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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안전분야의 해외 정책 및 전략 동향 분석

1

분석 개요

동 보고서의 목적은 제외국의 최근 식⋅의약 안전 분야 관련 정책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함으로써 국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R&D)
수요를 발굴하는 데 있다.
분석 대상은 미국, 유럽, 일본의 주 규제기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기관별 전략 및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전략 및 규제⋅지침 등의 최신 보도자료(2019년 1월∼2019년
4월)를 기반으로 식⋅의약 안전 분야의 최신 정책 및 전략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2.1 식품 분야
2.1.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FDA는 식품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FDA FVM Program Strategic Plan(2016-2025)」을 수립하여 시행 중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청)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한 「FDA Foods and Veterinary Medicine Program Strategic Plan(2016-2025)」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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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다1). FVM 프로그램의 전략계획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음식물 매개성 감염병(foodborne
disease) ▲식이요인 만성질환의 높은 유병률에 따른 의료비 과다 ▲식품⋅사료 공급의 국제화 및 복잡성
증대 ▲공중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모두 내포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대중소비자,
산업, 의회 및 기타 광범위한 주요이해관계들 사이의 모든 식품안전 활동에 대한 높은 기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담고 있으며, 식품안전(Food Safety)⋅영양(Nutrition)⋅동물보건(Animal
Health)⋅조직우수성(Organization Excellence) 네 가지 목표에 따라 하위 전략과 세부목표를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1).

□ 식품 분야와 관련된 ‘식품안전’ 및 ‘영양’ 두 가지 목표를 살펴보면,
식품안전(Food Safety) 분야의 전략목표는 자국의 소비자와 동물을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서, 세부목표는 ▲전 세계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전반적인 과학기반 예방관리 기준의
확립 및 높은 시행률 달성 ▲음식물 매개성 질병 발생 및 기타 식품⋅사료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탐지 및 대응의 향상 ▲식품안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사전 예방적 역할 능력 강화
▲식품⋅사료 첨가물 및 건강보조식품의 안전성 강화 ▲FDA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존의 국제, 연방, 주(州), 주민, 부족, 지역기관들과의 협력 강화에 있다.
영양(Nutrition) 분야의 전략목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세부목표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단 선택을 위한 정확하고 유용한 영양정보의 제공 및 교육 지원 ▲시중
유통식품의 성분 변화 모니터링 및 현재 부상하는 미국인의 영양⋅건강상태에 관한 영양학적 평가
▲신제품의 생산 장려 및 건강한 식품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품혁신(reformulation) 촉진에 있다.
FDA는 위의 목표들을 달성함으로써 FDA 승인 식품⋅사료의 오염을 예방하여 질병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영양관련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과 발생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FDA Foods and Veterinary Medicine Program Strategic Plan (FY 2016-2025), FD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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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FDA Foods and Veterinary Medicine Program Strategic Plan 2016-2025, FDA, 2016

[그림 1] FDA의 미국 내외 식품안전 감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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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최신 뉴스를 통한 2019년 주요 활동

FDA는 전체 식품 공급량의 15%를 차지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규제업무 개선

□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입식품 안전전략(FDA Strategy for the Safety of
Imported Food)」2)을 새롭게 발표3)
2019년 2월 25일 FDA 보도자료에 따르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수입식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전체 식품 공급량의 약 15%를 200여개의 국가⋅
지역을 대표하는 약 12만 5천개의 해외 식품 시설 및 농장으로부터 채소의 32%, 과일의 55%, 해산물의
94%를 수입하고 있다. 그간 FDA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규제 및 감독을 실시해왔지만 수입식품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그림2) 수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수입식품의 안전검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안전전략의 주요목적은 수입산 식품의 안전기준을 국내산(미국산) 식품과 동일하게 갖추도록
자국민에게 보장하는 데 있다(그림 3). 수입식품 안전전략의 네 가지 목표는 ▲미국 반입 전 해외공급망의
식품안전문제 예방 ▲국경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효과적인 탐지 및 통관거부 ▲안전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한 FDA의 신속대응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수입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으며, FDA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FDA Strategy for the Safety of Imported Food, FDA, 2019
3) FDA 보도자료 (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6319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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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FDA Strategy for the Safety of Imported Food, FDA, 2019

[그림 2] 미국의 수출국별 수입식품 선적 건수

출처：FDA Strategy for the Safety of Imported Food, FDA, 2019

[그림 3] FDA의 미국 내외 식품안전 감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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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 발표4)
2019년 2월 11일, FDA는 알츠하이머 치매, 암, 당뇨 등 질환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는 기업 및 해당 제품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보다 규제가 훨씬 느슨하다. 제품 허가를 위해 별도의 안전성이나
효능 시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특히 FDA는 건강보조식품의 순도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나
활성약품을 함유할 수도 있음에도 별다른 판매 제한이 없다5).
상당수의 기업이 제품의 임상적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 FDA는 광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월, FDA는 58개 이상의 미승인⋅가짜상표 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 및 판매 중인 국내⋅외
17개 업체에 12건의 경고서한과 5건의 주의서한을 발송했다6).
이번 FDA의 조치는 지난 25년 전 의회에서 제정한 「건강보조식품 건강교육법(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DSHEA)」를 현대화한 규제의 실현으로서, 건강보조식품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FDA는 판매중인
건강보조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곧바로 규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1.3 주요 시사점
미국 FDA는 식품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음식물 매개성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FDA Foods and Veterinary Medicine Program Strategic
Plan(2016-2025)」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해당 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과는 별개로 2019년
이후 미국 내 수입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이슈에 따라 개별 전략을 마련하여 식품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4) FDA 보도자료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statement-fda-commissioner-scott-gottlieb-mdagencys-new-efforts-strengthen-regulation-dietary)
5) 美FDA, 치매예방 건강보조식품에 '철퇴'…연구자들 '지지', 디멘시아뉴스, 2019.03.13. 게시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 ‘19.04.27. 검색)
6) FDA 보도자료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takes-action-against-17-companies-illegall
y-selling-products-claiming-treat-alzheimers-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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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해외 공급망에서부터 사전 차단하는데 집중하는 등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규제와 신속 대응 등을 목표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허위
광고를 시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2.2 의약품 분야
2.2.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FDA는 의약품 평가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능동적 감시체계 확보를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추진
계획이며, 신종 감염병, 테러 등 위협에 대처 및 지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효능 평가 향상, 데이터 기반
모니터닝 확대 등의 생물의약품 안전관리 기술 전략을 포함하여 추진 중

□ FDA의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는 의약품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능동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약물감시 시스템인 센티넬 이니셔티브(Sentinel Initiative) 5개년(2019-2023) 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7)
의약품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 Research, CDER)는 FDA의 의약품을 다루는
조직이며,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및 의약품심사부와 같은 기능의 조직으로, 미국인이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확실히 이용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CDER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성 감시를 위해 수집하던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센티넬 이니셔티브(Sentinel Initiative)의 새로운 5개년(2019-2023)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007년 FDA에서는 시판 후 약물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미국의 식품의약품청 개정법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FDAAA) 개정법 통과 이후, 약물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인 센티넬 이니셔티브(Sentinel Initiative)를 운영하고
있다. 센티넬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단계로 센티넬 시스템(Sentinel System)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미니 센티넬(Mini-Sentinel)을, 2016년에는 풀 스케일(Full-scale) 센티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현재 센티넬은 의료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실제(real-world) 근거 과학을
발전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7) FDA 홈페이지 (https://www.fda.gov/safety/fdas-sentinel-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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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변화하는 의약품 개발 및 안전 생태계에 맞춰 센티넬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
자연언어 처리, 기계학습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나오는 혁신에 투자하고, 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접근 및 사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센티넬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2023년까지 다양한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이 헬스케어 의사결정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 데이터와 근거 생성을 위한 과학 자원센터 마련 등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센티넬 이니셔티브에서는 5가지 전략적 목표(▲데이터,
인프라, 운영, 기술을 포함한 센티넬 시스템 기반 강화 ▲데이터 과학과 신호 탐지 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센티넬의 안전성 분석 능력 향상 ▲실제 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RWE)에 대한 실제임상자료
(Real-World Data, RWD) 사용 가속화 및 접근성 확대 ▲이해관계자의 생태계 확대 ▲혁신을 장려하고
FDA의 과학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식 보급 및 규제과학 발전)를 계획하였다8).

출처：FDA, Sentinel System – Five-Year Strategy 2019-2023

[그림 4] FDA 센티넬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 컨셉 비전

8) 美FDA 데이터 혁신 전략, 시판후 안전성 감시 넘어 활용도↑, 메디게이트뉴스, 2019.1.23. 게시
(http://www.medigatenews.com/news/2217152038/ , ‘19.4.11 검색)

8 ｜ 식의약

안전분야 해외 정책전략 동향분석

□ FDA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는 질병 위협의 대비책 강화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임시
전략계획 (Interim Strategic Plan 2017–2019)」을 발표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CBER)는 사람의
질병⋅질환을 예방⋅진단하고 부상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생물학적제제(백신, 알러지원, 혈액 및
혈액제제, 세포, 조직, 유전자치료제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부서로서, 개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CBER은 생물의약품 분야의 규제과학 및 연구에 대한 전략이 담긴 기존의 「Strategic Plan for
Regulatory Science and Research(2012-2016)」9)에서 3개년 확대한 「Interim Strategic Plan
(2017-2019)」10)를 수립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기존 전략계획상 6가지 주요목표는 유지하되 새로운
규제 입법, 세계보건수요 대응역할 확대, 규제과학기술 혁신 및 조직개편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략을 일부 개정하였다.

6가지의 목표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 유행성 독감 및 신종 감염병으로부터의 위험에 대처할 국가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유행성 독감에 대비 ▲우선순위가 높은 의약품(의료대책 포함)의 개발, 평가 및 접근성 제고
▲응급상황에서 혈액과 조직을 안전하고 충분하게 공급받기 위한 시약 개발, 신규 시험법 평가 및
정책시행을 세부목표로 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둘째, 연구 및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및 신종위험에 대처할 연구 및 정보공유 촉진 ▲위중한 의료수요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생물학적제제를 전 세계적으로 용이하게 함 ▲기존 규제기준의 조정 및 신규 분야 생물학적제제
규제기준의 사전조화를 위한 노력 ▲생물학적제제 표준물질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한 국제적인 과학적
노력에 대한 협력을 세부목표로 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셋째, 진보적인 과학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 제품 개발⋅검토를 위한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및 기타 최첨단 과학기술을 규제감독에 통합
▲바이오마커와 적응설계를 통한 임상시험에서 제품의 유효성평가의 개선 ▲동물모델 개발을 포함한
제품 검토를 용이하게 하는 규제과학 연구의 발전 및 규제정책의 업데이트 ▲생물학적제제 제조능력
향상 및 품질 제고 촉진을 세부목표로 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9) CBER Strategic Plan for Regulatory Science and Research 2012-2016, FDA
10) CBER Interim Strategic Plan FY 2017–2019,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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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생물학적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승인된 생물학적제제의 안전성 및 품질을
모니터링 강화목적의 의료 데이터의 사용 ▲향상된 규제제품 역학⋅위험평가를 위한 통계데이터 분석
및 수학모델 개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안전한 제품 사용 증진을
세부목표로 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다섯째, 규제과학 및 규제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개념, 방법, 모델, 시약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생물학적 제제, 인체조직, 혈액제제 규제의 과학적 근거를 발전시켜 안전성, 유효성, 품질, 일관성을
강화 ▲예측성이 향상된 비임상모델⋅시험방법을 개발하여 CBER 규제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동물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거나 개선하거나 대체 ▲새로운 통계학적, 역학적, 수학적 모델링
접근법을 적용하고, 일반⋅특수모집단의 유익성-위험성 평가정보 제공을 위한 환자조언(patient input)을
고려함으로써 신규 바이오마커, 대규모의 과학적 의료데이터세트 및 임상연구의 혁신적인 설계 및 분석에
따른 CBER 규제 제품 관련 임상평가 개선 ▲신흥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미래의 규제 및 공중보건
과제에 대비하고 다양한 과학적 전문지식 개발 및 유지를 세부목표로 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여섯째, 조직의 우수성과 책임에 대한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력을 채용, 개발,
유지 및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자원 및 재무 관리 책임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 무결성 및
책임감을 보장하며 ▲CBER 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내부 및 외부 잠재
고객 모두의 정보 요구 및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적 의사 소통을 보장하고 ▲최첨단
통합정보 및 공유 데이터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IT 현대화 프로그램을 구현하며 ▲FDA의 전반적인
운영 및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문화를 육성하고 ▲투명성, 공동
작업 및 참여를 향상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1> CBER의 규제과학 및 연구에 대한 전략계획 (2017-2019)
No.

1

목표

전략

테러, 유행성 독감 및

 전국적인 유행성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

신종 감염병의 결과로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제품(의료 대책 포함)의 개발, 평가 및 가용성 촉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혈액제제 및 조직 공급을 위해

국가의 준비 강화

시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방법을 평가하며, 정책을 시행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및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 및 정보
공유를 전 세계적으로 촉진
연구 및 정보 공유 등
2

 백신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접근을 용이하도록 함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  세계 생물 건강 증진을 위한 생물학적 제제 분야에 대한 기존 규제와 새로운
공중보건 향상

규제에 대한 표준화 작업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표준물질 및 표준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과학적 노력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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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목표

전략
 게놈, 프로테오믹스 및 기타 최첨단 과학 기술을 규제 감독에 통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3

생물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 기술
진보 역량 강화

제품개발 및 검토를 신속하게 처리

 바이오마커 및 적응형 디자인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에서 제품 효능 평가를
향상

 관련 규제의 과학 연구 및 규제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관련 동물 모델의 개발을
포함하여 제품 검토를 용이하게 함

 생물학적 제제 생산 능력 향상 및 제품 품질 향상
 허가된 생물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사용
확대
4

생물의약품의 안전 보장  규제제품(regulated products)의 역학 및 위험 평가 개선을 위한 통계
데이터 분석 및 수학적 모델 향상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안전한 제품 사용 촉진
 새로운 개념, 방법, 모델 및 시약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안전성, 효과성,
품질 및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물학적 제제, 인체조직 및 혈액제제
규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발전

 CBER 규제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해 동물의 사용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가치가 있는 비임상 모델 및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실행 가능한
5

사전 규제과학 및 연구

경우 줄일 수 있도록 수정 또는 대체

 새로운 통계, 역학 및 수학적 모델링 접근법을 적용하고, 환자조언을 고려하여
CBER 규제 제품에 대한 임상 평가를 새로운 바이오 마커, 대규모 과학 및
의료 데이터 세트, 임상 연구의 혁신적인 설계 및 분석을 통해 향상

 신흥 과학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의 규제 및 공중보건 문제를
준비하고 다양한 과학적 전문 지식을 개발하고 유지

 세계적 수준의 인력을 채용, 개발, 유지 및 전략적 관리
 자원 및 재무 관리 책임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 무결성 및 책임감
보장

 CBER 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
6

조직의 우수성과 책임에
대한 관리

 내부 및 외부 잠재 고객 모두의 정보 요구 및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적 의사소통 보장

 최첨단 통합정보 및 공유 데이터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IT 현대화 프로그램
구현

 FDA의 전반적인 운영 및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문화 육성

 투명성, 공동 작업 및 참여 향상
출처：CBER Interim Strategic Plan 2017–2019, FD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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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최신 뉴스를 통한 2019년 주요 활동

의약품 중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FDA의 강력한 실행 조치 추진,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임상시험 설계 등에 대한 정책 계획을 발표

□ 오피오이드 중독 예방을 위한 2019년 계획 설명11)
2019년 2월 26일 FDA는 보도기사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로 인한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사망자 7만 2천명 중 절반가량인 약 3만 명이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제품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으며12), 2017년에는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13).

2019년에 계획한 FDA의 실행 조치로는,
첫째, 오피오이드 약물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해 오피오이드가 포함된 의약품에 대해 단위 투여
포장을 의무화하는 초기 단계를 실행할 계획이다. 특정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아편류 진통제의 방출
제제를 경구 투여할 경우 외래진료 시 투약을 위하여 소포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오피오이드의 과잉 처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오피오이드 제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계획(Risk Evaluation
and Mitigation Strategy, REMS)14)의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실행을 계획하였다.
둘째, 약물 중독 치료제인 날록손(naloxone)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 OTC drug)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날록손 제조업체가
일반의약품시장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약물 사용법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의약품설명서(Drug Facts
Labels, DFL)를 개발하는 작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셋째, 중독성이 없는 통증 치료에 대한 연구와 혁신을 위하여 2019년에는 급성 및 만성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비아편유사 진통제 개발을 위한 적절한 임상시험 접근법에 대한 지침 발표를 계획하였다.

11) FDA 보도자료(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632067.htm)
12) 약물중독 비상 걸린 美…진통제 펜타닐, 대량살상무기 지정 검토, 매일경제, 2019.04.22. 게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48288/ ‘19.04.23. 검색)
13) 트럼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비상사태 선포, 연합뉴스, 2017.10.27. 게시
(https://www.yna.co.kr/view/AKR20171027001051071, ‘19.04.23. 검색)
14) 위해성 관리계획(REMS)：의약품 품목허가 시 시판 후 의약품 안전성 이슈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여 위해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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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불법 오피오이드 및 기타 불법 의약품의 판매나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FDA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파트너십을 맺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경에서 각 기관의 검사 및 탐지 기능을 극대화하여 불법적인 의약품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계획하였다.

□ 세포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정책 의제 발표15)
FDA는 활성 세포 기반 또는 직접 투여하는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IND) 신청이 2020년까지 매년 200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후보제품(pipeline products)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연간
10-20개의 치료제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FDA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2019년 신약 지침 및 기타 의약품 개발 체계 발전을 위한 최종 지침 발표에 앞서 지침에 대한
주요 의제를 제시하였다.

FDA가 제시한 주요 의제는,
첫째, FDA는 첨단재생치료제 지정(Regeneratie Medicine Advanced Therapy designation, RMAT)
및 신속심사(accelerated approval)를 포함해 빠른 허가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상태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보다는 신속한 승인을 통한 유전자 치료제 적용이 치료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의약품 개발 영역과 관련된 임상지침서(Clinical guidance documents)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다. FDA는 2018년 혈우병과 망막장애, 희귀질환에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16), 2019년에는 특정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문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CAR-T 세포와 같은 세포 기반 유전자 치료제의 제조에
관한 지침, 안전하고 효과적인 세포 기반 재생의료 치료제를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도 계획하고 있다. 추가로 2019년에 발표될 지침 중에는 소규모 스폰서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15) FDA 보도자료(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629493.htm)
16) "2025년까지 매년 세포유전자치료제 10~20개씩 승인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2019.01.17.게시
(http://www.medigatenews.com/news/2822480772, ‘19.4.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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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주요 시사점
최근 FDA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 기술 관련 정책 동향은 「센티넬 이니셔티브 5개년 전략(2019-2023)」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기존의 「센티널 플랫폼」에서 수집한 시판 후 안전관리 중심의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ICT기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과학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여 기존의 분석능력을
혁신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며, 2023년까지 단계별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그 외 국가적 최근 이슈인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통증 치료제로서
비아편유사 진통제 개발 관련 연구를 함께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며, 세포 기반 및 유전자 치료기술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 임상시험 설계 등 제도적 장치를 가동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3 의료기기 분야
2.3.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FDA는 「Medical Device Safety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의료기기 데이터 확보 및 의료기기 안전
방안을 제시

□ FDA의 의료기기⋅방사선보건센터(CDRH)에서는 「Medical Device Safety Action Plan」17) 발표
FDA의 의료기기⋅방사선보건센터(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및 표시 기재를 포함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기기의 시판 전 승인(Pre-Market Approval, PMA), 제품개발 계획서(protocol),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적용면제(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IDE), 시판 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 PMN, 510(k)) 등에 대한 심사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DRH는 2018년 4월 「Medical Device Safety Action Plan」을 통해 환자 보호,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주요 분야를 발표하였다. 주요 분야는 총 5가지로 ▲미국 내 의료기기의 환자 안전망 구축 ▲시판
후 리스크 완화(Postmarket mitigation) 조치의 적절한 구현 및 간소화된 규제 모색 ▲안전한 혁신
17) Medical Device Safety Action Plan,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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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촉진 ▲첨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제품의 전주기(Total Product
Life Cycle, TPLC) 접근법 사용 촉진을 위한 CDRH의 시판 전 및 사후관리 부서 및 활동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미국 내 의료기기의 환자 안전망 구축을 달성하고자 환자 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감시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기술 국가평가시스템(National Evaluation
System for Health Technology, NEST)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NEST는 FDA에서 현재 사용 중인
수동 감시 방식을 보완하는 능동적 감시 및 평가시스템을 목표로 구축된 국가평가시스템으로 시판 후
데이터 수집, 품질 등을 최적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탐지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NEST의 데이터는 장비 레지스트리, 전자 건강 기록, 의료 청구 기록, 환자 생성 데이터
및 기타 출처로부터 획득된 다양한 전자 건강정보를 활용한다.
시판 후 리스크 완화(Postmarket mitigation)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제공되는 기기에
대한 라벨에 정보가 필요하며, 추가 교육이나 사용자 교육을 통해 장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CDRH는 시판 전후 담당 부서(Premarket and postmarket offices)의 통합과 더불어 전문가가
사전 및 사후 정보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TPLC 전반에
걸쳐 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시판 전 심사,
시판 후 감시, 제조공정 및 제품 품질, 강화, 임상적 근거 기반 분석을 수행하는 업무들을 분담. 이를
통해 의료기기가 시기적절하게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실제 의료 환경에서 기기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획득하고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해 더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2 최신 뉴스를 통한 2019년 주요 활동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반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의 혁신 추진

□ 새로운 뇌 임플란트의 장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 발표18)
2019년 2월 22일 FDA 보도자료에 따르면, FDA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 장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 초안을 발행하였다고 밝혔다. BCI 장치는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여 뇌신경신호를 실시간 해석하여 활용하거나, 외부 정보를 입력하고 변조하여
인간 능력을 증진시키는 침습적 및 비침습적 융합기술’을 총칭한다.19)
18) FDA 보도자료(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631844.htm)
19) NDSL 홈페이지(http://www.ndsl.kr/ndsl/issueNdsl/detail.do?techSq=286, ‘19.04.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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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지침에는 BCI 장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임상시험 및 임상연구 설계에 대한 개발자
권장 사항과 새로운 장치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설계에 기술적 조언이 포함되어
있다. 지침 초안은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완화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임상시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변경사항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제시20)
FDA는 2019년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면서도 실제 학습(real-world learning)과 적응을 통해
변경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에 대한 '총 제품 수명주기(Total Product Life Cycle, TPLC)' 기반
규제 프레임워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21).
FDA는 2018년 시력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안질환인 당뇨병성 망막증을 진단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장치와 환자들에게 뇌졸중 가능성을 경고하는 인공지능 기반 장치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의료기기 장치 승인은 질병의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기반의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와 기기 규제를 위하여, FDA는 "인공지능/
기계학습(AI/ML) 기반의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SaMD)로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토론 논문 및 의견 요청(Proposed Regulatory Framework for Modifications to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 (AI/ML)-Base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Discussion
Paper and Request for Feedback)22)" 토론문을 발표했다. 이 토론문에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기반의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시판 전 검토의 잠재적인 접근법에 대해 FDA의 토대를 기술하고 있다.
FDA의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기존 체계는 맞춤형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
FDA의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한 현행 접근 방식에 따라,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반 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로서 변화의 많은 부분이 시판 전 검토를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 FDA 보도자료(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635083.htm)
21) US FDA, AI 및 ML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변경사항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시, 의료기기뉴스라인, 2019.4.8.
게시(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5, ‘19.4.23. 검색)
22) FDA 홈페이지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oftware-medical-device-samd/artificial-intelligence-and-machin
e-learning-software-medical-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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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주요 시사점
FDA는 의료기기 데이터 확보 및 의료기기 안전 방안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의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혁신과 그에 따른 의료기기
안전규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2.4 독성 분야
2.4.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FDA의 국립독성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Toxicological Research, NCTR)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유독성 화학물의 독성을 탐지해 내기 위한 혼합물 검사, 유독성 화학물의 완화제 조사, 독성 유발 인자의
발생과 번식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며 각종 규제조치와 관련된 기초과학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NCTR 전략계획(Strategy Plan 2014-2017)23)에 따르면 HHS(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 보건복지부)의 전략목표와 FDA의 규제과학 연구와 연계하여 NCTR은 3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❶ 공중보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접근방법과 기기를 발전
∙ 효율적인 규제 프로세스 및 개별화된 공중보건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기를 개발하고
조사 및 연구를 수행
∙ 연구대상은 식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인체 및 동물 약품, 담배제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FDA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한 동물실험 결과를 임상시험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 계획
❷ 규제과학 연구에서 글로벌 상호작용을 촉진
∙ NCTR은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규제과학 연구 및 교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참여
❸ 행정관리 개선 및 HHS 및 FDA의 과학기술 목표를 지원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방법 개발
∙ 재능 있는 과학자와 직원을 모집하고 유지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NCTR의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집중
현재, 「Strategy Plan 2014-2017」이후 새로 발표된 전략 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23) NCTR Strategic Plan 2014-2017,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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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각 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Toxicology Working Group은 6가지 목표를 설정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24).
❶ 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FDA 센터 간의 의사소통 촉진, FDA 자원을 활용하여 독성학적
예측기법 및 신기술의 규제 적용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 형성
❷ 훈련(Training)：새로운 독성학적 예측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제공
❸ 지속적 커뮤니케이션(Continued Communication)：새롭게 검증된 독성학 데이터를 규제에 통합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토론

24) FDA’s Predictive Toxicology Roadmap, 2017.12,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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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협력(Collaborations)：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방위고등연구계획국),
FDA, NCATS(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 국립중개과학발전센터)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장기간 협력 촉진
❺ 연구(Research)：바이오마커 독성에 관한 정보 및 해석, 정밀 의학 등 FDA 내⋅외부 연구 촉진
❻ 관리(Oversight)：각 센터별 지속적인 의사소통 보장을 위해 아이디어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조성, 신기술 설명회 등 추진

출처：FDA, FDA's Predictive Toxicology Roadmap

[그림 5] FDA의 예측적 독성학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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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최신 뉴스를 통한 2019년 주요 활동
전자담배(ENDS)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시행, 임상시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지침 발표

□ 전자담배(ENDS)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표25)
FDA는 2019년 3월 13일 담배⋅민트⋅멘톨향 전자담배와 같은 가향 전자식 니코틴 전달 시스템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에 대하여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기 위한 신규
정책 초안을 발표하였다.
FDA는 2017년 7월 담배의 니코틴 함량 저감 조치 및 가연성 담배를 대체하는 신제품 개발 장려
정책 내용을 담고 있는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제 계획 발표 이후에도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ENDS 특히, 과일향(딸기, 체리 등), 음료향(커피, 소다 등)을 첨가한 ENDS
흡연율이 급증하였다. 연방질병통제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전년 대비 각각 76%와 48%씩 증가하였고, 2018년 10월 한 달 동안 최소 1차례
이상 전자담배를 피운 청소년이 무려 360만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20%를 넘는 수치를 보여주었다26).
현재 규제 정책에서는 2022년 8월까지 모든 ENDS에 대해 시판 전 검토 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현재 규제 정책을 끝내고, 수정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전자담배 제조사 및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기호성이 높은 가향 ENDS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NDS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TV 광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2019년 청소년의 흡연율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계획했다.

□ 임상시험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표27)
FDA는 2019년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치료를 뒷받침하는 정밀의료 기술에 맞춰 보다
적합한 임상시험 규제 프레임워크 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FDA는 복잡하고 어려운
25) FDA 보도자료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statement-fda-commissioner-scott-gottlieb-md
-advancing-new-policies-aimed-preventing-youth-access)
26) 美FDA, 가향 전자담배 청소년 대상 판매 규제키로, 매일경제, 2018.11.16. 게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11/719503/, ‘19.04.27. 검색)
27) FDA 보도자료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statement-fda-commissioner-scott-gottlieb-m
d-new-strategies-modernize-clinical-trials-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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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의료기술의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의뢰자(Sponsor)와 임상연구기관 간 혁신적인 접근 방식(예.
마스터 임상시험 프로토콜 시험 설계(Master Clinical Trial Protocol)28)) 적용을 지양하였다. 그러나
임상시험에 있어 복잡한 과학기술적 문제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될 당면과제이며, 업계 및 학계는
혁신적 방식에 대한 투자와 상호간의 협업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새로운 인센티브 지원 방식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상시험 인프라 현대화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둔 워크샵과 추가
지침을 통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FDA는 중환자들을 종양학 임상시험에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시험의뢰자 대상 지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밀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업계 대상 추가적인 지침과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위해성 기반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약물과 바이오 제제의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시험 전략 및 모니터링에 대한 위해성 기반의 접근법이 포함되어 있다.
더하여 FDA는 생명을 위협하는 혈액질환 의약품의 비임상시험 개발(Severely Debilitating or Life
Threatening Hematologic Disorders：Nonclinical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s, SDLTHDs)에
있어 산업계에서 참고할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는 생체외(in vitro) 및 동물 모델에 대한
비임상시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비임상시험은 환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동물 사용을
피하면서도 임상시험용 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영향에 대해 참여자의 이해를 향상시킴으로써
능률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4.3 주요 시사점
미국 FDA는 2017년 ‘New Comprehensive Tobacco Framework’29)를 발표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중독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고, 성인 흡연율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담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급증하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미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소매점에 대해 강한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FDA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정밀의료 기술에 맞춰 임상시험의 현대화된 접근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및 감독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하며 임상시험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28) 美임상개발 효율화 방안 속속 공표, 의학신문, 2018.8.10. 게시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80)
29) FDA 홈페이지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ctp-newsroom/fdas-comprehensive-plan-tobacco-and-nicotin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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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3.1 식품 분야
3.1.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EFSA는 푸드시스템(생산-관리-유통-소비 등)에서 관련 리스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식품 및 사료의 안전을 위한 「EFSA Strategy 2020」을 수립하여 시행 중

유럽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식품안전청)는 유럽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기관으로
식품 및 사료, 동물 건강 및 복지, 영양 및 이와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EU의 리스크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FSA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권고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EU 회원국, 기관 파트너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
• 식품⋅사료 안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리스크의 식별, 특성화 및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일관된 방법론 개발
• 대중에게 과학 결과와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
•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조언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EU 회원국, 기관 파트너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 식품 및 사료의 안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리스크의 식별 및 모니터링방법론 개발
및 데이터 수집⋅분석
• 과학적 결과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

최근 EFSA는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식품 및 사료의 우선순위 선정, 안전성 검증을 핵심으로 하는
「EFSA Strategy 2020」을 발표30)하였으며, 5가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추진 중이다.

30) FSA Strategic 2020, EFSA Programming 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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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SA Strategy 2020」의 5가지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31)
❶ 과학적 평가 과정에서 공공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우선시한다.
❷ 증거 기반을 넓히고 데이터의 접근을 최적화한다.
❸ EU의 과학적 평가 역량과 지식공동체를 구축한다.
❹ 미래의 리스크 평가 과제를 대비한다.
❺ EFSA의 가치를 반영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한다.

위의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개발할 핵심가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과학적 우수성」으로 과학자 등 인적 네트워크의 전문성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여 수준 높은 과학적 자문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독립성」으로 부당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전문가, 데이터, 방법 등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 번째는 「개방성」으로 공개적이고 신속하게 소통하는 것은 EFSA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정보의 투명한 공개뿐만 아니라 민간에게 위해평가 업무에 참여시키는 등 미지의 과학적
잠재력과 연결한다. 네 번째는 「혁신」으로 능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도전 과제 발굴하고,
규제과학이 자연과학, 산업 및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야 하고, EU 식품안전 시스템이 과학적이며
행정적인 사고와 실천의 최전방에 서도록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데이터와 작업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협력」으로 EU의 식품안전 전문가와 전 세계의 지식을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우수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가능한 리스크 평가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전략별 2019년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적 우수성」 목표 달성을 위해 ▲TERA(The transparency and engagement in risk assessment)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시행 ▲살모넬라균 평가 결과 기반으로 일본 시가현에 과학적 자문 제공
▲수산물의 운송 및 저장 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평가 ▲환경오염물질
(염화파라핀(Chlorinated Paraffins), 과불화옥테인술폰산(Perfluoroalkyl Sulfonate, PFAS),
아질산염 및 질산염의 브롬계 난연제), 천연 독소(마이코톡신(mycotoxin)), 식품 등에 함유된 식물성
독소(글리코알칼로이드(glycoalkaloid), 퀴놀리지딘 알칼로이드(quinolizidine alkaloid)) 등 허가되지
않은 약리학적 활성 물질 및 사료 내 오염물질 평가 ▲비스페놀 A의 일일섭취량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

31) 이주형, 주요국(EU)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2018,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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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2018년 NIEHS/NTP/FDA Clarity BPA 연구결과를 포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된 식품
관련 식품 첨가물의 재평가 ▲식품 효소에 대한 과학적 자문 제공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미디어 지원 및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성」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데이터 전송을 위한 SSC2(표준샘플, 버전2) 공통표준화
작업은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식량 소비, 식물 및 동물의 건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 촉진,
오염원에 대한 정보는 리스크 관리자에게 지속 제공 ▲데이터 수집을 위해 R4EU(R서비스)플랫폼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개방성」 목표 달성을 위해 ▲인재 육성 ▲EFSA 직원 및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EU-FORA(European Food Risk Assessment) 펠로쉽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식품안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혁신」 목표 달성을 위해 식물 건강 분야에서는 ▲식물 건강 위험에 대한 미디어 모니터링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개발(예, The EU Pollinators Initiative), 동물 건강 분야에서는 ▲질병
발생 및 감시 등 관련 데이터 수집의 자동화 ▲노로바이러스, AMR(항생제 내성)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개발, 영양 분야에서는 ▲살충제 축적에 관한 보고서 지속적으로 발생 ▲유전 독성에 대한 QSA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모델의 적용 가능성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U 회원국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새로운 MMF,
펀딩 등 제도적 변화 등)에 대한 파악, 현재 추진 중인 전략의 평가 등을 통해 「EFSA Strategy 2020」
이후 전략 수립 준비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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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최신 뉴스를 통한 2019년 주요 활동

혼합화합물 등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관련 데이터 공개를 통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그 외 살모넬라증 (salmonellosis)과 같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의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을 감지하여 이를 염두에 둔 정책 추진 필요성 제기

□ EFSA는 2019년 1월, EU 전체의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조사 및 위험평가 시 사용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공개32)
2019년 1월 17일, 발표된 보고서에는 EFSA는 식품 소비 습관, 식품 내 살충제 등 잔류물질, 식품
내 화학적 오염물질 등의 영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식품
및 사료의 위해성 평가 근거자료의 투명성, 재현성 및 재사용 여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EFSA의
개방형 저장소(Knowledge Junction33))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데이터세트는 올해 게시된다.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공유는 소비자들이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식품 생산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2월, ECDC(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와 EFS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34)
캄필로박터증(campylovacteriosis)과 살모넬라증(salmonellosis)과 같이 인수공통감염병을 치료하는
항균제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흔한 감염병의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나, 통제 불가능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19년 3월, EFSA는 식품 및 사료에서 혼합화학물질의 잠재적인 복합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EU 규제 요건에 반영35)
사람, 동물 및 환경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화학물질에 노출 될 수 있으며 화학물질이 작용하는 경우의
수는 무한하다. 따라서 EFSA는 리스크 관리자를 지원하고, 리스크 평가자를 위한 과학적 접근법

32)
33)
34)
35)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90117
https://zenodo.org/communities/efsa-kj/?page=1&size=20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90226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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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했다. 이 접근법은 복합화학물질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평가할 때 기본 평가기법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 혼합물의 평가는 단일 물질의 평가와 유사하게 이뤄진다. 먼저 사람, 가축 또는 새나
벌 등의 야생동물 중 누가 먼저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혼합물
또는 각각의 개별성분의 독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복합 노출 및 독성을 비교함으로써 리스크를
정량화한다.

출처：http://www.efsa.europa.eu/en/interactive_pages/MixTox

[그림 6] 혼합 화학물질에 대한 사람, 농장 및 야생동물의 노출

□ 2019년 4월, 살충제 관련 peer review를 위한 서류 및 평가보고서 작성 관련 신규 지침 제공36)
EFSA는 살충제 활성 물질 peer reivew를 위한 서류 및 평가보고서 제출에 관한 행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데이터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농약 유효성분의 승인, 갱신 등을 처리하기
위한 EFSA의 절차나 평가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36)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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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EFSA, 2019 EFSA Supproting Publications

[그림 7] EFSA에 DAR(Draft Assessment Report)를 제출하는 주요 단계

3.1.3 주요 시사점
EU의 EFSA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food-chain)의 위험요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EFSA Strategy 2020」을 수립하고, 5개의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식품 및 사료에서의 복합화학물질,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위험성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EFSA는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데이터 공개를 통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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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약품 분야
3.2.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EMA는 의약품 평가와 감독을 통해 국민건강과 동물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규제과학전략 2025’를 수립하여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적용하는 규제
표준 및 도구 개발에 기여

EMA(European Medicines Agency, 유럽의약품청)는 EU에서 의약품의 과학적 평가, 감독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의 약 40개 의약품 규제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European medicines network)를 활용해 의약품 규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사람
또는 동물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평가와 감독을 통해 국민과 동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MA는 사람 및 동물용 의약품 판매 허용 승인 과정(centralised procedure) 내 판매허용 신청서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미 시판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과학적 평가(referral procedures)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2월 EMA는 6개월간의 공개협의를 위해 ‘규제과학전략 2025년’ 초안을 발표했다37). 이
전략은 향후 5~10년 동안 사람과 동물 의약품 관련 규제과학에 기관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안된
계획이다. ‘규제과학전략 2025’는 인체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에 따르면 규제과학은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적용되는 의약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규제 결정에 도움을 주는 분야로 이는 기초과학,
응용생물의학 및 사회과학을 포함하고 규제 기준 및 도구의 개발에 기여한다. 또한, 이 전략은 다음
EU의 의약품 네트워크 전략(2020~2025)에 대한 비전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의 다섯가지 핵심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의학 발전에서의 과학과 기술의 통합 촉진
∙ 협업을 통한 증거 생성 추진 – 평가의 과학적 품질 개선
∙ 의료시스템(인체의약품 전용)과의 파트너십 통한 환자 중심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37) https://www.ema.europa.eu/en/news/regulatory-science-2025-launch-six-month-public-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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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건강 위협 해결
∙ 규제과학에서의 연구 및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활용

3.2.2 최신 뉴스를 통한 2019년 주요 활동

의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리스크 검토, 백신 성분 권고안, 의약품 안전기능 향상을
위한 포장재의 안전장치 장착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규제/지침이 마련되어 추진 중

□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새로운 안전 기능38)
2019년 2월 9일부터 대부분의 처방의약품과 EU에서 공급하는 인체사용 의약품 외부포장에 고유
식별자(2차원 바코드)와 변조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안티템퍼링(Anti-tempering)장치는
제품의 포장지가 개봉 또는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여 포장지의 표시내용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 기능이다. 이러한 필수 안전기능은 의약품 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EU 전략 중
하나인 위조의약품지침(Falsified Medicines Directive)의 핵심사항으로, 2025년까지 기존의 추적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EU/EEA 회원국에 적용된다.
이러한 안전기능은 품질이 낮거나, 복용량 표시가 잘못되어 잠재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조의약품으로부터 유럽 시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019, 2020년 독감 백신 성분에 대한 EU의 권고사항 발표39)
EMA는 백신 제조업체들이 2019년 가을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에 포함시켜야 하는 바이러스 균주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장사항에는 비활성화된 인플루엔자 백신에 적합한 H3N2 균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백신 표준화를 위한 시약목록도 업데이트 되었다. 세부적인 사항은 EMA의 BWP(Biologics
Working Party) Ad-hoc Influenza Working Gro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Ad-hoc Influenza Working Group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대한 EU의 지침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38) https://www.ema.europa.eu/en/news/new-safety-features-medicines-sold-eu
39) https://www.ema.europa.eu/en/news/update-eu-recommendations-20192020-seasonal-flu-vaccin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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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부터 백신제조 업체는 아래의 세 가지 바이러스 균주를 포함해야 한다.
∙ A / Brisbane / 02 / 2018 (H1N1) pdm09 유사 바이러스
∙ A / Kansas / 14 / 2017 (H3N2) 유사 바이러스
∙ B / Colorado / 06 / 2017 유사 바이러스(B / Victoria / 2 / 87 혈통)

□ 2019년 4월, EMA는 다발성경화증 의약품인 Lemtrada(alemtuzumab)에 대한 면역계 매개
질환과 심장 및 혈관 문제에 대한 검토 시작40)
유럽 약물감시 위험평가위원회(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PRAC)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렘트라다(성분명：알렘투주맙)의 이상반응 등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투여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투여대상은 2개 이상의 치료법을 사용했음에도 재발 완화형 다발성경화증(Relapsing-remitting MS,
RRMS)이 다시 생긴 성인 환자 또는 렘트라다 외에는 치료법이 없는 환자로 제한하며, 현재 렘트라다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사용 유무를 정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기타 렘트라다 투여
시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도 환자와 의료전문가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품 정보 업데이트를 권장했다.
EMA의 PRAC에서 렘트라다와 관련된 데이터 평가 및 검토가 완료되면 EU의 인체적용의약품자문위원회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 자문을 거쳐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3.2.3 주요 시사점
EU의 EMA에서는 의약품 평가와 감독을 통해 국민 및 동물 건강 보호,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과학전략 2025’를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EMA에서는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재검토하여 조치사항 및 독감 백신 성분에 대한 EU의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40) https://www.ema.europa.eu/en/news/use-multiple-sclerosis-medicine-lemtrada-restricted-while-ema-reviewon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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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료기기 분야
3.3.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2020년부터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의료기기규제)은 EU 전역에 일괄적으로 강제 적용될
예정으로 EU의 의료기기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의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평가,
임상평가, 사용적합성, 사후시장조사, 사후임상 추이관찰 등을 제품에 적용하고 문서화해야 함

유럽 내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단일 기관(Agency)은 설립되어 있지 않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내수시장⋅산업⋅기업가정신⋅중소기업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DG GROW), 보건식품안전총국 유닛-F(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 Unit F, DG SANTE Unit F), 공동연구개발센터(Joint
Research Center, JRC)에서 유럽 의료기기 규정의 제⋅개정 및 시행, 회원국 간의 소통을 주관하고
있으며41), 회원국의 의료기기인증기관운영단(Notified Body Operatioins Groups)을 조직하여
규제조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U는 의료기기를 일반의료기기(Medical Device, MD), 체외진단용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
Devices, IVD), 능동이식형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AIMD)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서 유럽인증은 일반의료기기, CE(Conformité Européene)/MDD(Medical Device Directive),
체외진단의료기기 CE/IVD(In Vitro Diagnostics), 능동이식의료기기 CE/AIMD(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가 있다. 인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인증심사를 받은 후에 CE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유럽 시장에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해당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제조사들의 제품뿐만 아니라 품질 시스템 또한 평가되며, 제품판매에 앞서 C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럽의 의료기기 시장은 가장 진입이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지며, EU의 규제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유럽으로의 의료기기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2017년 7월
이전까지는 의료기기지침(MDD, Medical Devices Directive)이 규제의 기준이었으나, 의료기기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지침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지침에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되어 의료기기규제(MDR：Medical Device Regulation)라는 이름으로
강화되었다. 이 규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간 최종 3자회담을 통해 MDR이 2017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41) 이정림, 유럽의 의료기기 규제강화에 대비한 허가 및 안전관리 체계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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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MDD(93/42/EEC) 및 AIMD(90/385/EEC) 지침을 대체하는 MDR은 2017년부터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일괄적으로 강제 적용될 예정이며, EU 규정에 따라 MDR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EU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필수 요구사항과의 부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평가, 임상평가, 사용적합성, 사후시장조사, 사후임상 추이관찰 등을 제품에
적용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3.3.2 최신 뉴스를 통한 2019년 주요 활동

현재 시범운영중이며, 2020년 일괄 적용 예정인 MDR 규제체계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특정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관련 의료기기에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

□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표42)
EMA는 2019년 2월 신청자가 EU의 새로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첫번째 지침을
발행했다. 새로운 규정은 특정 유형의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과 관련하여 EMA 및 국가 관할 기관(NCA)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담고 있고 있으며, 향후 의약품과 의료기기간의 전통적인 경계가 모호한,
즉 ‘경계제품’ 및 체외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범주의 의료기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Q&A 문서를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MA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EU 내 규제기관 및 제약⋅
의료기기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3.3.3 주요 시사점
EMA는 기존의 의료기기지침(MDD)에 이⋅미용 제품의 일부 품목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의료기기규제(Medical Device Regulation, MDR)를 마련하여 2017년 7월
1일부로 일괄 적용하였다. 이는 3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EU 전역에 일괄적으로 강제적용
될 예정이다. 이 규제는 필수 요구사항과 부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평가, 임상평가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품에 적용하고 문서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제품뿐만 아니라 품질평가, 사후평가 등에도 강화되는 규제 및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42) https://www.ema.europa.eu/en/news/first-guidance-new-rules-certain-medical-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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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독성 분야
3.4.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표시, 판매 등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2014/40/EU 지침」에서는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할 방법, 측정된 결과를 검사할 연구소에
대해 규정

EU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을 통해 담배제조회사가 담배 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당국이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담배제품 생산, 표시, 판매 관련 지침(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지침(2014/40/EU)」43)에는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기준, 온라인 판매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및 기타 물질에 대한 최대 배출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이러한 물질의 측정방법
및 측정이 승인된 실험실의 목록, 추진절차를 규정(제4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담배 제품의 성분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며(제5조) 담배에 포함되는 특정 첨가물에 대한 보고의무를
적용하는 조항(제6조)도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특정 향미를 지닌 제품의 판매 금지(제7조), 외부
포장에 대한 조항(제8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3.4.2 최신 뉴스를 통한 2019년 주요 활동

EU는 약물이상반응 보고 및 안전 신호 탐지 기능을 향상시킨 개선된 EudraVigilance 시스템이
운영중이며, 담배규제 정책의 시행을 계량화하기 위해 TCS(Tobacco Control Scale)가 도입되어
지속적인 담배 통제 정책 시행이 필요함을 뒷받침함

43)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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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draVigilance 시스템 개선으로 약물이상반응 보고 및 안전신호 탐지 기능 향상44)
EudraVigilance 는 EU 임상시험에서 승인되거나 연구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18년에만 약물이상반응 신고가 200만건 이상 접수되었다.
EMA와 관할 당국은 새로운 약물이상반응이 있는지, 의약품의 전반적인 유익성-위해성 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에 보고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총 1,450만건이 넘는 개별 사례의 안전성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약물
감시 데이터베이스로, EU의 규제기관이 의약품 안전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직접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8] EudraVigilance 시스템

□ 담배 규제 정책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7개 유럽 연합 국가의 흡연 유행 및 금연 비율에
미치는 영향45)
정부의 담배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여전히 담배 사용이 매우 보편적이다. 담배 규제
정책의 발전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를 계량화하기 위해 담배 규제척도(Tobacco
Control Scale, TCS)를 도입하였다.

44) https://www.ema.europa.eu/en/news/new-eudravigilance-system-improves-reporting-side-effects-detection-safety-signals
45)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31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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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유럽연합회원국(EU27) 사이의 흡연 유행 및 금연 비율에 관한 담배 통제 정책의 중간 연관성을
평가한 결과, EU27에서 TCS점수가 높은 국가는 지난 10년간 흡연자의 유병률(Prevalence)이
상대적으로 낮고 금연율이 높다. 즉, TCS점수와 흡연 유병률(rsp=-0.444, P=0.02)과 이와 관련된 상대적
변화(rsp=-0.415, P=0.03) 사이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TCS 점수와 금연 비율간에는
양의 상관관계(rsp=0.373; P=0.06)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결과로 볼 때 EU는 종합적인 담배 규제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규제는
흡연율을 줄이고 금연율이 높이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4.3 주요 시사점
유럽은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표시, 판매 등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2014/40/EU
지침」에서 담배제품(Tobacco Products)의 성분과 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는 배출물의
측정 방법 및 측정 검사를 의뢰할 연구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EU는 약물이상반응 보고 및 안전신호 탐지 기능을 향상시킨 EudraVigilanc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배규제 정책을 계량화하기 위해 TCS(Tobacco Control Scale)를 도입하여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율 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등 정책입안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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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4.1 식품 분야
4.1.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國立医藥品食品蔿生硏究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ciences)는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험⋅평가 연구 수행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食品安全委員会, Food Safety Commission)는 식품에 포함된 미생물⋅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조치 및 긴급 상황 감시 업무 수행

□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NIHS) 식품 분야 주요 임무
◦ 식품의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알레르기 물질 및 식품 첨가제 표준분석법 마련
◦ 새롭게 개발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기구 및 포장 등의 화학적 안전성 보장을 위한 시험⋅연구 조사
◦ 미생물 독소 및 식품 속 박테리아에 의한 위해요소 예방 시험⋅연구
◦ 가정용 제품, 음용수, 실내공기 등을 매개로 인체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연구
◦ 국내⋅외 식품 및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 수집, DB 관리

[그림 9] 일본 NIH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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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식품안전위원회(FSC) 주요 임무
2003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일본 총리 산하 내각부 소속 조직으로 식품안전위원회(FSC)가 설치되었다. 식품안전위원회를
통해 식품안전사고 방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기법으로 리스크 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리스크 분석은 리스크 평가⋅커뮤니케이션⋅관리(대응)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46).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리스크 평가를 거쳐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교환회
등 소통함으로서 식품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① 리스크 평가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것을 말함
- 식품안전위원회(FSC)가 새로운 첨가물⋅잔류농약 지정 시 리스크를 평가하고, ADI(Acceptable
Daily Intake, 1일 섭취허용량)를 설정하며, 후생노동성 약사⋅식품위생심의회가 규격 기준과
지정 여부를 심의※
※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리스크 평가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 약사⋅식품위생심의회가 ADI
설정도 심의하고 있었다.

②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소비자 및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위해성에 대한 소통을 말함
- 일본 내 소비자⋅사업자⋅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정보공유 및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관’을 설치
- 리스크 평가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 교환회 개최
및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 제공
* 「식품안전」이란 홍보지를 연간 1회씩 발간47), 세계화에 발맞추어 이들을 영문 버전으로도 발간48)

-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내외 리스크 요인 정보를 수집⋅정리하는 역할
- 각 사안별로 과학지식에 근거한 연구결과 자료집인 「팩트시트」 공개49)
46) 이주형, 주요국(일본)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2018, p.24
47)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식품안전」 홍보지를 공표하고 있다
(http://www.fsc.go.jp/visual/kikanshi/k_index.html).
48)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식품안전위원회의 전자저널 영문 버전 「Food Safety The Official Journal of Food
Safety Commission」을 공표하고 있다(http://www.fsc.go.jp/food_Safety_official_journal.html).
49)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팩트시트」의 현황을 공표하고 있다(http://www.fsc.go.jp/fact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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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위원회에서 식중독 원인균을 평가하여 리스크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공개50)
- ‘식품안전다이얼’을 두어 소비자 상담을 접수51)
- ‘식품안전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여 운영52)

③ 리스크 대응은 식중독 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함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위원회 긴급 시 대응 지침」에 따라 식품 섭취 등에 의한 위해에 관한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기관(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등)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 식품 섭취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외에서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관계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고, 국민에게 위해물질의 과학적 지식⋅위원회의 견해 등
관련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 식품안전위원회는 구성 초기 일본 식품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했으나, 현재는 소비자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소비자청 및 관련 부처가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위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하나로 움직일
수 있게 조직화 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2년 9월부터 ‘소비자안전정보총괄관’을
설치하였다.

50)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리스크 평가 관련 「리스크 프로파일」을 공표하고 있다
(http://www.fsc.go.jp/risk_profile/).
51)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식품안전다이얼’을 설치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문의⋅의견을 받고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 전달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전화와 이메일 접수로 한다(http://www.fsc.go.jp/dial/).
52)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에 대한 직접 의견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fsc.go.jp/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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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안전위원회(http://www.fsc.go.jp/iinkai/mission.html#m-4)

[그림 10] 식품안전위원회와 리스크 관리기관과의 관계

FSC는 전문조사회와 워킹그룹을 활용하여 리스크평가 결정을 수행한다.
- 전문조사회는 ① 기획 등,53) ② 첨가물, ③ 농약, ④ 동물용 의약품, ⑤ 기구⋅용기 포장, ⑥ 오염물질 등,
⑦ 미생물⋅바이러스, ⑧ 프리온, ⑨ 곰팡이독⋅자연독 등, ⑩ 유전자변형식품 등, ⑪ 신개발식품,
⑫ 비료⋅사료 등 12개 전문 분야로 구성
- 워킹그룹은 리스크 식별이 어렵고 전문조사회에서 할 수 없는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의
(예：곤약젤리 질식사고54))

53)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으며
긴급사태시 체제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위원회는 동년 3월 30일 합동회의를 열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조사회’와 ‘응급처치전문조사회’를 동년 10월 1일부터 ‘기획 등 전문조사회’로 통합하였다.
54) ‘곤약젤리 질식사고’는 젤리가 원료 특유의 탄력⋅점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포장을 미니컵으로 하고 있어 그 크기의
젤리를 급하게 삼켰을 때 기도가 막히는 질식사고를 말한다. 일본에서 이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이 발생하자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10월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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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식품안전위원회의 조직 구성
[전문조사회]
미생물⋅바이러스

기획 등
첨가물

프리온

농약

곰팡이 독⋅자연독 등
화학물질류

동물용 의약품

생물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기구⋅용기 포장

신개발식품

오염물질 등

비료⋅사료 등

새로운 식품 등

[워킹그룹]
영양성분 관련 첨가물

약제 내성균

향료

평가기술기획

육가크롬(hexavalent chromium)

알레르겐 포함 식품

출처：http://www.fsc.go.jp/iinkai/index.html

FSC는 2019년 내각부 중점시책 기본계획 목표 중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의 실현과 경제사회의
기반확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였다.55) 시책의 개요 및 목적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리스크 평가를 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식품안전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4.1.2 2019년 주요 활동

◈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NIHS)는 식품, 의약품,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화학제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과학 연구 추진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FSC)는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식품에 포함된
미생물⋅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리스크를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시험⋅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첨가제, 농약 및 사료 첨가제, 비료 등의 물질관련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한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

55) 내각부 정책계획 중 5.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의 실현과 경제사회의 기반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ao.go.jp/yosan/juten/juten31/juten31-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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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HS의 2019년 식품 관련 주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56)
식품과 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①식품 첨가물, 신개발 식품 등의 품질 및 안전성 평가 및 관련 연구, ②식중독균,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독소 시험 연구, 식중독 대응 및 식품 위생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③식품 중 방사선
물질의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조사 연구, ④생활 용품⋅화장품⋅음료수 등 및 일상생활 환경
중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및 품질 평가 연구, ⑤연도별 연구계획의 공표, 연구성과 보고,
학술활동(논문, 학회)보고 등을 국내⋅외 발표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①실험동물을 매개로 화학 물질, 나노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 연구 및 동물 대체법 개발,
②화학물질, 나노물질 등의 안전성평가 및 조사 연구, ③가상시험기술을 이용한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의
신속화⋅고도화, ④의약품⋅식품⋅생활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체 안전성 예측 평가 기반 기술 개발, ⑤연도별 연구계획의 공표,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논문,
학회)보고

기초연구
①화학물질이 생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생화학적 연구, ②화학 물질의 합성, 구조, 조성 등에
관한 시험 연구, ③국내⋅외 규제 기관⋅학회 등에서 발간되는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 ④연도별 연구계획의 공표, 연구.성과 보고, 학술활동(논문, 학회)보고 등을 국내⋅외 발표

□ FSC 의견교환회 논의 내용
- 2019년 4월 16일 회의57)
•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위생 취급사항
• 흑색국균(Aspergillus niger)으로부터 분리된 피타아제(phytase)의 유전자 재조합 연구
• 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성분 및 규격 등에 관한 개정*
* Alkyl trimethyl ammonium calcium oxytetra cycline 및 Chlortetracycline

56) http://www.nihs.go.jp/oshirasejoho/soshiki_mokuhyo/H30_soshiki_mokuhyo.pdf
57) https://www.fsc.go.jp/fsciis/meetingMaterial/show/kai20190416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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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플루티아닐(flutianil), 비펜트린(Bifenthrin), 플로니카미드(Flonicamid)에 대한 식품건강
영향평가(위해평가)

- 2019년 4월 2일 회의58)
• 식품위생법 제18조에 의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제도 도입
•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식품위생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에 대한 검토
• 「돼지 콜레라 경구용 생백신 투여 멧돼지 유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식품건강영향평가(위해평가)」에
관한 심의 결과 보고 및 의견⋅정보 청취

출처：후생노동성 의약⋅생활국 생활위생⋅식품안전기획과

[그림 11]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58) http://www.fsc.go.jp/fsciis/meetingMaterial/show/kai20190402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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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9일 회의59)
• 돼지 콜레라 경구용 생백신 투여 멧돼지 유래 식품의 안전성
• 사료 첨가제 Manganese bis(2-hydroxy-4-methylthio butyrate), Cooperbis(2-hydroxy4-methylthiobutyrate)에 대한 식품 건강영향평가(위해평가)

- 2019년 3월 5일 회의60)
• 동물용 의약품 및 반려동물 사료첨가용 항생제 타이로신(Tyrosine)의 식품 건강영향평가
(위해평가)

- 2019년 1월 29일 회의61)
• 농약단속법 개정
• 농약 6가지 품목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디클루아트(dicluat),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피록사설폰(pyroxasulfon), 플루티아닐(flutianil), 메틸테트라프롤(metyltetraprole)과 동물용
의약품 2가지 품목 사라프로삭신(sarafloxacin), 네오마이신(neomycin)에 대한 의견 청쥐
• 첨가물 디메틸 디카보네이트(dimethyl dicarbonate), 메티오닌(methionine)과 사료 첨가제
L-메티오닌(L-methionine)에 대한 식품 건강영향평가(위해평가)에 대한 의견 청취
• 기업 신청 품목에 대한 식품 건강영향평가(위해평가)의 표준 처리기간

4.1.3 주요 시사점
일본은 지속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명확하게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다.
NIHS는 식품 등의 연구개발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화학물질의 인체영향평가(위해평가), 화학물질의 특성, 구조 등 시험연구를 비롯하여
안전정보 수집 등의 기초연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FSC는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식품에 포함된 미생물⋅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 첨가물, 농약 및 사료 첨가물,
비료 등 식품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의견교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59) http://www.fsc.go.jp/fsciis/meetingMaterial/show/kai20190319fsc
60) http://www.fsc.go.jp/fsciis/meetingMaterial/show/kai20190305fsc
61) http://www.fsc.go.jp/fsciis/meetingMaterial/show/kai20190129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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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FSC는 민간 주도적 기관을 설치하여 업무의 객관성 및 개방성에 무게를 두었고, 상근인력이
아닌 전문조사회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4.2 의약품 분야
4.2.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NIHS)는 의약품 등에 존재하는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연구 수행
◈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는 의료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써 승인심사기간 단축 및 의약품 신속 실용화를 통해 혁신적 신약개발 증진 추진

일본 NIHS는 의약품 등에 존재하는 여러 화학 물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연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① 의약품 연구：합성 또는 유기물, 생명공학 기반 의약품, 유전자 또는 세포치료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연구, 효능 및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험, 생약 및 의료기기 평가
관련 연구 수행
② 생물학적 연구：실험동물, 세포 및 조직 기반 의약품, 화학 물질에 대한 시험 및 연구, 시험 및
평가방법의 수립에 관한 연구
③ 의약품 및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정보 수집연구：일본과 해외에서 의약품 및 화학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며,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시험 및 연구를
지원,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NIHS)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업무 추진
일본 의약품 안전관리는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증진을 위하여
임상시험단계 상담, 지도⋅심사(승인 심사) 및 신청 자료의 신뢰성 조사, 시판 후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안전 대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재생의료 제조물질에 대한 위험성,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44 ｜ 식의약

안전분야 해외 정책전략 동향분석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안전관리는 후생노동성과 연계하여 의약품, 재생의료 등
제품의 ‘안전’과 ‘안심’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대책에 대한 업무 체계도를 살펴보면, 기업은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과 및 안전성 정보의 수집⋅확인하여 분석 및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 사항을 PMDA에
보고하고 PDMA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출처：https://www.pmda.go.jp/files/000219906.pdf(PMDA 업무안내)

[그림 12] PMD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대책 업무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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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2019년 주요 활동

◈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NIHS)는 의약품⋅의료기기⋅재생 의료 등 제품 등의 개발 촉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과학 연구 추진
◈ 일본 의약품의료기관종합기구(PMDA)는 2019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규제과학 연구는 양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현황 조사, 외국에서 승인되기 전 일본에서 승인된
신약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연구 추진

□ NIHS의 2019년 3월까지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제품 등의 개발 촉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62)
①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관련 연구, ② 첨단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제품 등 제조기술, 조기 실용화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규제지원 연구, ③시판 후 의약품 등의
사용 촉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④의약품 남용, 마약, 약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
연구, ⑤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및 적정사용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⑥연도별 연구계획의
공표, 연구성과보고, 학술활동(논문, 학회)보고 등을 국내⋅외 발표

□ NIHS의 2019년 3월까지 화학 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①실험동물 세포 등을 이용하여 화학 물질, 나노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연구 및 동물대체법
개발, ②화학 물질, 나노물질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관련 조사 연구, ③가상 실험 기술을 이용한 화학
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신속화⋅고도화, ④ 화학 물질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약품⋅생활 화학 물질의 인체안전성 예측 평가 기반 기술 개발, ⑤연도별 연구계획의 공표,
연구성과보고, 학술활동(논문, 학회)보고 등을 국내⋅외 발표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실시하는 규제과학 연구는 2011년 8월 「기본연구지침」에
따라 2019년 4월 기준 지정연구과제 목록을 제시63)
62) http://www.nihs.go.jp/oshirasejoho/soshiki_mokuhyo/H30_soshiki_mokuhyo.pdf
63) http://www.pmda.go.jp/english/rs-sb-std/rs/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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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연구) PMDA 임직원의 수요를 반영해서 과제를 정리한 후, 연구의 목적, PMDA 업무와의 관련성,
연구방법, 데이터 취급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이사장이 지정하는 연구
※ (자율연구) 지정연구 이외의 연구로서 PMDA 임직원이 스스로 연구과제를 생각해서 자율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연구
<표 3> 2019년 PMDA 지정연구 과제 목록(2019년 4월 기준)
No.

과제명

1

약물 감시를 위한 ADR global database에서의 임상 표현형 프로파일의 중첩 비교 분석

2

기간
2017년 4월 ~
2020년 3월

일본의 심장 혈관 약제의 임상 시험 및 의학적 검토의 디자인, 최종 결과 및 결과 평가

2018년 4월 ~

- 일본 및 EU / 미국에서 신약 승인의 잠재적인 차이

2021년 3월

3

일본의 양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현황 조사

4

외국에서 승인되기 전에 일본에서 승인된 신약에 대한 의학적 평가

2019년 4월 ~
2021년 3월
2019년 4월 ~
2021년 3월

출처：http://www.pmda.go.jp/english/rs-sb-std/rs/0005.html

4.2.3 주요 시사점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NIHS)는 의약품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연구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9년에는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제품 등의
연구개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제과학연구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화학물질의
인체건강위해평가에 대한 생화학적 연구, 화학물질의 특성, 구조 등 시험연구, 안전정보 수집 등의
기초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관종합기구(PMDA)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2011년부터 규제과학 관련 연구 및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규제과학
연구는 일본의 양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현황 조사, 외국에서 승인되기
전 일본에서 승인된 신약에 대한 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일본은 안전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심사 단축, 안전대책 마련,
의약품 건강피해 구제 체계 확보 등을 통합하여 담당하는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관련 기술혁신과 신속한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체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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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의료기기 분야
4.3.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미래유망산업인 의료기기의 혁신적 기술개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방법 확립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위해 2011년부터 규제과학 관련 연구 및 정책
지속 추진64)

일본 PMDA는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단계에서의 상담, 지도⋅심사(승인 심사) 및 신청 자료의 신뢰성
조사, 시판 후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안전 대책)까지 담당하며 국민의 건강⋅안전
향상에 적극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향상에
관한 심사 등과 더불어 안전대책을 관할하고 있다.
일본 PDMA의 안전 대책은 후생노동성과 연계하여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제품 등의 ‘안전’과 ‘안심’
향상에 기여한다. 기업은 의료기기의 품질, 유효성과 및 안전성 정보의 수집⋅확인, 분석, 안전 대책의
검토를 통해 PMDA에 보고하고 PDMA는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정보 정리한다.
최근 일본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AI를 접목한 의료기기 제품의
신속 인허가 제도마련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은 의료기기의 품질, 유효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임상시험 승인, 시판 후 안전
조치(승인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하 조직 중 의약⋅생활위생국(医薬⋅生活衛生局,
Phamaceutical Safety and Environmental Health Bureau, PSEHB)은 의료기기의 생산에 관한
기술상의 지도 및 감독,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관련 업무(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판매
및 허가에 한함)를 수행하고 있다.

4.3.2 2019년 주요 활동

2019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규제과학 연구는 이식형 의료기기의 안전성 측정 연구, 의료기기의 적절한
사용 지침 마련, 의료기기 승인 전후의 사례비교 등의 연구 추진

64) http://www.nihs.go.jp/oshirasejoho/soshiki_mokuhyo/H30_soshiki_mokuhy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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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A에서 실시하는 규제과학 연구는 2019년 4월 기준 지정연구 과제 목록을 제시65)

<표 4> 2019년 PMDA 지정연구 과제 목록(2019년 4월 기준)
No.

과제명

1

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 분석 및 안전성 측정 연구

2
3

기간
2017년 4월 ~
2020년 3월

의료 기관 및 의사를 위한 적절한 사용 지침 및 학술 표준을 포함한 의료기기 검토를

2018년 4월 ~

위한 학회와의 협업의 중요성 연구

2020년 3월

의료기기 승인시 시판 전과 시판 후 단계 간의 유해 사례 비교

2018년 4월 ~
2020년 3월

출처：http://www.pmda.go.jp/english/rs-sb-std/rs/0005.html

4.3.3 주요 시사점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 ICT 등 새로운 융합기술 접목시킨 의료기기제품의 규제선도 및
글로벌 선도를 위하여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를 통한 신속 허가심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기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현장수요
중심의 규제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4.4 독성 분야
4.4.1 최근 주요 정책의 주안점
MHLW의 산하 조직 중 의약⋅생활위생국 의약품심사관리과 화학물질안전대책실은 독성물질의 단속,
인체 및 동식물의 영향을 및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가정용품 및 다이옥신류의 ADI(1일
섭취허용량)에 관한 규제, 유해물질 제조⋅수입⋅사용⋅취급 및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5) http://www.pmda.go.jp/english/rs-sb-std/rs/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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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분야와 관련된 주요 업무
• 식품 중 오염물질 대책：식품에 포함된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조사를
하고 규제가 필요한 물질은 기준을 설정하거나 재검토
- 규제 시 원칙적으로 코덱스위원회의 규격을 채택하고, 일본의 식품 생산실태에 비추어 동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대책
및 지침을 정함
- 식품 중 오염물질에 대해서 함유농도와 섭취량을 조사하여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규제(포지티브 리스트 제도)：2003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모든
농약에 대해 잔류기준치를 설정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해당 식품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
-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에서는 식품 중 잔류하는 농약⋅사료 첨가물⋅동물용 의약품의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
NIHS 소속 생물안전성시험연구센터(Center for Biological Safety and Research, CBSR)는
탈리도마이드, 비소, 메틸, 수은, PCB 등 화학물질이 인체에 영향에 미치는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실험동물세포를 이용한 화학물질 독성 예측기술 연구 및 시험
▲과학적 독성 예측방법을 기초로 한 안전성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총 5개의 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구부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세포 및 분자 독성학：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제품※, 건강식품, 보충제, 생활용품,
살충제 및 제초체 등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연구 및 시험
※ 안전성 평가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승인된 유전자 재조합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약리학：의약품의 포함된 화학물질이 중추 및 말초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약리학적⋅생리학적
조사, 화학물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약물대사 및 처방 연구(약물 대사 및 처리, 약물 간 상호
작용 등의 지침수립, 대체 방법 평가)
• 병리학：약물, 농약, 식품 첨가물 및 환경화학 물질에 대한 조직 병리학, 기타 독성학적
평가지표(Endpoint Marker)를 분석하여 인체 안전성을 평가
• 유전 및 돌연변이：환경에서 화학물질의 유전독성을 정의하고 유전독성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
• 위해평가：여러 화학 물질 노출로 인한 인체 잠재적인 건강위해평가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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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2019년 주요 활동
□ 급성 경구 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In vitro 세포 독성 시험
NIHS는 급성 경구 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In vitro 세포 독성시험은 OECD 가이드라인인 동물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고정용량법, TG420, 2001년), 급성 독성등급법(TG423, 2001년), 올리법(上げ下げ法)
(TG425, 2006년)의 3종류 시험법의 대안으로 개발된 시험법이다. 이 시험법은 in vivo 시험법에서
급성경구독성시험에서 2,000mg/kg(예외적으로 5,000mg/kg)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예측하고 “3T3
NRU(Neutral Red Uptake)”를 이용한 분석방법이다.
본 시험법을 'in vivo 시험법의 최초 투여량 설정"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ICCVAM (Interagency
Coordinating Committee on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미국 부처 간 연락
회의)66)에서 2006년에 제안되었으며, 또한 OECD 지침서 No.129 (Guidance Document on Using
Cytotoxicity Tests to Estimate Starting Doses for Acute Oral Systemic Toxicity Tests：
2011년)67)에서도 이러한 이용이 권장되고 있다. JaCVAM68) 평가 회의에서는 급성독성시험대체법
평가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in vitro 세포독성시험에 의한 급성경구독성 시험의 초기 투여량 설정
시험평가보고서(2011년)"69)을 이용하여 본 시험법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한편, 본 시험법을 'in vivo 시험법 평가지표인 동물의 절반을 치사시킬 복용량(LD50 값)이 2000mg/kg
이하가 아닌' 것으로 EU CLP 등에서 「구분 안함」(또는 UN GHS에서 「구분 또는 구분 안함」)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ECVAM (European Centre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유럽대체법평가센터)에서 제안되고 검증 연구70)가 실시되고 있다. JaCVAM 평가회의에서는
이 ECVAM의 제안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자료편찬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급성경구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in vitro 세포독성시험의 평가 보고서(2018년)”71)를 사용하여 "LD50 값이 2000mg/kg이하가
아니다"를 판별할 목적으로 본 시험법 적용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다.

66) ICCVAM. (2006) BACKGROUND REVIEW DOCUMENT In Vitro Cytotoxicity Test Methods for Estimating
Acute Oral Systemic Toxicity
67) OECD, Guidance Document on using Cytotoxicity Tests to Estimate Starting Doses for Acute Oral Systemic
Toxicity Tests. Series on Testing and Assessment No. 129, 2010.
68) http://www.jacvam.jp/jp/index.html
69) JaCVAM 急性毒性試験代替法評価委員会：急性毒性試験代替法の第三者評価報告書 In vitro 細胞毒性試験による急性経
口毒性試験の初回投与量設定試験（2011 年 1 月 14 日）.
70) ECVAM (2011) PP, Agnieszka Kinsner-Ovaskainen, Anita Tuomainen. Follow-up study on the predictive
capacity of the 3T3 Neutral Red Uptake cytotoxicity assay to correctly identify substances not classified
for acute oral toxicity under the EU CLP system (LD50 >2000 mg/kg).
71) JaCVAM 急性毒性試験資料編纂委員会：急性毒性試験代替法の第三者評価報告書 急性経口毒性を予測するための In vitro
細胞毒性試験（2018年 12月 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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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주요 시사점
현재 NIHS의 CBSR에서는 새로운 독성시험평가방법, 동물대체시험법 등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적 규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신기법 도입 및 안전규제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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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야

정책/전략 관련 최신 뉴스 리스트(’19년 1월 1일 ~ ’19년 4월 12일)
no.

보도일

보도명
미국

식품

의약품

공공 경고 및 리콜 통지 발행을 위한 기관의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에

1

2019. 2. 7

2

2019. 2. 11 FDA 감독의 개선과 현대화를 통한 식이 보조식품 규제 강화에 대한 성명서

3

2019. 2. 25

4

2019. 1. 15

5

2019. 2. 15

6

2019. 2. 21

7

2019. 2. 21

8

2019. 2. 26

9

2019. 2. 26

10

2019. 2. 27

11

2019. 3. 7

12

2019. 3. 26

13

2019. 3. 27

14

2019. 4. 2

15

2019. 4. 3

16

2019. 4. 11 FDA는 소비자 손 소독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FDA의 식품안전 임무를 수행하고 수입식품의 감독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전략에
대한 성명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세포 및 유전자 요법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FDA 위원장과 CBER 국장의 성명서
부적절한 제네릭 경쟁에 직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자외선차단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 제안된 규정 개선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규 니코틴 대체 요법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추가 조치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고급 제약 제조에 대한 현대적 접근 기반의 약물 평가 및 연구에 대한 FDA 위원장과
CDER 국장의 성명서
오피오이드 남용의 비극적인 유행병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행에
대한 2019년 정책 및 규제 의제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농업 및 농촌 개발, 식품 의약품 안전청, 관련 기관, 세출위원회에 대한 미국 하원
소위원회 전 구두 증언을 위해 준비된 FDA 위원장의 성명서
생물의약품의 균형있는 경쟁과 제품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FDA 조치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혈액 병원균 저감기술을 증진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FDA 위원장과 CBER
국장의 성명서
점막 흡수형 속효성 펜타닐 제제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를 목표하는 기관의 안전
요구사항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인슐린 시장에 경쟁을 유도하여 가격을 낮추고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복합 약물의 품질 개선을 위한 2019년 새로운 노력에 대한 FDA 위원장과 부국장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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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의료기기

no.

보도일

17

2019. 1. 22

18

2019. 1. 28 의료기기 혁신을 위한 기록적인 해에 대한 FDA 위원장과 CDRH 국장의 성명서

19

2019. 2. 22

20

2019. 3. 8

21

2019. 3. 27

22

2019. 4. 2

23

2019. 4. 12

24

2019. 3. 13

25

2019. 3. 14

독성

보도명
의료기기의 시판 전 검토를 위한 FDA 510 (k)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최신 조치에
대한 FDA 위원장과 CDRH 국장의 성명서

마비 또는 절단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뇌 임플란트의 새로운 발전을
포함하여 혁신적인 장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FDA는 외과용 스테이플러 및 이식 가능한 스테이플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FDA는 유방 조영술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변경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위한 새롭고 맞춤화된 검토 프레임 워크를 향한 단계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십이지장 내 오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FDA 위원장과
CDRH 국장의 성명서
전자 담배와 시가를 포함한 담배 제품에 청소년들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발전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정밀의료, 환자 보호 및 효율적인 제품개발의 발전을 위한 임상 실험을 현대화하는
신규 전략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최근 제안된 규정을 포함한 담배 제품 신청 검토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26

2019. 3. 28 노력을 거쳐 담배 관련 질병 및 사망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27

2019. 4. 2

대마초 함유 제품 및 대마초 추출 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규제 경로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인 평가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조치에 대한 FDA 위원장의 성명서
EU(유럽연합)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54 ｜ 식의약

2019년 1월 EU차원의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조사 및 위험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1

2019.1.17

2

2019.2.26

3

2019.3.25

4

2019.4.09

살충제 관련 peer 리뷰를 위한 서류 및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신규 제공

5

2019.2.08

EU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새로운 안전 기능

6

2019.4.12

2019/2020 계절 독감 백신 성분에 대한 EU 권장 사항 권고안 발표

7

2019.4.12

8

2019.2.28

다수의 과학적 데이터 공개
2019년 2월 ECDE(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와 EFSA가 발표
식품 및 사료에서 혼합화학물질의 잠재적인 복합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

EMA의 다발성 경화증 약인 Lemtrada(alemtuzumab)에 대한 면역계 매개 질환,
약과 심장 및 혈관에 미치는 리스크 검토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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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no.

보도일

9

2019.1.28

10

2019.3.27

독성

보도명
담배 규제 정책이 2006 년부터 2014 년까지 27 개 유럽 연합 국가에서 흡연
유행 및 금연 비율에 미치는 영향
EudraVigilance 시스템 개선으로 유해 약물의 부작용 보고 및 안전 신호 탐지
기능 향상
일본

1

2019.4

2

2019.4.16

2019년 4월 16일 FSC 의견교환회 개최

3

2019.4.02

2019년 4월 2일 FSC 의견교환회 개최

4

2019.3.19

2019년 3월 19일 FSC 의견교환회 개최

5

2019.3.05

2019년 3월 5일 FSC 의견교환회 개최

6

2019.1.29

2019년 1월 29일 FSC 의견교환회 개최

7

2019.4

헤세이 30년도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NIHS)의 조직 목표

8

2019.4

2019년 PMDA 지정연구 과제 목록(2019년 4월 기준)

의료기기

9

2019.4

2019년 PMDA 지정연구 과제 목록(2019년 4월 기준)

독성

10

2019.3.13

급성 경구 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In vitro 세포독성 시험

식품

의약품

헤세이 30년도 국립 의약품 식품 위생 연구소의 조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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