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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제 품 실 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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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실사과
(2022. 5. 31.)

고시, 훈령, 예규 시행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34호, 2022-05-09)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제2022-36호, 2022-05-10)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38호, 2022-05-10)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38호, 2022-05-10)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제2022-35호, 2022-05-10)
*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등 보관시설과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

장치의 검정？교정 계획 수립, 주기 설정 방법 등 검정·교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
·생물학적 제제등 수송설비에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정함(안 제3조)

·생물학적 제제등 수송설비의 검증계획 수립 등 검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제·개정 고시 등
❍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제2022-36호, 2022-05-10)
가. 정량법 및 용출시험법 등 시험법의 정확도 개선(형광광도법 또는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 크로마토그래프법(HPLC 등))
나. 용해도를 고려한 검액 및 표준액 제법 개선
다. 중복되는 정성시험법 대신 분광분석법(IR 등) 및 크로마토그래
프법(HPLC 등)을 설정하여 확인시험을 현대화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34호, 2022-05-09)
가.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체계 도입(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체계
도입을 위해 현행 환자문제코드를 건강영향코드로 용어 변경 및
세분화하는 한편 원인조사코드를 추가하여 이상사례의 보고 및
분석·평가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기타 규정 정비(안 제5조, 제5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38호, 2022-05-10)
가. 안전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사용을 위해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을 기재토록 함(안 별표2)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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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37호, 2022-05-10)
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중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제품의 용법·용량에
뿌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기재할 수 없도록 개정(안 제13조제7호,
별표 1)
나.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중 마개달린 파우치 또는 포 형태의 직접
용기 사용 시 200밀리리터를 초과한 포장단위로 기재하도록 하여
식품과 유사한 포장 형태로 인한 식품 오인 등 방지(안 제15조
제3항·4항)
다.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시행일: `21.10.1.)되어,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규정(안 제21조, 별표 3)
라. 신물질 함유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신청 후 민원처리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화상을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안 제52조의1)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제2022-35호, 2022-05-10)
가. 생물학적 제제등 보관시설과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
장치의 검정？교정 계획 수립, 주기 설정 방법 등 검정？교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생물학적 제제등 수송설비에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정함(안 제3조)
다. 생물학적 제제등 수송설비의 검증계획 수립 등 검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입법 행정예고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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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행정예고(2022-209호, 2022-05-09)
가. 주요내용
*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항을 취급자와 사용자로 구분하고,
사용자의 매 반기별 자료 제출 대상을 지정함(안 제1조, 제3조)
* 종전의 기록과 자료 제출 방법 중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을 말한다)”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나. 의견제출
*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전화 043-719-5005, 팩스 043-719-5000
전자우편: jybang02@korea.kr)에게 제출 바람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제2022-232호, 2022-05-13)
가. 주요내용
* 의료기기 품목 신설
* 의료기기 품목명(영문명 포함) 및 정의 변경
나. 의견제출
*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
-3758, 팩스 043-719-3750, 전자우편 lhs97@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람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2022-231호, 2022-05-16)
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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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시험’(HPLC 등)으로 주성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확인시험’(TLC)을 수행하지 않도록 개선
* 추출 등을 진행하기 위한 생약의 파쇄·절단 방법 현실화
* 생약시험법 중 HPLC(고성능 액체 크로마토 그래프법) 충진제
(칼럼) 규격과 UV-vis(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법) 조작 기준 개선
나. 의견제출
* 2022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메일: koreaherb@korea.kr)
에게 제출 바람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제2022-239호, 2022-05-18)
가. 주요내용
* 의약외품각조 제1부의 기존 수재 일부 품목의 규격 및 시험방법
개선(안 별표 2)
* 의약외품각조 제2부의 「에탄올 겔」의 함량기준 오기 정정(안
별표 3)
* 의약외품각조 제4부의 기존 수재 일부 품목의 규격 및 시험방
법 개선하여 국제조화 추진(안 별표 5)
나. 의견제출
*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
-5972)에게 제출 바람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2-243호,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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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Brorphine)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2시-엔
(2C-N) 등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나. 의견제출
* 2022년 7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국제동향
❍ 국제질병분류 ICD-11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 (2022. 05.02.)
WHO는 5월 16일(월) 한국 시각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아래와 같이 국제
질병분류 ICD-11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함.

• 세미나명: ICD-11 도입 전략 및 국가별 경험(ICD-11 Implementation
Strategy and Country Experiences)

•세미나 일시: 2022년 5월 16일(월), 21:00-22:00
•주요내용: ICD-11 개요, ICD-11 도입에 관한 국가별 경험-사망률 및 사망
원인 코딩, ICD-11 도입 시 주의점
❍ 코로나19 관련 RWE 워크숍 개최 (2022. 05. 19.)
ICMRA에서 코로나19 관련 RWE 워크숍을 아래 정보와 같이 개최함

• 일자: 5월 20일 21:00 ~22:30(한국시간)
• 주제: 코로나 19관련 RWE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아젠다 참조)
보도자료
번호
제 목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1
식약처,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과학 역할·방향 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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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5. 2.(월)
5. 3.(화)

페이지수
9
1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1년 의료기기 무역수지 3조 7,489억 흑자, 2년 연속 흑자 달성
소아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제품 공급 7월부터 추진
수동휠체어,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2021년 의료기기 허가 보고서 발간
식약처, AI 의료기기 규제 선도국가로 발돋움
식약처, 5월부터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본격 재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안전성 정보 분석연구 추진
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
의료기기 인허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중소제약기업, ‘의약품 특허전략 컨설팅’ 신청하세요!
식약처, 22년 한-아세안 의약품 GMP 콘퍼런스 개최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국소마취제“인카인겔”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체외용인슐린주입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온라인으로 확인!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료기기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한층 더 강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손쉽게 확인!
등재특허권 소멸 뒤 후발의약품 미출시 품목 공개

5. 3.(화)
5. 4.(수)
5. 6.(금)
5.11.(수)
5.12.(목)
5.16.(월)
5.16.(월)
5.17.(화)
5.19.(목)
5.20.(금)
5.20.(금)
5.20.(금)
5.23.(월)
5.25.(수)
5.25.(수)
5.26.(목)
5.27.(금)
5.29.(일)
5.31.(화)
5.31.(화)

13
19
21
26
30
33
34
36
40
42
44
45
46
48
49
52
54
57
62
64

기관장 주요 동향
기관장

처장

방법

일자

주요내용

회

의

5.11.

임상시험 간담회 (과천)

회

의

5.16.

WHO 평가단 회의

회

의

5.18.

약사회 업무협의

행

사

5.27.

의료기기의 날 행사

기타 안내사항
❍ GMP 상담 현장지원서비스 「의료제품 GMP 길라잡이」 안내(연중)
- 의료제품 업체 대상으로 국제조화 된 GMP 규정에 따른 맞춤형 상담 지원
- (신청방법) 희망업체에서 공문으로 신청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소개 > 지방식약청소개 >
대전지방식약청 > 공지사항에서 키워드‘길라잡이’로 검색하여 신청서
양식 참조

- 7 -

❍ 정부 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운영 안내(연중)
- 영상장비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나 간편히 영상으로 민원상담 가능
- (예약방법)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종합상담센터 > 상담예약 후‘민원
24’에서 원격영상 민원상담 진행

부패행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 부패 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
하는 행위
- 예산집행 자산관리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은폐를 강요 권고 유인하는 행위
❍ 청탁 금지법 위반행위란?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
하는 행위
- 공직자 및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 방법
- 인터넷: 1398.acrc.go.kr
- 팩스: 044-200-7972
- 우편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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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보 도 자 료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2.(월)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 어린이집·학교·복지관 등 대상으로 2022년도 ‘약 바르게 알기’ 교육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2022년도 ‘약 바르게 알기’ 교육*을 지역별로 시작했습니다.
* 대한약사회, 16개 시도, 지역 의약 단체가 함께 협력해 2015년부터 8년째 실시
※ 올해 ‘약 바르게 알기’ 교육 기간은 4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16개 시·도
지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음

ㅇ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의약품 사용 시 주
의할 점 ▲의약품 올바르게 구입하기 입니다.
※ 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실시하며, 온라인은 실시간 영상 교육과 녹화 동
영상 교육 방식으로, 오프라인은 현장 방문교육 방식으로 진행

- 주요 교육대상은 영유아·청소년·어르신·장애인·임부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추가된 임부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임신계획과 약물의 사용 ▲임신 중 안전한 약물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신설했습니다.
ㅇ 교육 희망 기관은 기관별(예: 어린이집, 학교, 센터, 협회, 복지관 등)로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누리집(www.paadu.or.kr)에서 지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 -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 교육신청 바로가기 → 지역선택 → 클릭

□ 식약처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 바르게 알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 10 -

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3.(화)

식약처,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과학 역할·방향 논의
- ‘추격에서 선도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과 과제’ 규제과학 혁신포럼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격에서 선도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5월 3일 대한
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와 함께
‘제4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개최합니다.
ㅇ 이번 포럼은 사회적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규제과학 역할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듣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과학 방향에 대해 전문가 토론이 이어집니다.
➊ 첫 번째 세션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과학의 방향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식약처의 역할입니다.
-

➀

혁신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규제과학의

중요성,
필요성,

➁

푸드테크 발전에 필요한 규제기관 역할과 규제서비스의

➂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식약처 추진전략 발표가 진행

됩니다.
➋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계·학계·업계 전문가가 함께 규제과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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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과학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 김강립 처장은 “규제기관은 안전성과 효과성만을 검증하는 수준을
벗어나 기관의 전문적인 규제 서비스를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극 제공해야 한다”며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식약처
제품화전략지원단에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이 필요한 의약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식약처는 제품화 기획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해 규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시장진입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과학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ㅇ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유튜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색 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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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3.(화)

’21년의료기기 무역수지 3조 7,489억 흑자, 2년 연속 흑자 달성
- 무역수지 44% 증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분야 생산·수출 성장세 지속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품목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2020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한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2021년에도 전년도 대비 약 44% 상승한 3조 7,489억원
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무역수지: (’17)(-)3,747억원 → (’18)(-)3,067억원 →
(’19)(-)5,245억원 → (’20)(+)2조 6,041억원 → (’21)(+)3조 7,489억원

ㅇ 2021년 의료기기 생산 실적은 12조 8,831억원으로 2020년 대비
27.1% 증가했고, 수출 실적은 9조 8,746억원(86.3억 달러), 수입 실적은
6조 1,257억원으로 각각 2020년 대비 30.0.%, 20.8% 상승했습니다.
- 2021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9조 1,341억원으로 2020년 대비
21.3% 증가했으며, 지난 5년 동안 시장규모는 연평균 10.2%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시장규모 = (생산 금액 + 수입 금액) - 수출 금액
※ 최근 5년간 의료기기 시장규모: (’17) 6조 1,978억원 → (’18) 6조 8,179억원
→ (’19)7조 8,039억원 → (’20) 7조 5,317억원 → (’21) 9조 1,3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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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의료기기 생산실적 및 시장규모 >

ㅇ 2021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수는 총 13만6,074명으로
2020년 대비 8,049명(6.3%)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1.4%로 국내 고용시장에서 역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2021년 100억원(생산 금액 기준) 이상 제조업체 172개소의
인력이 5,582명 늘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 2021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실적의 주요 특징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산·수출 지속 성장 ▲코로나19 사전검사 자가진단분야의
급성장 ▲개인 건강과 관련된 제품 성장세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수출 지속 성장
ㅇ 전체 의료기기 생산 실적 중 2021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 실적이
33.8%를 차지하며 의료기기 무역수지 성장을 견인했으며, 2020년
대비 29.7% 증가한 약 4조 3,5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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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 실적도 2020년 대비 26.4% 증가한 약 5조 3,209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 실적 중 53.9%를 차지했습니다.
생 산

수 출

수 입

-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품목인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
시약’ 수출액은 3조 338억원 (26.5억달러)으로 전체 의료기기 중
1위였으며, 뒤이어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이 1조 478억
원(9.2억달러)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ㅇ 체외진단의료기기 주요 수출국은 독일(1조 4,715억원), 베트남(4,197억원),
싱가포르(3,436억원), 이탈리아(2,800억원), 네덜란드(2,662억원) 순이었고,
독일은 2020년에 이어 수출 1위 국가를 차지했으며 수출액은 2020년
(7,10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참고사항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혈액의 감염 질환 및 코로나19 등 법정전염병의
감염진단을 감염원, 항원, 항체를 검출하는데 사용하는 시약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 혈액의 감염 질환 및 코로나19 등 법정전염병의
감염진단을 위하여 감염원 등의 유전자를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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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전검사 자가진단분야의 급성장
ㅇ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감염체진단면역검사시약)는 지난해 국내 첫
허가(’21.4.23.)된 이후, 2021년 전체 의료기기 생산순위 7위(2,744억원),
수출순위 4위 (4,824억원, 4.2억달러)를 차지하며 진단 시약 분야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 ’22.5.2. 기준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총 9개사 10개 제품

ㅇ 아울러 감염병(코로나19 등) 검사 시 구강·비강 등에서 체액·분비물 등
검체를 채취에 사용하는 도구(검체채취용도구)의 수요가 크게 늘어
수입액이 전년 대비 176% 증가*해 전체 의료기기 수입액의 7.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 1,747억원(1.5억달러) → 4,680억 원(4.1억달러)
검체채취용도구 수입액 비중: ('19) 0.06% → ('20) 3.34% → ('21) 7.64%
♣ 참고사항
✓검체채취용도구 : 질병 검사 등을 위하여 짧은 시간 안에 구강, 비강, 이강 또는
항문에서 체액, 분비물 등을 채취하는 도구. 면봉 형태 등이 있음

 개인 건강과 관련된 제품 성장세
ㅇ (개인용 온열기) 2021년 생산 실적이 2020년 대비 96.4% 증가(931.6
억원 → 1,829억원*)해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인 시간이 늘고 건강

관리에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의료기기 중 1.4%(’20년 0.9%)를 차지
♣ 참고사항
✓개인용 온열기: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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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치과용 임플란트*) 2021년 생산 실적이 2020년 대비 45.7% 증가(1조
3,702억원 → 1조 9,966억원)했습니다. 꾸준하게 생산 실적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21.1%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치과용임플란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생산액(억원): ('17) 8,889, ('18) 10,731, ('19) 13,622, ('20) 13,702, ('21) 19,966
✓건강보험 확대 : (’16.7) 만70세 → 만65세, (’18.7) 본인부담율 50% → 30%

ㅇ (다초점 인공수정체) 2021년 수입 실적이 1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백내장 수술환자 수와 요양
급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 다초점인공수정체 증감 비율: (’18~’19) 73.8% → (’19~’20)17.3% → (’20~’21) 112.9%

♣ 참고사항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정체를 대체하기 위한 근시･원시 회복 시력 교정용
임플란트로 전량 수입에 의존(미국, 독일, 벨기에 등)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입: (’19) 1,046억원 → (’20) 1,242억원 → (’21) 2,564억원
✓노년 백내장 현황: 질병별 환자수 1위(376,535명), 질병별 요양급여 비용 총액
5위(6,383억원)
- 환자수: (’19) 345,853명 → (’20) 337,571명 → (’21) 376,535명
- 요양급여비용총액: (’19) 4,888억원 → (’20) 5,447억원 → (’21) 6,383억원
* 다빈도질병통계(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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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실적자료가 의료기기 산업 분야
에서 제품 분석·연구 분야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or.kr → 통계 → 통계
간행물 → 통계자료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의료
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기술·신개념 혁신의료기기 등의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제품화를 지원
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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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4.(수)

<눈꺼풀 처짐증>

식약처, 소아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제품 공급 7월부터 추진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 소아 환자 치료 기회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의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를
위한 실리콘 줄’(의료기기)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공급을 추진합니다.
ㅇ 이번에 신규 지정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기존에 수입
되던 소아 안검하수 치료용 제품이 단종돼 작년 10월경부터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 의료기기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 실리콘 줄 의료기기 개요 >
제품 개요

제품 사진

∎(구성) 일회용봉합침, 실리콘 재질 봉합사 및
튜브로 구성된 비흡수성 봉합사로 구성
∎(대상) 자가조직(대퇴근막) 이식이 불가한
환자(소아)에 적용 가능
∎(특징) 기본 일반봉합사 시술보다 재수술 발생
가능성이 낮고, 토끼눈증(눈꺼풀이 닫히지 않아
각막이 공기 중으로 노출되어 건조, 염증 등
발생) 부작용 발생이 적음

ㅇ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29일 개최했고, 보험 등재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한 달 내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예정으로, 6월 말부터 환자의 공급신청이 가능하며, 공급 신청 시
통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내외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식약처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 치료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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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추가 지정과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2019년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25개 제품을 지정(’22.
5.3. 기준)해 지난 3월까지 557개를 환자에게 직접 공급했으며, 2분기

에는 855개를 구매·비축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ü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려면 ‘공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www.nids.or.kr)에 제출(문의 전화: 02-860-4402~4404)

□ 김강립 식약처장은 “어린이날, 의료기기의 날(5.27.)이 있는 5월에
어린이의 선천성 안검하수를 치료하기 위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더욱 의미가 크다”며
ㅇ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안전한 의료
기기를 신속하게 공급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소아 선천성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ü (증상) 윗눈꺼풀에 연결된 눈꺼풀을 움직이는 근육(윗눈꺼풀올림근, 상안검 거근)의
힘이 약해져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눈꺼풀 틈새가 작아진 상태로 안검하수가 심한
영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약시가 될 수 있음
ü (치료) 외과적 수술로만 가능하며 근육의 기능 정도에 따라 ▲눈꺼풀올림근 절제술
▲이마근 걸기법이 있음
▸눈꺼풀올림근 절제술(근육의 기능이 일부 가능할 때) 윗눈꺼풀올림근의 일부를
절제해 길이를 단축시켜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도록 하는 수술 방법
▸이마근 걸기법(전두근 걸기법, 근육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 환자의 대퇴근막
또는 실리콘 줄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윗눈꺼풀과 이마근육을 연결해 눈꺼풀을
잡아 올려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도록 하는 수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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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6.(금)

수동휠체어,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62 사용목적, 선택방법, 주의사항 등 - 식의약 바로알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동휠체어를 직접 사용하는 환자·
장애인 등 사용자와 보조자가 수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ㅇ 주요 안전 사용 정보는 ▲수동휠체어 사용 전·후 점검·확인 사항
▲턱이 있는 도로 주의사항 ▲경사로 주의사항 ▲엘리베이터 탑승
시 주의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입니다.
 수동휠체어 사용 전·후 점검·확인 사항
ㅇ 수동휠체어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연령·신장·체중 등 사용자의
특성과 주 사용 환경 등에 따라 제품별 특징을 잘 살펴보고 적정한
제품을 선택·사용해야 합니다.
ㅇ 수동휠체어 사용 전·후 또는 주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확인합니다.
- 청결을 유지하고 타이어 마모·공기압 상태와 본체와 부품의 볼트·
너트 조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발판이 구부러지지 않고 적절한 높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자의 체중을 고려해 사용 제품이 안전하게 작동하는 하중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합니다.
 턱이 있는 도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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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

ㅇ 턱을 올라갈 때는 턱 앞에서 수동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턱 위에
올리고, 턱을 내려갈 때는 수동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중심을
유지한 채로 핸드림*을 사용해 뒷바퀴를 굴려서 내려옵니다.
* 사용자가 뒷바퀴를 굴릴 수 있도록 수동휠체어와 연결된 손으로 잡는 원형의 링

< 보조자가 사용을 도와주는 경우 >

ㅇ 턱을 올라갈 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턱 가까이에 수동휠체어를
위치시킨 후, 후방의 팁핑 레버(아래 그림 ❷번 참고)를 살짝 밟고
동시에 손잡이를 아래로 누른 후 수동휠체어 앞쪽을 올려 줍니다.
- 이어서 수동휠체어를 앞으로 서서히 밀어 이동해 앞바퀴를 턱에
걸친 상태에서 뒷바퀴를 턱 위로 밀어 올려 줍니다.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턱을 올라가는 경우

ㅇ 턱을 내려갈 때는 후진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수동휠체어의 방향을
돌리고, 뒷바퀴를 굴러 휠체어 하중으로 빠르게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주의하며 천천히 내린 다음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리고
후진해 내려옵니다.
 경사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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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

ㅇ 경사로를 올라갈 때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수동휠체어 뒷바퀴의 핸드림을 사용해 반드시 내리막
방향을 정면으로 보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 보조자가 사용을 도와주는 경우 >

ㅇ 경사로를 올라갈 때는 전방을 주시하며 천천히 올라갑니다.
ㅇ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수동
휠체어 뒤쪽을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하고 경사로의 낮은 쪽으로
휠체어가 굴러 내려오는 것을 지지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ㅇ 옆으로 기울어진 경사로에서는 길이 기울어진 아래 방향 쪽은
위로 살짝 들 듯이 지지하고 반대 위쪽은 아래로 누르면서 이동
합니다.
경사로(오르막 길)

경사로(내리막 길)

경사로(기울어진 길)

 엘리베이터 탑승 시 주의사항
ㅇ 사용자와 보조자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
렸다가 엘리베이터 내부로 진입해야 합니다.
ㅇ 사용자와 보조자는 엘리베이터에서 타거나 내리는 경우 바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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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 빠지지 않도록 문과 직각으로 진입합니다.
ㅇ 엘리베이터의 홈 간격이 넓은 경우 바퀴가 홈에 걸려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진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
- 홈에 바퀴가 걸린 경우 보조자 이외에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요철 등 홈이 있는 곳

 그 밖의 주의사항
ㅇ 완전히 수동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발판에 발을 올려 두어야 하며
승하차 시에는 발판에 체중을 싣거나 올라서면 안 됩니다.
ㅇ 반드시 수동휠체어의 브레이크를 걸어 둔 상태에서 승차하고, 승차
완료 후 브레이크를 해제한 뒤에 핸드림을 사용해야 합니다.
ㅇ 수동휠체어 의자의 뒷주머니에 무거운 물건을 넣으면 안 됩니다.
ㅇ 수동휠체어 주행 시에는 안전띠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ㅇ 수동휠체어 뒷바퀴를 직접 손으로 잡고 휠체어를 움직이려 하면
안 되며, 브레이크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가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ㅇ 수동휠체어 주행 중 물건을 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ㅇ 야간이나 우천 시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시야와 거리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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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으니 더욱 주의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속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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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11.(수)

식약처, 2021년 의료기기 허가 보고서 발간
- 2년 연속 국내 제조 품목허가가 수입허가 추월, 코로나19 진단시약 강세 영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년도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현황을 담은 ‘2021년 의료기기 허가 보고서’를 5월 11일 발간했습니다.
ㅇ 2021년 의료기기 허가 주요 특징은 ▲2년 연속 국내 제조 품목허가가
수입허가 추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3건)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 건수 증가 ▲3D 프린팅,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첨단의료기기 꾸준히 허가 ▲실버 의료기기 허가· 인증 품목의
상위권 차지입니다.
 2년 연속 국내 제조 품목허가가 수입허가 추월
ㅇ 2021년 전체 의료기기 품목허가(인증·신고 포함) 수는 총 7,060건으로,
2020년 대비 1,123건(13.7%) 감소*한 가운데,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내 제조 의료기기 품목허가 비율이 수입을 추월**했습니다.
* (’19) 8,269건 → (’20) 8,183건 → (’21) 7,060건
** 국내 제조 의료기기 비율: (’19) 43.6% → (’20) 51.6% → (’21) 53.8%

ㅇ 이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진단시약*의 허가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 코로나19 진단시약(제조) 허가: (’20) 249건 → (’21) 243건

- 아울러 ‘피부적외선체온계*’와 ‘검체채취용도구**’가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면서 제조허가 비율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검체채취용도구(제조) 허가: (’19) 6건 → (’20) 69건 → (’21)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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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적외선체온계(제조) 허가: (’19) 0건 → (’20) 40건 → (’21) 44건

< 연도별(’17∼’21) 제조·수입별 허가·인증·신고 현황 >

ㅇ 최근 3년간 수입 의료기기의 전체 허가 건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로
지난해에는 2020년 대비 17.6% 감소했습니다.
* 수입 의료기기 허가: (’19) 4,664건 → (’20) 3,961건 → (’21) 3,263건

- 이는 그간 수입품목 허가 비율이 높았던 안경렌즈*, 보청기** 등
1·2등급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의 수입 품목허가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안경렌즈(수입) 허가: (’19) 575건 → (’20) 302건 → (’21) 75건
** 기도형보청기(수입) 허가: (’19) 84건 → (’20) 89건 → (’21) 65건

- 다만 여전히 안경렌즈(제조 22.7%, 수입 77.3%)와 보청기(제조 23.5%,
수입 76.5%)의 수입허가는 지난해에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3건)
ㅇ 지난해 식약처는 국내 처음으로 개인이 스스로 신속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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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3개 품목을 허가
했습니다.
-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진단시약 17개 품목을 허가해
국내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ㅇ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PCR), 항원·항체검사 진단시약의 허가가 급증했습니다.
* (’20) 13건(PCR 9, 항원 2, 항체 2) → (’21) 57건(PCR 24, 항원 20, 항체 13)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 건수 증가
ㅇ 지난해 안전성·성능 등의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료
기기*의 허가가 133건으로 2020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 기 허가 받은 제품과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이 달라 안전성·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기
** (’20) 123건(제조 65%, 수입 35%) → (’21) 133건(제조 71.4%, 수입 28.6%)

-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133건 중 체외진단의료기기인 코로나19
진단시약이 57건, 42.9%를 차지했습니다.
 3D 프린팅,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첨단의료기기 꾸준히 허가
ㅇ 3D 프린팅*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첨단의료기기 또한 꾸준히
허가되고 있습니다.
*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 (’19) 28건 → (’20) 25건 → (’21) 33건
**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19) 40건 → (’20) 50건 → (’21) 37건

- 지난해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37건 중 91.9%(34건),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 33건 중 90.9%(30건)를 국내 제조업체가 차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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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의 국내 업체 강세가 예상됩니다.
ㅇ 로봇 기술을 이용해 수술을 돕거나 환자의 재활에 사용되는 수술·
재활 로봇 의료기기의 허가 건수는 적으나 최근 3년간 의미있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수술·재활 로봇 허가: (’19) 1건 → (’20) 2건 → (’21) 6건

 실버 의료기기 허가·인증 품목의 상위권 차지
ㅇ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자의 사용 비율이 높은 의료기기가
매년 꾸준하게 허가·인증 품목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 기도형보청기 인증: 제조: (’19) 1위 → (’20) 3위 → (’21) 5위
수입: (’19) 1위 → (’20) 1위 → (’21) 1위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입 허가: (’19) 8위 → (’20) 순위 밖 → (’21) 1위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제조 허가: (’19) 10위 → (’20) 8위 → (’21) 5위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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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12.(목)

<인공지능>

식약처, AI 의료기기 규제 선도국가로 발돋움
-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에서 식약처 주도 개발 가이드 공식 승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주도로 개발한 국제 공통 가이드
라인*을 5월 9일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 인공
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 공식 승인했습니다.
*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국문명) 기계학습 가능 의료기기: 주요 용어 및 정의
(영문명) 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s: Key Terms and Definitions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
의료기기 사전‧사후 전주기에 대한 국제 규제 조화‧단일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미국 유럽 등 10개국 규제 당국자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가 ’21년 의장국으로 활동

ㅇ 이번에 공식 승인된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 중 기계학습* 기반
의료기기(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 MLMD)에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범위 ▲
대표적인 관련 용어 정의 ▲일반적인 인공지능(AI) 개념 설명입니다.
* 기계학습 : 컴퓨터 프로그램이 데이터 처리 경험 등을 이용한 학습으로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

ㅇ 이번 가이드라인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은 앞으로 IMDRF에서
발간할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에도
도입될 예정으로, 이로써 우리나라의 규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급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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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당 기술의 규제적용 범위와 관련 용어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 활동 이전부터 국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협업해왔습니다.
- 세계 최초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9건의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8년 국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허가
됐고 현재 총 112개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 관련 업계와 연구소 등에서도 이번 가이드라인 승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환자의 뼈 나이를 판단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를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주식회사 뷰노의 박현배 팀장은 “가이드라인은 이해
당사자들이 AI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각각의 정의를
전달함으로써 규제당국자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 양측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전종홍 책임연구원은 “의료 인공
지능 분야의 국제 표준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표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승인된 가이드라인(안)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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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참고로 IMDRF가 승인한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
라인’ 국문본과 해당 가이드라인의 공식 용어를 반영한 ‘인공
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5월 12일 식약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식약처에서 세계 최초로 발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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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16.(월)

식약처, 5월부터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본격 재개
- 각 국 방역상황 고려해 현지실사… 방문 어려운 곳은 비대면 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16일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재개합니다.
*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년간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점검은 비대면으로 진행

ㅇ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 중 방문 가능한 곳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입국 제한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국가 내
제조소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 올해 점검 대상은 등록된 전체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선정된 50개소입니다.
*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해외제조소’를 등록해야 함

ㅇ 해외제조소 위해도 평가 주요 기준은 ▲식약처 실사 이력 ▲의약품
수입실적 ▲회수 등 위해성 정보 ▲제조소 소재 국가 ▲무균,
주사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품목 특성 등입니다.
□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재개됨에 따라 수입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3 -

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16.(월)
<국내 의료기관 RWD/RWE>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실제 사용 자료
활용 안전성 정보 분석연구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된 후 의료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자료를 토대로 유익성‧
위해성 평가 연구를 올해 5월부터 추진합니다.
ㅇ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실사용데이터(RWD)*와
실사용증거(RWE)**를 활용하여 부작용 발생률 등 안전성 정보와
백신 방어효과, 입원‧사망 변화율 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
했습니다.
*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 다양한 자료원에서 수집되는 환자‧건강상태‧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관련된 각종 실사용 자료
**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 실사용데이터 분석으로 확인한 의약품 등의
사용현황, 잠재적인 유익성, 위해성에 관한 임상적 증거

- 실사용 자료 연구 결과는 임상시험 결과와 함께 의약품의 유익성‧
위해성을 고찰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검증하거나 향후 안전 정보 감시체계 구축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주요 연구내용은 ▲(백신)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역학적 관련성을
평가하는 기술 개발 ▲(백신) 특정 대상자*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개발 ▲(먹는 치료제) 실사용 자료를
이용한 국내 환자의 안전성‧유효성 정보 분석 등입니다.
* 소아, 노인, 임산부, 면역저하자, 장기 이식환자 등

ㅇ 참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의 규제기관에서도 실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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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 COVID-19 치료제 관련 약물 역학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전략 연구(주관 : 미국 FDA, Pilgrim Health Care Institute)
(유럽) COVID-19 백신 관련 인구집단별 주요 관심 이상반응 및 임부‧신생아
에서의 임신결과 관련 주요 관심 이상반응 발생률 연구(주관 : 유럽
EMA, 유럽약물역학 및 약물감시네트워크)
(일본) MID-NETⓇ 기반 COVID-19 치료제의 처방실태조사 및 이익‧위험
평가 연구(주관 : 일본 PMDA)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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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17.(화)

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63 올바른 복용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 안내 - 식의약 바로알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고혈압의 치료와 관리를 돕기 위한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
방법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ㅇ 주요 내용은 ▲고혈압약 종류와 부작용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
방법 ▲고혈압약과 음식의 상호작용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 고혈압이란 혈압*이 지속해서 높은 상태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약물로 치료합니다.
* 동맥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 (수축기)심장이 수축하여 혈관을 내보낼 때, (이완기)
심장이 늘어나서 혈액을 받아드릴 때

ㅇ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률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에서 약 28%, 60세 이상에서 약 48%로 나이가 들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고혈압을 조절하지 못하면 심장, 뇌, 신장 등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혈압약 종류, 부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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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류) 고혈압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배설 촉진),



물질 차단),

Ž

확장),

Œ

이뇨작용으로 혈압 저하(수분

교감신경 차단(혈관수축,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

칼슘채널 차단(심장 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

안지오텐신1) 전환효소 저해2)(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안지오

텐신Ⅱ 수용체 차단3)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1) 안지오텐신 : 강력한 혈관수축 효과를 가지는 호르몬
2)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 : 혈관수축작용이
있는 안지오텐신Ⅱ의 생성을 억제해 혈관 확장
3)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 안지오텐신II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확장

ㅇ (부작용) 고혈압약의 종류에 따라 ▲(칼슘채널 차단제) 부종이나
안면홍조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 마른기침 ▲(안지오
텐신Ⅱ 수용체 차단제)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용량을 조절
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하여 적절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ü 고혈압약 작용 방식과 주요 성분
• (이뇨작용)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스피로노락톤‘ 등
• (교감신경 차단) ’독사조신‘, ’아테놀롤‘, ’카르베딜롤‘, ’프로프라놀롤‘ 등
• (칼슘채널 차단) ‘암로디핀’, ‘딜티아젬’, ‘베라파밀’ 등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 ‘캡토프릴’, ‘에날라프릴’ 등
•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로사르탄’, ‘발사르탄’, ‘올메사탄’ 등

〈 올바른 복용방법 〉
ㅇ 혈압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고혈압 치료를 시작하고 3∼4개월 동안은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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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ㅇ 고혈압약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합니다. 만약 복용
시간이 지났다면 인지한 시점에 바로 복용해야 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깝다면 그때 복용하면 됩니다.
- 시간을 놓친 경우에도 반드시 1회 용량만 복용하며 절대로 용량을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ㅇ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은 저녁에 복용하면 이뇨작용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등 불편할 수 있으므로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임신 중 고혈압이 발생하면 임부와 태아에게 모두 위험할 수
있어 선택적으로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칼슘채널차단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제, 안지오텐신II수용체 차단제는 임신
중에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임신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해야 합니다.
ㅇ 임신 또는 혈관부종 환자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제나 안지오
텐신II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천식 또는 심한 서맥
환자는 교감신경 차단제 중 베타차단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ㅇ 저칼륨혈증 등 전해질 이상 환자, 통풍 환자의 경우 이뇨작용
고혈압약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ㅇ 참고로 최근에는 한 가지 약물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를
위해 여러 가지 작용 방식의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 음식과의 상호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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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염분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과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이뇨작용 방식의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등 고혈압
약은 저칼륨혈증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을 복용할
때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 채소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ㅇ 자몽은 칼슘채널 차단작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칼슘채널을
차단하는 ‘암로디핀’ 등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복용 1시간
전이나 복용 후 2시간 이내에는 자몽이나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
ㅇ 혈압약 복용과 함께 운동, 식이조절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적절한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음식은 싱겁게 먹기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기 ▲알맞은 체중 유지하기 ▲금연, 절주, 스트레스
해소 ▲정기적인 혈압 측정하기 등 꾸준한 자기관리 노력이 필요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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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일시

2022.5.19(목)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개최
-‘21년 한-EU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 최초 달성
- EU에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간소화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

∼

처(처장 김강립)는 ‘22.5.19(목) 15:30 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 제
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함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 일시/장소 : ‘22.5.19(목) 15:30~19:30(한국 시각), 세종청사 13동 446호(화상회의)
◾ 참석자
ㅇ (한) 서성태 산업부 구주통상과장(수석대표), 보건복지부, 식약처 과장 또는 담당자 등
ㅇ (EU) Thomas Le Vaillant EU 집행위 통상총국 부과장(수석대표), 보건총국 실무자 등
◾ 주요의제
ㅇ (한) △의약품·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양자간 교역현황, △EU 의약품 전략 및 일반
의약품법 개정, △EU 의료기기 제조소 QMS 심사 간소화 요청 등
ㅇ (EU)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위험분담제도, △신포괄수가제, △한국 의료기기
GMP 심사 관련 애로 등

ㅇ 동 작업반은 한

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

-EU FTA

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
최 중

-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
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음

* EU는 역내 백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여 수출통제
(’21.1~9)

□ 우리측은 한

-EU

FTA

발효

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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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 의료기기 교역액 100억
불을 달성 한 점을 평가하며,
*

* 한-EU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백만불): (’19)5,825 → (’20)7,863 → (’21)10,223
- 방역물품 교역액: (’19)247 → (’20)987 → (’21)887 / 백신: ('19)130 → ('20)182 → ('21)1,
658

ㅇ 향후 양측간 의약품 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
·

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함

□ 이어

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

EU

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
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함

ㅇ 또한

,

우리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한 교역

EU

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ilty Management System,
*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함

* EU QMS 인증기준(EN ISO 13485 기반)은 한국 의료기기 GMP 기준과 유사함

□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
-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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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20.(금)

의료기기 인허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 구축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ㅇ 이번 인허가시스템 고도화는 의료기기 인허가 서비스의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착수하였고
- 이르면 2023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구축 계획: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 분석 및 시스템 설계(’22.6~8월) → 시스템
구현 및 시험 운영(’22.9~12월) → 운영(’23.1월~)

□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인허가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챗봇을 활용한 상시적이고 신속한 질의응답,

➊

인공지능

➋

인공지능 기반 인허가

관련 자료 검색 기능입니다.
➊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면 제품 개발 업체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
제품 인허가·심사 신청 시 처리부서 등을, 의료기기 사용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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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➋ 인공지능 기반 인허가 자료 검색 기능을 구현해 인허가·심사 관련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를 활용하면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해 반복적 자료 검색·확인
작업이 자동화되어 허가·심사업무를 심사 담당자가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트 분석으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의료기기 인허가 등 업무 처리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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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20.(금)

중소제약기업, ‘의약품 특허전략 컨설팅’ 신청하세요!
- 올해 7개 기업 지원 목표… ’16년부터 41개 기업 72개 과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5월 30일
까지 모집합니다.
* 소송 또는 심판으로 특허의 무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음

ㅇ 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에
▲등재의약품 특허 내용과 권리 범위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이메일(medi-pat@koipa.re.kr)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서 확인

ㅇ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총 41개 기업의 72개 과제에 대해 지원해
17건 특허를 출원했고, 6개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았고 특히 이 중
3개 품목은 특허 기간 만료 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
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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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20.(금)

<제조·품질관리기준>

식약처, ’22년 한-아세안 의약품 GMP 콘퍼런스 개최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GMP 평가 방향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GMP 평가
방향’을 주제로 7월 1일 개최하는 ‘2022년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콘퍼런스’ 등록을 5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 아세안(ASEAN)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이 적정한
제조·품질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관리됨을 보장하는 체계

ㅇ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코로나19 이후 GMP 규제
변화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합니다.
□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이후 아세안 각국의 규제 변화 동향을
알아보고, 국내 제약사의 성공적인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아세안(ASEAN) 10개국 의약품 분야 규제당국자와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가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하며, 참석 희망자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누리집(akgmp.org/conference)에서 등록(무료)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에 의약품 GMP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국내 우수한 의약품 GMP 관리
수준을 알리고, 국내 제약업계가 아세안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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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23.(월)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 이력·역량 객관화… ’22년 상반기 교육은 6월 7일부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수강생 개인별 교육 이력과 허가특허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올해
상반기 교육부터 도입·운영합니다.
*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

ㅇ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난이도)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ㅇ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입니다.
□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합니다.
* 지난해까지 기본, 심화과정 2단계로 진행된 교육 수료자들의 중간 수준 과정 신설
요청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교육 과정을 3단계 수준으로 세분화

ㅇ 이번 상반기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6.7.), 실무 과정(6.8.), 심화
과정(6.9.)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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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ㅇ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
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입니다.
ㅇ 수강을 신청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
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합니다. 세부 신청 방
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61, 2067)으로 문의하실 수 있
습니다.
□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새롭게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가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을 발전시켜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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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25.(수)

국소마취제“인카인겔”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 검출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
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
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 주로
멸균 공정상 EO가스를 사용할 경우 잔류

ㅇ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따라서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참고로 현재 제조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
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
하고, 전문가‧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ㅇ 아울러,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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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25.(수)

체외용인슐린주입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64 올바른 사용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 안내 - 식의약 바로알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외용인슐린주입기(이하 인슐린
주입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 전 준비

사항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ㅇ 인슐린주입기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체외에서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혈당을 조절하는 의료기기로 펜이나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하지방이 많은 부위에 2~3일간 부착하여 사용하는 신체
착용 제품입니다.

〈사용 전 준비사항〉
ㅇ 인슐린주입기를 사용하기 전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알람
(에러메시지 등)의 의미를 알아두어야 하며, 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ㅇ 사용 전 반드시 주입 부위와 손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주입세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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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인슐린주입기와 올바르게 연결합니다.
ㅇ 인슐린주입기의 인슐린 잔량과 주입량, 배터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ㅇ 주사하는 신체 부위 위치를 2~3일 주기로 바꿔주고 이때 인슐린
주입기의 주입세트는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주입세트는 일회용
이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ㅇ 인슐린 잔량이 부족할 때는 인슐린주입기에 인슐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주사기는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ㅇ 주요 알람(에러메시지 등) 기능에는 막힘/인슐린 잔량 부족/배터리
교체 알람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막힘 알람*은 인슐린주입기 성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일정량의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주입되지 않으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알람 기준은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제품설명서에서 확인

ㅇ 막힘 알람이 울리면 주사바늘(케뉼라)이 이물질로 막혀있는지,
주입세트의 튜브가 꼬여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입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막힘으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주입되지 않으면 고혈당을 유발
할 수 있으며, 막힘 현상으로 기기에 축적된 인슐린이 한꺼번에
주입되면 심각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만일 고혈당 증상이 있을 때는 인슐린주입기가 막히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담합니다. 또한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혈당을 측정하고 사탕, 주스 등 체내 당 흡수가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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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섭취하여 혈당을 올린 후 의료진과 상담합니다.
※ (고혈당) 탈수, 무력감, 심한 두통 등 (저혈당) 오한, 식은땀, 현기증 등

ㅇ CT, MRI, X-ray 등 촬영 전에는 인슐린주입기를 반드시 몸에서
제거하고 촬영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생활 속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안내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의료기기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http://emed.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의료기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5015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팀 02-860-4421∼4423/443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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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26.(목)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 적정 처방을 위한 의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 5종 효능군(28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
사용 도우미 서한’을 5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28개 성분
구분

성분수

성분명

식욕억제제

4

진통제

12

항불안제

10

마취제
최면진정제

1
1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
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프로포폴
졸피뎀

ㅇ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에서는 2021년도 마약류 처방내역 분석
결과에 따라 5종 효능군(28개 성분)에 대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도 제공
합니다.
※ 2021년 마약류를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 수는 10만 9,021명으로 확인

-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량

,

환자 수, 처방 건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통계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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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별 환자수, 사용량, 처방일수 등)입니다.

□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에 대한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습니다.
ㅇ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등이
많은 의사에게는 서면(우편)으로도 안내합니다.
* data.nims.or.kr 접속 및 로그인 → 의료쇼핑방지정보망 →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 작년에는 효능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통합 제공하여 의사별로 마약류 처방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21년 의료용 마약류 5종 효능군(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수 : 항불안제 8만 913명,
졸피뎀 7만 6,293명, 진통제 5만 1,393명, 식욕억제제 3만 7,020명, 프로포폴 3만 612명

-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확대*에 따라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 성분도 추가해 나갈 방침입니다.
* ADHD 치료제‧진해제(’22년) → 항뇌전증제‧최면진정제 등(’23년)

□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 의사용)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 환자용) 환자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함
으로써 환자 스스로의 오·남용 예방 유도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이용 동의·인증 후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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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27.(금)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료기기
- 의료기기 미래 성장을 위한 제15회 의료기기의 날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15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K-의료기기’를 주제로 하는
행사를 5월 27일(금)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ㅇ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의 날’을 기념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내용은 ▲기조 강연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미래 발전방향 전문가 발표와 토론 ▲의료기기
역사 전시회 관람 등입니다.
□ 이날 행사는 1부(기념식)와 2부(정책포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ㅇ 1부 기념식에서는 첨단의료기기의 국내 보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수출을 지원한 ㈜에이치케이티 황휘 대표이사에게 석탑
산업훈장,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개발해 방역에
기여한 ㈜에스디바이오센서 원유덕 부사장에게 산업포장 등
총 11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합니다.
* 훈․포장 2점, 대통령표창((주)뷰웍스 김후식 대표이사 등 4점), 국무총리표창
((주)젠바디 문정대 이사 등 5점)

- 아울러 의료기기 산업의 과거를 돌아보는 의료기기 역사 전시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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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의
기조강연도 마련했습니다.
ㅇ 2부 정책포럼에서는 ‘디지털헬스기기 정책방향 및 미래’를 주제로
채규한 의료기기정책과장과 가천대 길병원 이동혁 교수의 발표를
진행합니다.
- 발표 후에는 토의‧질의응답 등 앞으로 의료기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코로나19 관련 품목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2020년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으며, 2021년에도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한 3조원을 돌파하면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최소잔여형 주사기와 검사키트 등의 개발을 밀착 지원
하고 꼼꼼한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허가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되었고
이는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면서 의료기기 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는 규제혁신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품질 국산 의료기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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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4월 신기술‧신개념 혁신 의료기기의 개발
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제품화전략지원단을 출범시켰다”며
“제품화전략지원단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시장진입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일상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자, 산업계,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참여 방법
• 일시 : 2022.5.27.(금), (1부)10:30~12:00, (2부)13:20~14:40
•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생방송 중계(www.youtube.com/c/M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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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29.(일)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한층 더 강화
- 식약처 소관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29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 소관 7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법안명(약칭)

주 요 내 용

시행일

▪해외직구 식품의 반입차단 성분 지정･해제 근거 마련 공포후 1년
수입식품법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상을 식품 등에서 축산물까지 확대 공포후 6월
▪회수명령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공포후 1년

▪식품용 용기의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및 절차 마련 공포후 6월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근거 마련

공포일

▪의약품 GMP 관리기준 강화
약사법

* GMP 적합판정제도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GMP 조사관 임명‧출입 근거 등 마련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 근거 마련
식품안전기본법
실험동물법

마약류관리법
시험검사법

공포후 6월
공포후 6월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공포후 3월
의견청취절차 예외 근거 마련
▪부정하게 동물실험시설 등 등록 : 임의취소→ 당연취소 공포후 6월
▪취소처분 받은 영업자의 등록 제한 : 2년 → 1년

공포일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이양 : 시도 → 시군구 공포후 1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재검사) 시험, 성적서 발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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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후 6월
’22.7.28.

< 위해한 해외식품 반입 차단을 강화합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②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① 해외직구 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합니다.
② 또한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을 식품 등 수입자에서 축산물 수입자
까지 확대함으로써 축산물 수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 자체 위생관리를 한 후 신속하게**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수입자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현지실사 후 등록하는 제도(｢수입식품법｣제7조)
** 인센티브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우수수입업소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획수입신속통관 신청이 가능해짐

< 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합니다. >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①

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재활용 용기를 생산하고 불필
요한 자원낭비를 절감하는 한편,

②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재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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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가열‧화학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회수‧선별‧분쇄‧세척 등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 화학적 재생원료 :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가열･화학 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
으로 분해･정제(불순물 제거)한 후 정제된 원료로부터 다시 중합하여 재생한 원료
물리적 재생원료 :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

② 또한 섭취량 등 변화로 이전에 설정한 식품의 기준‧규격을 다시
평가한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변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국내 유통 의약품의 품질향상을 추진합니다. >
□ ｢약사법｣ 개정으로

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

판정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②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조사관 임명과 출입 근거 등 마련

③

GMP

④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등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된 품질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관리되도록 하는 체계

① 현재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GMP에
적합*하다는 식약처의 판정을 받도록 총리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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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습니다.
* GMP 적합판정 : 식약처장이 완제 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의약품 제조소가 GMP 기준에 적합하다고 발급한 증서(유효기한 3년)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판정 취소,
징벌적 과징금 부과,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되도록
제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③ 또한 GMP 조사‧평가 업무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GMP 교육‧
훈련 이수자를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출입‧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④ 아울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 등

□ 그 외

①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예외 근거 마련(｢식품안전기본법｣)

②

부정하게 동물실험

시설 등록 시 당연 취소 근거 마련(｢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이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③

마약류

④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도입에 따른 확인검사 실시‧성적서 발급 근거 마련(｢식품‧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①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 금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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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
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현행) 임의취소→ (개정) 당연취소

- 아울러 등록취소 받은 자는 현재 2년이 지나야 새롭게 동물실험
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으로 1년이
지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하고,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맞게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을 제외했습니다.
④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가품질
검사 확인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영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 영업자 생산 제품의 기준 적합 여부를 위탁검사기
관에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인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를 정함(「식품위생
법」개정 ’21.7.27)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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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31.(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손쉽게 확인하세요!
- 모바일 앱 통한 일반인용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5월 31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합니다.
ㅇ 그동안은 본인의 투약이력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data.nims.or.kr)에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 다운로드

ㅇ 개인별 마약류 투약이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제공되며, 조회시점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

□ 아울러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에서는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와 ‘처방받은 마약류 안전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ㅇ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본인의 처방정보를 희망자에 한해 문자·이메일 또는 앱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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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알림 방식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이를 활용하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조제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처방받은 마약류 안전정보) 안전사용기준, 중복처방 등 ‘효능군별
주의정보’와 본인의 사용현황을 전체 투약자들의 사용평균과
비교한 ‘비교통계’가 제공돼 스스로 오남용 여부를 가늠해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활용 개요>

□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에 제공되는 ‘내 투약이력
조회’ 모바일 서비스가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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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식품의 약품안 전처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5. 31.(화)

식약처, 등재특허권 소멸 뒤 후발의약품 미출시 품목 공개
- 등재특허권이 소멸된 753개 중 396개 품목은 후발의약품 미출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식약처의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의약품 중 아직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96개 품목 정보를 공개합니다.
* 의약품 품목허가와 직접 연관된 특허권을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
** 후발의약품(제네릭의약품):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제형·투여경로·품질·
사용목적이 동일한 의약품

ㅇ 공개되는 품목 정보는 제품·업체명, 주성분, 생산·수입실적 등이며,
아울러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ATC코드*별 국내 의료
보험 급여청구현황과 ATC코드별 해외 시장(매출)규모 현황도 함께
제공합니다.
* ATC(Anatomic Therapeutic Chemical)코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관리하는
국제적인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

□ 396개 의약품은 올해 4월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1,687개 의약품의
특허권 3,088건을 분석해 등재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
사유로 모두 소멸된 753개 의약품 중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을 선별해 마련했습니다.
ㅇ 현재까지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 중 국내 생산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은 ‘고덱스캡슐’등 5개 품목이며, 수입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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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달 러 (약 114억 원 *) 이 상 인 품 목 은 ‘뉴라스타프리필드
시린지주’ 등 2개 품목입니다.
* 2021년 평균환율(1,144.42원) 기준(한국은행) 적용

□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으로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공급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이번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재특허권 효력 및 후발의약품
등재특허권 효력
발생
의약품 품목허가와
직접 연관된
특허권를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

등재특허권
삭제

등재특허권 효력
소멸

후발의약품

통지, 판매금지,
무효, 만료, 등재료
미납 등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발생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소멸

우선판매품목허가
없이 허가·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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