전적 다형성을 분석하는 방법

8

한국인 NAT2 유전자의 일배체형을 이용한 NAT2 유전자의 발현 예측에 관한 방법

9
10
11

622

한국인 일배체형을 이용한 DPD 효소의 활성 예측 방법

출원

CYP2C19의 유전적 다형성을 이용한 보리코나졸의 효력 예측방법
한국인의 UGT1A1유전자의 일배체형을 이용한 UGT1A1유전자의 발현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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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물유전형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인의 약물유전정보를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하였다. 2009
년에는 세계 최초로 와파린의 의약품 허가사항에 약물유전형
에 따른 약용량 정보를 반영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란소프라졸, 셀레콕시브, 아토목세틴 등의 허가사항
에도 약물유전정보를 반영 중에 있다. 또한, 개인맞춤약물요
법 실용화를 위하여 약물유전형을 분석하는 검사기관에서 동
일한 수준의 분석 정확도를 갖출 수 있도록 대표 약물유전자 3
종(CYP2C9, CYP2C19 및 CYP2D6)의 표준분석법을 마련하
였으며, 주요 약물대사효소 15종(CYP3A5, NAT2, UGT2B15

【 그림 9-4-9 】
약물유전형 표준분석법 책자

등)의 표준분석법도 마련 중에 있다.
2011년에는 한국인의 주요 약물대사유전자 141종(CYP2D6, CYP2C9, VKORC1,
DPYD, G6PD 등) 392개 유전형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한국인 약물유전형 진단 키트
를 개발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개인의 유전형에 따라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
록 개인맞춤약물 실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인 약물유전정보 연구 결과는 의약품의 민족적 감수성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약물유전정보를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
이다. 또한, 한국인 약물유전형 진단키트의 개발로 한국인에 적합한 개인맞춤약물을 실용
화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이상반응 발생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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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인 임상시험 평가 기반 구축 연구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이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
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 약력(藥力), 약리(藥理), 임상(臨床) 효과를 확인하고 이
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하며, 이는 의
약품 개발 단계에 있어 의약품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임상시
험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다. 5,000~10,000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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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도 이 중 동물 실험 등을 거쳐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신약후보물질이
5~10개 이지만, 오직 10% 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통과하여 신약으로 사
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승인현황은 2010년 439건, 2011년에 503건으로 증가하였
고, 특히 국내 임상시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기 임상시험2)이 증가하면서
임상시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효능 평가를 위한 새로운 생체지표 개발, 적응적 임상시험(adaptive trial) 기법의
도입, 개인맞춤약물(personalized medicine) 개발 등 다양한 임상시험 기술들이 발전하
고 있으며,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처럼 국내 임상시험 발전과 신기술 도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
는 임상시험 관련 연구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2009년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
험 평가지침」을 시작으로 「생명공학의약품 약동학 시험 지침」,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 지
침」, 및 「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 및 심사에 대한 가이던스」 등의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
하여 임상시험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 “초기임상시험의 신약개발 활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 제약 산업 관계자들이 국제적 전문가들의 초기임상시험 경
험을 공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그림 9-4-10 】 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

2) 초
 기 임상시험(0~1상) : 정식 임상시험(1,2,3,4상) 이전에 소용량의 의약품으로 인체 내 약리적 특성을 탐색하는 제한
된 범위의 임상시험(Exploratory 또는 Microdose study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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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상연구과는 의약품 심사자와 제약업계 및 임상시험 관련자를 위해 임상시험
지식정보 DB 구축하였다. 항암제, 항생제, 심혈관계,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호흡기계 및 중추신경계 관련 총 1,032건의 임상시험 연구를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의약
품 심사자와 제약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임상시험 평가가 가능하도
록 하였고, 임상시험 수행 시 과학적 근거를 갖춘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지속적으로 대사성의약품, 말초신경계의약품, 소화기계의약품 등에 대해서 임상시
험 DB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상연구과는 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국내 임상시험의 국제 경
쟁력을 높이고, 임상시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그림 9-4-11 】 임상시험 지식 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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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험동물자원관리 및 연구
1) 국제적 수준의 실험동물 관리
실험동물은 오랫동안 생명과학 발전에 중요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며, 특히 식
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연구에
있어서 살아 있는 생명연구자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장래 BT시대에 있어서도 그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시설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동물실험시설을 등록(식약청-363호. 2011.4.1) 하였으며, 국제적 수준의 환경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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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검정 시험연구를 비롯한 연구사업 수행 등의 다양한 연구
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2월부터 자발적인 평가 및 인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물의 윤
리적인 취급을 장려하는 국제실험동물인증협회(AAALAC-I)의 인증을 획득하여 실험동
물의 사용과 관리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한 이래 2010년까지 실험동물관
리 프로그램 인증 확보를 유지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오송청사로 3월 14일부터 5일간 10톤 트럭 51대 분량의 실험동물, 수정
란, 사육장비를 무사히 옮겨와 새로운 시설에 성공적으로 이전하였으며, 동물시설 이전
후 신규 동물시설에 대하여 국제실험동물관리인증협회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오송 청사 실험동물시설은 국내 유사기능을 갖는 시설 중에서 최대 규모로서 외부 환
경과 완전히 격리되는 베리어 방식으로 전체 면적 15,541m2 의 시험검정실험동, 청정
동물사육·실험동, 유해물질실험동 및 대동물실험동으로 최첨단 설비를 갖춘 4개 시설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0년 오송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실험동물관리프로그램과
AAALAC-I 인증시설 운영경험을 반영하여 설계시공하였다. 이는 자동제어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설비 등 동물실험 수행에 필요한 첨단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건물의 중앙에 사육
실, 수술실 등을 배치하고 바깥쪽으로 부검실 등 부대공간을 배치하여 사육실 간의 교차
오염을 최소화 하고 방문객이나 교육생이 쉽게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외부복도와 시창
등이 설치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능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오송 청사 실
험동물시설의 특징과 규모는 아래와 같다.

【 표 9-4-6 】 오송청사 실험동물시설 현황
시설명

면적(㎡)

계

15,541

A동
(시험검정실험동)

3,417

B동
(청정실험동/
청정사육동)

7,509

C동
(유해물질실험동)

3,226

D동
(대동물실험동)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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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실수
254개실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식약청이 백신 등의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가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마우스, 랫드, 기니
픽이나 토끼를 이용한 동물실험 가능하도록 구성
고품질의 특정 병원체가 부재된(Specific Pathogen Free) 근교계 및 폐쇄군 마
우스, 랫드 동물의 생산과 인간과 유사한 질환을 가지는 모델동물을 개발하여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이나 효능평가 연구에 공급하게 되며, 이러한 동물을 이
용한 동물시험 수행 가능
BSL-2 등급의 생물안전시설로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독성물질이나 의약품의
동물실험과 바이러스 등 미생물 감염실험을 수행하며,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항독소나 감염성 질병의 치료백신의 검증에 주로 사용

114개실

개, 돼지, 고양이, 원숭이 등의 동물을 이용한 실험 수행

30개실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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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실험동물시설은 2011년 3월 이전을 목표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동물시설
을 국제적 신뢰성을 갖춘 첨단 동물실험시설로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
조체계 하에 특수시설인 동물시설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고압증기멸균기 등 빌
트인 장비의 설계·도면대비 설치 적정성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동물실험시설
의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에 대한 공정별 적정시공을 위한 전문 기술검토
및 개선을 위해 복지부 및 건설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동물시설을 성공적으로 시공하
여 이전하였다.

2) 동물실험의 과학적 지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시험·교육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관리 및 윤리적 준수 등 동물실험이 적절하게 수
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실험동
물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실험동물
운영위원회를 시민단체, 전문 수의사 등의 외부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동물실험 계획을 심의·승인하는 한편 실험동물 사용·관리
프로그램을 감독하였다.
또한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동물실험의 과학적 수행을 위하여 실험동물 사용자와
동물실험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동물실험의 수행방법, 윤리적 취급 및
시설의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

35,000

32,083

하고 있으며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26,212

30,000

26,992

25,000
20,000

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1년 국

15,000

가검정시험연구 및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10,000
5,000

마우스 등 4종 23,481마리를 공급하였고 종별
로는 마우스 19,790마리, 랫드 593마리, 기니
픽 1,508마리, 토끼 1,590마리가 사용되었다.

2008

2009

2010

2011

0

【 그림 9-4-12 】 연간 실험동물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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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실험동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
실험동물자원과에서는 실태조사, 매뉴얼·지침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실험동물 관리 수
준을 향상시키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유
도하고자 2004년부터 국가실험동물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도 국가실험동물관
리사업은 아래의 중점분야를 추진하였다.

①식
 품·의약품 안전성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미생물학적 및 유전학적 표준 품질
관리를 지원하고 동물실험결과의 신뢰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업에서는 실험
동물 생산·판매기관에서 공급되는 실험동물 및 질환모델동물의 미생물학적 및 유전
학적 표준 품질검사 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동물실험 결과의 신뢰성 증진에 노력하였
다.
②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1년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보건복지부 제2-1
호)으로 지정받아 연구사업 등에서 개발한 질환모델동물을 사육·보존·관리하여 외
부 대학 및 연구소 등에 분양함으로써 의약품 효능평가 및 생명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자체 개발된 질환모델동물 등 11종(표9-4-7)의 생명연구자원을 보존·관리하
면서 국내 연구자들에게 치매모델 동물 등 37건을 분양하였다.

【 표 9-4-7 】 자체 개발 질환모델동물 현황 (2011년 12월)
계통명

종

제작 방식

적용 분야

출원·등록번호

Cns2-E6
NSE-APP/C105
NSE-hTau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Transgenic
Transgenic
Transgenic

유방암 모델
치매 모델
치매 모델

10-0441202 등록
10-0635865 등록
10-0734815 등록

NSE-PS2

마우스

Transgenic

치매 모델

10-2003-0012079 출원

NSE-APPsw

마우스

Transgenic

치매 모델

10-2003-0040171 출원

NSE-PS2&NSE-APPsw

마우스

Double transgenic

치매 모델

10-0517831 등록

Tet-tTAK

마우스

Transgenic

독성평가 모델

10-0635884 등록

NSE-mNCT

마우스

Transgenic

치매 모델

10-0635878 등록

CMV-IDE

랫 드

Transgenic

당뇨병 모델

10-0779761 등록

628

CMV-hSelM

랫 드

Transgenic

항산화 모델

10-0953759 등록

pIL-4/Luc/CNS-1
CMV-GATA3

마우스
마우스

Transgenic
Transgenic

알레르기 모델
알레르기모델

10-1004753 등록
10-2011-0103490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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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
 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공급자 및 실험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시설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총 5회에 걸쳐 총 929
명이 참가하여 실험동물 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실험동물운
영위원회 교육은 총 5회에 걸쳐 150명이 참가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
동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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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국격 향상

1. APEC 규제조화센터
1) APEC 규제조화센터 개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
AHC)는 2008년 페루에서 개최된 APEC 장관급회담(21개국)에서 우리나라 식약청 유치
가 확정되었고, APEC 정상회담(2008.11.19~ 20)에서 각국 정상들이 공식적으로 승인함
에 따라 식약청에 설립된(2009.6.15) APEC 공인 교육전문 상설기구이다. AHC는 센터장
(Director), 사무국(Secretariat),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를 두고 있으며, AHC 자
문위원회는 외국정부, 국제 전문가(업체, 학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HC 설립의 주요목적은 APEC 역내 국가의 의약품·의료기기 생산, 유통, 품질 및 안
전관리체계에 대한 규제조화를 추진하고자, ICH1), GHTF2)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
제기구와 협력하여 얻어진 규제조화 정책을 교육프로그램으로 마련하여, APEC 역내 국
가의 허가 심사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보건산업발전에 필
1) ICH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의약품규제조화국제회의) : 1990년 창설된 의약품국제조화회의
로서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당국과 각국 제약협회를 회원으로 하고, 옵저버로 WHO, 캐나다 의약품허가당국, 유럽무
역자유협회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GHTF (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의료기기관리제조국제조화위원회) : 1992년 창설된 의료기기 국제조화회
의로서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5개 회원국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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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심사기준의 국제조화 및 선진화를
촉진하고, 각 국의 허가담당 공무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산
업계의 대외 新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있
다.

【 그림 9-5-1 】 APEC 규제조화센터 워크숍

2) APEC 규제조화센터 주요 실적
AHC는 2009년 6월 식약청에 개소한 이후부터 2011년까지 총 10회의 AHC 국제규제
조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AHC 워크숍에서는 ‘다지역 임상시험’, ‘의약품
의 안전관리’,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가이드라인’,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분
야의 규제’ 등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규제의 국제조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와 논의가 이루어 졌다. 또한 APEC 역내 국가의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심사자 역량 강
화를 위해 워크숍 교육시마다 개도국3) 규제당국자 10여명의 교육훈련비 지원 프로그램
(Fellowship program)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APEC 역내 국가의 협력과 공동발전에 주
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A
 PEC 국가 중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칠레, 중국, 뉴기니아, 페루, 필리핀, 러시아, 태국, 베트남은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fellowship program)에 따라 AHC 교육행사시 여행경비, 체제비 등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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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5-1 】 APEC 규제조화센터 워크숍 개최 현황 (2011.12.)
차시

개최 연월

워크숍 주제

장소

참석현황

1
2
3

2009.6.
2009.6.
2009.11.

다국가 임상시험
동등생물의약품(Biosimilar)
의약품 GMP 밸리데이션

서울
서울
서울

16개국(562명)
13개국(434명)
458명

4

2010.5.

의약품 원료에서 제품까지 안전관리

서울

10개국(287명)

5

2010.9.

다지역 임상시험(심화과정)

서울

15개국(415명)

6

2010.11.

의료기기 임상시험

서울

8개국(186명)

7

2011.4.

아시아 규제 컨퍼런스

서울

24개국(729명)

8

2011.7.

의료기기관리제도 국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 적용

서울

12개국(280명)

9

2011.10.

품질기반의 의약품개발(Quality by Design (QbD))

서울

18개국(513명)

10

2011.11.

다지역 임상시험

일본

9개국(400여명)

AHC는 워크숍에 참가하는 외국의 규제 당국자 및 관련 전문가에게 국내 임상시험기관
(GCP) 및 제약업체의 현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관련 산업 발전상을 홍보하고 있
다. 2009년 제1회 워크숍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기관(GCP) 및 충북 오창 유한양행
연구소(GMP), 2010년에는 셀트리온(주) 공장 및 한미 정밀화학 공장, 2011년에는 국가임
상센터(서울대병원)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외국 규제 당국자에게 국내 제약업계의 현장방
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홍보 및 수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AHC 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타사항
AHC는 APEC 역내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정부·민간·학계의 다양한 전문가
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AHC 센터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를 운영하고 있다(21명, 2011.12. 현재). AHC는 다양한 주
제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 규제조화 정책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문위
원을 영입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APEC 생명과학혁신포럼(LSIF)의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
와의 유기적인 관계도 형성하고 있다.
식약청은 AHC의 운영기관으로써 APEC 고위관리회의(SOM4))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AHC의 운영 결과 및 차기년도 워크숍 주제 확정 등 국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청은
4) SOM (Senior Officer Meeting, 고위관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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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의료제품 규제통합 전략체계 2020 (APEC Regulatory Convergence 2020)’
계획에서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및 ‘생물학적제제(Biologics)’ 분야의 주도국가
(Champion)로써 관련 분야의 ‘중장기 계획(Roadmap)’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동 회의
에서는 AHC 운영에 대해 식약청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하여 APEC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AHC에서는 홈페이지(www.apec-ahc.org)를 통해 AHC 워크숍
홍보와 APEC 역내 국가의 허가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교
육내용을 동영상 및 문서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4) AHC 향후 추진 계획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APEC 역내 국가의 규제당국자 및 제약·의료기기 관계
자에게 우수한 규제조화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APEC 공인 교육전문
상설기구인 AHC는 지금까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매우 성공적인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AHC
운영을 통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 규제조화 정책 반영, 관련 분야의 품
질 및 안전 관리기반 구축을 유도하여 국내제약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
화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APEC 역내뿐만 아
니라 국제 규제 표준화 확산과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환경속에서 APEC 역내 중장기 계획
중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및 ‘생물학적제제(Biologics)’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제
규제조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 개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
1) 개요
의약품, 화장품 등은 랫드, 마우스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독성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실험동물에 가해지는 고통에 대한 우려와 많은 수의 실
험동물이 희생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세계 1위의 화장품 시장인 유럽연합이 동
물실험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시장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제7차 개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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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법을 발표함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필요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VAM
: Validation of Alternative Test Methods)를 설치하여 정부 주도하에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기
위해서는 단일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는 2009년 4월 참여국 간의 협력과 의견 교류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대체시험
법 국제협력(ICATM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lternative Test Methods)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다.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ICATM)은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연구의 주요 사항에 대해 논
의하고 전문평가 회의 및 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며, 참여국 간의 조율을 통해 시험법 추천
서를 마련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동물대체시험법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제기구 채택 등을 위해서는 동물대
체시험법 국제협력(ICATM) 등을 통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주요실적
(1)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ICATM) 협력각서 체결을 통한 참여국 지위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6호,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에 따라 2009년 동물대체시
험법검증센터(KoCVAM : Kor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Test
Methods)를 설립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 회의와 미국, 유럽연
합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과학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 동물대체시험법 현황을 국
제사회에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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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5-2 】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ICATM) 회의 참여 실적
일시

장소

주요내용

2010.03.

미국 워싱턴

ICATM 참여 기관 운영 현황 발표 및 운영 절차 논의

2010.06.

미국 NIEHS

ICATM 참여 기관 활동 상호공유 및 운영 절차 논의

2010.10.

이탈리아 이스프라

ICATM 참여 기관 활동 상호공유 및 운영 절차 논의

2011.03.

미국 워싱턴

ICATM 참여 기관 활동 상호공유

2011.06.

미국 알링턴

ICATM 참여 기관 활동 상호공유

2011.08.

캐나다 몬트리올

ICATM 참여 기관 활동 상호공유

2011.11.

일본 동경

ICATM 참여 기관 활동 상호공유

2012.03.

이탈리아 이스프라

ICATM 참여 기관 활동 상호공유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 초청 간담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내 관련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 표 9-5-3 】 국외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간담회 개최 실적
일시

장소

주요내용

2009.1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1차 한·미·일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 간담회

2009.11.

일본 오사카

제2차 한·미·일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 간담회

2010.0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럽연합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 초청 간담회

2011.07.

서울역 회의실

한·일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간담회

식약청은 이러한 노력으로 2011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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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ICATM) 개정 협력
각서를 채결함으로써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에 이어 5번째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
협력에 참여하였다.

(2) 국제 검증연구 참여

【 그림 9-5-2 】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
(ICATM) 개정 협력각서 체결식

식약청은 미국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ICCVAM)에서 주관하는 내분비계장애물질검색
시험법(CCi MCF-7 cell proliferation assay) 국제 검증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일본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JaCVAM)에서 주관하는 유전독성대체시험법(In vitro C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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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안자극대체시험법(SIRC cytotoxicity assay)과 영국 NC3Rs에서 주관하는 흡입
독성대체시험법(fixed concentration procedure for acute inhalation toxicity) 국제
검증연구에 국내 연구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표 9-5-4 】 국제 검증연구 참여 실적
주관기관

검증연구 과제명

참여기간

ICCVAM (미국)

내분비계장애물질검색시험 : CCi MCF-7 cell proliferation assay

2010. 8.~2010. 12.

유전독성대체시험법 : In vitro Comet assay

2010. 9.~2011. 2.

안자극대체시험법 : SIRC cytotoxicity assay

2011. 10.~진행중

흡입독성대체시험법 : Fixed concentration procedure for acute inhalation toxicity

2012. 2. ~진행중

JaCVAM (일본)
NC3Rs (영국)

(3) 국제 검증연구 전문평가 참여
식약청은 미국에서 주관하는 내분비계장애물질검색시험과 유럽연합에서 주관하는 피부
감작성대체시험 검증연구의 전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3) 향후계획
식약청은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국내 위상을 높이기 위하
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국제 검증연구 참여를 통하여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기
술을 선진화할 것이다.

3. 바이오의약품 표준화분야 WHO 협력센터 운영
1) 개요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기준 마련 및 국제 기술 협력을 위하여 각 분야의 규제기
관 또는 연구소를 WHO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re)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바
이오의약품 표준화분야에서는 미국의 FDA CBER, 영국의 NIBSC, 호주의 TGA, 일본의
NIID가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식약청은 2011년 1월, 세계 5번째로 바이오의약품 표
준화분야 WHO 협력센터에 지정되었다.
WHO 협력센터 지정으로 인하여 식약청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선진 기관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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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향후 국제 기준 마련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실적
식약청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WHO 협력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으며,
WHO 협력센터로서 WHO 국제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국제 공동연구 수행,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및 GMP 관련 교육훈련 제공, WHO 서태평양지역에서의 국제기준 전파 등의 업무
를 수행하게 된다.
* WHO는 전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에 포함됨

【 그림 9-5-3 】 WHO 활동 분포도

【 표 9-5-5 】 WHO 협력활동 주요 실적 (’98~’11)
분야

주요내용

실적

국제공동연구

국제표준품 확립 및 시험법 개선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참여

26건

교육훈련

WHO에서 선발한 교육생들에 대한 GMP 조사관 교육 훈련 제공

7건

WHO/KFDA 공동 워크숍 개최

백신 안정성 평가, 생물의약품 규제 등

5건

WHO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WHO 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등

7건

국제회의 참석

WHO 생물의약품 규제 전문가 회의, 백신 규제 네트워크 회의 등

61건

2011년, WHO에서 주관한 BCG백신 관리 국제가이드라인과 정제백일해백신 관리 국제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참여하였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관련 국제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
안하였다. 또한, 국제표준품 확립 및 시험법과 관련한 국제공동연구 5건에 참여 하였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PRO)와 정보교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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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WPRO 지역 국가의 백신 규제당국자 역량강화
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 향후추진계획
식약청은 WHO 협력센터로서 WHO 및

【 그림 9-5-4 】 WHO WPRO 지역 백신 규제당
국자 워크숍

WHO 협력센터들과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며, WHO 가이드라인
제·개정에 대한 검토 및 제안, 국제표준품 확립 및 시험법 개선 관련 국제공동연구 등에
참여할 것이다. 2012년 9월에는 WHO 장티푸스백신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
최할 계획이다. 또한 WPRO 지역 개발도상국 국가 규제기관 담당자들에게 백신 국가검정
시험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WPRO 지역에서 WHO 협력센터로서
식약청의 위상과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EDQM과의 국제협력
1) EDQM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등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 및 국
가 위상 제고를 위하여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
각서를 2010년 10월 27일 체결하였다.
* EDQM(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 Healthcare, EDQM)은 유럽약전 및 간행물의 발
간 및 배포, 약전 기준규격 내용에 대한 확인시험 및 분석,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표준품 관리 및 분양 등 의
약품 안전관리의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유럽의 전문기관이다.

이번 MOU 체결의 주요내용은 약전 기준규격에 관한 정보교류,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표준품에 관한 기술 협력, 시험분석실험실(예, OMCL)간 기술 협력 및 정보 공유, 직원상
호 훈련,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이며 향후 좀 더 신속한 정보 교류와 의약품 규격 설정 및 품
질관리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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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FDA/EDQM 공동 워크숍
EDQM과의 MOU 체결 후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KFDA/EDQM 공
동 워크숍이 2011년 5월 29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
서는 EDQM의 기관장인 Susanne Keital 박사와 Andrea Lodi 박사가 참석하였으며 각
국의 공정서인 유럽약전(EP)과 대한민국약전(KP)의 제·개정,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
는 의약품·생물의약품 표준품 확립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다. 각 기관의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외 제약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워크숍에 참석하여 활
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최신 정보 제공과 선진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포
함,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국내 약전 및 표준품 분야의 국제조화를 꾀하고 국제경
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표 9-5-6 】 KFDA/EDQM 공동 워크숍 프로그램
KFDA/EDQM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
•유럽약전(EP) 제·개정(Director of EDQM)
•EDQM의 의약품·생물의약품 표준품 확립 및 관리(Head of Laboratory, EDQM)
•대한민국약전(KP) 제·개정(의약품기준과)
•KFDA 의약품·생물의약품의 표준품 확립 및 관리(의약품규격연구과, 생물의약품연구과)
•한국의 생물의약품 품질관리(국가검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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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 및 정원 현황
1. 조직의 변천 과정

1996. 4. 6.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食品醫藥品安全本部 및 6개 지방청 신설
▶ 보건복지부 식품국·약정국의 일부 집행 업무 → 안전본부, 지방청 이관
·안전본부 : 2部(6課) 5室(22科)
▶ 국립보건원 4개 부(위생, 약품, 생약, 방사선표준부) → 5개 안전평가실(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
생약생물학적제제, 의료기기)로 개편
▶ 국립보건안전연구원 → 독성연구소로 개편

1998. 2. 28.

•食品醫藥品安全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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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5. 10.

•국립독성연구소에 내분비독성과신설

2001. 3. 27.

•경인지방청에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신설

2001. 9. 29.

•의약품안전국에 생물의약품과와 식품안전국에 ‘부정·불량식품 중앙기동단속반’ 신설

2002. 5.27.

•국립독성연구소를 국립독성연구원으로 개칭
•감사담당관실과 국립독성연구원 약리부에 의약품동등성평가과 신설

2003. 7.25.

• 식품안전국에 기능식품과와 식품평가부에 기능식품평가과 및 생물의약품평가부에 생물의약품규격과
신설
• 부산지방청에 양산수입식품검사소 신설

2004. 1. 9.

• 안전평가관실에 식품평가부와 식품첨가물평가부를 각각 식품규격평가부와 식품안전평가부로 개편
•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동등성 평가 업무의 인력과 기능
을 본청 의약품평가부로 이관
• 국립독성연구원의 일반독성부·특수독성부·약리부를 각각 독성연구부·유효성연구부·위해성연구
부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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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24.

• 의약품안전국 의료기기과를 의료기기안전과와 의료기기관리과로 분리
• 국립독성연구원 유효성연구부에 생명공학지원과 신설

2004. 12. 31.

• 혁신담당관을 혁신기획관으로 변경, 안전평가관실의 시험분석담당관 폐지, 연구기획조정담당관 신설

2005. 4. 15.

•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공보담당관을 정책홍보담당관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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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조
직공학제제팀 신설 및 법무통상담당관을 행정법무팀 및 통상협력팀으로 분리
▶ 국립독성연구원에 인체노출평가팀, 응용통계팀 신설
▶ 대구·광주·대전지방청에 각각 운영지원팀을 신설

2005. 12. 30.

• 식품본부에 유해물질관리단(위해관리팀, 위해기준팀, 검사관리팀)을 신설, 식품규격팀 폐지
• 부산·경인지방청의 시험분석팀을 시험분석센터(시험분석반, 유해물질분석반)로 확대 개편, 부산지방
청에 신항수입식품검사소와 경인지방청에 평택수입식품검사소 신설

2006. 6. 30.

• 고위공무원단 직위 도입(22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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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
기품질팀 각각 신설
•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의 검사관리팀 폐지
• 생물의약품본부의 생물의약품팀을 생물의약품안전팀으로,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의 화장품의약외
품팀을 의약외품팀으로 각각 개편

2007. 9. 14.

• 차장 밑에 성과관리팀, 식품본부에 식중독예방관리팀, 의약품본부에 의약품품질팀, 의약품본부 의약
품평가부에 품질동등성평가팀, 의료기기본부에 의료기기허가심사팀, 국립독성과학원에 연구지원팀
각각 신설
• 의약품본부의 의약품동등성팀을 생물학적동등성평가팀으로 개편
• 국립독성연구원을 국립독성과학원으로 개편, 생명공학지원팀을 약리연구부 생명공학지원팀으로, 독
성연구부 내분비장애물질팀을 위해평가연구부 내분비장애평가팀으로 각각 개편

2008. 2. 29.

• 국 및 과(담당관) 체계로 조직 개편
▶ 청장 직속에 대변인, 기획조정관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신설
▶ 차장 직속의 성과관리팀을 기획조정관의 성과관리팀으로, 시험검사관리팀을 식품안전국 유해물질
관리단의 검사관리팀으로 개편
▶ 혁신기획관, 정책홍보팀 폐지
▶ 정부 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창의적으로 조정하고 팀제 시스템을 課 단위 체제
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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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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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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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료제품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
▶ 6개 지방청
· 운영지원과를 고객지원과로, 의약품과를 의료제품안전과로, 시험분석과를 유해물질분석과로, 식
의약품분석과를 수입식품분석과로 개편
· 식·의약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지도·단속 등 단순집행 업무와 그 수행인
력 101명을 시·도로 이관

2010. 12. 31.

• 평가원 부작용감시팀을 폐지하고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 수집·평가를 전담하는 의약품안전정보팀을
본청에 신설

2011. 7. 29.

• 기획조정관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설치

2012. 2. 3.

•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심사 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
▶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및 첨단의료기기과 신설
• 평가원 제조품질연구팀을 폐지하고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기능을 전담하는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
과 신설
• 과 명칭 변경 및 의료기기 임상분야별 심사부서 개편
▶ 바이오의약품심사부 : 첨단제제과 →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 의료기기심사부 : 진단기기과 → 심혈관기기과, 치료기기과 → 정형재활기기과, 재료용품과 → 구
강소화기기과

2. 역대 청장·차장
1) 청장
성명

재임 기간

朴鍾世

1998. 3. 9. ~ 1999. 1. 28.

許 瑾

1999. 1. 29. ~ 2000. 8. 10.

梁奎煥

2000. 8. 11. ~ 2002. 3. 19.

李榮純

2002. 3. 20. ~ 2003. 3. 3.

沈昌求

2003. 3. 3. ~ 2004. 9. 3.

金貞淑

2004. 9. 3. ~ 2006. 1. 31.

文昌珍

2006. 2. 1. ~ 2007. 6. 20.

金明炫

2007. 6. 21. ~ 2008. 3. 7.

尹汝杓

2008. 3. 8. ~ 2010. 4. 1

盧然弘

2010. 4. 2. ~ 2011.12.11

李熙成

2011. 12. 30.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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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장
성명

재임 기간

金熙宣

1998. 3. 25. ~ 1999. 6. 25.

朴正求

1999. 6. 26. ~ 2002. 4. 17.

李亨柱

2002. 4. 18. ~ 2003. 4. 11.

鄭淵贊

2003. 5. 1. ~ 2004. 10. 1.

邊哲植

2004. 10. 19. ~ 2005. 9. 6.

金明炫

2005. 9. 7. ~ 2007. 6. 20.

文炳佑

2007. 7. 24. ~ 2008. 2. 25.

李相龍

2008. 3. 31. ~ 2010. 5. 19.

李熙成

2010. 5. 20. ~ 2011.12.29.

金承禧

2011.12.30. ~ 현재

3. 부서별 임무
부서

주요 기능

대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책과 그 실적의 홍보

기획재정담당관

각종 중장기 정책 및 계획의 총괄·조정, 국회 요구자료 업무의 총괄 및 조정,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연구개발사업 조정 총괄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제도 개선 및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
조정관

통상통계담당관

외국 정부와의 통상 현안 대응 및 식의약품 등 조약 또는 약정 체결, 식의약품 등 분야
통계업무 총괄 및 조정

정보화담당관

식의약품 등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소비자담당관

식의약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책 개발, 소비자 권익의 보호·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
원·육성, 식의약품 등에 대한 상담 및 질의 회신

비상계획담당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조정,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
복구 목표의 관리,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감사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운영지원과
위해
예방
정책국

법령·행정규칙안의 입안 및 심사, 규제개혁 총괄, 민원·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위해예방정책과

식약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사정업무
식·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 식·의약품 위해정보 기획·계통 조사, 특별사법경찰관
리 지휘·총괄
문서, 서무, 인사, 용도, 회계, 시설공사
식의약품 등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식의약품 등의 위해분석체계
총괄·조정, 식의약품 등의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 구축 및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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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해
예방
정책국

위해정보과

식의약품 등의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평가, 해외 현지정보 수집망 구축·운영

검사제도과

시험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총괄 조정,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지도·감독 및 행
정처분, 식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관리

임상제도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및 지도·
감독,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 관리, 동물실험시설 등의 등록 및 지도·감독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식품안전 관련 제도 개선, 식품의 품질관리, 식
품제조·가공우수업소의 지정 및 지도·감독

식품관리과

식품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식품 등에 관한 위생 감시업무의
지도·감독 및 조정, 부정·불량식품의 단속 및 단속에 관한 총괄·조정

식중독예방관리과

식중독 실태조사 및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관한 사
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운영

수입식품과

식품 등의 유통 동향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용 및 관리, 식품 관
련 국제통상에 관한 업무 지원

해외실사과

수출국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실태 조사·평가, 사전확인등록업소 심사·관리 및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영양정책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영양 정책수립 및 총괄, 식품의 영양 표시 정책 총괄,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정책수립 및 운영

식생활
안전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관리, 식생활 안전·영양평가 제도
운영, 단체급식 영양 관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어린이 영양·식생활 교육
·홍보

신소재
식품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심사 및 표시제도 운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생산승
인 및 사후관리, 신규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규격 인정 및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식품
기준과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의 설정, 식품원료 인정 및 관리,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개정,
식품공전의 편찬

건강기능
식품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설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건강기능식품공전의 편찬

첨가물
기준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규격 등의 설정, 천연첨
가물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식품첨가물공전의 편찬

의약품안전정책과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희귀의약품 지정 및 희귀의약품센
터 운영, 대한약전 등 규격기준 제·개정, 의약품 허가·특허 및 소비자정보 관리

의약품관리과

의약품 등의 수거 및 품질관리, 약사감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약품등 안전성에 관한
정보 처리

의약품품질과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관련 제조업소 관리

마약류관리과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지원, 마약·향정
신성의약품의 제조·수입업 및 품목의 인·허가 및 행정처분, 마약류원료물질의 관리

식품
안전국
영양
정책관

식품
기준부

의약품
안전국

의약품
심사부

646

주요 기능

허가심사
조정과

의약품 품목허가·심사와 관련한 예비검토 및 조정,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원
료의약품의 신고 수리, 의약품 사전검토제도 운영

의약품
기준과

의약품에 대한 기준·규격의 설정 및 운영, 원료의약품의 신고자료 및 품질 심사, 의약
품 품질동등성 및 재평가 자료 심사

순환계
약품과

순환계용의약품·호흡기관계용의약품·중추신경계용의약품·말초신경계용의약품 및
마약류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부서

의약품
안전국

바이오
생약국

주요 기능
종양약품과

항생제·화학요법제·항암제·구충제·알레르기용약 및 방사성(放射性)의약품의 품
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소화계
약품과

소화기관계용의약품·비뇨생식기관계용의약품·호르몬제의약품·감각기관계용의약
품·대사성(代謝性)의약품 및 진단용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임상시험
계획서 심사

약효
동등성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심사,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신뢰성 심사, 생물학적 동등
성시험 재평가 심사, 대체조제약 생물학적 동등성 심사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생물학적제제·생물진단의약품·유전자재조합의약품·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이하 ‘바이오의약품’) 및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재심사·재평가 및 안전
성 정보 처리, 바이오의약품 및 인체조직이식재의 제품별 위해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총괄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시설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개정 및 운영, 바이오
의약품 및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품질관리, 표시기재, 광고,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
바이오의약품 및 인체조직이식재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사전 실태조사 및 사
후 관리

한약정책과

한약·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이하 ‘한약 등’)의 안전관리, 한약 등의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 한약제제·생약제제의 재심사·재평가

화장품정책과

화장품·의약외품의 안전관리, 감시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의약외품의 제조 및 품
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

의약품
심사부

바이오
생약
심사부

의료
기기
안전국

제10장 부록

생물제제과

생물학적제제 및 생물진단의약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
사,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유전자재조
합치료제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 허가 및 사전검토, 품질 및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재평가·재심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심사

세포유전자
치료제과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의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 허가 및 사전검
토,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재평가·재심사 계획서 및 결
과보고서 심사

생약제제과

한약 등의 제조·수입품목 허가, 한약 등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생약제제의
의약품동등성에 관한 심사,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의 심사

화장품
심사과

화장품 신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및 허가, 의약외품 제조·
수입품목의 허가,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의료기기의 지정 및 등급분류, 의료기
기 규격 및 희소의료기기 기준 등 제·개정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 감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료기기 수거검사, 의료기기 품목(1,2 등급 제외)
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기재 관리,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관리,
의료기기의 재평가 및 재심사

의료기기품질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운영,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의 등록 및
지도 감독, 의료기기 외국제조원에 대한 현지실사

의료
기기
심사부

심혈관
기기과

심혈관용 의료기기의 품목류 및 품목 허가, 기술문서 심사, 임상시험자료 심사, 임상시
험계획 심사 및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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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
기기
안전국

의료
기기
심사부

주요 기능
정형재활
기기과

정형재활용 의료기기의 품목류 및 품목 허가, 기술문서 심사, 임상시험자료 심사, 임상
시험계획 심사 및 사전검토

구강소화
기기과

구강소화계용 의료기기의 품목류 및 품목 허가, 기술문서 심사, 임상시험자료 심사, 임
상시험계획 심사 및 사전검토

첨단의료
기기과

첨단융복합의료기기(혁신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료기기)의 품목류 및 품
목 허가, 기술문서 심사, 임상시험자료 심사, 임상시험계획 심사 및 사전검토

4. 정원 현황
1) 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원총괄표
2011. 10. 31. 개정 (단위 : 명)

고 위
공무원단

직급·직렬별

합계

정
무
직

별
정
직

기관별
합

계

일반직

일
반
직
·
연
구
직

3
·
4
급

4

급

4
급
상
당

4
·
5
급

5

6

7

8

9

급

급

급

급

급

89

36

1,460

1

1

21

7

37

1

15

158 204 209

652

1

1

11

5

27

1

7

93

103

청·차장실

6

1

1

대변인

10

기획조정관

74

1. 본청

1
1

1

감사담당관

13

위해사범중앙조사단

24

1

운영지원과

35

1

5

1

61

1

식품안전국

142

3

(영양정책관)

40

1

6

46

1

1

1

16

16

17

2

3

3

4

6

4

1

(식품기준부)

36

1

135

2

(의약품심사부)

74

1

1

바이오생약국

86

2

3

1

(바이오생약심사부)

50

1

의료기기안전국

66

2

3

1

(의료기기심사부)

33

1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85

3

의약품안전국

4

98

1

2
1

87

1

1

1

연
구
사

기
능
직

154 440

1

4
1

연
구
관

1

1

위해예방정책국

648

연구직

174

2
2
10

4

3

2

1

9

3

1

5

6

2

16

11

12

12

5

14

2

21

20

21

25

38

6

6

7

7

7

10

13

20

2

18

18

17

21

46

7

2

4

3

19

39

5

7

11

7

20

33

2

1

3

2

17

24

2

7

8

5

11

26

3

1

1

8

20

2

>>

고 위
공무원단

직급·직렬별

합계

정
무
직

별
정
직

기관별

일
반
직
·
연
구
직

2.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249

4

3. 지방식약청

559

6

서울지방청

82

부산지방청

154

경인지방청

174

1

대구지방청

44

광주지방청

50

대전지방청

55

일반직
3
·
4
급

4

급

4
급
상
당

4
·
5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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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5

6

7

8

9

급

급

급

급

급

1

2

2

기
능
직

연
구
관

연
구
사

3

59

130

22

3

1

22

2

7

7

43

100 109

87

33

10

136

19

1

1

1

2

1

1

3

6

19

15

11

5

2

14

5

14

25

29

25

7

2

41

6

2

13

28

28

24

11

4

57

3

1

1

3

8

10

9

2

1

7

2

1

1

3

7

13

10

4

1

9

1

1

1

4

13

14

8

4

8

2

3

2) 정원 변동 연혁
•1998. 2. 28.

776명(청 승격)

•1999. 5. 24.

752명(24명 감축)

▶ 지방청 식품감시업무 일부 지자체 이관
▶ 지방청 : △33, 본청 : 8, 독성 : 1

•2000. 5. 10.

765명(13명 증원)

▶ GMO 인력 보강 : 5명
▶ 내분비계 장애물질 인력 보강 : 4명
▶ 내분비독성과 신설 : 4명

•2001. 3. 27.

768명(3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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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수입식품검사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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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29.

794명(26명 증원)

▶ 생물의약품과 신설 : 8명
▶ 중앙기동단속반 : 11명
▶ GMO 사후 관리 인력 보강 : 5명
▶ 생물학평가 인력 보강 : 2명

•2002. 2. 6. 793명(1명 이체)
▶ 해외검역관(중국) 정원 이체 → 외교통상부

•2002. 5. 27.

817명(24명 증원)

▶ 감사담당관실 신설 : 3명
▶ 의약품동등성평가과 신설 : 6명
▶ 기능성화장품 관리 인력 보강 : 3명
▶ 의약품감시 인력 보강 : 10명
▶ 독성연구소 서무 인력 보강 : 2명

•2003. 7. 25.

846명(29명 증원)

▶ 기능식품과 신설 : 10명
▶ 기능식품평가과 신설 : 8명
▶ 생물의약품규격과 신설 : 8명
▶ 부산청 양산수입식품검사소 : 3명

•2004. 5. 24.

948명(102명 증원)

▶ 식품감시 및 수입식품검사 인력 보강 : 63명
▶ 의료기기법 시행에 따른 관리 인력 : 27명
▶ 독성연구원 생명공학지원과 신설 : 12명

•2005. 4. 15.

952명(4명 증원)

▶ 혁신 담당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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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연구사 : 1명
▶ 예산 담당 : 1명
▶ 홍보 담당 : 1명

•2005. 9. 30.

1,012명(60명 증원)

▶ 통상협력팀 신설 : 2명
▶ 식품안전기준팀 신설 : 5명
▶ 위해정보관리팀 신설 : 9명
▶ 유전자치료제팀 신설 : 5명
▶ 세포조직공학제제팀 신설 : 7명
▶ 독성연구원 인체노출평가팀 신설 : 6명
▶ 독성연구원 응용통계팀 신설 : 6명
▶ 식품분야 연구 인력 보강 : 3명
▶ 의약품 관리 인력 보강 : 2명
▶ 생물의약품 관리 인력 보강 : 3명
▶ 의약품 평가 연구 인력 보강 : 7명
▶ 생약 평가 연구 인력 보강 : 3명
▶ 의료기기 규격 연구 인력 보강 : 2명

•2005. 12. 30.

1,251명(239명 증원)

▶ 유해물질관리단 신설 : 39명
▶ 부산·경인지방청 시험분석센터 신설 : 140명
▶ 부산·경인지방청 수입식품관리 인력 보강 : 60명

•2006. 8. 1.		

1,379명(128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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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관리팀 신설 : 4명
▶ 정보화지원팀 신설 : 3명
▶ 종합상담센터 신설 : 12명
▶ 신소재식품팀 신설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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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관리팀 신설 : 8명
▶ 한약관리팀 신설 : 8명
▶ 화장품평가팀 신설 : 7명
▶ 한약평가팀 신설 : 8명
▶ 생물의약품관리팀 신설 : 6명
▶ 의료기기품질팀 신설 : 9명
▶ 홍보·통상·연구관리 등 행정지원 보강 : 5명
▶ 표시·광고 및 HACCP관리 인력 보강 : 4명
▶ 국민생활 기초식품 평가 인력 보강 : 5명
▶ 건강기능식품 관리 및 평가 인력 보강 : 10명
▶ 원료의약품 관리 및 의약품 사후관리 인력 보강 : 8명
▶ 의약품 심사·평가 인력 보강 : 7명
▶ 생물의약품 심사·평가 인력 증원 : 6명
▶ 의료기기 허가·심사 인력 증원 : 5명
▶ 독성연구원 실험동물 관리 인력 : 3명
▶ 지방청의 의료기기 사후관리 인력 : 3명

•2007. 5. 17.

1,385명(6명 증원)

▶ 총액인건비제 증원 : 6명(성과관리 인력)

•2007. 9. 20.

1,443명(58명 증원)

▶ HACCP 관리 인력 증원(지방청) : 18명
▶ 식품내성평가 인력 증원 : 3명
▶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보강 : 12명
▶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증원 : 8명
▶ 독성연구원 연구지원팀 신설 : 5명
▶ 의약품품질팀 신설 : 6명
▶ 의약품 GMP 사후관리 인력 증원(지방청)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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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명(1명 이체)

▶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정보통신부) 인력 이체(부산청)

•2008. 3. 6.

1,432명(10명 감축)

-▶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

•2008. 10. 8.

1,431명(1명 이체)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업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2009. 4. 30.

1,413명(18명 감축)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에 따른 지방청 정원 101명 시·도로 이체
·식품의약품등 지도·단속 인력 : 39명
·식품의약품등 단순 인·허가 인력 : 24명
·식품의약품등 일상적 수거·검사 : 38명
▶ 수시직제 인력 증원 : 77명
·해외실사과 신설 인력 증원 : 4명
·수입식품 정밀검사 확대 : 31명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 13명
·HACCP 지정 확대 : 11명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인력 증원 : 2명
·GMO 안전성 심사 인력 증원 : 2명
·전문의약품 사전 GMP 도입 : 9명
·의약품안전성정보 인력 증원 : 2명
·실험동물 인증관리 인력 증원 : 3명
·총액인건비제 증원 : 6명

•200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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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명 (6명 감축)

▶ 총액인건비 감축 6명(본청 5, 평가원1)
▶ 기능직사무원의 일반직 전환(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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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7.

1,417명 (10명 증원)

▶ 국가검정센터 내 혈액제제검정팀 신설
▶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성 질환의 유행에 대응하여 예방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백신의 허가·심사 및 국가검정 인력 보강

•2010. 12. 31.

1,449명 (32명 증원)

▶ 의약품안전정보팀 신설
▶ 2010년 정기 직제 : 25명
·의약품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 3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 5명
·의약품 기준·규격 강화 : 4명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능 강화 : 13명
▶ 주류안전관리 수시직제 : 7명

•2011. 5. 16.

1,458명 (9명 증원)

▶ 2011년 정기 직제 : 9명
·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강화 : 3명
· 체외진단의료기기 심사 : 2명
· 첨단중앙분석실 운영 강화 : 2명
· 생약자원 관리기능 강화 : 2명

•2011. 7. 29.

1,460명 (2명 증원)

▶ 비상계획담당관 설치 및 정보보호인력 증원 : 2명

•2012. 2. 3.

1,470명 (10명 증원)

▶ 2011년 수시 직제 : 18명
· 세포유전자치료제과 : 9명
· 첨단의료기기과 : 9명
▶ 오송청사 시설관리 인력 복지부 이체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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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관계법령 제·개정 현황
1. 법률 제·개정 현황

식품위생법

제정

1962.

1. 20.(법률제1007호)

개정

2006.

9. 27.(법률제8005호)

개정

2006. 12. 28.(법률제8113호)

개정

2007. 12. 21.(법률제8779호)

개정

2008.

개정

2008. 12. 19.(법률제9164호)

개정

2009.

2. 6.(법률제9432호)

개정

2009.

5. 12.(법률제9692호)

개정

2009. 12. 29.(법률제9847호)

개정

2010.

1. 18.(법률제9932호)

개정

2010.

2. 4.(법률제10022호)

개정

2010.

3. 26.(법률제10191호)

개정

2010.

3. 31.(법률제10219호)

개정

2010.

5. 25.(법률제10310호)

개정

2011.

6. 7.(법률제10787호)

개정

2011.

8 4.(법률제11000호)

제정

1962.

6. 12.(각령제811호)

2. 29.(법률제8852호)

개정 2006. 12. 21.(대통령령제1976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2007. 3. 27.(대통령령제19958호)

개정

2007. 12. 13.(대통령령제20448호)

개정

2008. 2. 29.(대통령령제20679호)

개정

2008. 6. 20.(대통령령제20845호)

개정

2008. 6. 20.(대통령령제20854호)

개정

2008. 12. 31.(대통령령제21214호)

개정

2009. 3. 25.(대통령령제21371호)

개정

2009. 7. 7.(대통령령제21626호)

개정

2009. 8. 6.(대통령령제21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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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2009. 10. 8.(대통령령제21774호)

개정

2009. 11. 26.(대통령령제21847호)

개정

2010. 1. 27.(대통령령제22003호)

개정

2010. 3. 15.(대통령령제22075호)

개정

2010. 8. 11.(대통령령제22332호)

개정

2010. 10. 1.(대통령령제22424호)

개정 2010. 11. 19.(대통령령제22497호)
개정

2011.

3. 30.(대통령령제22794호)

개정

2011.

4. 22.(대통령령제22906호)

개정

2011 12. 19.(대통령령제23380호)

개정

2012. 1. 6.(대통령령제23488호)

제정

1962. 10. 10.(보건사회부령제91호)

개정

2006. 7. 3.(보건복지부령제363호)

개정 2006. 12. 29.(보건복지부령제376호)
개정 2007. 11. 30.(보건복지부령제423호)
개정 2008. 1. 21.(보건복지부령제435호)
개정 2008. 3. 3.(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
개정 2008. 6. 20.(보건복지가족부령제22호)
개정 2009. 4. 3.(보건복지가족부령제102호)
개정 2009. 7. 1.(보건복지가족부령제12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009. 8. 12.(보건복지가족부령제132호)
개정

2010. 3. 19.(보건복지부령제1호)

개정

2010. 6. 30.(환경부령제374호)

개정

2010.

9. 1.(보건복지부령제18호)

개정

2010.

9. 27.(보건복지부령제22호)

개정 2010. 12.30..(보건복지부령제32호)
개정

2011.

4. 7.(보건복지부령제50호)

개정

2011.

8. 19.(보건복지부령제73호)

개정 2012. 1. 17.(보건복지부령제100호)
개정 2012. 5. 31.(보건복지부령제125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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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 8. 26.(법률제6727호)

개정

2006. 10. 4.(법률제8033호)

개정

2007. 4. 11.(법률제8365호)

개정

2008. 2. 29.(법률제8852호)

개정

2008. 3. 21.(법률제8941호)

개정

2010. 1. 18.(법률제9932호)

개정

2010. 3. 17.(법률제10128호)

개정

2010. 3. 31.(법률제10219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3. 12. 18.(대통령령제18164호)

개정

2006. 6. 12.(대통령령제19513호)

개정

2007. 1. 18.(대통령령제19836호)

개정

2008. 2. 29.(대통령령제20679호)

개정

2008. 9. 22.(대통령령제21023호)

개정

2008. 12. 31.(대통령령제21214호)

개정

2010. 3. 15.(대통령령제22075호)

개정

2010. 4. 20.(대통령령제22132호)

개정

2010. 11. 18.(대통령령제22495호)

개정

2011. 3. 30.(대통령령제22792호)

개정

2012. 1. 6.(대통령령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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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 1. 31.(보건복지부령제270호)
개정

2006. 7. 3.(보건복지부령제363호)

개정 2006. 11. 20.(보건복지부령제373호)
개정 2008. 3. 3.(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
개정 2008. 9. 22.(보건복지가족부령제64호)
개정 2009. 1. 13.(보건복지가족부령제8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9. 7. 1.(보건복지가족부령제122호)
개정 2009. 7. 1.(보건복지가족부령제123호)
개정 2009. 8. 12.(보건복지가족부령제132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0. 3. 19.(보건복지부령제1호)

개정

2010. 4. 29.(보건복지부령제8호)

개정

2010. 9. 9.(보건복지부령제18호)

개정

2010. 10. 29.(보건복지부령제23호)

개정

2011. 4. 1.(보건복지부령제48호)

제정

2008. 3. 21.(법률제8943호)

개정

2009. 2. 6.(법률제9432호)

개정

2009. 5. 21.(법률제9694호)

개정

2010. 1. 18.(법률제9932호)

개정

2010. 5. 25.(법률제10310호)

개정

2011. 3. 30.(법률제10513호)

개정

2011. 6. 7.(법률제10789호)

제정

2009. 3. 20.(대통령령제21539호)

개정

2009. 8. 6.(대통령령제21676호)

개정

2010. 1. 26.(대통령령제22000호)

개정

2010. 3. 15.(대통령령제22075호)

개정

2010. 11. 19.(대통령령제22497호)

개정

2011. 4. 22..(대통령령제22906호)

개정

2011. 9. 22.(대통령령제23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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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 3. 20.(보건복지가족부령제100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09. 8. 12.(보건복지가족부령제132호)
개정 2011. 1. 31.(보건복지가족부령제40호)
개정 2011. 11. 11.(보건복지가족부령제84호)
개정 2011. 12. 8.(보건복지가족부령제92호)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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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 6. 13.(법률제9121호)

개정

2010. 1. 18.(법률제9932호)

개정

2010. 5. 25.(법률제10310호)

개정

2011. 7. 21.(법률제10885호)

개정

2011. 8. 4.(법률제10999호)

개정

2011. 11. 22.(법률제11101호)

개정

2012. 6. 1.(법률제11459호)

제정

2008. 12. 9.(대통령령제21158호)

개정

2010. 1. 27.(대통령령제22003호)

개정

2010. 11. 19.(대통령령제22497호)

개정

2011. 3. 22.(대통령령제22715호)

개정

2012 5. 23.(대통령령제23807호)

제정

1953. 12. 18.(법률제300호)

개정

2006. 10. 4.(법률제8035호)

개정

2007. 1. 3.(법률제8201호)

개정

2007. 4. 11.(법률제8365호)

개정

2007. 7. 27.(법률제8558호)

개정

2007. 10. 17.(법률제8643호)

개정

2007. 12. 21.(법률제8723호)

개정

2007. 12. 21.(법률제8728호)

개정

2008. 2. 29.(법률제8852호)

개정

2008. 6. 13.(법률제9123호)

개정

2009. 11. 2.(법률제9819호)

개정

2009. 12. 29.(법률제9847호)

개정

2010. 1. 18.(법률제9932호)

개정

2010. 5. 27.(법률제10324호)

개정

2011. 3. 30.(법률제10512호)

개정

2011. 6. 7.(법률제10788호)

개정

2011. 7. 21.(법률제10888호)

개정

2011. 12. 2.(법률제11118호)

개정

2011. 12. 31.(법률제11141호)

개정

2012. 2. 1.(법률제11251호)

개정

2012. 5. 14.(법률제11421호)

>>

약사법 시행령

제정

1965. 7. 1.(대통령령제2169호)

개정

2006. 3. 29.(대통령령제19425호)

개정

2007. 6. 28.(대통령령제20130호)

개정

2007.

개정

2008. 2. 29.(대통령령제20679호)

개정

2008. 4. 10.(대통령령제20767호)

개정

2008. 6. 25.(대통령령제20875호)

개정

2008. 10. 14.(대통령령제21084호)

개정

2010. 3. 15.(대통령령제22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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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대통령령 제20156호)

개정 2011. 12 . 30.(대통령령제23459호)
개정

2012. 1 . 6.(대통령령제23488호)

개정

2012. 4 . 17.(대통령령제23734호)

개정

2012. 5 . 1.(대통령령제23759호)

개정

2012. 6 . 7.(대통령령제23843호)

제정

1954. 8. 3.(보건부령제20호)

개정 2006. 2. 24.(보건복지부령제350호)
개정 2006. 4. 11.(보건복지부령제355호)
개정

2006. 7. 3.(보건복지부령제363호)

개정 2006. 10. 24.(보건복지부령제372호)
개정

2007. 5. 4.(보건복지부령제401호)

개정 2008. 1. 15.(보건복지부령제434호)
개정 2008. 3. 3.(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
개정 2008. 4. 18.(보건복지가족부령제12호)
개정 2008. 10. 16.(보건복지가족부령제71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2008. 12. 1.(보건복지가족부령제77호)
개정 2009. 6. 19.(보건복지가족부령제117호)
개정 2009. 7. 1.(보건복지가족부령제12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0. 3. 19.(보건복지부령제1호)

개정

2010. 9. 1.(보건복지부령제18호)

개정

2010. 12. 13.(보건복지부령제27호)

개정

2010. 12. 30.(보건복지부령제32호)

개정

2011. 4. 7.(보건복지부령제50호)

개정

2011. 5. 6.(보건복지부령제52호)

개정

2011. 12. 2.(보건복지부령제86호)

개정

2012. 5. 9.(보건복지부령제123호)

제정

2000. 1. 12.(법률제6146호)

개정

2008. 2. 29.(법률제8852호)

개정

2008. 3. 28.(법률제9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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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9. 5. 27.(법률제9717호)

개정

2010. 1. 18.(법률제9932호)

개정

2011. 6. 7.(법률제10786호)

개정

2012. 6. 1.(법률제11461호)

제정

2000. 7. 1.(대통령령제16884호)

개정

2006. 12. 4.(대통령령제19744호)

개정

2008. 2. 29.(대통령령제20679호)

개정

2008. 9. 23.(대통령령제21029호)

개정

2008. 12. 31.(대통령령제21214호)

개정

2009. 7. 1.(대통령령제21605호)

개정

2010. 3. 15.(대통령령제22075호)

개정

2011. 2. 1.(대통령령제22656호)

개정

2011. 8. 25.(대통령령제23095호)

개정

2012. 1.

6.(대통령령제23488호)

개정

2012. 6.

7.(대통령령제23845호)

제정

2000. 7. 1.(보건복지부령제160호)

개정 2006. 5. 23.(보건복지부령제359호)
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 7. 3.(보건복지부령제363호)

개정 2008. 3. 3.(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
개정 2008. 10. 31.(보건복지가족부령제72호)
개정 2009. 10. 23.(보건복지가족부령제137호)
개정

2010. 3. 19.(보건복지부령제1호)

개정 2010. 9. 1.(보건복지부령 제18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4. 1. 20.(법률제7097호)

개정

2008. 2. 29.(법률제8852호)

개정

2010. 1. 18.(법률제9932호)

개정

2011. 4. 7.(법률제10564호)

개정

2011. 4. 28.(법률제10614호)

제정

2004. 12. 30.(대통령령제18623호)

개정

2006. 6. 12.(대통령령제19513호)

개정

2008. 2. 29.(대통령령제20679호)

개정

2010. 3. 15.(대통령령제22075호)

개정

2011. 4. 22.(대통령령제22906호)

제정 2004. 12. 31.(보건복지부령제306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개정 2008. 3. 3.(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
개정 2009. 7. 8.(보건복지가족부령제126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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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3.(보건복지부령제363호)

2010. 3. 19.(보건복지부령제1호)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

2010. 9. 1.(보건복지부령제18호)

개정

2011. 2. 10.(보건복지부령제42호)

제정

1999. 9. 7.(법률제6025호)

개정

2007. 1. 3.(법률제8206호)

개정

2007. 4. 11.(법률제8365호)

개정

2007. 10. 17.(법률제8646호)

개정

2008. 2. 29.(법률제8852호)

개정

2010. 1. 18.(법률제9932호)

개정

2011. 8. 4.(법률제11014호)

제정

2000. 6. 27.(대통령령제16869호)

개정

2007. 7. 3.(대통령령제20158호)

개정

2008. 2. 29.(대통령령제20679호)

개정

2010. 3. 15.(대통령령제22075호)

개정

2012. 1. 6.(대통령령제23488호)

개정

2012. 2 3.(대통령령제23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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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 7. 19.(보건복지부령제163호)
개정 2006. 5. 30.(보건복지부령제361호)
개정

2006. 7. 3.(보건복지부령제363호)

개정 2007. 1. 12.(보건복지부령제380호)
개정 2008. 3. 3.(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2008. 9. 11.(보건복지가족부령제61호)
개정 2008. 12. 8.(보건복지가족부령제81호)
개정 2010. 3. 12.(보건복지가족부령제167호)
개정

2010. 3. 19.(보건복지부령제1호)

개정

2010. 9. 1.(보건복지부령제18호)

개정

2011. 4. 7.(보건복지부령제50호)

개정 2012. 2. 24.(보건복지부령제110호)

의료기기법

제정

2003. 5. 29.(법률제6909호)

개정

2006. 10. 4.(법률제8037호)

개정

2007. 1. 3.(법률제8202호)

개정

2007. 4. 6.(법률제8335호)

개정

2007. 4. 11.(법률제8366호)

개정

2007. 4. 11.(법률제8367호)

개정

2007. 10. 17.(법률제8649호)

개정

2008. 2. 29.(법률제8852호)

개정

2008. 12. 26.(법률제9185호)

개정

2010. 1. 18.(법률제9932호)

개정

2010. 1. 25.(법률제9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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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

2010. 3. 17.(법률제10129호)

개정

2010. 5. 27.(법률제10326호)

개정

2011. 4. 7.(법률제10564호)

제정

2004. 5. 25.(대통령령제18401호)

개정

2006. 6. 12.(대통령령제19513호)

개정

2007. 7. 3.(대통령령제20157호)

개정

2008. 2. 29.(대통령령제20679호)

개정

2010. 3. 15.(대통령령제22075호)

개정

2010. 6. 30.(대통령령제22247호)

개정

2011. 10. 7.(대통령령제23200호)

개정

2012. 1. 6.(대통령령제23488호)

제정 2004. 7. 28.(보건복지부령제291호)
개정

2006. 7. 3.(보건복지부령제363호)

개정 2006. 7. 27.(보건복지부령제366호)
개정

2007. 4. 2.(보건복지부령제391호)

개정

2007. 7. 6.(보건복지부령제407호)

개정 2008. 3. 3.(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2008. 12. 31.(보건복지가족부령제84호)
개정 2009. 5. 29.(보건복지가족부령제112호)
개정 2009. 6. 26.(보건복지가족부령제118호)
개정

2010. 3. 19.(보건복지부령제1호)

개정

2010. 9. 1.(보건복지부령제18호)

개정

2010. 12. 13.(보건복지부령제28호)

개정

2011. 4. 7.(보건복지부령제50호)

개정 2011. 11. 25.(보건복지부령제52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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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 3. 28.(법률제9025호)

개정

2010. 1. 18.(법률제9932호)

제정

2009. 3. 25.(대통령령제21370호)

개정

2010. 3. 15.(대통령령제22075호)

개정

2011. 4. 7.(대통령령제22906호)

개정

2012. 1. 6.(대통령령제23488호)

개정

2012. 6. 7.(대통령령제23845호)

제정 2009. 6. 19.(보건복지가족부령제116호)
개정

2010. 3. 19.(보건복지부령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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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 훈령, 예규 현황
구분

연번

규정명

담당부서명

식품분야 : 고시 30

고시

1

검사능력관리규정

2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3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5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식품관리과

6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식품관리과

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

식품관리과

8

소비자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식품관리과

9

수입식품등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식품과

10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대한 규정

해외실사과

11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관한 기준

1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13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14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안전정책과

15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안전정책과

16

식품등의 한시적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17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검사제도과

18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평가기준

검사제도과

19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22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해외실사과

23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식품관리과

24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신소재식품과

26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신소재식품과

27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신소재식품과

28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식품안전정책과

29

주문자 상표 부착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30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2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영양정책과

5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영양정책과

검사제도과
식품안전정책과
검사제도과
첨가물기준과

식품관리과
식품안전정책과
식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식중독예방관리과
식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위해예방정책과

해외실사과
식품안전정책과

건강기능식품 분야 : 고시 8

고시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영양정책과
건강기능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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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6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7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8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

수입식품과
식중독예방관리과
영양정책과

어린이 식생활 분야 : 고시 7

고시

1

고열량저영양 식품영양 성분 기준

2

광고 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식품

3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4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에 관한 규정

식생활안전과

5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식생활안전과

6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등 의 기준

식생활안전과

7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식생활안전과

영양정책과
식생활안전과
영양정책과

의약품분야 : 고시 42, 훈령 2, 예규 7

고시

664

1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지정

2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3

대한약전

의약품안전정책과

4

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

의약품안전정책과

5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의약품안전정책과

6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한약정책과

7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임상제도과

8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의약품안전정책과

9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바이오의약품정책과

10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바이오의약품정책과

11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12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의약품안전정책과

13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14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의약품관리과

15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의약품관리과

16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17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정책과

18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화장품정책과

19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20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21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22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의약품안전정책과

23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의약품안전정책과

24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의약품안전정책과

25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26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의약품안전정보팀

27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의약품안전정책과
바이오의약품정책과

한약정책과

의약품안전정책과

의약품품질과

>>

고시

훈령

예규

제10장 부록

28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의약품안전정책과

29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 기준

의약품안전정책과

30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안전정책과

31

의약품등의독성시험기준

의약품안전정책과

32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33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34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안전정책과

35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36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37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규정

38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39

제조용동물의사육및관리등에관한기준

바이오의약품정책과

40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

바이오의약품정책과

41

한약(생약)제제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42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1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관 실태조사 규정

2

의약품제제의 제조방법 기재요령

의약품안전정책과

1

복합·조합품목 처리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2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3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바이오의약품정책과

4

국가검정의약품등 시료채취·증지교부 및 보관품 관리규정

바이오의약품정책과

5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준품관리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6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의약품안전정책과

7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규정

의약품안전정보팀

1

복수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의료기기정책과

2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의료기기관리과

3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4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관리과

5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정책과

6

의료기기 기준규격

의료기기정책과

7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관리과

8

의료기기생산및수출ㆍ수입ㆍ수리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관리과

임상제도과

임상제도과
의약품관리과

한약정책과
의약품안전정책과
임상제도과

의료기기분야 : 고시 21

고시

임상제도과

9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정책과

10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정책과

11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의료기기정책과

12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정책과

13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관리에 관한 규정

14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15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임상제도과
임상제도과
의료기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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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6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의료기기품질과

17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정책과

18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정책과

19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의료기기정책과

20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의료기기관리과

21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정책과

화장품 분야 : 고시 10, 예규 1

고시

예규

1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정책과

2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화장품정책과

3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규정

화장품정책과

4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화장품정책과

5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화장품정책과

6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화장품정책과

7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정책과

8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정책과

9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화장품정책과

10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정책과

1

화장품심의위원회 규정

화장품정책과
마약분야 : 훈령 2

훈령

1

마약류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마약류관리과

2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마약류관리과
공통 분야 : 고시 4, 예규 6

고시

예규

1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2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3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검사제도과

4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검사제도과

1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

검사제도과

2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규정

검사제도과

3

시험검정관리규정

검사제도과

4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임상제도과

5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실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6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

1

내부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2

식품의약품안전청 계약직연구원운영규정

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등 위임에 관한 규정

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행동강령

임상제도과
소비자담당관

위해예방정책과
검사제도과

일반행정 분야 : 훈령 34, 예규 22

훈령

666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

훈령

예규

제10장 부록

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운영지원과

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규정

운영지원과

9

식품의약품안전청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등에 관한 규정

10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11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규정

운영지원과

12

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운영지원과

13

식품의약품안전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운영지원과

14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15

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업무 운영세칙

운영지원과

16

식품의약품안전청 성희롱 예방 규정

운영지원과

17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운영지원과

18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직공무원인사관리규정

운영지원과

19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심의회 규정

운영지원과

20

식품의약품안전청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규정

소비자담당관

21

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운영지원과

22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사관리에관한규정

운영지원과

23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24

식품의약품안전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25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운영지원과

26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27

식품의약품안전청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28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감사규정

29

식품의약품안전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30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민원실설치규정

31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회계직공무원업무관리 규정

32

재외공관주재관활동지원및관리규정

33

청문제도운영에관한규정

34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운영지원과

2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운영지원과

3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운영지원과

4

보통징계위원회규정

5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6

식품의약품안전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운영지원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소비자담당관
운영지원과
통상통계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비자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운영지원과
통상통계담당관실

9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운영지원과

10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운영지원과

11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운영지원과

12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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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668

13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소비자담당관실

14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15

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화업무규정

정보화담당관실

16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업무규정

통상통계담당관실

17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18

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 규정

19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

운영지원과

20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운영지원과

21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22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정보화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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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비영리법인 현황
분야

식품

의약품

한약
마약

의료
기기

독성

연번

허가일자

법인명

1

2001.10.10

(사)한국카카오·초콜릿기술협의회

2

2002.11.06

(사)한일외식문서교류협회

3

2003.07.18

(사)한국식품안전협회

4

2005.05.23

(사)한국식품기기위생안전진흥협회

5

2005.09.29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6

2006.01.13

(사)한국향료공업협회

7

2006.03.14

(사)한국급식식자재위생관리협회

8

2008.01.11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9

2009.6.24.

식품안전정보센터

10

2009.8.6.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11

1999.9.27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

12

2001.1.11

(재)약학정보원

13

2003.6.26

(재)한국보건공정서협회

14

2003.8.6

(사)한국약제학회

15

2004.6.12

(사)한국응용약물학회

16

2005.1.21

(사)한국의약품법규학회

17

2010.9.29

(사)한국실험동물협회

18

2011.1.12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

19

2011.7.1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20

2011.12.2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1

2003.5.9

(사)한국천연물신약·한약제제개발센터

22

2005.11.1

(사)한국생약학회

23

1992.4.22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4

1999.07.08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5

2000.11.27

(사)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26

2005.07.27

(사)대한의공협회

27

2005.09.29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28

2009.5.25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29

2009.5.25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30

2012.5.18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31

2003.2.27

(사)한국독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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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식품의약품안전백서 집필진
내용

제2장

정

장민수

부

오규섭

제2절 사진으로 보는 식약청 뉴스(2008~2012)

대변인실
(김진석)

정

이도기

부

심진봉

제3절 식품·의약품안전 10대 뉴스(2008~2012)

대변인실
(김진석)

정

이도기

부

심진봉

제1절 과학적 안전관리로 식의약 사고발생 최소화

기획재정담당관
(김성곤)

정

장민수

부

오규섭

제2절 신속허가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기획재정담당관
(김성곤)

정

장민수

부

오규섭

제3절 미래비전 수립 및 국내외 소통·협력 활성화

기획재정담당관
(김성곤)

정

장민수

부

오규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명섭)

정

이강희

부

손창원

통상통계담당관
(김경환)

정

김혜숙

부

김서영

제3절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민원 행정 서비스

소비자담당관
(이광순)

정

강철호

부

정종욱

제4절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정보화담당관
(김영남)

정

김 진

부

정진수

제5절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R&D 추진

연구기획조정과
(한의식)

정

박성관

부

김민식

제1절 위해예방정책 여건과 주요성과

위해예방정책과
(신규태)

정

나금동

부

김도완

정

백종민

정

신영민

정

유대규

부

성준현

부

이현주

정

안영순

정

이재린

정

이경진

정

최선희

부

이상호

제1절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
제2절 식품·의약품 분야 국제 통상 및 협력
제3장

제2절 식의약 소통 활성화 및 통합 위기관리능력 향상

위해예방정책과
(신규태)

제4장

제3절 위해정보 통합관리 및 분석역량 강화

670

집필자

기획재정담당관
(김성곤)

제1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렇게 일하였습니다.
제1장

담당과 (과장)

365,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위해정보과
(이효민)

>>

내용

제4절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선진화

담당과 (과장)

집필자

검사제도과
(이임식)

제4장

제5절 임상·비임상 및 동물실험 관리체계 선진화

제1절 식품안전관리 여건과 주요성과

제2절 국제적 수준의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
장의 기준규격 정비

임상제도과
(설효찬)

식품안전정책과
(황성휘)

식품기준과
(박선희)
첨가물기준과
(김동술)

제5장

제3절 원료에서 소비까지 유기적·체계적 안전관리망을 마
련한다.

식품안전정책과
(황성휘)
식품관리과
(최동미)
수입식품과
(홍헌우)
해외실사과
(박일규)
주류안전관리과
(최승덕)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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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주환

정

허문표

정

최명신

정

최현철

부

장수용

정

박종필

정

남태균

정

김정미

부

송현수

부

이수해

부

성소진

부

우승민

부

오명주

정

이병철

부

마정애

부

최종동

정

이창희

정

강윤숙

정

강길진

정

임무혁

정

반경녀

정

전대훈

부

정형욱

부

안현주

부

박나영

부

장귀현

정

최순곤

정

신형수

정

나안희

정

방성연

정

정의한

정

오옥근

정

제용규

정

김종규

부

마정애

부

강혜라

부

류창희

부

홍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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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절 원료에서 소비까지 유기적·체계적 안전관리망을 마
련한다.

제4절 식품위해요소의 예방적·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담당과 (과장)
식품안전정책과
(황성휘)
식품관리과
(최동미)
수입식품과
(홍헌우)
해외실사과
(박일규)
주류안전관리과
(최승덕)

식중독예방관리과
(윤형주)

제5장

제5절 어린이 먹을거리와 국민영양관리를 통한 미래 건강
확보

제6절 건강기능식품 등 신소재식품의 안전성·기능성 확보

제6장

영양정책과
(강백원)
신소재식품과
(홍진환)
건강기능식품기준과
(김수창)

부

이수현

부

박동희

부

장윤석

부

이선규

부

최현락

부

이수정

부

김은정

부

유행일

부

오창훈

정

황정구

정

장태혁

부

전영신

부

이성

정

장경애

정

최윤주

부

김기주

부

이순규

부

박길남

정

신용주

정

정영숙

정

구용의

정

이혜영

부

신영희

부

서선정

부

오선우

부

박경식

제1절 의약품 안전관리 여건과 주요성과

의약품안전정책과
(김성호)

정

채규한

부

박희영

제2절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지원

의약품안전정책과
(김성호)

정

서지영

부

이철승

제3절 의약품 등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의약품안전정책과
(김성호)

정

장정윤

부

정호

의약품품질과
(김상봉)

정

최승진

부

전보명

의약품안전정책과
(김성호)

정

채규한

부

박희영

제4절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기반
구축
제5절 의약품 분야 국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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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유미)

김춘래

부

김영주

생물제제과
(강석연)

정

김준규

부

이석배

제3절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유미)

정

최미라

부

이유빈

제4절 인체조직 안전관리 체계구축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유미)

정

최미라

부

정유미

정

오운환

정

박기숙

부

박원영

부

오세욱

제2절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철저한 안전관리

제5절 한약·생약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제8장

제9장

집필자
정

제1절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여건과 주요성과

제7장

담당과 (과장)

제10장 부록

한약정책과
(임종현)
생약제제과
(김혜수)

제6절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정

김효정

부

장태호

제1절 의료기기 안전관리 여건과 주요성과

의료기기정책과
(김관성)

정

김재선

부

김종진

제2절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

의료기기정책과
(김관성)

정

김재선

부

김종진

심혈관기기과
(정희교)

정

이성희

부

신지순

제4절 국제조화된 품질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기품질과
(장흥선)

정

정재호

부

황상연

제5절 소비자 중심의 유통의료기기 안전관리

의료기기관리과
(서갑종)

정

김만기

부

송현숙

제1절 과학적 위해평가를 위한 선진화 기반 구축

화학물질과
(황인균)

정

오재호

부

강일현

제2절 국제적 시험분석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첨단분석팀
(채갑용)

정

조수열

부

엄권용

제3절 허가심사 체계 및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기
반 제공

의약품규격연구과
(김인규)

정

이광문

부

김정현

제4절 안전성평가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제적 안전성 평가
기관 위상 제고

독성연구과
(정자영)

정

노항식

부

석지현

제품화지원센터
(박귀례)

정

류승렬

부

송주경

제3절 미래수요 대비 허가심사체계 구축

제5절 국제협력을 통한 국격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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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od Drug Administration

내용
제1절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 및 정원 현황
제10장

제2절 관계법령 제·개정 현황
제3절 비영리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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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과장)

집필자

행정관리담당관
(김현정)

정

주선태

부

강윤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명섭)

정

김진우

부

황선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명섭)

정

김진우

부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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