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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유관부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관세청,
교육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위기대응 체계도
범정부 합동 위기대응 체계도

의료기기 사고 위기대응 절차도

Ⅱ

의료기기 사고 위기대응 프로세스
구 분

위해
정보과

평시

관심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위해정보 수집·분석
•국내외 위해정보 입수·분석
*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 관리 매뉴얼｣에 따라 긴급․관심․참고 정보로 분류

초기
대응
부서

•“긴급” 시, 위해예상경보 전파 및 상황점검회의 요청
소비자
위해
예방
정책과

상황전파 및 보고
•상황점검회의 소집(회의 참석범위 조정) 및 결과보고
* 과장 →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처·차장

•긴급대응회의 준비 및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BH, 국조실 등에 상황 보고

처장
·
차장

•초기 추진상황 확인
- 상황판단회의 결과 확인
- 초기 대응상황 파악
•위기수준이 「주의｣ 단계 이상인 경우 긴급대응회의 개최 지시
- 처·차장 →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상황점검회의 주재
소비자위해
예방국장

관련부서

•위기수준(관심～심각) 및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 검토
☞ ‘위기’로 판단될 경우 긴급대응회의 소집 건의
- 예방국장･바이오국장 → 처·차장 보고

•(의 료 기 기 관 리 과 ) 제조･수입･판매금지 등 조치 및 현장실사, 시중
유통품 수거․검사, 회수 등 대응 조치 및 대체
의료기기 수급 등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 관련 법령 또는 기준․규격 제․개정 필요성
검토
•(의 료 기 기 안 전 평 가 과 ) 부작용 및 안전성정보 수집 및 분석, 재평가,
재심사
•(대 변 인 실) 보도자료 배포, 언론･국민 동향 모니터링
•(소 통 협 력 과) 對언론･국민 소통메시지 및 행동요령 전파

주의

경계

심각

긴급대응 체계 운영

수습복구단계

•위해정보 수집·분석(해외정보 등 포함)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
•｢긴급대응단」 구성·운영
•일일상황보고체계 구축
- 위기 종결 시까지 ‘일일 긴급대응회의’ 개최
- 전체 일일상황보고서 작성(각 팀별 당일 16:00까지 작성)
* 당일 조치사항, 주요 부처·여론·제외국 등 동향, 향후 조치계획

•청와대·국조실·국회 업무 보고 및 대응
•처·차장 지시사항 관리

•국민 안심 차원의 이미지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열린포럼, 세미나 등 개최
- 외부 전문가 활용한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여론형성 주도
- 내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가동
- 사후 심포지엄 개최 및 결과 홍보
•위기대응능력 향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연구 활성화 지원

긴급대응회의 주재
•차장(필요시 처장) 주재

긴급대응단 총괄·지휘
•본부장 : 처장

•위기수준(관심～심각) 판단 •긴급대응회의 주재
및 대응방향 결정
- 일일상황보고 내용 확인
☞ “관심” 경우, 대내 위기경보 발령
및 조치사항 검토

•사고상황 분석 및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위기대응 매뉴얼 수정·보완
•위기상황 종료 후 백서 발간

☞ “주의” 이상 경우, 대내외 위기경보
•관계기관 협조 요청
발령 및 긴급대응단 구성

긴급대응단
•(상황관리반) 긴급대응단 회의개최,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BH･국조실·국회 상황보고, 대국민
소통메시지 및 행동요령 마련･배포 등
•(총괄대응반) 현장대응팀･검사대책팀･대외협력팀･운영
지원팀 총괄
•(언론대응반) 언론･인터넷 등 모니터링･분석,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현장대응팀) 수거･회수･폐기 조치, 행정처분,
지방청･지자체 업무 조정 등
•(검사대책팀) 수거품 검사 및 위해성 평가, 국내외
기준규격 검토 및 기준 설정 등
•(대외협력팀) 국제통상･관계부처 협력업무, 소비자
전화대응 등
•(운영지원팀) 긴급대응단 인사 발령, 비상연락체계
재점검 및 유지

Ⅲ

관계기관 협업기능

상황접수·전파·초기대응(관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상황 보고·전파

(주관기관)

▪위기수준 및 위기 확산가능성 검토
▪제조･수입･판매금지, 수거･검사 등 초기대응

국가안보실

▪위기정보 상황 종합 관리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안전관련 주요 정책 관련 사항 조정
▪부처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한 조정
▪의료기관에 해당 의료기기 제품 사용금지 안내
▪의료보험 급여정지

질병관리본부
국민안전처

▪위기관리상황실 상시 가동

교육부

▪학교내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

국방부

▪군 부대내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

외교부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유해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 차단
▪관련제품 정보 공유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자치부

-

지자체

▪위해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체계 유지

주

요 임 무
긴급대응단 운영(주의·경계·심각)

복구

▪위해정보 수집·분석(해외정보 등 포함) 및 위기 확산 정보 파악
▪｢긴급대응단」 구성·운영

▪국민안심 확보를 위한 이미지 회복

▪수거·검사, 회수·압류·폐기 총괄
▪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및 정보 공개

프로그램 운영
▪사고상황 분석 및 위기대응 평가

▪언론･시민단체･일반국민 등 공중별 소통메시지 전파
▪위기경보·상황 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주관기관과 경보관련 사전협의,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긴급대응조치 결정 및 의료기기 사고 종합대응 방안 수립
▪의료기기 안전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조정

▪사후 종합조사 및 대응활동 전반 평가

▪부처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한 조정
▪의료기기 사고 공동 위기대응 대처
▪의료기관에 해당 의료기기 제품 사용금지 안내

▪필요시 관련 법령, 규정 제･개정

▪의료보험 급여정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망 사고 등 발생 시 역학조사
▪위기상황 모니터링

▪피해복구활동 통합지원체계 구축

▪학교내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 및 사용여부 모니터링 강화

-

▪군 부대내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 및 사용여부 모니터링 강화

-

▪국제기구 등을 통한 사고 정보 수집 및 전파

-

▪수입 중단 시 수출국과의 통상문제 협상 지원

-

▪재난 방송 지원 및 SNS를 통한 유언비어 등에 대한 대응

-

▪잠정 수입중단 조치와 관련한 업무 협조
▪국제우편, 수입통관과정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등 확인 및 차단
▪언론브리핑 지원
▪언론기관 등을 통한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필요시 긴급검사, 회수·폐기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업무 협조
▪수거·검사 지원 및 부적합 발생 시 신속보고
▪압류·회수 지원 및 보고

-

의료기기 사고 대응 비상연락망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소비자위해예방국

국장

김장열

043-719-1701

robkim@korea.kr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과장

장민수

043-719-1711

clockwork@korea.kr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사무관

장인성

043-719-1718

dlstjd04@korea.kr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주무관

고성환

043-719-1725

ksh4909@korea.kr

□ 의료기기 사고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연 락 처
기 관 명

관련 부서
전 화

Fax

BH

위기관리센터

02-770-2335

02-770-4790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품정책관

044)200-2379

044)200-2383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2)205-1500

-

중앙소방본부 119구조과

044)205-7310

044)205-8686

약무정책과

044)202-2488

044-202-3927

보험급여과

044)202-2730

044-202-3934

구강생활건강과

044)202-2810

044-202-3939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043)719-7190

043)719-7219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0

02-748-6895

관세청

조사감시국

042-481-7913

042-481-7919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877

044-203-61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2-705-6550

02-6710-5811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 이 매뉴얼은 의료기기 사고로 인한 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수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가 수행해야
할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기관･부서는 이 매뉴얼에 따라 의료기기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다만, 다양한 상황 여건에 따라 이 매뉴얼의 취지 안에서
탄력적으로 관련 절차･조치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매뉴얼 개정 이력서

의료기기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
번호

승인일자

0

2011. 11. 16.

의료기기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

1

2014. 04. 22.

직제 개편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2

2015. 06. 16.

직제 개편 등 변경사항 반영

3

2016. 12. 21.

4

2017. 05. 16.

주요 내용

매뉴얼 명칭 및 위기대응 체계 변경,소통 전략･메시지 반영
등
위기단계 판단기준 정비, 법령 개정사항,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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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매뉴얼 개요

1.1.1. 목 적
Ÿ 의료기기 사고로 인한 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 ․ 수습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Ÿ 의료기기 사고 위기 발생시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 ․ 부서가
수행해야 할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1.1.2. 관련 규정
Ÿ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31조(부작용 관리),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제33조(검사명령), 제34조(회수 ․ 폐기 및 공표명령 등), 제35조(사용중지명령 등) 등
Ÿ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51조(부작용 보고 등), 제52조(위해 의료기기의 회수 기준 및 절차 등), 제57조(회수 ․
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등
Ÿ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수집등 대상 정보),
제5조(안전성 정보의 보고), 제8조(후속조치), 제9조(정보의 전파 등) 등

1.1.3. 적용 범위
Ÿ 의료기기로 인한 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차단 ․ 수습할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활동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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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용어 정리

의

용

어

료

기

의료기기

위

정

기

의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의료기기

사고

의료기기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중 의료기기 자체의 품질 문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기

의료기기 사고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하게 되는 단계나 상황(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분류)

위

기

대

응

의료기기 사고로 인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며, 위기 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

위

해

정

보

국내 ․ 외 정부기관, 언론, 국제기구 등에서 의료기기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발표한 정보

정

보

분

석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한 위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인체 위해성, 조치
시급성, 파급효과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과정(긴급정보, 관심정보, 참고정보)

위 해 예 상 경 보

위기경보 발령시스템(인트라넷 START)를 이용하여 수집된 긴급 위해정보를
내부직원에게 알리는 행위

위

긴급대응회의에서 위해예상경보의 내용이 위기의 어느 하나 단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내부 ․ 외부에 알리는 행위

4

기

경

보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제1장 개 요

제2절

평

정보 공유
위해정보 조치
보도자료 배포
(필요시)

⇐
참고
관심
정보

위기관리 체계도

위해정보 수집･분석

⇓ 긴급정보
위해예상경보 전파

시

⇓
위해정보 조치
(조치결과 관리)

⇐

상황점검회의

⇒

언론 대응

⇒

언론 대응

⇓
위해정보 조치

⇐

긴급대응회의

⇓
위기경보

위

⇓ 주의단계 이상

기

⇐
관계기관 ․ 단체 등

긴급대응단 구성

⇒
위기관리

⇓

협조

⇐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

⇓
긴급대응단 해제

복
구

⇓
복구 조치

⇒

언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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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위기 시 언론대응

□ 모든 관련 사실의 수집
Ÿ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고 원인, 현재 진행상황, 제외국 조치
동향 등 확인

□ 핵심 메시지를 전달
Ÿ 정확한 사실(fact)과 식약처의 조치, 공식 입장 등을 전달

□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보도시점 결정
Ÿ 업무관련 유관부서 협조 및 언론홍보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도시점 결정

□ 단일화된 창구를 통한 정보 배포
Ÿ 위기시 상황이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정보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 대변인’ 등 단일화된 채널을 통한 정보 배포

□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및 나쁜 뉴스라도 정직하게 제공
Ÿ 주요 상황의 변화 시 관련기관 및 언론기관에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추측보도 방지
Ÿ 정보은폐에 의한 공신력 실추의 방지를 위해 가장 나쁜 뉴스라도 대변인을 통하여
정직하게 전달
Ÿ 언론사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논평을 거부할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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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위해정보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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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평상시 대응방안

위해정보 수집 ․ 분석

2.1.1. 위해정보 수집
Ÿ 위해정보과 : 국내 ․ 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언론, 해외정보리포터 또는 재외공관
등의 온 ․ 오프라인 정보 수집
Ÿ 사업부서 : 온 ․ 오프라인 정보 및 현장 지도 ․ 점검, 회의, 민원 또는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수집
- 의료기기안전국 뿐만 아니라 평가원, 지방청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

- 잠재적 쟁점을 발견하는 방법 □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분석 및 모니터(특히 칼럼과 사설, 외부 기고문 분석 등)
□ 학술잡지, 전문잡지 등 분석(특히 외국의 권위 있는 전문 잡지는 장기적인 쟁점 발견에 유용)
□ 여론 조사 실시 및 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 등
□ 해당 부서나 본부에서 스스로 쟁점 발견
□ 탐색회의(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의문 제기)
□ 관련 부처 및 부서간의 정보 교환 및 간담회
※ 출처 : A to Z 위기관리(문화체육관광부)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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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위해정보 분석
Ÿ 수집된 위해정보는 ｢식품 ․ 의료제품 위해정보 관리 매뉴얼｣에 따라 긴급 ․ 관심 ․ 참고
정보로 분류
- 위해정보과에서 수집한 위해정보는 위해정보과장(주관), (필요시) 소비자위해예방
정책과 및 관련부서 사무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정보분석회의｣를 통해 분류
- 사업부서에서 수집한 위해정보는 해당부서 과장, 사무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회의를
통해 분류
*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위해정보과와 협의하여 결정

Ÿ 긴급정보 : 위해예상경보 전파, 상황점검회의 및 긴급대응회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보

<예시>
◦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게서 집단적으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 주요국 정부기관에서 중대한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제조금지, 사용중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의료기기 제품이 국내 유통되는 경우
◦ 무허가 의료기기가 대량 유통되어 다수 병 ․ 의원 등에서 사용 중인 경우
◦ 국제기구, 주요국 정부기관에서 기존 사용 중인 의료기기 재료 등의 발암성을 새롭게 확인
하여 발표한 경우
◦ 발암성 등을 이유로 사용 금지된 재료를 사용하여 의료기기를 제조 ․ 수입한 경우
◦ 언론 등에서 특정 의료기기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경우
◦ 기타 그간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긴급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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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관심정보 : 관련부서의 인지가 필요한 정보 및 국내 허가 ․ 유통 제품의 검토 ․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정보
<예시>
◦ 시중 유통 의료기기 기준 ․ 규격 강화에 따른 부적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기준 미설정으로
제품의 안전성 ․ 성능이 문제가 된 경우
◦ 일부 단순 성능 또는 안전성을 개선하거나, 위해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리콜 등을 실시한
경우
◦ 주요국 정부기관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적응증 등을 변경한 경우
◦ 수입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국 정부기관 실사 결과 GMP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 기타 그간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관심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Ÿ 참고정보 : 긴급 또는 관심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부처 및 부서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는 정보 등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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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해정보 처리

2.2.1. 긴급 위해정보 : 위해예상경보 전파, 상황점검회의 요청
Ÿ ‘긴급 위해정보’를 수집한 부서는 즉시 주관부서 및 유관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위해예상경보 전파 및 인트라넷 START를 이용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 위기경보 발령시스템을 이용한 위해예상경보 전파 및 문자메시지 발송 방법 >
ㅇ 발령방법 : 인트라넷 ‘START’ → 공지 → 글쓰기 → ‘긴급경보’ 체크 → ‘SMS 내용’
의료기기 선택 → 내용 입력 → 저장

2017-04-30

김 정 한

‘16.9.1~’17.3.5

12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제2장

평상시 대응방안

Ÿ 위해예상경보 전파 후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상황점검회의 개최 요청
※ 다만, 긴급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국 자체대응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해예상경보
전파 및 상황점검회의 개최 생략 가능

2.2.2. 관심 위해정보 : 정보공유, 대응조치
Ÿ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위해정보과, 주관부서 및 유관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조치 필요성 등 검토 후 대응
Ÿ 관련 검토자료, 중간 ․ 최종 결과 등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및 위해정보과와 공유

2.2.3. 참고 위해정보 : 정보공유
Ÿ 관련부서와 정보공유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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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황점검회의

2.3.1. 개최 요건
Ÿ 위해예상경보가 전파된 경우
Ÿ 위해예상경보는 전파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또는 의료기기안전국장이
요청한 경우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5시간 이내 소집

Ÿ 야간, 휴일 등 근무 이외의 시간에 위해예상경보 전파,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 대상자는 즉시 사무실 복귀
※ 복귀가 어려운 직원은 상시 전화통화 가능상태를 유지

2.3.2. 구 성
Ÿ 소비자위해예방국장(주재),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간사), 위해정보과장, 소통협력과장,
대변인, 비상안전담당관
Ÿ 의료기기정책과장, 의료기기관리과장,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Ÿ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및 의료제품연구부 관련 과장
※ 위해정보 내용에 따라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참석 대상 조정

2.3.3. 역할 및 검토사항
Ÿ 참석 대상자는 ｢상황점검회의 검토사항 및 주관부서｣에 따라 현황파악, 부서입장 등
검토 후 참석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회의자료 취합, 참석대상자 선정 ․ 소집 등 총괄기능 수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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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보 내용 등을 기초로 ｢위기단계 및 예시｣에 따라 위기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
및 위기 확산가능성 검토
Ÿ 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비자위해예방국 및 의료기기안전국
공동 대응
- 상황점검회의에서 부서 역할, 일정 등을 결정하고 신속조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는 회의결과 처 ․ 차장 보고, 관련부서 공유
- 의료기기안전국은 중간 ․ 최종 결과 처 ․ 차장 보고, 관련부서 공유
- 의료기기안전국은 조치 과정에서 추가 상황점검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소집 요청
Ÿ 위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긴급대응회의’ 개최
-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및 의료기기안전국장은 회의 결과 처 ․ 차장 보고, 긴급대응
회의 소집 건의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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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점검회의 검토사항 및 주관부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위해정보과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심사부)

검토 사항
ㆍ 현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 검토

ㆍ 수출국을 포함한 제외국, 국제기구 등 조치 사항

ㆍ 허가 ․ 신고, 제조 ․ 수입 ․ 유통 현황
ㆍ 잠정 제조 ․ 수입 ․ 판매금지 등 조치 여부, 현장실사, 시중 유통품 수거 ․
검사, 회수 등 대응 조치 필요성

의료기기관리과
ㆍ 외부기관 보고 필요성, 관련 단체 공동대응 ․ 협조 방안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심사부)

ㆍ 의료기기 관련 법령 또는 기준 ․ 규격 제 ․ 개정 필요성

ㆍ 의료기기위원회 개최 또는 전문가 자문 필요성

의료기기정책과

ㆍ 회수 ․ 폐기 등에 따른 소비자 반품 ․ 환불 절차 마련 필요성

ㆍ 대체 의료기기 공급 방안
의료기기안전평가과
평가원

ㆍ 의료기기 인체 위해성평가, 시험법 마련 등

대변인

ㆍ 언론 ․ 인터넷 동향 및 향후 전망, 언론 및 국민 등 정보 제공 방법,
Q/A 배포 필요성

소통협력과

16

ㆍ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ㆍ 대국민 소통메시지, 소비자 행동요령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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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단계 및 예시 -

위기 단계

판단기준

- 미생물에 오염된 의료기기가 제조・수입되어 유통・사용되거나, 미생물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환자 발생 등

관심(Blue)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사용할 수 없는 재료 등을 사용한 의료기기가 제조・수입・유통되거
나, 재료안전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환자 발
생 등
* 암 발생 가능성을 1~2등급으로 부여한 재료를 사용한 의료기기가
제조・수입・유통 및 사용된 경우
- 무허가 의료기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작용 환자 발생 등

- 미생물 오염으로 확인된 의료기기로 인해 부작용 환자가 지속 발생

주의(Yellow)
위기로 발전할

- 의료기기 재료 안전성 원인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 지속 발생
* 의료기기로 인한 특정 병원・지역 등에서 발암 환자 발생 등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 무허가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환자 지속 발생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언론사에서 부정적 언론보도 시작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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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단계

판단기준

- 미생물 오염 의료기기로 인해 부작용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

경계(Orange)

- 의료기기 재료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

위기가 확산되는

- 무허가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

상태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부정적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위기 확산

심각(Red)
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18

-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인명 피해 지속 확산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확산 등으로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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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긴급대응회의

3.1.1. 개최 요건
Ÿ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처 ․ 차장이 긴급대응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1.2. 구 성
Ÿ 차장(주재, 필요시 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Ÿ 기획조정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의약품안전국장, 바이오생약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Ÿ 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 의료제품연구부장, 독성평가연구부장
Ÿ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소통협력과장, 위해정보과장, 비상안전담당관,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등 본부 ․ 평가원 관련부서 과장
※ 위해정보 내용에 따라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참석 대상 조정

3.1.3. 역할 및 검토사항
Ÿ 위기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 판단
Ÿ 대응방향, 위기경보 발령 및 긴급대응단 구성 ․ 운영방법 등 검토
Ÿ 위기가 아닐 경우 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대응 조치
Ÿ ｢관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 대내 위기경보 발령, 긴급대응회의를 중심으로 조치사항, 대응방향 등 검토 및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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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대응회의 운영방식 등은 1차 회의에서 결정
- 관련부서는 당일 16:00까지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는
전체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Ÿ ｢주의 ․ 경계 ․ 심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 대내 및 대국민 위기경보 발령, 긴급대응단 구성 ․ 운영

- 단계별 의사결정 기구 위기
평시
관심
상황점검회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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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계
긴급대응단

심각

제3장 위기 시 대응방안

제2절

위기경보 발령

3.2.1. 발령 요건
Ÿ 긴급대응회의에서 위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소비자위해예방
정책과에서 발령)
Ÿ ｢관심｣ 경보는 대내, ｢주의 ․ 경계 ․ 심각｣ 경보는 대내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대국민 경보 발령여부는 사회 ․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긴급대응회의에서
신중하게 결정

3.2.2. 발령 방법
Ÿ 대 내
- 위기경보 발령시스템을 활용하여 발령
- 발령방법 : 인트라넷 ‘START’ → 공지 → 글쓰기 → ‘긴급경보’ 체크 → ‘SMS
내용’ 의료기기 선택 → 내용 입력 → ‘저장’
※ 예 : [심각 경보 발령] ▵▵산 의료기기로 인해 ○○ 발생

Ÿ 대국민
-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에 사전 협의 ․ 보고 실시
- 보도자료 배포, 언론 브리핑
- 소비자 단체 등에 대국민 경보 확산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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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긴급대응단 구성 ․ 운영

3.3.1. 요건 및 조직
Ÿ 요건 : 긴급대응회의에서 긴급대응단 구성 ․ 운영을 결정한 경우
Ÿ 구성 : 단장(처장) 및 3반 ․ 4팀
- 처장을 단장, 본부 및 평가원의 관련 국장 ․ 과장을 반장 ․ 팀장, 사무관 ․ 주무관을
반원 ․ 팀원으로 임명
※ 긴급대응단의 조직 및 참여범위는 위기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의료기기 사고 긴급대응단 조직도 -

긴급대응단
단장 : 처장

상황관리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반원>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소통협력과
위해정보과
비상안전담당관실 등

관계부처

필요시 협력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의료기기안전국장

대변인
<반원>
대변인실 등

협력

지방청
및
지자체

24

검사대책팀

대외협력팀

운영지원팀

팀장:
의료기기관리과장

팀장:
의료기기심사부장

팀장:
국제협력담당관

팀장:
운영지원과장

<팀원>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원>
첨단의료기기과
심혈관기기과
정형재활기기과
구강소화기기과
체외진단기기과
의료기기연구과
검사제도과

<팀원>
국제협력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팀원>
운영지원과
정보화통계담당관실

현장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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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임 무
반 ․ 팀명
단장

임무

◦ 긴급대응단 총괄 ․ 지휘

(처장)

◦ 긴급대응단 회의 개최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긴급대응단 관련 기록
◦ 청와대 ․ 국무조정실 ․ 국회 업무보고 및 대응
◦ 처 ․ 차장 지시사항 관리
◦ 위해정보 수집 ․ 분석 ․ 전파
상황관리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 해외공관 등을 통한 정보 수집 총괄
◦ 소비자 피해사례 등 소비자원을 통한 정보 수집
◦ 소비자 단체 의견수렴 등을 위한 소비자 포럼 개최
◦ 대국민 소통메시지, 소비자 행동요령 등 주의사항 마련 ․ 배포,
국민소통단 운영
◦ 비상연락체계 구축(비상소집, 비상연락망 현행화)
◦ 대국민 정보 공개 홈페이지 등 유지 ․ 관리
◦ 긴급 수거, 회수 ․ 폐기 등

총괄대응반

현장대응팀

◦ 행정처분 실시, 소송 ․ 심판 등 대응

(의료기기

◦ 지방청, 시 ․ 도 업무 조정 ․ 총괄

관리과장)

◦ 법령, 고시 등 제 ․ 개정

(의료기기

◦ FAQ 등 교육 ․ 홍보 자료 작성

안전국장)

◦ 수거품 검사, 의료기기 위해성 평가
검사대책팀

◦ 국내 ․ 외 기준 ․ 규격 검토, 기준 설정

(의료기기
심사부장)

◦ 시험 ․ 검사기관 기술적 지원 ․ 통제
◦ 교육 ․ 홍보 자료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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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 팀명

임무

대외협력팀

◦ 국제 통상 및 관계부처 협력 업무

(국제협력

◦ 행정조치 관련 소송 등 법률 검토 지원

담당관)

운영지원팀

◦ 소비자 전화대응 등 소비자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 긴급대응단 인사 발령

(운영지원
과장)

◦ 전용 사무실, 컴퓨터, 전화 등 설치

◦ 언론, 인터넷 등 모니터링 및 분석
언론대응반
(대변인)

◦ 위기대응 관련 홍보계획 수립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 대상업체 현장점검, 제품 봉함 ․ 봉인 조치 및 수거 ․ 검사
◦ 부적합 제품 회수 ․ 폐기 및 행정조치

지방청 ․

◦ 의료기관에 부적합 의료기기 사용중지 명령

지자체(시 ․ 도)
* (지방청) 제조업, 수입업
(시 ․ 도) 수리업,
(시 ․ 군 ․ 구) 판매업,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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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역 할
Ÿ 위기 시 긴급대응 및 의사결정 기구 역할 수행
Ÿ 상황에 따라 긴급대응단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 가능
Ÿ 위기 종결 시 까지 일일 긴급대응단 회의 개최
- 회의 횟수 및 개최 시각은 긴급대응단 1차 회의에서 결정
Ÿ 각 팀별로 당일 16:00까지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황관리반은 이를 취합하여
전체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 당일 조치사항, 주요 부처 ․ 여론 ․ 제외국 등 동향, 조치 계획
Ÿ 긴급대응단 초기 단계부터 해제 시까지 팀원 등이 해당 위기대응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주 ․ 비상주 등 인사 발령
Ÿ 긴급대응단 및 관계 기관 담당자의 휴대폰, 사무실 전화, 이메일 등 비상연락망
재점검 ․ 공유
Ÿ 필요 시 긴급대응단 전용 합동 사무실,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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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협조 ․ 보고 체계

3.4.1. 내 부
Ÿ 긴급대응단 구성부터 해제까지 반 ․ 팀 간 충실한 상호 정보 ․ 자료 공유 실시
Ÿ 정보 ․ 자료 공유, 협조 요청은 공문 또는 메모보고를 이용
※ 특히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상황관리반에 공유

Ÿ 필요한 경우 일일상황보고 자료 등은 위기경보 발령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직원
공유(인트라넷 START 공지 → 글쓰기 → 긴급경보 → SMS → 내용입력 → 저장)
Ÿ 보도자료 등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반드시 내부 직원에게 먼저 알려 사전 숙지 ․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3.4.2. 외 부
Ÿ 초동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외부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보고 ․ 통보 및 협조 체계 유지
Ÿ 긴급 시에는 유선으로 사전 보고 ․ 통보하고 이후 공문 등 발송
Ÿ 공문, 이메일, 팩스 등 발송 시에는 수신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이메일의 경우 수신자 주소를 재검토하여 자료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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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유관기관 협조 요청 사항 기관명

대

통

령

부서명

-

- 의료기기로 인한 위기상황 보고

국 무 조 정 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의료기기로 인한 위기상황 보고

보 건 복 지 부

약 무 정 책 과
보 험 급 여 과
구강생활건강과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의료급여운영부

- 치료재료 등 급여 정지

질 병 관 리 본 부

위기대응총괄과

- 사망 사고 등 발생 시 역학조사

관

세

청

조 사 감 시 국

- 세관장 확인물품 지정
-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차단 등

교

육

부

학생건강정책과

-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국 민 안 전 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재난 위기 상황관리 총괄

국

부

물 자 관 리 과

- 군용 의료기기 사용 금지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 질 서 보 호 팀

- 유해 의료기기 판매사이트 차단
-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지 방 자 치 단 체

-

- 위해 의료기기 사용금지 등 대국민 홍보 등

관련협회 ․ 단체

-

- 위해 의료기기 사용금지 등 대국민 홍보 등

방

실

보고 ․ 통보, 협조 사항

- 의료기기 위기 공동대응 요청, 법령 제 ․ 개정
- 의료보험 급여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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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긴급대응단 해제

4.1.1. 요 건
Ÿ 위기가 종결되어 평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Ÿ 해제 이후에는 사업국에서 평시 업무와 연계하여 후속 조치

4.1.2. 절 차
Ÿ 상황관리반에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긴급대응단 회의 안건으로 상정
Ÿ 긴급대응단장이 해제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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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구 조치

4.2.1. 이미지 회복 프로그램 운영
Ÿ 우리처의 비전과 임무 등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
Ÿ 언론사, 업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열린 포럼, 세미나 등 적극 개최
Ÿ 내 ․ 외부 전문가 기고 ․ 칼럼 게재 등을 활용한 여론 형성 주도

4.2.2. 재발방지 대책 수립
Ÿ 위기 발생 ․ 확산 원인, 조치사항 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 도출
Ÿ 법령, 기준 ․ 규격 제 ․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 실시
Ÿ 관련 정책연구 ․ 연구개발 사업 실시, 백서 발간 등 추진

4.2.3. 모의훈련 ․ 교육 실시
Ÿ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 훈련 실시
Ÿ 모의 훈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Ÿ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등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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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생물 오염 의료기기로 인한 위기

5.1.1. 전체 시나리오
◈ 미생물로 오염된 의료기기가 제조 ․ 수입 되어 피부괴사, 패혈증,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5.1.2. 「평시」 상황 및 대응 절차
Ÿ 상 황
-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가 제조되어 특정 병원 등에 일부 유통 ․
사용되었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 주요국 정부기관이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한 의료기기와 동일 로트가
일부 수입 ․ 사용되었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 국회, 언론 등에서 특정 의료기기의 미생물 오염 가능성 제기
Ÿ 대응 절차

구분

대응 원칙

주요 내용

◦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 실시
◦ 위해정보 등급 분류 및 관련부서 간 공유,
위해예상경보 전파

위해정보 수집 ․
분석 활동 강화

◦ 국내 ․ 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의 조치 현황 지속
모니터링
◦ 언론 취재, 온라인 여론 지속 관찰

주관 부서
(협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 부서)
위해정보 수집부서
(위해정보과, 사업부서)
위해정보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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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황점검회의

주요 내용

주관 부서
(협조 부서)

◦ 위기 해당 여부, 위기 확산 가능성 등 판단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회의 참여부서)

◦ 필요 조치사항, 부서별 역할, 일정 등 논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회의 참여부서)

◦ 회의 결과 처 ․ 차장 보고, 관련 부서간 공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시중 유통품 수거, 제조 ․ 수입사 점검

◦ 의료기기 검사 및 위해평가

의료기기관리과
(지방청)
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대응 조치
◦ 안전성 서한 배포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상황점검회의에서 ◦ 회수 ․ 폐기, 제조 ․ 수입 금지 등 행정처분
결정)
◦ 법령, 기준 ․ 규격 제 ․ 개정

◦ 보도자료, FAQ 배포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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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조치 관련 모든 정보는 관련 부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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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안전평가과
의료기기관리과
(지방청, 시 ․ 도)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심사부)
대변인
(해당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의료기기안전국

제5장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

5.1.3. 「관심」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 미생물에 오염된 의료기기가 제조・수입되어 유통・사용되거나, 미생물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환자 발생 등
Ÿ 대응 절차
구분

주요 내용
◦ 부작용 발생 원인 조사, 질병관리 본부 역학조사 등
협조 요청

주관 부서
(협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평가원)

위기 징후 감지
◦ 언론 취재, 온라인 여론 지속 관찰

대변인

◦ 차장 주재 긴급대응회의 개최, 조치사항, 부서별 역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등 논의
(참여 부서)
◦ 대내 ‘관심 경보’ 발령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내부, 외부기관 협조 체계 점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 상황 보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 공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긴급대응단’ 구성 필요성 검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언론 창구 단일화(One-Voice)

대변인 또는 국장

긴급대응회의

언론 대응

※ 평시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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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주의」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

미생물 오염으로 확인된 의료기기로 인해 부작용 환자가 지속 발생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언론사에서 부정적 언론보도 시작
Ÿ 대응 절차
구분

긴급대응단

언론 대응

주요 내용

◦ 긴급대응단 구성

긴급대응단

◦ 대내, 대국민 ‘주의 경보’ 발령

상황관리반

◦ 부작용 피해 현황 일단위 집계

현장대응팀

◦ 대국민 정보 공개 홈페이지 운영

상황관리반
(대외협력팀)

◦ 관계부처 보고 ․ 협조 체계 가동

상황관리반

◦ 대국민 전화 문의처 운영

대외협력팀

◦ 경계 단계로 확산 가능성 검토

상황관리반

◦ 언론 창구를 ‘총괄대응반장’으로 단일화

언론대응반

※ 평시 및 주의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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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협조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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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

5.1.5. 「경계」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미생물 오염 의료기기로 인해 부작용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부정적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위기 확산
-

Ÿ 대응 절차
구분

주요 내용

◦ 긴급대응단 대응 조치

긴급대응단

주관 부서
(협조 부서)
긴급대응단
(운영지원팀)

◦ 대내, 대국민 ‘경계 경보’ 발령

상황관리반

◦ 관계부처, 시 ․ 도 합동 회의 개최

상황관리반

◦ TV 자막,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
실시

현장대응팀
언론대응반

◦ 심각 단계로 확산 가능성 검토

상황관리반

◦ 언론 창구를 ‘긴급대응단장’ 또는 ‘처장’으로 단일화

언론대응반

◦ 일일 언론 브리핑 실시

언론대응반

언론 대응

※ 평시, 주의, 관심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www.mfds.go.kr



41

의료기기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5.1.6. 「심각」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인명 피해 지속 확산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확산으로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
Ÿ 대응 절차
구분

긴급대응단

주요 내용

주관 부서
(협조 부서)

◦ 긴급대응단 대응 조치

긴급대응단

◦ 대내, 대국민 ‘심각 경보’ 발령

상황관리반

◦ 보건복지부와 공동 대처 실시

상황관리반

◦ 언론 창구를 ‘처장’으로 단일화

언론대응반

◦ 대국민 담화문 발표

언론대응반

언론 대응

※ 평시, 주의, 관심, 경계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42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제5장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

제2절

의료기기 재료 안전성으로 인한 위기

5.2.1. 전체 시나리오
◈ 기존 사용 중인 의료기기 재료에 대한 발암성 등을 이유로 주요국 정부
기관에서 사용중지 ․ 리콜 등의 조치를 한 제품이 국내 유통 ․ 사용

5.2.2. 「평시」 상황 및 대응 절차
Ÿ 상 황
- 국제기구, 주요국 정부기관, 국외 연구단체 ․ 언론 ․ 시민단체 등에서 기존에 사용
중인 의료기기 재료의 암 유발 가능성 등을 제기한 경우
-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거나 품목 허가 ․ 신고는 있어도 제조 ․
수입되지 않는 경우
Ÿ 대응 절차

구분
대응 원칙

위해정보 수집 ․
분석 활동 강화

주요 내용

주관 부서
(협조 부서)

◦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 실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 부서)

◦ 위해정보 등급 분류 및 관련 부서간 공유,
위해예상경보 전파

위해정보 수집부서
(위해정보과, 사업부서)

◦ 품목 허가 ․ 신고 및 기준 ․ 규격 관련 현황 파악
◦ 국내 ․ 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의 조치 현황 지속
모니터링
◦ 언론 취재, 온라인 여론 지속 관찰

의료기기심사부
위해정보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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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황점검회의

주요 내용

◦ 위기 해당 여부, 위기 확산 가능성 등 판단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회의 참여부서)

◦ 필요 조치사항, 부서별 역할, 일정 등 논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회의 참여부서)

◦ 회의 결과 처 ․ 차장 보고, 관련 부서간 공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위해성 평가

◦ 법령, 기준 ․ 규격 제 ․ 개정
대응 조치
(구체적인
◦ 안전성 서한 배포
조치내용은
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
◦ 품목 허가 ․ 신고 사항 변경

◦ 보도자료, FAQ 배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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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협조 부서)

◦ 대응 조치 관련 모든 정보는 관련 부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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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심사부)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의료기기심사부

대변인
(해당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의료기기관리과

제5장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

5.2.3. 「관심」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 사용할 수 없는 재료 등을 사용한 의료기기가 제조・수입・유통되거나,
재료안전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환자 발생 등
*

암 발생 가능성을 1~2등급으로 부여한 재료를 사용한 의료기기가

제조・수입・유통 및 사용된 경우
Ÿ 대응 절차
구분

위기 징후 감지

주요 내용
◦ 국내 ․ 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의 조치 현황 지속
모니터링
◦ 언론 취재, 온라인 여론 지속 관찰
◦ 차장 주재 긴급대응회의 개최, 조치사항, 부서별
역할 등 논의

주관 부서
(협조 부서)
위해정보과
대변인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참여부서)

◦ 대체품 공급방안 검토

의료기기정책과

◦ 대내 ‘관심 경보’ 발령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내부, 외부기관 협조 체계 점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대통령실, 복지부 등 상황 보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환자 발생 모니터링 체계 점검

의료기기안전평가과

긴급대응회의

언론 대응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 공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긴급대응단’ 구성 필요성 검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언론 창구 단일화(One-Voice)

대변인 또는 국장

※ 평시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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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주의」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 의료기기 재료 안전성 원인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 지속 발생
* 의료기기 재료 안전성 문제로 인한 특정 병원・지역 등에서 발암 환자 발생 등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언론사에서 부정적 언론보도 시작
Ÿ 대응 절차
주요 내용

주관 부서
(협조 부서)

◦ 긴급대응단 구성 및 대응 조치

긴급대응단

◦ 대내, 대국민 ‘주의 경보’ 발령

상황관리반

◦ 부작용 발생 원인 조사, 질병관리 본부 역학조사 등
협조 요청

검사대책팀

◦ 부작용 피해 현황 일단위 집계

현장대응팀

구분

긴급대응단
◦ 대국민 정보 공개 홈페이지 운영

언론 대응

◦ 관계부처 보고 ․ 협조 체계 가동

상황관리반

◦ 대국민 전화 문의처 운영

대외협력팀

◦ 경계 단계로 확산 가능성 검토

상황관리반

◦ 언론 창구를 ‘총괄대응반장’으로 단일화

언론대응반

※ 평시 및 주의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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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경계」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 의료기기 재료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부정적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위기 확산
Ÿ 대응 절차
구분

주요 내용

◦ 긴급대응단 대응 조치

긴급대응단

주관 부서
(협조 부서)
긴급대응단
(운영지원팀)

◦ 대내, 대국민 ‘경계 경보’ 발령

상황관리반

◦ 관계부처, 시 ․ 도 합동 회의 개최

상황관리반

◦ TV 자막,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불안감 자제
대국민 홍보 활동 실시

현장대응팀
언론대응반

◦ 심각 단계로 확산 가능성 검토

상황관리반

◦ 언론 창구를 ‘긴급대응단장’ 또는 ‘처장’으로 단일화

언론대응반

◦ 일일 언론 브리핑 실시

언론대응반

언론 대응

※ 평시, 주의, 관심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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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심각」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지속적인 인명 피해 확산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확산 등으로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
Ÿ 대응 절차
구분

긴급대응단

주요 내용

주관 부서
(협조 부서)

◦ 긴급대응단 대응 조치

긴급대응단

◦ 대내, 대국민 ‘심각 경보’ 발령

상황관리반

◦ 보건복지부와 공동 대처 실시

상황관리반

◦ 언론 창구를 ‘처장’으로 단일화

언론대응반

◦ 대국민 담화문 발표

언론대응반

언론 대응

※ 평시, 주의, 관심, 경계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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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무허가 의료기기로 인한 위기

5.3.1. 전체 시나리오
◈ 무허가로 제조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의 유통으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
발생

5.3.2. 「평시」 상황 및 대응 절차
Ÿ 상 황
- 허가 ․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가 제조 또는 수입되어 유통 중이라는 언론 보도,
국회 등의 문제 제기 등 정보 입수
- 특정 병원 등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Ÿ 대응 절차

구분

대응 원칙

위해정보 수집 ․
분석 활동 강화

주요 내용

주관 부서
(협조 부서)

◦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 실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 부서)

◦ 위해정보 등급 분류 및 관련 부서간 공유,
위해예상경보 전파

위해정보 수집부서
(위해정보과, 사업부서)

◦ 국내 ․ 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의 조치 현황 지속
모니터링
◦ 언론 취재, 온라인 여론 지속 관찰

위해정보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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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황점검회의

주요 내용

주관 부서
(협조 부서)

◦ 위기 해당 여부, 위기 확산 가능성 등 판단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회의 참여부서)

◦ 필요 조치사항, 부서별 역할, 일정 등 논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회의 참여부서)

◦ 회의 결과 처 ․ 차장 보고, 관련 부서간 공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무허가 제조 ․ 수입회사 현장 점검

◦ 의료기기 검사 및 위해평가

의료기기관리과
(지방청)
평가원

대응 조치
◦ 안전성 서한 배포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 유통품 회수 ․ 폐기, 제조 ․ 수입 금지 등 행정처분,
상황점검회의에서
고발
결정)
◦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지침 등 개정

◦ 보도자료, FAQ 배포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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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조치 관련 모든 정보는 관련 부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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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안전평가과
의료기기관리과
(지방청, 시 ․ 도)
의료기기정책과
대변인
(해당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의료기기관리과

제5장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

5.3.3. 「관심」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 무허가 의료기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작용 환자 최초 발생
Ÿ 대응 절차
구분

주요 내용
◦ 국내 ․ 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의 조치 현황 지속
모니터링

주관 부서
(협조 부서)
위해정보과

위기 징후 감지
◦ 언론 취재, 온라인 여론 지속 관찰

긴급대응회의

◦ 차장 주재 긴급대응회의 개최, 조치사항, 부서별
역할 등 논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참여 부서)

◦ 대내 ‘관심 경보’ 발령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내부, 외부기관 협조 체계 점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 상황 보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환자 발생 모니터링 체계 점검

언론 대응

대변인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 공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긴급대응단’ 구성 필요성 검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언론 창구 단일화(One-Voice)

대변인 또는 국장

※ 평시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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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주의」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 무허가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환자 지속 발생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언론사에서 부정적 언론보도 시작
Ÿ 대응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주관 부서
(협조 부서)

◦ 긴급대응단 구성 및 대응 조치

긴급대응단

◦ 대내, 대국민 ‘주의 경보’ 발령

상황관리반

◦ 부작용 피해 현황 일단위 집계

현장대응팀

◦ 대국민 정보 공개 홈페이지 운영

상황관리반
(대외협력팀)

◦ TV 자막 등을 통한 제품 공개

현장대응팀
(언론대응반)

긴급대응단

언론 대응

◦ 대국민 전화 문의처 운영

대외협력팀

◦ 관계부처 보고 ․ 협조 체계 가동

상황관리반

◦ 경계 단계로 확산 가능성 검토

상황관리반

◦ 언론 창구를 ‘총괄대응반장’으로 단일화

언론대응반

※ 평시 및 주의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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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경계」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 무허가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부정적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위기 확산
Ÿ 대응 절차
구분

주요 내용

◦ 긴급대응단 대응 조치

긴급대응단

주관 부서
(협조 부서)
긴급대응단
(운영지원팀)

◦ 대내, 대국민 ‘경계 경보’ 발령

상황관리반

◦ 관계부처, 시 ․ 도 합동 회의 개최

상황관리반

◦ TV 자막,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불안감 자제 대국민
홍보 활동 실시

현장대응팀
언론대응반

◦ 심각 단계로 확산 가능성 검토

상황관리반

◦ 언론 창구를 ‘긴급대응단장’ 또는 ‘처장’으로 단일화

언론대응반

◦ 일일 언론 브리핑 실시

언론대응반

언론 대응

※ 평시, 주의, 관심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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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심각」 상황 및 조치사항
Ÿ 상 황
- 무허가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지속적인 인명 피해 확산
- 이슈 제기된 사항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확산 등으로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
Ÿ 대응 절차
구분

긴급대응단

주요 내용

주관 부서
(협조 부서)

◦ 긴급대응단 대응 조치

긴급대응단

◦ 대내, 대국민 ‘심각 경보’ 발령

상황관리반

◦ 보건복지부와 공동 대처 실시

상황관리반

◦ 언론 창구를 ‘처장’으로 단일화

언론대응반

◦ 대국민 담화문 발표

언론대응반

언론 대응

※ 평시, 주의, 관심, 경계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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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나리오별 커뮤니케이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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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제1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6.1.1. 활동 체계도
Ÿ 위기 단계에 따라 전략적 ․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
- 위기상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단계 ․ 전략을 유동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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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위기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분

사전조치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

▪위해정보 분석 및 모니터링
▪위기대응 요약 리포트(1∼2p) 작성 및 공유
* 위기원인, 경과, 위해성 여부, 정부조치 등
- 정보 수집 및 분석
- 언론보도, 카페/블로그 / SNS 등 ▪핵심 공중 및 쟁점을 파악, 대응 메시지 준비
실시간 모니터링
- 언론, 시민단체, 학자, 관계 전문가 등 여론을 주도
- 온 ․ 오프라인 여론동향 파악
할 수 있는 공중을 대상으로 우선적 쟁점관리
*
내부 조직원, 외부 자문위원, PR전문가 등이 함께
발 생 ▪상황파악 및 대응 방향 논의
위기대응 방향 논의
- 관련 법 및 기준 검토
- 위기의 심각성, 확대 가능성 파악 - 공중이 우려하는 부분 우선 대응(잠재 이슈 또한 고려)
- (필요시) 관련 검사 지시, 행정 - 내부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대응 메시지 개발
조치 결정 및 진행
▪언론 및 주요 공중에게 보도자료, 브리핑 등 신속 ․
- 사전 준비리스트 점검 및 보완
정확한 정보 및 메시지 전달
▪위기 확산에 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통해 쟁점 파악 및 대응방향 준비
강화
▪위기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공중(언론, 시민단체 등)을
▪상황파악 및 추가 위기대응 방향
우선으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진행
논의
- 파생 쟁점에 대하여 사실 위주의 정확한 대응
- 해당 위기의 확산 경로 파악
- 선정적 보도 자제 요청(예 : 쓰레기 만두, 방사능
- 위기의 심각성 및 위기단계 결정
수산물 등)
악 화 - (필요시) 주요 조치사항 검토 및
- 필요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상황 설명 및
행정조치 진행
메시지 전달
- 취재요청 또는 자료요청시 적극 대응, 관련 전문가
섭외 및 필요시 담당자 출연
- 홈페이지 ․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 정보
제공 및 필요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진행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식약처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 주요
평가 및 보완
공중별 차별화된 메시지 전파
- 언론 홍보활동 종합분석 및 위기 - (언론, 시민단체 등) 식약처의 위기대응 활동 및 사후
대응 평가
관리 모습 전파, 정기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청회
진 정 - 해당 위기관리 보고서 작성
- (관련 업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 (소비자) 대국민 인식전환 캠페인 진행, 국민 참여
- 위기상황 종료 후 내부 직원 대상
프로그램 진행(토크콘서트, 1일 식약처 방문 Day 등),
관련 내용 공유 및 재발방지를
웹툰 ․ UCC 등 콘텐츠 개발 및 배포
위한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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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위기 유형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분

식약처
책임성
높음

국민 불안 요인이 사실(Fact)1)에
근거한 경우

국민 불안 요인이 인식(Perception)2)에
근거한 경우

< A 유형 >

< C 유형 >

∘ 책임감 표현

∘ 책임감 표현

∘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

∘ 안전성 강조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소통

∘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이드 전달

∘ 제3자 활용 커뮤니케이션

∘ 신뢰성 회복을 위한 상시소통

∘ 신뢰성 회복을 위한 상시소통

< B 유형 >

< D 유형 >

∘ 유감 표현

∘ 유감 표현

기업 ․

∘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

∘ 안전성 강조

타기관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소통

∘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이드 전달

∘ 제3자 활용 커뮤니케이션

∘ 관리, 감독 강화 전달

∘ 관리 ․ 감독 강화의지 전달

∘ 협업 및 협조 강조

∘ 협업 및 협조 강조

공동책임

1) 위기(국민 불안)의 원인이 ‘사실’에 있는 경우
-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통해 추가 피해방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전달, 개인차원에서 위기상황 방지 가이드 전달
2) 위기(국민 불안)의 원인이 ‘인식’에 있는 경우
-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
재구성 및 유형 다양화, 전문가 및 신뢰성 높은 화자를 활용한 대응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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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커뮤니케이션 전략 세부내용
커뮤니케이션 전략

세부 내용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건 ․ 상황의 원인, 경위 등을
빠르고 상세히 전달

재발방지 대책 전달

해당 위기와 유사한 사건 ․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조

개인적 차원에서의 예방
가이드 전달

해당 사건․ 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 제시

관리 ․ 감독 강화 전달

현재 마련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잘 지켜져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식약처의 역할을 강조

안전성 강조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

눈높이 커뮤니케이션

일반인이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또는
웹툰,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의 콘텐츠를 개발

제3자 활용

메시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해 전달

신뢰성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책임감 표현

위기가 진정된 후, 조직의 전문성과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및 프로그램 진행
해당 사건 ․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 의지 표현

유감 표현

해당 사건 ․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
표현

협조 강조

식약처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위기는 아니지만, 정부부처로서의
위기해결을 위한 자세 전달

6.1.4. 위기 유형별 시나리오 개발
Ÿ 이슈평가(언론분석, 내 ․ 외부 공중인터뷰,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시나리오 개발
구 분

식약처
책임성 높음

국민 불안 요인이
사실(Fact)에 근거한 경우

< A 유형 >
< C 유형 >
◦함량 미달 치과용 금속합금 유통으로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안전성 논란
인한 피해자 발생
발생

< B 유형 >
기업 ․ 타기관
◦무허가로 제조 ․ 수입된 의료기기로 인한
공동책임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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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나리오별 커뮤니케이션 활동

6.2.1. 함량 미달 치과용 금속합금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A유형)
사건발생 개요
30대 여성 A씨는 어금니를 ‘금’으로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받았으나, 1달도 지나지 않아 치료를
받은 어금니가 심하게 부으면서 심한 악취가 생기고 통증이 계속돼, 결국 시술한 부위를 발치함.
A씨는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게시판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품질에 대한 불만을 글로 남기며 이에 대해 취재해 달라고 제보함. 게시판을 살피던
TV시사/교양프로그램 PD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품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유통되고 있는
치과용귀금속합금의 1/4이 품질에 문제가 있으며 관리당국인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기획함. 방송 내용은 기사화돼 각종
포털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오르고, SNS을 통해서도 관련 기사 링크가 확산되며 식약처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난이 증가함. 한 소비자단체는 치과용 금속합금 품질문제는 식약처의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관련 법규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Ÿ 위기대응 전략 포인트
① 쟁점별 전략 포인트
주요 쟁점

주요 전략

키 메시지

치과용
금속합금의
기준 미설정 논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 커뮤니케이션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진행 중 임을 강조)
: 의료기기 안전성 관련 공통 기준규격은 있으나,
개별 재료에 대한 기준은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 강조
: 치과용 귀금속 합금 등 30개 품목 치과재료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진행 결과 전달

“식약처에는 현재
치과재료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통되고 있는
치과용
금속합금의
유해성 유무 문제
(괴담화)

인체 無위해성 강조 커뮤니케이션
: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위해원소는 함유하지 않아 인체에는 무해함
제3의 전문가 활용 커뮤니케이션
: 의사 등 전문가를 활용, 제품에는 문제가 있으나
인체에는 무해함을 강조

“문제의 제품은 수거 ․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니,
소비자분들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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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주요 전략

키 메시지

문제 병원 처벌
등 관련법규
필요성

관련 기관간 협조 강조 커뮤니케이션
: 사건 해당병원 처벌 등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타 부서 소관임
: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협력안을 구상하겠음

“재발방지를 위하여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당국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공중별 전략 포인트

62

주요 공중

전략 포인트

조직내부

위기 예방을 위한 소통
§ 치과용 금속합금을 포함한 의료기기 관리체계에 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
작성, 내부적으로 공유
§ 위기 요약 리포트 작성 및 공유

언론

적극적 ․ 직접적 정보 제공, 커뮤니케이션 및 제3의 전문가 적극 활용
§ 문제의 해당제품은 회수 ․ 폐기 조치 등 해결을 위한 조치 공개
§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배치
§ 재발 방지를 위해 식약처는 강화된 관리 ․ 단속을 통해 치과용 금속합금의 품질
관리함 강조
§ 선정적인 기사제목 및 단어 사용 자제 요청
§ 안전성을 입증해줄 제3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언론인터뷰 등에 협조요청(치의학,
금속 전문 교수 혹은 의료인 등)

제조사
/치과

위기 타계를 위한 동반자이자 관리 대상
§ 수정 ․ 보완된 관리 기준에 따라 강화된 점검 진행
§ 국민의 치과용 의료기기의 불안감이 지속될수록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된다는 메시지 전달
§ 치료기기 제조사 및 병원을 대상으로 윤리성 강조 캠페인 진행

소비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 홈페이지/App 등을 통해 부적합 치과용 금속합금 주의 전달
§ 언론과 제3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의 해결과정을 전달
§ 품질보증서 확인 등 개인차원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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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기단계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1) 위기단계 : 1단계 “발생”
구분

주요활동
< 위기단계 : “발생” >
§ (언론) TV시사/교양프로그램 PD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품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유통되고 있는 치과용귀금속합금의 1/4이 품질에 문제가 있으며 관리
당국인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기획

시나리오

§ (온라인 커뮤니티 등) 방송내용은 언론을 통해 ‘저질 금니’, ‘찌꺼기 금니’ 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기사화돼 각종 포털사이트의 메인화면에 게재
§ (일반국민) SNS을 통해서도 관련 기사 링크가 확산되며 식약처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난 증가
<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 >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

눈높이 커뮤니케이션(전달메시지)
§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관리 ․ 감독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품질 부적합 치과용 금속합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정부
책임 인정 메시지 전달, 동시에 이번 방송으로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에 대한 공감 메시지 전달
§ 현재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전달
§ 치과용 금속합금을 비롯한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응대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 (언론) ‘저질 금니’, ‘찌꺼기 금니’ 등 기사 제목 및 내용에서 선정적인 표현
자제 요청
커뮤니케이션 도구
§ 방송 프로그램 제작 단계에서 식약처에 컨택시, 선정적 표현 및 사실과
다른 내용 시정 요청, 반영 안 될 경우 신속히 대응 보도자료 준비 및 배포
< 24시간 이내 배포용 메시지 >
시중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치과용 금속합금(금니)의 품질문제로
국민들이 두통, 잇몸염증, 구취를 겪거나 심할 경우 발치를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보철물에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순금 함량은 차이가 있더라도
최소 40%이상은 되어야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최근 금값 상승에
따라 금 함량을 줄이고 대신 은이나 구리 등 싼 재료 비율을 높이면서
의료기기로서는 부적합한 치과용 금속합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심각한 품질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OO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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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활동
제품을 전량 회수 ․ 폐기 조치를 했으며,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과용
금속합금 전종의 품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향후 치과용 금속합금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품질보증서를
확인 후, 치료받기를 권고 드립니다.
< 사건 발생 2∼3일 이내 >
공중별 커뮤니케이션(전달메시지)
§ 치과용 금속합금 제조업체, 치과의사협회에 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
- 해당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 협조 요청(피해사례 등)
-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의료기기 제조 및 치료 과정에서의 윤
리적 측면 강조(처벌 내용도 전달)
눈높이 커뮤니케이션(전달메시지)
§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 추가 전달
커뮤니케이션 도구
§ 2차 보도자료 배포 및 외부 대응
§ 치과용 금속합금의 안전성 및 주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3의 전문가를
활용, 언론인터뷰 등 협조요청(금속, 치위생 전문 교수 혹은 의료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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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단계 : 2단계 “악화”
구분

주요활동
< 위기단계 : “악화” >
§ (소비자단체) 치과용 금속합금의 품질문제는 식약처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의 역할에 대해
강하게 비판, 관련법규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시나리오

§ (온라인 커뮤니티 등) 시민단체의 발표는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고 SNS를
통해 확산
§ (일반국민) 사람들은 의료기기 관리 ․ 감독기관인 식약처 신뢰성에 대해 의
문을 갖게 됨
< 사건 발생 4∼7일 이내 >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

3차 보도자료 배포 및 외부 대응
§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 온라인 등 외부 전달 메시지 개발
§ 필요시 브리핑 실시
§ 전문가, 식약처 의료기기 관리 담당자 등 방송 출연하여 집중 설명
- (식약처) 제조업체 유통관리 현황
- (금전문가) 금니가 순금일 수 없는 이유 및 다른 귀금속과 합금 필요성
§ 상시 관리체계 소개 및 관련기업의 적극협조 요청 메시지 전달
§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공통기준규격이 있으나, 개별 재료에 대한 기준은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 예정이라는 점 강조
- 치과용귀금속합금 등 30개 품목 치과재료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진행
결과* 전달
* 치과용 금속합금 등 30개 품목 치과재료의 품목별 안전성 및 성능 평가
시험항목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추가 및 보완되어야 하는 법규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현(병원 관리 등)
§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의 관리 ․ 감독도 강화하고
부적합 업체를 중점관리 할 예정
§ 치과용 금속합금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품질보증서를 확인 후 치료받기를 권고
§ 식약처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기고 및 언론인터뷰 추진
§ 지속적으로 언론에 선정보도 자제 요구
식약처 공식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
§ 식약처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식으로 치과용 금속합금에 대한 주의사항 전달
§ SNS/App 상에서 치과용 금속합금에 대한 주의사항 전달
§ 치료시, 제조사가 제공하는 품질보증서를 확인할 것을 강조

www.mfds.go.kr



65

의료기기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구분

주요활동
< TV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품질 부적합 치과용 금속합금의 유통 사실이 알려져,
식약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경우 >
§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에 대해 정부 기관으로서의 책임감있는 모습 전달
§ 식약처는 항상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관리 ․ 감독하는 정부기관임을
강조
§ 문제의 해당제품은 회수 ․ 폐기 조치함
§ 치과 치료 시 병원의 설명을 요청하고 치과용 금속합금의 품질보증서 확인
필수 강조
§ 재발방지를 위해 식약처는 강화된 관리 ․ 단속을 통해 치과용 금속합금의
품질 관리하겠다는 것을 전달
< 對소비자 메시지 >
“불량 치과용 금속합금(금니)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을 겪고 치과
치료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관리당국으로써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제가 되는 해당 제품은 판매중지 ․ 회수조치 내렸으며 폐기될 예정이며,
문제 기업은 관련당국과 논의를 통해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금을 사용하는 제품을 수거 ․ 검사하는 등 사후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치과치료를 앞두고 있는 소비자분들은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치과용 금속합금의 품질
보증서를 확인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對언론 메시지 >
“문제가 되는 해당 제품은 판매중지 ․ 회수조치 내렸으며 폐기될 예정이며,
문제 기업은 관련당국과 논의를 통해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 ․ 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치과치료를 앞두고 있는 소비자분들은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치과용 금속합금의 품질보증서를
확인하시도록 전달부탁드립니다. 언론에서는 국민들이 치과용 금속합금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찌꺼기 금니’, ‘저질 금니’ 등의 자극적
표현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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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활동
< 시민단체에서 치과용 금속합금의 품질관리 기준을 문제 삼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경우 >
§ 문제의 해당제품은 회수 ․ 폐기 조치함
§ 현재 치료용 금속합금 관리 현황 전달
§ 식약처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전달
-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공통 기준규격이 있으나, 개별 재료에 대한
기준은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 강조
- 치과용귀금속합금 등 30개 품목 치과재료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진행
결과 전달
§ 식약처 업무영역 및 대처방안 전달
- 사건의 해당병원 처벌 등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타 부처 소관임
-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협력안을 구상
하겠음
§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치과용 금속합금 관리 방법 보완
강조
< 對 시민단체 ․ 언론 메시지 >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한 즉시 문제가 되는 제품은 판매중지 ․ 회수조치
내렸으며 폐기될 예정입니다. 또한 문제 기업은 관련당국과 논의를 통해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 ․ 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는 현재 치과용
금속합금 등 30개 품목 치과재료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공청회 등을 통해 관리 방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 병원에 대한 관리 등 업무적으로 식약처의
소관이 아니거나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협력안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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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단계 : 3단계 “진정”
구분

주요활동
< 위기단계 : “악화” >
§ (언론) 치과용 귀금속합금에 대한 기사 보도량이 줄어듬

시나리오

§ (온라인 커뮤니티 등) 건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식약처가
발표한 대책안이 공유됨
< 상시활동 >
4차 보도자료 배포
§ 언론을 통해 식약처의 사후 관리 모습 전달
-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포럼 내용 전달
- 시사/교양프로그램의 PPL을 통해 의약품 관리의 중요성과 달라지는 관리
지침 전달
신뢰성 회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 시민단체와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청회 기획 및 운영

위기
해당 업계 대상으로 윤리성 강조 캠페인 진행
커뮤니케이션
§ 의료기기 제작사, 병원을 대상으로 ‘(가제) 품질 좋은 의료기기 사용하기’
활동
캠페인을 진행
다양한 창구 활용을 통해 위기 재발 예방
§ 식약처의 사후 관리 모습 언론을 통해 전달
§ 방송 PPL 진행
- 인포테이너 프로그램(생활의 달인, 극한직업 등) 을 이용, 우수 치과용
금속합금을 생산하는 기업들 소개하는 프로그램 제작, 우수 치과용 의
료기기 제작업체 소개
§ 치과용 의료기기를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
- 치과에서 사용하는 합금물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설명 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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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무허가로 제조 ․ 수입된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B유형)
사건발생 개요
10대 소음성 난청이 늘면서 보청기 이용자가 늘자 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시판 중인
보청기 제품들의 품질검사 및 유통 실태 조사를 벌임. 그 결과 무허가 보청기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이 밝혀지자,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 해당 기사를 접한 소음성 난청 환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가 무허가 보청기임을 알게 됨. 이 학부모는
여성/육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가받지 않은 보청기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식약처의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게재함. 때마침 10대 소음성 난청 증가가 언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이었기에 방송사의 주요 시사프로그램에서 정부의 의료기기 허가 및 관리 실태에
대해 방송하고, 해당 내용은 여성/육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됨.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식약처의 의료기기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함.

Ÿ 위기대응 전략 포인트
① 쟁점별 전략 포인트
주요 쟁점

주요 전략

키 메시지

재발 방지 및 대책 전달 커뮤니케이션
: 향후 의료기기 관리감독 강화 예정임을 알림
: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청기
관리 감독을 보완할 계획 알림
“의료기기 유통 관리를
사건 경위(과정) 전달 커뮤니케이션
앞으로 더 강화하고,
: 해당 보청기 유통 업체 조사 상황, 전수 조사 상황을
허술한 식약처
식약처 홈페이지와
공개
관리 시스템
앱에서 의료기기 정보를
: 상시 관리 ․ 감독 강조 및 SNS를 통한 관리 상황을
쉽게 검색하실 수
상시 공개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의료기기에 대해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 의약 도서관’ 앱에 의료기기
항목을 추가해 실시간으로 의료기기 자료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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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주요 전략

키 메시지

재발방지 및 대책 전달 커뮤니케이션
: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
: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업체 대상 관리교육
해당 업체
책임성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의료기기에 대해 검색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의료기기 허가 여부 업데이트
: 무허가 의료기기를 발견하고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경로 마련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강화할 것이며,
제조 ․ 유통업체
대상으로 관리교육에
들어갈 것입니다.”

② 공중별 전략 포인트
주요 공중

조직내부

언론

시민단체

의료기기업체
/온라인쇼핑몰

국민

70

전략 포인트
재발방지 및 대책 전달 커뮤니케이션
§ 식약처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 공개
§ 위반내용 확인 및 처분여부 결정
§ SNS에 해당 보청기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 리스트 게재
적극적 ․ 직접적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 이슈에 대한 보도자료 준비 및 배포
§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배치
§ 해당 업체 리스트 및 행정처분 사항 발표
적극적 ․ 직접적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 이슈에 대한 보도자료 준비 및 배포
§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배치
§ 해당 업체 리스트 및 행정처분 사항 발표
§ 관리 방법 보완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제안
§ 해당 업체 외의 의료기기 업체,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사항 전달
§ 의료기기 허가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 전달
§ 시민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조 감시 체제, 소비자 직접 신고제 등
방안 전달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 의료기기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앱에 의료기기 정보 추가하여 의료기기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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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기단계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1) 위기단계 : 1단계 “발생”
구분

주요활동
< 위기단계 : “발생” >
§ (언론) 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청기 품질검사 및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허가 보청기가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

시나리오

§ (온라인 커뮤니티 등) 자신의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가 무허가 보청기
임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여성/육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가받지 않은
보청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아이의 청력이 더 상할까
무섭다”는 반응과 함께 “이러한 상황은 애초에 식약처가 의료기기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게재
§ (일반국민)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일일이 확인해보고 사야 하나'라는 불
만을 표출하고 연로하신 부모나 자녀 등 가족에게 구매하여 준 보청기가
허가받은 제품인지에 대한 불안감 토로
<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 >
위기대응 요약 리포트 (1～2p) 작성
§ 위기 내용, 위기 원인, 위해성 여부 등에 검토 및 간략하게 정리
§ 위기 이슈 대응 프로세스 확인
- 식약처 공식 입장 및 대응 계획 정리
- 협력 요청 부처 리스트/연락처 확인

대책 방향 논의 및 공유
§ 관계부처간 대책 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진행
위기
§ 필요시, 해당업체 처벌에 대한 논의 진행
커뮤니케이션
§ 관계 국/부처에 논의 내용 공유
활동
1차 언론 및 외부대응
§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의료기기를 관리 ․ 감독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전달
§ 현재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한 간략하게 전달
- 시중에 무허가 보청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긴급
수사를 진행하여 무허가 보청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처벌할 예정임.
- 이후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및 전국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추가적으로
위법 사실이 있는 업체는 처벌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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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활동
§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조사 결과 및 구체적 처벌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는 메시지 전달
- 현재 사실 파악에 들어갔으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한 업체들은 모두
처벌대상이 될 것임.
- 해당 조사 내용은 언론 및 식약처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릴 것임
§ 보청기의 보편적인 허가 심사 및 유통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 전달
§ 경솔한 개별적 대응 방지, 대책반 대표의견 통일성 있게 전달
< 사건 발생 2∼3일 이내 >
2차 언론 및 외부대응
§ 해당 보청기가 어떻게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
§ 해당 보청기 외 다른 문제되는 보청기가 유통되는지에 대해 파악 중이라는
메시지 전달
§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메시지 전달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활동
§ 식약처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식으로 메시지 전달
- 현재 해당 보청기가 시중에 유통된 경로와 그 외 다른 문제되는 보청기
유통 여부를 파악 중이라는 메시지 전달
§ SNS/App 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사 내용 및 보청기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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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단계 : 2단계 “악화”
구분

주요활동
< 위기단계 : “악화” >
§ (시민단체) 소음성 난청 전체 환자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이하 환자는 4년 사이 28%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
§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등) 정부의 의료기기 허가 및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여성/육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시나리오

§ (일반국민) 정부의 의료기기 관리 감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 관련 정보를
쇼핑몰의 판매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비판
§ (국회의원) 국감에서 무허가 보청기를 비롯하여 시판되는 무허가 의료기기
실태 자료를 토대로 식약처의 의료기기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자료 준비
< 사건 발생 7일 이내 >
대국민 및 대언론 자료 배포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브리핑 진행)
§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사과
§ 파악된 무허가 보청기 리스트 공개
§ 해당 보청기 제조업체에 조치를 내렸다는 메시지 전달
§ 기 판매 보청기는 최대한 회수하고, 판매 전인 보청기는 전량 회수되었다는
메시지 전달
§ 향후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 약속
§ 홈페이지, 앱, SNS를 통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활동(확인 방법 등) 전달
§ 취재 요청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자료 요청 시 적극 제공, 필요 시
업무담당자 출연
§ 홈페이지 검색 방법 및 식약처 앱을 개선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위기
커뮤니케이션
행동 지침 제공
활동
§ 해당 보청기를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환불 절차 알림
§ 식약처 의료기기 홈페이지에서 허가 받은 보청기 리스트를 확인할 것을 당부

대 언론 활동
§ 방송 프로그램 제작 전 관련 내용 입수, 선정적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
시정 요청, 반영 안 될 경우 신속히 대응 보도자료 준비 및 배포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
§ 식약처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식으로 메시지 전달
- 조사 진행 상황 전달
- 파악된 무허가 보청기 리스트 공개
- 허가 받은 보청기를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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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활동
§ SNS/App 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사 내용 및 보청기 관련 정보 제공
- 조사 진행 상황 전달
- 파악된 무허가 보청기 공개 및 허가 받은 보청기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 연결
< 시민단체의 검사 시행 후 기자회견 및 언론을 통해 식약처의 의료기기 관리
감독에 대해 부정적 내용이 이슈화되는 경우 >
§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유감 표명
§ 사건 경위 전달
- 보청기 업체 조사 및 파악된 무허가 보청기 리스트 공개
- 위반내용확인 및 처분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 전달
§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및 대책 약속 전달
- 향후 더욱 철저한 보청기 관리 감독 약속
- 관리 방법 보완을 위한 시민단체, 시민감시단 등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제안
< 對 시민단체 ․ 언론 메시지 >
"무허가 의료기기가 유통된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은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중이며, 해당 업체의 보청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파악 중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적합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식약처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및 앱의 의료기기 자료를 갱신해 국민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보청기를 구매
하시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의료기기 유통 관리 시찰을 나가는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통하여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미흡함을 깨달은 바, 향후 시민
단체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청기 관리감독 방법 보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여성/육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허가 보청기 구매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 >
§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유감 표명
§ 사건 경위 전달
- 보청기 업체 조사 및 파악된 무허가 보청기 리스트 공개
- 위반내용확인 및 처분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 전달
§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및 대책 약속 전달
- 향후 더욱 철저한 보청기 관리 감독 약속
- 시민단체, 시민감시단 등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리 방법 보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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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활동
§ 식약처 홈페이지 및 앱 개선 약속
-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검색 방법 및 앱 내용 개선 메시지 전달
- 식약처 앱 ‘온라인 의약 도서관’에 의료기기 항목 추가
§ 홈페이지, APP, SNS를 통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활동(확인 방법 등) 전달
§ 시민 신고제 운영
- 부정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에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경로 마련
< 對 여성/육아 커뮤니티 회원 ․ 언론 메시지 >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불안감을 가지게 된 국민 모두에게 유감의
말을 전합니다. 관리 감독 불찰에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중이며, 해당 업체의 보청기를 구매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파악
중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적합한
처벌을 내리겠으며, 파악된 무허가 보청기 품목들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의료기기 유통 관리 시찰을 나가는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시민단체, 시민감시단 등과의 지속적인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보청기 관리감독 체제 또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신고제를 운영하여 부정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가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경로를 마련할 것입니다. 식약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의료기기에 대해 검색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의약 도서관’에
의료기기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의료기기의 허가 여부 자료를 갱신해
국민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보청기를 구매하시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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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단계 : 3단계 “진정”
구분

주요활동
< 위기단계 : “악화” >

시나리오

§ (언론 등) 보청기 구매자 및 사용자들의 불만이 잦아들고, 무허가 보청기에
대한 기사 보도량이 줄어듬
§ (일반국민) 보청기 구매 시 허가 받은 보청기인지 따져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식약처에서 공개되는 보청기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관심 증가
< 상시활동 >
신뢰성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 식약처 홈페이지, 앱 등 국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방법
공지
§ 시민단체, 시민감시단 등과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청회
기획 및 운영

위기
커뮤니케이션 언론을 통해 식약처의 사후 관리 모습 전달
활동
§ 합동단속 모습 공개

적극적인 직접 커뮤니케이션
§ 식약처 홈페이지 및 앱 개선
§ 식약처 운영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받은 보청기 업체에 대한 정보 실
시간 업데이트 제공
§ 시민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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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안전성 논란 발생(C유형)
사건발생 개요
국내 유수 대학병원에서 쓰이는 의료기기에 환경호르몬인 DEHP함유 논란이 있는 프탈레이트류
소재가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료기기 사용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지적. 식약처가 2015년 7월 1일부터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발표했음에도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혈용 채혈세트 등에 프탈레이트 함유 품목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정책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 기자회견 이후 지상파 뉴스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이슈를 특집편성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
프탈레이트류 소재가 기형아와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 하고 이후 ‘환경호르몬
덩어리 의료기기’라는 자극적 보도가 이루어짐. 보도 후 여성/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환경호르몬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게시물이 널리 퍼지고, 혈액투석기 사용이나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들도 생겨남. 프탈레이트가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면서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식약처의 의료기기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됨.

Ÿ 위기대응 전략 포인트
① 쟁점별 전략 포인트
주요 쟁점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주요 전략

키 메시지

식약처의 선제적 대응과 안전 관리 역사를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호르몬에 대한 안전
“식약처는 2000년대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초반부터 환경호르몬에
진행해 왔음을 강조
관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 2007년부터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백(의약품용기)
진행해왔으며, 2015년
생산을 제한해 왔고,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7월1일 의료기기
(의료기기)까지 제한 대상을 확대 중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 프탈레이트류 제품 중 수액세트의 비중이 99.5%로
규정 개정으로 관리 ․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금지에 가까운
감독이 더욱 강화될
정책 효과가 기대됨
예정입니다.”
: 허가된 제품에서도 산업용보다 의료용 프탈레이트류
사용을 권장하고 해당 병원 목록을 추가로 공개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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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주요 전략

키 메시지

인체 無위해성 강조 커뮤니케이션
: 프탈레이트는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되는
“프탈레이트는 여러
물질로, 직접적 질병 유관성은 밝혀진 바가 없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의료기기의
되는 물질로, 직접적 질병
제3의 전문가 활용 커뮤니케이션
환경호르몬
유관성은 밝혀진 바가
: 의사 등 전문가를 활용, 직접적 질병 유관성은
소재 사용 및
없습니다만, 국민건강을
밝혀진 바가 없음을 강조
발암성에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는
대한 우려
이미 프탈레이트 사용을
안전 체계 강조 커뮤니케이션
제한해 왔습니다.”
: 의료기기 전체에 프탈레이트류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프탈
레이트류가 사용되는 제품 리스트 공개)

② 공중별 전략 포인트
주요 공중

조직내부

언론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기업
병원 및
의료기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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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포인트
위기 예방을
§ 위기요약
§ 의료기기
§ 대변인실

위한 소통
리포트 작성 및 공유
관리체계에 관한 이해하기 쉬운 자료 작성, 내부적으로 공유
모니터링 적극 활용

적극적 ․ 직접적 정보 제공, 커뮤니케이션
§ 상황 설명 및 조사 진행에 대한 자료 수시 배포
§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배치
§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자료요청시 적극 제공, 필요시 담당자 출연
§ 선정적인 기사제목 및 단어 사용 자제 요청
§ 안전성을 입증해줄 제3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언론인터뷰 등에 협조요청
해당 상황해결을 위한 동반자이자 관리 대상
§ 의료기기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자체 조사 및 결과 발표 요청
해당 업계 대상으로 윤리성 강조 캠페인 진행
§ 의료기기 제작사 및 병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료기기 사용’ 캠페인 진행
위기 타계를 위한 협조 요청
§ 프탈레이트류 사용을 자율적으로 줄이고, 해당 사실을 공개할 것을 권유
위기 감지 및 여론의 방향 확인
§ 온라인 분석을 통해 여론 상시 모니터링, 위기감지
§ 온라인 카페 등에 식약처 활동, 정책 적극 공개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제6장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③ 위기단계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1) 위기단계 : 1단계 “발생”
구분

주요활동
< 위기단계 : “발생” >
§ (국회) 국내 유수 대학병원에서 환경호르몬인 DEHP함유 논란이 있는 프탈
레이트류 장비가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식약처가 제출한 의료기기
사용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시나리오

§ (언론) 국감에서 지적된 상황을 지상파 뉴스에서 비중을 두어 보도하고,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집 편성으로 이를 집중 조명.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들이 프탈레이트류가 기형아와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성 소재임을 강조
§ (온라인 커뮤니티 등) ‘환경호르몬 덩어리 의료기기’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단 온라인 기사가 경쟁적으로 업데이트
<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 >
위기대응 요약 리포트 (1～2p) 작성
§ 위기 내용, 위기 원인, 위해성 여부 등에 검토 및 간략하게 정리
§ 위기 이슈 대응 프로세스 확인
- 식약처 공식 입장 및 대응 계획 정리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

1차 보도자료 배포 및 외부 대응
§ 보도자료 배포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풀어서 서술
§ 행정조치 상황 및 실시간 대처현황에 대한 상세한 전달
§ 안전성 강조 커뮤니케이션
§ 제3의 전문가 적극 활용 커뮤니케이션
< 24시간 내 배포자료 포함 콘텐츠 >
“해당 보도사실로 국민이 불안감을 갖게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프탈
레이트류 제품 중 수액세트의 비중이 99.5%라서 사실상 프탈레이트류
사용 대부분을 금지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15개 병원에서 국제
기준에 적합한 의료용 프탈레이트 연결관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도 의료용 프탈레이트제품 채택 시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07년부터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백(의약품 용기)
생산을 제한해 왔고,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료기기)까지 제한대상을
확대해 가는 중입니다. 2014년 8월부터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의
신규 허가를 전면금지해왔으며, 2015년 1월부터는 제조 ․ 수입 ․ 판매도 전면
금지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2015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기 관련규정 개정
까지 확정된 정책 변화 방향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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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활동
“(제 3 전문가 활용)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첨가물로서, 1930년대 이후 각종 PVC제품, 화장품, 목재 가공, 세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산업상의 필수물질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질병 유관성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고, 최근 대체물질 등의 개발로
국내에서는 제한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건 발생 2∼3일 이내 >
2차 보도자료 배포 및 외부 대응
§ SNS상 게시물 주요 키워드 중 부정적 키워드 증가여부 확인
§ 언론의 취재요청 모니터링으로 향후 취재방향 예측
§ 식약처가 환경호르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해 온
연구와 정책 등을 상세히 밝히고, 국제 기준 등과 비교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홈페이지 및 식약처 앱 등을 통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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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단계 : 2단계 “악화”
구분

주요활동
< 위기단계 : “악화” >

시나리오

§ (온라인 커뮤니티 등) 방송 내용이 기사화돼 각종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오르고, SNS을 통해 관련 기사 링크가 확산. 온라인 여성/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환경호르몬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높은 조회수를 기록
§ (국회) 국감에서 식약처의 의료기기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
§ (언론) 식약처 정책에 대한 부정적 기사량 증가
< 사건 발생 4～7일 이내 >
3차 보도자료 배포 및 외부 대응
§ 필요시 브리핑 실시
§ 발생단계에서 결정된 대응메시지를 기본으로 추가적 조치나 논의내용 업데이트
§ 의료용 프탈레이트 사용병원 목록을 식약처에서 주도적으로 업데이트
§ 식약처의 의료기기 안전 관리 체계 전체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
§ 의사협회 대표 등이 직접 의료기기 관리 안전성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실시
§ 추가 및 보완되어야 하는 법규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 공동 보도자료 배포
§ 언론보도내용 모니터로 맥락 등이 알맞게 전달되는지 모니터 및 정정활동

위기
커뮤니케이션 식약처 공식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 식약처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식으로 식약처의 환경호르몬 정책, 국제 기준
등 업데이트
§ SNS/App 상에도 같은 내용 전달
< 사건 발생 7일후까지 >
4차 보도자료 배포 및 외부 대응
§ 전문가를 통한 안전성 강조
§ 과정부터 결과까지 조사에 대해 확인되는 것은 모두 전달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 프탈레이트류 사용에 대한 향후 대책 방향 발표
§ 구체적 사항이 나올 시 바로 알릴 것을 안내
§ 정책적 보완사항 등 관계부처 협의 사항 공동 보도자료 제작 ․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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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활동
< 국회 지적사항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경우 >
§ 프탈레이트류 관리에 대한 현재 정책이 합리적으로 도출된 것임을 강조
§ 현재 국제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사용을 줄이는
과정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함을 강조하면서, 현행 규제의 정책적 성과
강조
< 對 언론 ․ 국민 메시지 >
“해당 보도사실로 국민이 불안감을 갖게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프탈
레이트류 제품 중 수액세트의 비중이 99.5%라서 사실상 프탈레이트류 사용
대부분을 금지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15개 병원에서 국제기준에
적합한 의료용 프탈레이트 연결관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도
의료용 프탈레이트제품 채택 시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07년부터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백(의약품 용기)의생산을
제한해 왔고,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료기기)까지 제한대상을 확대해
가는 중입니다. 2014년 8월부터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의 신규
허가를 전면금지해 왔으며, 2015년 1월부터는 제조 ․ 수입 ․ 판매도 전면 금지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2015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기 관련규정 개정까지
확정된 정책 변화 방향 업데이트).”
“(제 3 전문가 활용)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 주기 위한
첨가물로서, 1930년대 이후 각종 PVC제품, 화장품, 목재 가공, 세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산업상의 필수물질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질병 유관성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고, 최근 대체물질 등의 개발로
국내에서는 제한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프탈레이트류 관련 쟁점이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되면서,
온라인에서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경우 >
§ 프탈레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식약처 정책과 대응에 대한
설명
§ (불안감) 공감 및 책임감 표현 커뮤니케이션
§ 안전성 강조 커뮤니케이션
§ 제3의 전문가 적극 활용 커뮤니케이션 진행
§ 해외 직구 쇼핑몰 중 불법 제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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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활동

< 對 언론 ․ 국민 메시지 >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 주기 위한 첨가물로서,
1930년대 이후 각종 PVC제품, 화장품, 목재 가공, 세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산업상의 필수물질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질병 유관성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최근 대체물질 등의 개발로
국내에서는 제한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프탈레이트는 폴리염화비닐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화장품 ․
장난감 ․ 세제 등 각종 PVC 제품, 목재 가공 및 향수의 용매,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용도로 쓰인다. 종류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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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단계 : 3단계 “진정”
구분

주요활동
< 위기단계 : “악화” >

시나리오

§ (언론 등) 프탈레이트류 의료기기에 대한 기사 보도량이 줄어들고, 온라인
노출량도 줄어든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식약처가 발표한
대책안이 공유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환경호르몬 의심 소재 제한에 대한
의료기기 법규 제정에 관심을 가짐
< 상시활동 >
신뢰성 회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 시민단체와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청회 기획 및 운영
§ 식약처 홈페이지, 앱 등 국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 적극 활용
§ 식약처가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에 온라인 여성/육아 커뮤니티 회원 초대
§ 일상생활에서 환경호르몬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

해당 업계 대상으로 윤리성 강조 캠페인 진행
§ 의료기기 제작사 및 병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료기기 사용’ 캠페인 진행
§ 의료용 프탈레이트 사용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지원 병행 검토
다양한 창구 활용을 통해 위기 재발 예방
§ 언론을 통해 식약처의 사후 관리 모습 전달
주요 공중 사후 관리 진행
§ 시민단체, 시민감시단 등과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청회
마련
§ 공청회 기획 및 운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사건 발생에서 해결 과정까지의
보고서 제출- 시민단체, 여성/육아 커뮤니티와 연계

8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7

제

장

부 록

M

I

N

I

S

T

R

Y

제1절 인터뷰, 기자회견, 브리핑 등 요령

87

제2절 연락처

92

제3절 공문서 등 양식

100

제4절 관련 지침

131

O

F

F

O

O

D

A

N

D

D

R

U

G

S

A

F

E

T

Y

제7장 부 록

제1절

인터뷰, 기자회견, 브리핑 등 요령

7.1.1. 언론접촉 준비사항
Ÿ 언론접촉의 시기 및 장소 결정
Ÿ 진행순서 확인
Ÿ 접촉 언론사명과 기자명 정리
※ 가능하다면 해당기자의 과거기사를 2개 이상 분석해 기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Ÿ 언론매체의 종류 및 특성 정리
※ 방송 ․ 신문 ․ 인터넷 언론구분, 관련기관과의 적대성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파악

Ÿ 기자가 사전에 요구한 회견 주제 및 이슈정리
Ÿ 기자들의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예상 질의서 작성
Ÿ 언론접촉에 응하는 기관장(처장 등)이 강조해야 할 점 요약
Ÿ 언론접촉에 응하는 관계자가 언급을 피해야 할 주제와 이슈정리
Ÿ 언론접촉을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배경자료와 통계자료 준비
※ 시청각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경우 시청각 기자재인 DVD,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제대로 작동
되는지 사전점검

Ÿ 언론접촉을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외부 관계자 섭외
※ 필요하다면 동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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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인터뷰 요령
Ÿ 인터뷰 시 중요 체크사항과 요령
-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을 중심으로
답변지 준비
- 질문에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것이 좋음
※ 말을 장황하게 할 경우 편집으로 삭제된 경우도 있음

-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부인하지 말고, 그러한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인터뷰 진행
- 취재진의 질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삼가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개인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말하지 말고, 사전에 조율한 입장만을 대변
- 오프더 레코드를 신뢰하지 말고, 보도되기 원하지 않으면 절대 정보 발설 금지
※ Off the record : 취재원이 보도자제나 연기 등을 약속받고 취재에 응하는 것

Ÿ 인터뷰 도중 유의해야 할 기자에게 빠질 수 있는 함정
- “이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와 같은 질문으로 과장된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 주의
- “그래서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과 같은 질문으로 답변의 번복유도 주의
- “문제, 실패, 위기, 실수, 재앙”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질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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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인터뷰(방송출연) 유의점
Ÿ 해당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청자 및 청취자에 대한 파악
Ÿ 요청된 사전 질문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마련
Ÿ 진행자와 계속 눈을 맞추며 회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 것
Ÿ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 우물쭈물 하거나 묵묵부답하기보다는 “진행자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재치 있게 대응
Ÿ 목소리 톤을 차분하게 하며 품위있는 어투를 사용
Ÿ 화려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복장은 피함
Ÿ 생방송이 아닌 경우 실수가 있으면 다시 말하거나 그 부분을 다시 녹화하자고 자신
있게 제안
Ÿ 표준어를 사용하고 거슬리는 외국어 발음이나 은어 ․ 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7.1.4. 기자회견 브리핑 요령
Ÿ 기자회견 브리핑의 활용도 : 인터뷰와 달리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은 보다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며, 목표도 다양하게 설정 될 수 있음
- 기자회견은 초기 위기상황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브리핑은 위기상황 국면이 변화할 때마다 수시로 실시
※ 위기상황에서는 기자회견과 브리핑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가 있음

Ÿ 기자회견, 브리핑 시 중요 체크 사항과 요령
- 예고된 원고 발표시간 엄수(최소 5분전에 도착, 대기실에서 준비)
- 시선 교환을 통해 분위기를 주도하고 청중의 반응 탐색
-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자료는 항상 서면자료를 활용하여 참석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함
-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할 시에는 발표자 혹은 응답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함(전문가
이미지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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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투어 금지 : “제가 이런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에 익숙지 않아서”, “준비한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등은 사전준비를 미흡하게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사전 조율한 입장에 계속적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질문이 이 부분이
집중되도록 유도
- 끝까지 평정을 유지하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
- 노코멘트식 답변은 금물, 확인 후 추후 알려주겠다고 답변하고 전체 참석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개인 이메일 송부 약속

7.1.5. 기자회견과 브리핑 시 유의점
Ÿ 발표와 질의 및 응답을 각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돌발적인 질문이나 상황을 최소화
Ÿ 마이크를 만지거나, 준비된 음료를 회견이나 브리핑 초반부터 마시는 행위 금지
Ÿ 무의식적인 습관에 유의
※ 머리 긁기, 손톱 물어뜯기, 손가락 꺾기 등

Ÿ 카메라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말고 청중에 집중하는 인상을 보일 것
Ÿ 화려하거나 지나친 복장은 금물
※ 예컨대, 현장복 등을 착용해 적극적으로 위기 대처에 임하고 있음을 암시해 줄 것

Ÿ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중요한 논의에서는 가벼운 제스처로 주의를 환기시킬 것
Ÿ 빠른 속도의 말, 단조로운 어조, 사투리와 은어 ․ 속어 등의 사용을 금할 것
Ÿ 되도록 질문자의 질문에 재차 질문하지 않는 등 완전한 집중 상태를 보여 줄 것
Ÿ 자료를 앵무새처럼 읽지 말고 구어체로 설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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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 브리핑 체크포인트]
구분

체크포인트
◦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
◦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 통보 유무
◦ 기자, 편집자, 언론인들의 참석자 명단
◦ 기자들이 관심을 둘만한 배경자료
◦ 기사 전송을 위한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확인
◦ 마이크나 비디오, 오디오 장비 작동 여부

(1)
기자회견

◦ 기자회견에 적합한 의복과 용모 상태인지 확인
- 다양한 색상, 순백, 순흑색은 피할 것
- 금색안경, 장신구 착용 피할 것
- 진한 화장과 염색 등은 피할 것
◦ 예상 질의 및 답변의 검토
◦ 회견장소를 찾은 인원파악을 위해 방명록과 명함 수집함 설치
◦ 보도자료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유인물 등 배경자료의 회견장 비치 유무 확인
◦ 조직원들에게 기자회견 실시 사전고지
◦ 브리핑 시간과 장소
◦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 통보 유무
◦ 기자, 편집자, 언론인들의 참석자 명단
◦ 브리핑 진행 순서
◦ 발표문의 헤드라인 적절 유무 판단
◦ 조직원들에게 브리핑 안내 및 통보

(2) 브리핑

◦ 브리핑용 시청각 기자재(빔 프로젝터, 음향기기) 작동여부
◦ 브리핑에 적합한 의복과 용모 상태인지 확인
- 다양한 색상, 순백, 순흑색은 피할 것
- 금색안경, 장신구 착용 피할 것
- 진한 화장과 염색 등은 피할 것
◦ 불참 취재진에 대한 브리핑 자료 지원 방법
◦ 인원 파악을 위한 방명록과 명함 수집함 설치
◦ 보도자료 포함, 유인물 등 배경자료의 비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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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락처

7.2.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부서

직급

전화 번호

팩스

본부

처장실

처장

043)719-1201

043)719-1200

본부

처장실

비서관

043)719-1202~4

043)719-1200

본부

차장실

차장

043)719-1212

043)719-1210

본부

대변인

과장

043)719-1101

부서

043)719-1102~10

본부

소비자위해예방국

국장

043)719-1701

과장

043)719-1711

본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부서

043)719-1712~33

과장

043)719-2551

부서

043)719-2552~66

과장

043)719-1751

부서

043)719-1752~77

과장

043)719-1801

부서

043)719-1802~36, 2550

국장

043)719-3751

과장

043)719-3752

부서

043)719-3753~79,
5652~68

과장

043)719-3801

부서

043)719-3802~13, 5657

과장

043)719-5001

부서

043)719-5002~17.
3803, 043-230-0458

본부

소통협력과

본부

위해정보과

본부

검사제도과

본부

의료기기안전국

본부

의료기기정책과

본부

의료기기관리과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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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19-1100
043)719-1700
043)719-1710

043)719-2550

043)719-1750

043)719-1800
043)719-3750
043)719-3450

043)719-3800

043)719-5000

제7장 부 록

소속

부서

평가원

백신검정과

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

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

평가원

심혈관기기과

평가원

정형재활기기과

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

평가원

체외진단기기과

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평가원

의약품연구과

평가원

생물의약품연구과

평가원

첨단바이오제품과

평가원

생약연구과

평가원

화장품연구팀

평가원

의료기기연구과

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평가원

독성연구과

직급

전화 번호

과장

043)719-5401

부서

043)719-5410~44

과장

043)719-5451

부서

043)719-5452~64

부장

043)719-3901

과장

043)719-3902

부서

043)719~3903~17

과장

043)719-3951

부서

043)719-3952~62

과장

043)719-4001

부서

043)719-4002~13

과장

043)719-4551

부서

043)719-4552~60

과장

043)719-4651

부서

043)719-4652~63

부장

043)719-4601

과장

043)719-4602

부서

043)719-4603~36

과장

043)719-4701

부서

043)719-4702~12

과장

043)719-4751

부서

043)719-4752~65

과장

043)719-4801

부서

043)719-4802~20

과장

043)719-4851

부서

043)719-4852~60

과장

043)719-4901

부서

043)719-4902~28

부장

043)719-5101

과장

043)719-5102

부서

043)719-5103~21

팩스
043)719-5400
043-719-5450
043)719-3900
043)719-3900
043)719-3950
043)719-4000
043)719-4550
043)719-4650
043)719-4600
043)719-4600
043)719-4700
043)719-4750
043)719-4800
043)719-4850
043)719-4900
043)719-5100
043)71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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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

평가원

특수독성과

평가원

약리연구과

평가원

임상연구과

평가원

첨단분석팀

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

서울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서울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부산청

의료제품안전과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

경인청

의료제품실사과

대구청

의료제품안전과

광주청

의료제품안전과

대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대전청

의료제품실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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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전화 번호

과장

043)719-5151

부서

043)719-5152~68

과장

043)719-5201

부서

043)719-5202~17,
1753

과장

043)719-5251

부서

043)719-5252~67

과장

043)719-5301

부서

043)719-5302~25

과장

043)719-5501

부서

043)719-5502~12,
5550~1, 5571, 5591

과장

02)2640-1400

부서

02)2640-1401~29,
4999, 1413, 1416

과장

02)2640-4950

부서

02)2640-4951~70

과장

051)602-6180

부서

051)602-6181~94,
6165

과장

02)2110-8080

부서

02)2110-8070~99,
8104

과장

02)2110-8120

부서

02)2110-8110~31

과장

053)589-2750

부서

053)589-2751~56,
2768

과장

062)602-1456

부서

062)602-1451~58,
1356, 1541~2

과장

042)480-8751

부서

042)480-8752~69

과장

042)480-3831

부서

042)480-3832~44

팩스
043)719-5150

043)719-5200

043)719-5250
043)719-5300

043)719-5500

02)2640-1362

02)2640-1366

051)602-6247

02)2110-0810

02)2110-0813

053)592-2711

062)602-1430

042)480-8770
042)48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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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정부 기관
기관

부서

전화 번호

팩스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품정책관

044)200-2379

044)200-2383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2)205-1500

-

중앙소방본부 119구조과

044)205-7310

044)205-8686

약무정책과

044)202-2488

044-202-3927

보험급여과

044)202-2730

044-202-3934

구강생활건강과

044)202-2810

044-202-3939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043)719-7190

043)719-72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2)705-6550

02)6710-5811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0

02)748-6895

관세청

조사감시국

042)481-7913

042)481-7919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877

044-203-6133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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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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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화 번호

팩스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05

02)2133-0724

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분석팀)

02)570-3112

02)570-3129

보건위생과
(의약품관리팀)

051)888-3370

051)888-3379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과)

051)309-2841

051)309-2849

보건건강과

053)803-4060

053)803-4069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053)760-1230

053)760-1333

보건정책과

032)440-5017

032)440-8657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과)

032)440-5451

032)440-5493

건강정책과

062)613-3310

062)613-3329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062)613-7550

062)613-7549

보건정책과

042)270-4800

042)270-4809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042)270-6790

042)870-3429

식의약안전과

052)229-2820

052)229-3519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과)

052)229-5230

052)229-5239

보건소(보건행정과)

044-301-2010

044-301-2119

보건정책과

031)8008-2420

031)8008-2429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

031)250-2560

031)250-2569

식품의약과

033)249-2920

033)249-4099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033)248-6431

033)248-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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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전화 번호

팩스

식의약안전과

043)220-3160

043)220-3169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043)220-5990

043)220-5998

보건정책과

041)635-2640

041)635-3062

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분석과)

041)635-6830

041)635-7947

식품의약과

053)950-3830

053)950-2439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054)339-8140

054)339-8149

식품의약과

055)211-5052

055)211-5119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과)

055)254-2252

055)254-2259

보건의료과

063)280-2420

063)280-2479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분석과)

063)290-5230

063)290-5269

식품의약과

061)286-5783

061)286-4736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061)240-5280

061)240-5285

보건위생과

064)710-2910

064)710-2919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064)710-7521

064)710-7524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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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유관 협회 ․ 단체

98

단체명

전화번호

팩스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02)2260-2519

대한병원협회

02)705-9200

02)705-9229

대한약사회

02)581-1201

02)585-7630

한국제약협동조합

02)587-5411~5

02-586-4294

대한의사협회

02)794-2474

02)792-1296

대한치과의사협회

02)2024-9100

02)468-4655/58

대한한방병원협회

02)596-4245

02)596-1445

대한한의사협회

02)2657-5000

02)2657-5005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

02)6000-1850/1856

한국제약바이오협회

02)581-2101

02)581-2106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02)456-8553

02)456-8320

한국병원약사회

02)583-0887

02)521-5629

약학정보원

02)3471-7575

02)3472-043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02)2172-6700

02)2172-6701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02)725-8250

02)725-8439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7404

02)596-7401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02)467-0350

02)467-1428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02)754-5921

02)774-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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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전화번호

팩스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02)798-6564

소비자공익네트워크

02)325-3300

02)325-3389

녹색소비자연대

02)3273-7117

02)3273-1544

소비자교육중앙회

02)2273-6300

02)2279-9341

한국소비자교육원

02)579-0603

02)578-3779

한국여성소비자연합

02)752-4227

02)752-4225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

02)736-5514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043-877-6767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02)774-409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02)794-4560

02)796-4995

한국YMCA전국연맹

02)754-7891

02)774-8889

한국부인회

02)701-7321

02)701-7323

한국YWCA연합회

02)774-9702~7

02)774-9724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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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문서 등 양식

1.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 제품]

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은 ○○○사 ‘○○○제품(형명:○○○)’에
대한 세균성 엔도톡신 오염 등 품질생산관리 등이 부적절하여 이에 대한 제조, 시판,
유통, 수출 및 사용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할 때까지 중단한다는 안전성 정보(‘○○.○○.
○○)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처에서는 의료관계전문가에게 문제가 된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할
것과 동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발표하니, 귀 기관(협회)에서는 관련 기관(회원 또는 비회원)에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해당 제품이 ‘○○.○○.○○. 일자로
잠정수입금지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사 ○○○제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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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기 기 안 전 성 서 한

○ 발행일자 : ‘○○. ○○. ○○.
○ 관련 제품 : △△
○ 주요 내용
- 국내 유통 중인△△에 대하여 세균성 엔도톡신 오염 등 제조사의 품질 생산관리
등이 부적절하여 이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조치
- 의료전문가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히 보고할 것
- 국내 유통 중인 대상 제품 정보
품목명

허가번호

수입업체

제조원

형명

※ 유효기간 : ○○개월

○ 정보 단계 : 평가완료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은 ○○등 4개 회사에서 생산되는 ○○에
대하여 세균성 엔도톡신 오염 등 품질 생산관리가 부적절함을 이유로 제조 ․ 시판 ․ 유통 ․
수출 및 사용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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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문제가 된 원료(○○ 등)는 ○○(○○국)사 등 3개사에 공급되었으며, 이 중
1개사의 1개 모델(형명: ○○)이 국내 수입품목허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허가된 동 제품은 얼굴 피부 내의 주름진 부위, 함몰 부위에 주입하여 주입된
부위의 대체 및 수복을 목적으로 하는 겔(Gel) 상태로 유리주사기에 충전되어 있는 1회용
제품으로서, 세균성 엔도톡신 오염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발열 및 쇼크 등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에서는 국내에 유통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입업체[(주)○○]에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또한, 잠정 수입금지와 회수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처에서는 동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관계전문가에게 해당 ○○(형명:
○○)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품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니 해당 제품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료기관 등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전화 :
043-230-0456, 팩스 : 043-230-0450)에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안전성 정보 보고
시스템(http://emed.mfds.go.kr - 보고마당 - 안전성 정보보고)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의 료 기 기 안 전 국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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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이 사용중지 조치한 제조사 및 제품명
제조사

제품명

비고

[해당제품 외관]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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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 정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제품’ 관련 안전성 정보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미국 FDA는 ‘○○○제품’ 관련 안전성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발표한 바 있어,
우리 처는 해당정보 사항을 면밀히 검토 ․ 분석 중입니다.
3. 아울러 우리 처는 해당정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자 권고사항을 전달하니,
귀 기관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 수입 ․ 판매업자, 사용자, 소비자 등에게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문의료인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권고사항】
- 주기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파열의 조기발견을 위해 MRI 촬영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제품은 ○○○, ○○○ 등과 같은 심각한 부분 합병증 및 부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주지
하고 있을 것
- 특이 증상이 발견될 경우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심각한 부작용은 ○○○ 제품 제조사와
식약처(http://emed.mfds.go.kr)에 신속히 보고할 것

붙임: ○○○ 제품 안전성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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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의「○○」에 대한 안전성 정보사항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미국 FDA는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성 자료를 토대로 ○○의 위험성을
발표한 바, 우리 처는 해당사항을 면밀히 조사 ․ 검토 중임

□ ○○※을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시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위험성이 있음을 공지
※ 제조사: △△(미국), ▽▽(미국)
m ○○은 영구이식제품이 아님. 가슴확대를 위해 ○○을 이식한 5명 중 1명은 이식 후
10년 이내에 이식한 제품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을 위해 ○○을 이식한 2명
중 1명은 이식 후 10년 후에 해당제품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m 허가 당시 ○○을 이식한 여성들에게 나타난 합병증은 오늘날 관찰되는 합병증과
유사함
- 가장 흔한 합병증 및 부작용으로는 ○○, ○○가 있음. 그 외 일반적인
합병증으로는 ○○, ○○ 등이 있음
-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 ○○과 같은 ○○을 유발하지는 않음
□ 전문의료인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권고사항
m MRI 촬영을 포함한 정기검진과 부작용 관련 사항을 주지할 것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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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 정보 홍보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품’관련 안전성 정보 홍보 요청

1. 최근 ○○○사에서는 ○○○ 제품의 데이터 표시 오류에 대한 예방조치로써 해당제품의
소프트웨어 패치를 설치하겠다는 영업자 회수(수리)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다

음 -

【 ○○○제품 국내 자진 회수(수리)대상 제품현황 및 조치사항 】
❍ 수입업체 : ○○○사 (연락처:02-○○○-○○○○)
❍ 해당제품 : ○○○제품 (허가번호:○○-○○호, 형명:○○○)
※ 수리대상: ○○○ 버전 9.3에서 9.6.24까지

❍ 정보내용
- ○○의 요약표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시할 때,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2명의 환자
분석을 실시할 경우 그 사이에 응용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으면 잘못된 환자 이름이 표시됨
- 이와 같은 현상은 요약표 정보에만 영향을 미치며, 개개인의 DICOM 정보와 실제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조치사항
-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예정
- 사용자들은 새로운 환자 데이터를 로딩하기 전에 응용프로그램의 키를 사용하여 ○○
소프트웨어를 올바르게 종료했는지 확인할 것

2. 이에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드리니, 동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귀 기관의 사용자들에게 상기 안전성 정보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수입업체(○○○사)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조속하게 수리가 이루어져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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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 정보관련 조치사항 보고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사 대표

(경유)
제목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관련 조치사항 보고 요청

1.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는 귀사에서 제조 ․ 판매(수출)한
○○○제품(제조업체:○○○사, 허가번호:○○-○○호, 형명:○○○(수출용))이 제조
판매 신고시 등록된 렌즈 착색부 내경이 규격에 벗어난다는 사유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리콜(영업자회수) 조치하였습니다.
2. 이에, 의료기기법 제13조ㆍ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귀 사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일까지 의견을 작성하시어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리콜(영업자회수)의 구체적인 사유
- ○○가 규격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 해당 규격의 의미
나. 해당 제품 회수 ․ 폐기량, 생산ㆍ판매ㆍ재고 현황
다. 해당 제품 변경허가 등 제조원(○○○사)의 조치사항
라. 해당 제품의 리콜사유가 국민 위해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마. 향후 조치계획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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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에 제품 수입 ․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제품 등 수입 ․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알림

1.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처는 무허가 및 ○○○ 기준 초과 등 아래의 의료기기법 위반 제품에 대하여
수입 ․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귀 협회
소속 회원사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수입업체
- 업체명(대표자): ○○○사(○○○)
- 소재지: 서울시 ○○구 ○○동 ○○○
- 연락처: 02-○○○-○○○○
나. 수입 ․ 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대상
연번

품목명

형 명 (허가번호)

1
2

3. 아울러, ○○○제품 구입 시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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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매중지 관련 협조 요청(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품 관련 협조 요청

1. 최근 「○○○」 ○○○ 제품 위생실태(‘○○.○○.○○)에서 일부 ○○○ 제품의
경우 △△가능성이 제기된 바,
2. 이에 우리 처에서는 교차오염 등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하고 위해우려 원인분석 등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각 보건소 및 ○○ 등에서 동 제품이
공용(임대)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 사용을 위해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첨부하니 교육 ․ 홍보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대상 제품현황 >
연번

업체명

허가번호

형명(모델명)

1
2

붙임: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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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수입 ․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알림(지방청, 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제품 등 수입 ․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알림

1. ○○○사의 무허가 및 ○○ 기준 초과 제품 등 아래 제품에 대하여 수입 ․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지방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입업체
- 업체명(대표자): ○○○사(○○○)
- 소재지: 서울시 ○○구 ○○동 ○○○
- 연락처: 02-○○○-○○○○
나. 수입 ․ 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대상
연번

품목명

형 명 (허가번호)

1
2

2. 더불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는 해당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통관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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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매중지 명령 및 회수 등 시정조치 요구(수입금지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사 등 ○개소

(경유)
제목

○○○ 제품 관련 판매중지 명령 및 회수 등 시정조치 요구

1. 법적근거
2. 최근, 제조 ․ 수입금지(‘○○.○○.○○)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의 유통이
확인된 바, 붙임 ○○○제품에 대하여 201○.○○.○○일 자로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시정조치를 명령하니 조속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업체는 판매처에 판매중지 사실 통보 안내문 및 안내문
수령확인서(사본)를 ‘○○.○○.○○(○)까지 우리 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판매중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변경허가, 회수 등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판매중지 명령 및 회수 등 시정조치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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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매중지 명령 및 회수 등 시정조치 요구(위해우려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사 등 ○개소

(경유)
제목

○○○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및 시정조치 요구

1. 법적근거
2. 최근 「○○○」 ○○○제품 위생실태(‘○○.○○.○○)에서 일부 ○○○
제품의 경우 윤활유 및 세균 등 가능성이 제기된 바,
3. 이에, 소비자 안전에 위해우려가 되는 교차오염방지 미흡 및 ○○를
사용하는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위해우려 원인분석 등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니, ‘○○.○○.○○(○)까지 관련 자료를 우리 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사실을 판매 ․ 임대업체에 안내하여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동 조치 불이행시에는
강제 정부회수 등 의료기기법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지 대상 제품현황
나.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등 관련 제출 자료
○ 윤활유 및 세균 등 오염물질 유입 우려에 대한 원인 규명
○ 시정 및 예방조치
- 기 판매 및 보관 제품에 대한 교차오염 방지 등 시정조치(자발적 회수 등) 방법
- 재발방지 대책
○ 해당 제품의 재고 및 납품한 판매 ․ 임대업체의 명단, 수량(품목허가 이후),
판매중지 사실 통보 안내문 및 안내문수령 확인서(사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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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매중지 명령 해제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사 대표

(경유)
제목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통보[○○○사]

1. 관련문서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사에서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한 바, 해당
○○○제품에 대한 예방 및 개선 사항이 검증(변경허가)되어 ‘○○.○○.○○.자로
아래의 제품에 대한‘판매중지 명령 해제’를 통보합니다.
- 아

래 -

가. 업체명(구분) : ○○○사,(○○)
나. 품목명 : ○○○제품
다. 허가번호(형명) : ○○-○○호(○○○)
3. 아울러, 귀 사에서는 추후 품질관리 등 관련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부작용 및 소비자 불만사항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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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판매중지 해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품 판매중지 해제 알림

1. 관련: 의료기기관리과-○○○호(‘○○.○○.○○)
2. 우리 처는 교차오염 등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하고, 귀 기관에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보건소 및 산후조리원 등에서
공용(임대)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제품 중 역류차단장치 부착을 통해 ○○ 등의 문제를
개선한 다음의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해제 대상 제품현황(‘○○.○○.○○기준) >
연번

업체명

1
2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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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매중지 및 수입금지 등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사

(경유)
제목

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수입금지 등 명령[○○○사, ○○○제품]

1.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은 「○○○」사 ‘○○○제품’(형명 :○○○)에
대한 품질 생산관리 등이 부적절하여 이에 대한 제조, 시판, 유통, 수출 및 사용에 대
하여 규정에 적합할 때까지 중단한다는 안전성 정보(‘○○.○○.○○)를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귀 사에서 수입 ․ 판매하고 있는 ○○○제품(○○-○○호)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해당 명령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후 그 결과를 우리 처(의료기기관리과)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지 및 잠정수입금지, 회수 명령
- 의료기기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에 따라 ○○○제품
(○○-○○호)에 대한 판매중지 및 잠정수입금지,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
-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사실을 인지한 즉시 판매업체에 안내하고, 해당
제품의 재고 및 납품한 판매업체의 명단, 납품수량(‘○○년 수입량),
판매중지 사실 통보 안내문 및 안내문 수령확인서(사본) 제출
나. 시험검사 명령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동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
검사 조치
- 동 제품의 검사는 우리 처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고‘검사명령’에
따른 시험임을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알리며, 검사 의뢰한 시험검사기관명
(담당자), 제조번호(lot), 시험검사항목, 시험기간 등을 우리 처(의료기기
관리과)로 즉시 보고
www.mfds.go.kr



115

의료기기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품목허가번호

형명

시험검사 대상

시험검사항목

3. 아울러, 귀 사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및 잠정 수입 금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 결과, 제조사의 조치사항 및 제조사에서 관리하는 품질관리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해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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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허가의료기기 사용중지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 의원 등 ○○ 개소

(경유)
제목

무허가의료기기 사용중지 명령

1. 우리 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사에서 국내 의료기관으로 판매 ․
유통한 ○○○제품을 검토한 결과, 해당 장비의 효능 ․ 효과가“약품의 균형된 침투와 열적
반응의 억제, 염증제거, 근육이완 및 통증완화”등으로 표방되고 있고, 그 작동원리가
의료기기(의료용조합자극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따라서 동 제품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료용조합자극기)에 해당하여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통해 안전성 ․ 유효성 검토 절차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후 유통 ․
판매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제조하여 판매 ․ 유통된 사실을 확인한 바,
해당 제품 판매자인 ○○○에 대해 ‘○○.○○.○○자로 회수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동 제품은 전기를 이용하여 환자 등에게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상 안전성
검토절차를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된 바, 귀 원에 설치 ․ 사용 중인 장비인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자로 『사용중지 명령』을 명하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동 장비를 이용하여 환자의 진료 또는 치료행위 등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중지명령 의료기기 >
판매 ․ 유통업체

허가번호

형명

사용목적

붙임: 1. 무허가의료기기 제품 사진 1부
2. 카탈로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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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입금지 관련 업무협조 요청(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조 요청

의료기기법 위반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향후 해당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세법 등
귀 청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입업체
- 업체명(대표자) : ○○○업체(○○○)
-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 연락처 : 02-○○○-○○○○
나. 수입 ․ 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대상
품목명

형 명 (허가번호)

비고

○○○ 제품

○○○○ (무허가)
제조원:○○○○ (○○)

총○회 수입(총○kg)
- ‘○○.○○.○○(○kg)
- ‘○○.○○.○○(○k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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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기기 수거검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수거검사 요청

1. 최근 ○○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된 바,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제품에 대하여 수거 ․ 검사를 요청하니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지방청에서는 해당 제품의 수거 및 시험검사 의뢰한 현황을
‘○○.○○.○○.까지

보고하고,

’○○.○○.○○.까지

시험검사를

완료하여

우리

처(의료기기관리과)로 최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검사 항목 >
품목명

검체량

검사의뢰 항목

시험검사의뢰 기관

○○○제품

○○

의료기기기준규격(식약처고시
20○○-○○호)

붙임 참조

붙임: 1. 수거검사 대상 및 시험검사의뢰기관.
2. 수거 ․ 검사 결과보고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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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품 시험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경유)
제목

○○○제품 시험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사]

1. 관련문서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수거 ․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업체명

허가번호
(형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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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품 시험검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료기기연구과장)

(경유)
제목

의료기기(○○○제품) 시험검사 요청

1.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서 윤활유 및 세균 등이 ○○로 유입된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요청하니, 조속히 검사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제품은 시험검사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 수거 후 검사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시험검사 의뢰 제품 현황
연번

업체명

허가번호

모델명

검체
수거일

수량
(본체)

시험검사항목

1
2
3

붙임: 수거제품 및 구성품 등 관련서류 일체(별도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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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품 시험 검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경유)
제목

의료기기 시험검사 의뢰[○○○제품]

1. 관련 문서
2. ‘○○년도 ○분기 의료기기 기획합동감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하오니, 그 결과를 우리 처(의료기기관리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검사 의뢰 품목 현황 >
연번

업소명

품목허가번호

형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시험검사항목

1
2

3. 아울러 동 제품은 장애인 및 노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품질관리(수거 ․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속히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거제품 및 관련서류 일체(별도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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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료기기 시험검사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사 대표

(경유)
제목

의료기기 시험검사 명령[○○○사, ○○○제품]

1. 최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사 ‘○○○제품’에
대한 접촉 불량 예방조치로써 해당 제품의 배터리 커넥터 부분 세척 및 오일 도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정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제33조에 따라 당해 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험검사 명령을 통보하니, 귀 사는 시험검사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를 우리
처(의료기기관리과)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업종

업소명

품목허가번호

형명

음 시험검사 대상

시험검사항목

3. 아울러, 동 제품의 검사는 우리 처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명령’에 따른 시험임을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알리며, 검사 의뢰한 시험검사기관명
(담당자), 제조번호, 시험검사항목, 시험기간 등을 우리 처(의료기기관리과)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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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사

(경유)
제목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등[○○○사]

1. 우리 처에서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귀 사가
제조 ․ 판매한 의료기기를 수거하여 시험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기준 ․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 관련제품 현황
○ 제품명 : ○○○제품(허가번호:○○-○○호, ○등급)
- 형명 : ○○○
○ 제조일자(제조번호) : ‘○○.○○.○○(○○○)
나. 부적합 내용(시험성적서 참조)
○ ○○○
2.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34조에 의거 귀 사의 부적합 의료기기에 대하여
사용 ․ 판매중지 및 회수 ․ 폐기 등을 명령하니, 붙임 지침에 따라 회수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까지 우리 처(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사유 : ○○○
나. 회수등급 : 위해도 ○(Class ○)
다. 회수대상 및 회수․ 폐기 방법 : 의료기기 회수․ 폐기 등 처리 지침(붙임 1) 참조

붙임: 1. 의료기기 회수 ․ 폐기 등 처리 지침 1부
2. 시험성적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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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수제품 폐기 확인을 위한 입회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유)
제목

회수 의료기기의 폐기 확인을 위한 입회 협조 요청[○○○사, ○○○제품]

○○○사에서 “○○○제품(○○-○○호)”의 영업자 회수에 따른 폐기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옴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의거 식약처 직원의 입회
및 확인을 위해 귀 청에 입회를 요청하니 폐기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폐기 대상 제품 현황
수입업체

품목명

허가번호

형명

폐기수량

폐기 사유

나. 폐기 관련 정보
❍ ○○○ 담당 : ○○○(☎02-○○○-○○○)
❍ 폐기 시행업체 및 담당자 :「○○○」, 폐기업체 주소 (☎○○○-○
○○○), 담당자(○○○)
❍ 폐기 일정 : ○○○과 업체간 협의 후 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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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정처분 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행정처분 대상업체 ○개소

(경유)
제목

행정처분사항 통지

1. 관련 : 의료기기관리과-○○○호(‘○○.○○.○○)
2. 귀 사의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니, 당해
품목허가증 원본 뒤쪽 면(변경 및 처분사항)에 동봉된 행정처분의 ‘처분일자’ 및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동 처분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품목허가증을 복사하여, 그 사본
1부를 ‘○○.○○.○○일까지 우리 처(의료기기관리과)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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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기기 취급자 행정처분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행정처분 통보[○○○사 등 ○개 업체]

1. △△청 의료제품안전과-○○○호(‘○○.○○.○○), △△청 의료제품안전과
-○○○호(’○○.○○.○○)로 행정처분 의뢰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사 등
○개 업체'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지방청에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처분사항 이행점검 시 허가증 뒷면의 행정처분사항 기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서 각 1부(총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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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도 자료

배

보 도 자 료
대변인실 ☎ 043-719-11XX

2016.6.2.(화)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담당과
(☎043-230-0402)
박식약
과 장
(☎043-230-0402/
010-1234-5678)
안약처
연구관
(☎043-230-0403/
010-1234-5678)

대만산 일부 제품 OOOO 검출

포

(HY헤드라인M 18p,진하게)

- 2개 의료기기 수입 ․ 판매 중단, 회수조치 -

(HY헤드라인M 15p)

<기입내용> 우리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등재할 보도자료 핵심 내용 기술
(띄어쓰기 포함, 100자 이내)
□ 리드
□ 본문
○
*
□ 맺음말
○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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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명(해명) 자료

배

설 명 자 료
(해명, 참고)

포

2016.6.2.(화)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담당과
(☎042-230-0433)
박식약
과 장
(☎042-230-0431/
010-1234-5678)
안약처
연구관
(☎042-230-0433/
010-1234-5678)

언론 매체(매체명, 일시(요일), 지면) 『기사 제목』 보도 내용 중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명)합니다.

□ 관련 사실 내용
○ 명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서술
○ “사실과 다른 문장 1”에 관한 설명(해명)
○ “사실과 다른 문장 2”에 관한 설명(해명)
-

※ 1쪽 이내로 작성, 통계 ․ 법령자료 ․ 정책근거는 보충설명 자료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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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반론보도 요청
수신 : 언론사 부장(직급) 성명 또는 담당 기자명
발신 : ○○과장 (☎ ○○○-○○○○)

반 론 보 도 요 청
○월 ○일(○요일)자 ○○(매체명)의 「제

목」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

보도를 요청합니다.
제목: 「제 목」관련 반론 보도문
□ 본사의 지난 ○월 ○일(○요일)자 「제 목」보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일~○○일 동안 △△△에 □□되는 ◎◎ 총
∇개업체 ○건을 수거 ․ 검사한 결과 ∼하였으며
○ ○○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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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관련 지침

의료기기 수거 ․ 검사업무 처리 지침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 ․ 검사업무처리의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기기 수거 ․ 검사를 수행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및 제33조(검사명령)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수거 등)

3. 용어의 정의
가. “품목”이라 함은 제조 ․ 수입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품목허가(신고)증 상에
기재된 전체 제품(형명 또는 모델명)을 말한다.
나. “제품”이라 함은 제조 ․ 수입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품목허가(신고)증 상에
기재된 각각의 제품(형명 또는 모델명)을 말한다.
다. “검체”라 함은 시험검사를 하기 위한 제품을 말한다.
라. “제조번호(Lot)” 라 함은 동일한 제조 조건하에서 제조되고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완제품, 구성부품 및 원자재의 단위로서 제품에 표시된 숫자 ․ 문자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마.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바. “재시험”이라 함은 최초시험(1회)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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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거 ․ 검사 업무 절차
1. 기본계획 수립
다음년도의 “의료기기 수거 ․ 검사 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12월까지 수립한다.
○ 당해연도의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본방향
○ 부작용 위험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거 ․ 검사 대상 품목 선정
○ 본부(3 ․ 4등급), 지방청(1 ․ 2등급)별 수거 ․ 검사 대상 품목
○ 의료기기법 제33조에 의한 검사명령제 적용범위 등
○ 그 밖에 의료기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세부계획 수립
지방청은 “의료기기 수거 ․ 검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매분기 시작 월 10일까지 본부 및 각 지방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신처
‣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의료기기심사부(4개과), 평가원(의료기기
연구과), 각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
가. 대상품목 선정 및 수거기간
○ “의료기기 수거 ․ 검사 기본계획”에서 배정받은 품목 중 업체별 1개 제품 선정
※ 제외대상 : 휴업 및 GMP 미인증 업체의 제품, 전년도 수거 ․ 검사한 제품(단, 부적합품은
제외), 판매중지된 제품

○ 수거기간은 매분기 시작월에 실시
- 분기별 수거 ․ 검사 대상품목은 본부 ․ 지방청 사전 회의를 통하여 선정
나. 시험 항목 ․ 기준 ․ 방법
○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시험항목을 검사
- 위해정보, 민원 등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특정 시험항목만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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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준규격에 해당되는 시험항목의 시험 기준 및 방법은 최신판을 적용하며,
제품별 성능 등에 관한 시험은 허가증에 기재된 시험 기준 및 방법 적용(붙임 1)
다. 검체수량
○ 시험검사에 필요한 검체는 필요 최소량을 수거하며 시험항목별 필요 검체 수량은
붙임1과 같음
라. 시험검사기관 선정 및 검사성적서 컨트롤타워 운영
○ 수거 ․ 검사 계획 단계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기기연구과)에 시험검사기관
선정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기기연구과)에서는 각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검체 수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통보
○ 시험검사결과(검사성적서) 사본 1부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기기연구과)에
송부되도록 검사의뢰 공문 작성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기기연구과)에서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본부 및 지방청에 결과 통보
※ 본부 및 지방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기기연구과)으로부터 검사성적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험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3. 수거 실시
가. 수거자
○ 의료기기감시원 2인을 1개조로 편성하여 수거하며,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인이 수거할 수 있음
※ 연구사업 등의 목적으로 수거 ․ 검사하는 경우에도 관련 공무원은 감시원증을 발급
받거나 감시원과 동행하여 수거하고, 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수거 전 준비사항
‣ 수거제품 허가증, 수거증, 봉인지 및 봉인테이프, 유성펜, 점검표, 관서카드,
사업자등록증(해당청), 나라빌 안내문, 법령집, 카메라
※ 관서카드는 자체 규정에 맞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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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거장소
○ 의료기기판매업체, 의료기관(한방 및 치과 병 ․ 의원 포함) 등에서 수거하고 필요시
제조 ․ 수입업체에서 직접 수거
☞ 제조 ․ 수입업체 직접 수거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수거증 상에 “당사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하여 판매한
제품임”이라고 기입하고 업체 관련자에 서명 ․ 날인
○ 온라인(인터넷 사이트, 홈쇼핑 등)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거
- 인터넷사이트 화면 캡쳐, 구매영수증, 택배영수증, 수거한 제품의 사진 등 제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
- 수거증(인터넷으로 구입하였음을 표시)을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여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이 검사된다는 점을 고지
다. 수거방법
○ 수거자는 피수거인에게 반드시 의료기기감시원증을 제시
○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통해 수거하는 제품이 수거대상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수거량을
확인
○ 수거증은 복명용 ․ 교부용 ․ 보관용 3매를 작성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1부 교부(별지
제1호 서식)
※ 저장방법이 특별한 제품의 경우에는 수거당시의 저장 상태를 수거증 비고란에 기재
※ 제조 ․ 수입업체 직접 수거 시 주의사항 및 무상 수거 시 주의사항 참조

○ 수거한 제품의 외부 포장 ․ 용기 또는 수거용기 ․ 봉투 등을 개별 봉함 ․ 봉인하고,
훼손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수거자의 인장 또는 서명
○ 수거한 제품의 외부 포장 ․ 용기가 봉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거한 제품들을 담은
봉투 ․ 상자 등의 외부를 봉함 ․ 봉인(수거자의 인장 또는 서명 등)하고 개별 제품에
봉함 ․ 봉인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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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거량 기준
○ 해당 품목의 동일 제조번호(LOT)를 수거하고 수거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항목별 동일 제조번호(LOT)를 수거. 단, 기기 및 장비 등 시리얼번호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 제품 수거
※ 예) 시험검사 항목별 검체필요량이 총12개(무균 8개, 세포독성 4개)이나 동일 제조
번호 검체량이 부족한 경우, 무균시험을 위한 동일 제조번호 8개, 세포독성 시
험을 위한 동일 제조번호 4개 수거

○ 재시험을 위한 추가 검체 수거 시에는 최초시험에 사용된 검체와 동일한 제조번호를
수거하고, 수거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시리얼번호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준용
마. 수거비용
○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기기법령 위반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무상수거 실시
☞ 무상수거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수거증 상에 “무상수거”라고 기입하고 업체 관련자에 서명 ․ 날인
○ 유상 수거시 나라빌 및 관서 카드를 이용하고 수거비용 관련 서류를 보관
☞ 수거비용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견적서), 통장사본(개인일 경우 주민
등록번호 포함), 카드 영수증(카드 사용시에 한함)
바. 검체의 운송 ․ 보관
○ 검체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송하고 보관조건 ․ 보관상태에 적합하도록 보관
○ 온도에 영향을 받는 제품의 경우에는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 ․ 운송
사. 수거제품 표시기재 사항 점검
○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4조 위반 여부 점검
※ 미기재 사항은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별 적용

○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및 증거자료
확보(전각도 복사 및 촬영) 후 해당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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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검사 의뢰
가. 준비사항
○ 시험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검체의 표시기재사항이 수거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검체의 송부
○ 수거한 검체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인수증을 수령(별지
제4호 서식)
○ 검체는 수거자(의료기기감시원)가 직접 인수 ․ 인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택배 등으로
송부 가능
○ 시험검사 의뢰 공문에는 검체에 대한 시험 항목 ․ 기준 ․ 방법 첨부
○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결과(검사성적서) 사본 1부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
기기연구과)에 송부되도록 검사의뢰 공문 작성
☞ 검체 인계 시 첨부문서
‣ 해당 제품 수거증 및 허가증, 인수증, 검체별 시험검사 항목 ․ 기준 ․ 방법에
관한 자료, 공문
☞ 의뢰 공문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 제품명 및 제조(수입)업체명, 허가번호 및 형명,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보관조건이 특별한 제품의 경우 수거 당시 및 수거 후의 보관 상태, 검사
성적서 사본 1부는 평가원에 송부 요청 내용 등
※ 본부 및 지방청에서는 시험검사 결과가 기한(해당 분기 종료일) 내에 통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에 사유서 제출요청(별지 제3호 서식)

다. 시험검사 수수료
○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 의뢰시 시험검사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 보관
☞ 보관서류
‣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진 공문,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수수료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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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비용 청구는 60일 내에 정부납품대금 인터넷 청구서비스
(www.narabill.kr)로 청구하도록 요청
○ 시험검사 수수료는 가능한 해당 분기 내 지급하며 예산 배정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지급 가능

5.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조치
가. 부적합제품에 대한 조치

검사결과
부적합

➡

검사결과
부적합

➡

행정처분

○ 부적합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본부 및 각 지방청에 통보
나. 판매중지 명령 및 시정조치
○ 부적합 제품 해당 제조 ․ 수입업체에 즉시 유선 또는 Fax로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통보하고 문서로 판매중지 명령을 시행
○ 판매중지 해제는 해당 업체에서 판매중지 제품에 대한 부적합 사항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검토 ․ 확인 후 판매중지 해제 통보
☞ 시정조치 완료문서
‣ 제품이 허가 받은 사항과 동일하나 제조공정 중 발생된 문제점으로 인한 품질
부적합인 경우 : 동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 허가증 상 오기로 인한 품질부적합의 경우 : 변경 허가 완료된 해당 품목 허가증
○ 판매중지 명령기관은 판매중지 내용을 행정포탈시스템(기쁘다)에 기입하고
‘의료기기 행정처분 내역 등 공개 기준’에 따라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표
☞ 수신처
‣ (내부)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의료기기심사부(4개과), 각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의료기기T/F팀), 고객지원과
‣ (외부) 17개 시 ․ 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치과기자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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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수
○ 품질 부적합 제품(제조번호/Lot번호)은 전부 회수명령을 실시
- 회수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기 회수 ․ 폐기 등 처리 지침”을 적용

Ⅲ. 행정사항
1. 업무협조
가. 행정포탈시스템(KiFDA) 수거검사관리방 운영
○ 본부 및 지방청에서는 수거 ․ 검사 계획 및 현황, 부적합 사항, 실적 및 결과 관리
내용을 ‘수거검사관리방’에 실시간 등록
- 본부(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수거검사관리방’의 등록사항을 관리 및 모니터링
나. 수거 ․ 검사 세부계획 및 결과보고
○ 지방청에서는 분기별 세부계획 수립 후 본부(의료기기관리과)에 계획 보고(매분기
시작월 10일까지)
○ 분기별 시험검사 완료 후 본부(의료기기관리과)에 시험 ․ 검사 현황 및 부적합 제품
조치 결과 보고(다음 분기 시작월 20일 까지)
다. 허가 사항
○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부서는 수거 ․ 검사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자진취하 등
허가사항 변경 신청시 반드시 의견조회 실시
☞ 내부 수신처
‣ 의료기기관리과, 6개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의료기기T/F팀)

2. 비용처리
○ 수거 ․ 검사 관련 예산 관리는 지방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검사비용은 가능한 해당 분기 내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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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품목별 대표 시험항목 및 필요검체량
연번

1

품목명

개인용온열기

시험항목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2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3

개인용
적외선조사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4

5

6

개인용조합
자극기

수동식
모유착유기

물요법장치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범용전기수술기

시험방법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성능에 관한 시험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1대

1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허가증상 기준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검체량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성능에 관한 시험

성능에 관한 시험

7

시험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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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8

품목명

보청기

시험항목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9

성기동맥혈류
측정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10

의료용레이저
조사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11

체온계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12

체지방측정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13

알칼리이
온수생성기

생성물질PH 시험

누설시험

14

140

의료용스쿠터

시험기준

시험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수소이온농도(PH)8.5초과
~ 10,0까지

pH미터를 이용하여
PH를 측정한다.

누수가 없어야 한다.

입력 수압을 변동하여
반복 작동하면서
육안으로 누수를
확인한다.

기준규격 전 시험항목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
(피로강도,
중 전동휠체어 및
중 전동휠체어 및
제어입력장치,
의료용스쿠터
의료용스쿠터
기후성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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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검체량

1대

1대

제7장 부 록

연번

15

품목명

시험항목

의료용조합
자극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16

의료용
증기욕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17

의료용진동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18

저주파자극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19

적외선조사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시험

20

전동식
모유착유기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21

혈압계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성능에 관한 시험

시험기준

시험방법

검체량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허가증상 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허가증상 기준

1대

1대

허가증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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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22

23

24

품목명

시험항목

사지압박
순환장치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입력전원, 누설전류,
접지저항)

소프트
콘택트렌즈

컬러
콘택트렌즈

시험기준

시험방법

의료기기의 전기 ․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
기준규격 1절 7호, 3절 기준규격 1절 7호, 3절
18호, 3절 19호
18호, 3절 19호

성능에 관한 시험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지름, 두께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3.
지름, 4. 두께

곡률반경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5.
곡률반경

정점굴절력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6.
정점굴절력, 원주굴절력
및 원주축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세포독성
(배양세포에 의한
한천중층시험)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형상 및 외관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2.
형상 및 외관

지름, 두께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3.
지름, 4. 두께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5.
곡률반경

곡률반경

정점굴절력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6.
정점굴절력, 원주굴절력
및 원주축

의료기기 기준규격
의료기기 기준규격
용출물
소프트콘택트렌즈의 11. 소프트콘택트렌즈의 11.
(자외부흡수스펙트럼)
용출물시험의
용출물시험의
(6)자외부흡수스펙트럼 (6)자외부흡수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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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량

1대

35개

85개

제7장 부 록

연번

25

26

27

품목명

하드
콘택트렌즈

혈관내
튜브카테터

수액세트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세포독성
(배양세포에 의한
한천중층시험)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인장강도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의 방법

기밀도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의 방법

세포독성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용혈성시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4장
혈액적합성시험
또는 ISO 10993-4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4장
혈액적합성시험
또는 ISO 10993-4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EO가스 잔류량
(해당되는 제품에 한함)

EO≤25ppm
ECH≤25ppm.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7장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 또는 ISO
10993-7

물리적 ․ 화학적 전
시험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중
‘수액세트’ 3.물리적
시험, 4.화학적 시험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EO≤25ppm
ECH≤25ppm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7장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 또는 ISO
10993-7

세포독성

EO가스 잔류량

검체량

9개

2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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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연번

28

29

품목명

시험항목

시험기준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의료용천공기
세포독성

음성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세포독성

음성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의료용천자기

급성독성
30

천자침
용혈성

31

탄성, 뽑기

허가증상 기준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멸균침

32

비멸균침

33

주사침
(멸균된 일회용
주사침)

144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10장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4장
혈액적합성시험
또는 ISO 10993-4

EO가스 잔류량

EO≤25ppm
ECH≤25ppm

탄성, 뽑기

허가증상 기준

굴곡강도

허가증상 기준

탄성, 뽑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허가증상 기준

시험방법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10장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혈액적합성시험
또는 ISO 10993-4
의료기기 기준 규격
멸균침 중 2.2.1 침체의
탄성 및 2.2.2 뽑기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제7장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 또는 ISO
10993-7
의료기기 기준규격
비멸균침 2.2.1 탄성 및
2.2.1 뽑기
의료기기 기준규격
멸균된 일회용 주사침
중 5. 굴곡강도
의료기기 기준규격
멸균된 일회용 주사침
중 4. 탄성 및 6. 뽑기

검체량

15개

15개

30개

50개

50개

50개

제7장 부 록

연번

34

35

36

37

38

39

품목명

주사침
(멸균된 일회용
치과용주사침)

주사침
(비멸균된
주사침)

콘돔

결찰사

봉합사

스텐트
(혈관 및
요도 제외)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EO가스 잔류량

EO≤25ppm
ECH≤25ppm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7장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 또는 ISO
10993-7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EO가스 잔류량

EO≤25ppm
CH≤25ppm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7장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ISO 10993-7)에
따라 시험한다.

굴곡강도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주사침(비멸균된 주사침)
5. 굴곡강도

탄성, 뽑기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주사침(비멸균된 주사침)
4 탄성 및 6 뽑기

기준규격 전 시험항목
(노화시험제외)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중
‘콘돔’ 2.치수부터
11.포장까지

강도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직경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중
’비흡수성봉합사‘ 4절

인장하중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중
’비흡수성봉합사‘ 5절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치수

허가증상 기준

버어니어캘리퍼스 혹은
줄자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검체량

50개

50개

1000개

15개

25개

17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www.mfds.go.kr



145

의료기기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연번

40

146

품목명

혈관용스텐트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세포독성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용혈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4장
혈액적합성시험
또는 ISO 10993-4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4장
혈액적합성시험
또는 ISO 10993-4

EO가스 잔류량

ETO ≤ 25ppm
ECH ≤ 25ppm
EG ≤ 250ppm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제7장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 또는 ISO
10993-7

X선 불투과성

허가증상 기준

검체를 조사되지 않은
X선판 위에 놓고
알루미늄박(두께
3.175㎜) 1～6장을 덮은
다음 아래 조건으로
X선을 조사하여 적절한
크기의 카셋트에 든
증감지를 써서 현상할
때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EO가스 잔류량
(해당되는 제품에
한함)

EO≤25ppm
ECH≤25ppm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제7장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 또는 ISO
10993-7

X선 불투과성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기준 및 방법

방사력

허가증상 기준

ISO 25539 D.5.3.8항
또는 허가증상 방법

풍선압력 대비 스텐트
직경시험
(풍선확장식스텐트)

허가증상 기준

ISO 25539 D.5.3.1항

스텐트 길이/직경의
상관관계
(자가확장형스텐트)

허가증상 기준

ISO 25539 D.5.3.2항
또는 ASTM F2081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검체량

20개

제7장 부 록

연번

41

42

43

44

45

품목명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세포독성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치수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최대인장하중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세포독성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용출물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시험법의
용출물항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시험법의
용출물항

치수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인공수정체, 2.1.1외관,
2.1.2치수

굴절력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인공수정체,
2.3.1 굴절력

해상력

허가증상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인공수정체,
2.3.2 해상력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세포독성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치수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요관용스텐트

윤상성형고리

의료용실리콘
재료

인공수정체

인공
엉덩이관절

세포독성

검체량

www.mfds.go.kr

12개

13개

10개

25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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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46

47

48

49

50

148

품목명
인공
엉덩이관절
(특수재질)

실리콘겔
인공유방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조직수복용
재료

누점플러그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치수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세포독성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변형율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기방법

밸브접합성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겔응집력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세포독성(쉘,필러)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압출력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가교제 잔류량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주 원재료 함량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세포독성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압출력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주 원재료 함량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세포독성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치수

허가증상 기준

허가증상 방법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검체량

3개

20개

20개

20개

8개

제7장 부 록

연번

51

품목명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Ca/p

허가증상 기준

ISO 13779-1,3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치과용
골이식재
세포독성

검체량

20개

의료기기기준규격-치과
주조용비귀금속합금
I(코발트계) (다) 합금
구성 성분의 함량에
대한 허용오차
조성비

52

치과용주조용
비귀금속합금
(코발트계)

위해원소

의료기기기준규격-치과
전체 20 wt.% 이상을
주조용비귀금속합금I
차지하는 원소 함유율
(코발트계) 4-1 화학적
허용오차는
구성
±2wt.%이내,
1~20wt.% 미만을
차지하는 원소
함유율의 허용오차는
±1wt.%이내

10개

의료기기기준규격-치과
주조용비귀금속합금 의료기기기준규격-치과
I(코발트계) (라)
주조용비귀금속합금I
위해원소의 함량
(코발트계) 4-1 화학적
구성
카드뮴, 베릴륨 함량이
각각 0.02wt.% 이하
의료기기기준규격-치과
주조용비귀금속합금
II(니켈계) (다) 합금
구성 성분의 함량에
대한 허용오차

53

치과용주조용
비귀금속합금
(니켈계)

조성비

전체 20 wt.% 이상을
차지하는 원소 함유율
허용오차는
±2wt.%이내,
1~20wt.% 미만을
차지하는 원소
함유율의 허용오차는
±1wt.%이내

의료기기기준규격-치과
주조용비귀금속합금II
(니켈계) 4-1 화학적
구성

www.mfds.go.kr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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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목명

시험항목

위해원소

시험기준

시험방법

검체량

의료기기기준규격-치과
주조용비귀금속합금 의료기기기준규격-치과
II(니켈계) (라)
주조용비귀금속합금II
위해원소의 함량
(니켈계) 4-1 화학적
구성
카드뮴, 베릴륨 함량이
각각 0.02wt.% 이하

54

순경화시간

의료기기
기준규격-치과용수성
시멘트 부속서 A

피막도

의료기기
기준규격-치과용수성
시멘트 부속서 C

압축강도

의료기기
기준규격-치과용수성
시멘트 부속서 D

치과용
수성시멘트
산부식도

55

56

150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

의료기기
기준규격-치과용수성시
멘트 표1 치과 시멘트
기준 참조

의료기기
기준규격-치과용수성
시멘트 부속서 E

산용해성 비소함량

의료기기
기준규격-치과용수성
시멘트 부속서 G

산용해성 납함량

의료기기
기준규격-치과용수성
시멘트 부속서 G

치수

허가증상 제시된
기준의 ±1%이내

치수 : Profile,
Micrometer, Calipers
등으로 측정한다.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세포독성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치수

허가증상 제시된
기준의 ±1%이내

치수 : Profile,
Micrometer, Calipers
등으로 측정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개

12개

1개

제7장 부 록

연번

57

품목명

치주조직
재생유도재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치수

허가증상 기준

육안 검사 및
치수측정장비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게이지 등)을
이용

무균

진균, 일반세균 불검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무균시험법

음성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제5장
세포독성시험
또는 ISO 10993-5

세포독성

검체량

www.mfds.go.kr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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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11.25>

의 료 기 기 수 거 증
NO.
제조(수입ㆍ영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수거품목명세
순위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규격

수량

비고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합니다.
년

수거자 성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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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표시기재 사항 점검표
업

종

업허가(신고)번호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등으로 구분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품목명

(인)
품목허가번호

여러 품목 수거 시 각각 작성

제조 ․ 수입
업체명

여러 품목 수거 시 품목허가
번호를 기준으로 각각 작성

수량(대, 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1.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표시사항)
2. 의료기기법 제21조(외부포장 등의 표시사항)
3. 의료기기법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적/부로 표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입
예) 제조번호미기재

4. 의료기기법 제23조(기재시 주의사항)
5.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금지 등)

붙임 :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전각도 복사 및 촬영)

상기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합니다.
0000년

월

일

확인자 직책
점검자

(인)

소속 :

00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성명 :

(인)

소속 :

00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성명 :

(인)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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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시험검사 결과 지연 사유서
시험기관

의뢰기관

품목명(형명)

허가번호

시험항목
검체도착일

제조번호/제조연월
허가증도착일

공문도착일

* 본문 작성시 지연사유 및 검사완료 예정일을 명확히 기입

년

월

일

확인자 시험기관기관장
시험책임자
※ 반드시 해당 시험기관장의 관인을 받을 것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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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No.

인

인
번호

업소명
(제조 ․ 수입)

제품명

수

수

품

목

허가번호

증

명
형명

세
제조번호 제조일자

수량

1
2
3
4
5
6
년

월

일

상기 의료기기를 시험검사용 검체로 인계 ․ 인수합니다.

인

성명

(인) 인

성명

수

소속

계

소속

자

직급

자

직급

(인)

※ 주의사항
1. 시험검사의뢰 제품의 인수 ․ 인계 시 수거증 기록사항 일치 여부 확인
2. 시험검사 의뢰 제품의 파손 또는 훼손 여부 확인
3. 시험검사 의뢰 시 봉함 ․ 봉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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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평가원 시험가능한 시험항목 등
○ 평가원(의료기기연구과)
- 물리 ․ 화학적 및 성능에 관한 시험
연번

품목명

시험항목
형상 및 외관
부위에 따른 굴절력

1

안경렌즈

렌즈강도
정점굴절력
렌즈의크기
렌즈의두께
형상(내외면)
치수
탄성
굴곡강도

2

주사침

뽑기
pH
용출물시험

중금속(원자흡광광도법)
과망간산칼륨환원성물질
증발잔류물

내외면 및 구조
통끝
눈금
외통
3

주사기

흡자와 밀대
기밀
pH
용출물시험

중금속(원자흡광광도법)
과망간산칼륨환원성물질
증발잔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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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목명

시험항목
외관 치수 및 형상
pH

4

침
(멸균/비멸균)

중금속(원자흡광광도법)
부식시험
침체의 탄성
뽑기
형상 및 외관
지름
두께
곡률반경
자외선투과율

5

콘택트렌즈

산소투과율
외관

(소프트/하드)

가열변화
용출물시험

pH
중금속
과망간산칼륨환원성물질
자외부흡수스펙트럼

치수
고무질 및 두께
이물 및 기포
6

콘돔

파열부피 및 파열압력
인장성능
노화
핀홀
탈색
외관
길이

7

비흡수
성봉합사

직경
인장하중
바늘부착강력
용출색소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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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주위온도, 습도, 기압, 표식, 표시 및 문서, 전원입력, 전압 및 에너지 제한, 정상사용시
안정성, 위험한 출력에 대한 보호

- 성능에 관한 시험
연번

품목명

시험항목
외관
치수
모터의 회전수

1

의료용진동기

안전장치시험
부위선택
입력전원의 변동시험
타이머시험
소음
열자도기능시험

2

의료용증기욕조

입력전원의변동
타이머 정확도 시험
안전장치시험
응답시간시험

3

체온계

온도범위시험
정확도시험
디지털표시시험
온도정확도
온도안정성

4

개인용온열기

작동시간 조절기 설정범위 및 정확도
온도 상승시간
온도분포
입력전원변동시험
구조시험
작동시간 조절기 정확도시험

5

물요법장치

공기압측정시험
유량측정 또는 물분사시험
온도설정 범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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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분포시험
온도의 안전성시험
온도의 정확성시험
과온경보시험
물순환시스템의 고장시험
센서의 단성 또는 단락시험
무부하시의 안전시험
경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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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외부 시험검사기관별 검사 품목군 항목
연번

기관명

소 재 지(연락처)

검사대상품목

경기도
군포시(전자의료기기)
<24개 품목군의 품목>
(☎ 031-455-1747) 진료용 일반장비, 수술용 장치(레이저 장해 방어용
경기도 군포시(의료용품) 기구 제외), 의료용 챔버 등
(☎ 031-455-7260)

1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2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서울시 구로구
(☎ 080-808-0114)
강원도 원주시
(☎ 031-760-7613)

<24개 품목군의 품목>
진료용 일반장비, 수술용 장치, 의료용 챔버, 생명
유지 장치, 내장기능 대용기, 진단용 장치 등

3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 031-999-3181)
경기도 용인시
(☎ 031-679-9592)
전라남도 화순군
(☎ 061-370-7821)

<24개 품목군의 품목>
진료용 일반장비, 수술용 장치, 의료용 챔버, 생명
유지 장치, 내장기능 대용기, 진단용 장치,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등

4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 02-2072-1716)

<13개 품목군의 품목>
내장기능 대용기, 시술용 기계기구(비뇨기과용 기계
기구 제외), 생체현상 측정기기(의료용 소식자, 측정
및 유도용 기구에 한함) 등

5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
시험평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 02-2228-3091)

<5개 품목군의 품목>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치과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
진단제에 한함), 체내삽입용 의료용품(봉합사 및
결찰사, 정형용품 제외) 등

6

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
품질평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 02-2228-1192)

<9개 품목군의 품목>
시술용 기계기구(조직 가공기, 결찰기 및 봉합기에
한함), 생체현상 측정기기(의료용 소식자, 측정 및
유도용 기구에 한함),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의료용
세정기, 치과용 엔진, 의료용 흡입기, 치과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 진단제 제외) 등

7

경희대학교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 02-961-0353)

<5개 품목군의 품목>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치과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
진단제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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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소 재 지(연락처)

검사대상품목

8

경북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대구시 중구
(☎ 053-660-6896)

<5개 품목군의 품목>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치과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
진단제에 한함) 등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의생명과학연구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

서울시 종로구
(☎ 02-2072-3063)

<5개 품목군의 품목>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치과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
진단제에 한함) 등

10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인천시 연수구
(☎ 032-859-4062)

<16개 품목군의 품목>
수술용 장치(마취기, 레이저 장해 방어용 기구, 레이저
진료기 제외), 내장기능 대용기,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의료용 자기 발생기 제외) 등

11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인천시 부평구
(☎ 032-509-5280)

<8개 품목군의 품목>
진료용 일반장비(의료용 조명기, 의료용 소독기,
의료용 무균수 장치 제외) 등

12

㈜케이씨티엘
용인센터

경기도 용인시
(☎ 031-326-6757)

<13개 품목군의 품목>
진료용 일반장비, 수술용 장치(레이저 장해 방어용
기구 제외), 의료용 챔버, 생명유지 장치, 진단용 장치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방사선용품 제외) 등

13

㈜스탠다드뱅크
서울시험소
의료기기시험센터

서울시 구로구
(☎ 02-864-8900)

<16개 품목군의 품목>
진료용 일반장비, 수술용 장치(레이저 장해 방어용
기구 제외), 의료용 챔버, 생명유지 장치, 내장기능
대용기 등

14

㈜디티앤씨

경기도 용인시
(☎ 031-321-2664)

<7개 품목군의 품목>
진료용 일반장비, 수술용 장치, 생명유지 장치,
진단용 장치,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체외진단용
기기,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1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대구시 동구
☎ 053-790-5670)

<6개 품목군의 품목>
수술용 장치, 진단용 장치,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
기구, 체외진단용 기기, 주사기 및 주사침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16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 043-200-9100)

<5개 품목군의 품목>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내장기능대용기, 시술용 기계기구, 의료용 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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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의료기기 행정처분 내역 등 공개 기준
1. 목 적
○ 행정처분 내역 등의 홈페이지 공개 대상 및 방법 세부기준 마련

2. 공개 대상
○ 행정처분 전(前)
-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의 정도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성 정보 평가결과 행정처분 전(前) 긴급한 경우
※ 단, 위반행위에 확인의 객관성 및 정확성 담보 필요

○ 행정처분 후(後)
- 의료기기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의한 업(품목)취소, 업(품목) 정지,
과징금처분, 사용중지명령, 판매중지 명령, 회수 ․ 폐기명령 등

3. 공개기관
○ 본부 :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 6개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서울청 : 의료기기안전관리과)

4. 공개시기
○ 행정처분 전(前)
- 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즉시공개
○ 행정처분 후(後)
- 행정처분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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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 기간
구

분

행정처분전(前)
공개 사안

업취소

행
정
처
분
후

공개 종료일

공개기간
공개결정시～
처분시

∘ 행정 처분을 내리는 시점까지
∘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업 허가가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법 제6조
및 제14조 감안

처분일
+ 1년

∘ 행정처분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처분기간 및
업(품목)정지,
※ 단, 과징금처분은 ‘본래의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처분종료일
품목취소
3개월이 경과한 때로 하며, 공개마감일까지 과징금이 납부
+ 3개월
되지 않을 경우 납부될 때까지 공개기한 연장
회수 ․ 폐기
명령

∘ 회수 ․ 폐기 종료일 후 3개월

명령일～
종료일
+ 3개월

사용중지
판매정지
명령

∘ 사용중지 및 판매정지 명령의 해제일까지

명령일～
해제일

※ 위반유형이 2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양정이 중(重)한 경우를 기준으로 공개기간 결정

6. 공개내용
○ 행정처분 전(前)
- 업소명, 제품명, 위반 또는 정보내용
※ 행정처분 전(前) 사전공개이며 행정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표기

○ 행정처분 후(後)
- 업소명, 품목명,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공개기간 등 표시

7. 공개방법
○ 행정처분 전(前) 게재 장소
- 홈페이지 ‘주요정보 바로가기’ 란에 식약청 주요정보 바로가기 > 위해정보공개 >
의료기기
-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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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후(後) 게재 장소
- 본 부: 정보마당>분야별정보>의료기기>위해정보공개>의료기기행정처분
- 지방청 : 정보공개>행정처분
-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 공개(게재)자 : 처분권자
○ 지방청장이 처분권자인 경우에 사용중지 ․ 판매정지명령 및 회수 ․ 폐기명령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처분을 실시한 경우에
지방청 홈페이지 게재와 동시에 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의료기기관리과)

8. 시행일자
○ 공문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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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정부납품대금 인터넷 청구서비스, 나라빌!
나

라

빌

홈 페 이 지

◦ 사업자가 정부납품대금을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서비스입니다.
◦ www.narabill.kr (정부 "nara" + 청구 "bill")

◦ 편리합니다. 정부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용 효 과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국세 ․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 빠릅니다. 온라인 처리로 납품대금 지급이 빨라집니다.
◦ 확실합니다. 청구 처리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구서 작성 →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이 용 절 차

◦ 수 수 료 : 청구건당 600원 (VAT 포함)
기 타 사 항

* 여러건을 세금계산서 하나로 대금 청구시 한건으로 간주됩니다.

◦ 이용문의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 (단축번호 5－4)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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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품대금 인터넷 청구서비스(나라빌) 따라하기

1. 홈페이지 접속
◦ www.narabill.kr
(인터넷 검색창에 “나라빌” 입력)

2. 회원 가입
◦ 사용약관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장정보 입력
◦ 담당자정보 입력
◦ 입금계좌정보 입력

3. 로그인
◦ 아이디 입력
◦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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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서 작성
◦ 정부담당 공무원정보 입력(최정균)
◦ 정부부처정보 입력(식약처)
◦ 공급자정보 자동입력

5. 청구서 작성 － 품목정보
◦ 세금계산서 종류 입력
◦ 품목정보 입력

6. 청구서 작성 － 견적서
◦ 견적일자 등 입력
◦ 품목정보 자동입력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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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서 작성 - 승낙사항
◦ 납품기한 입력
◦ 입금계좌 입력
◦ 공급자정보 자동입력

8. 청구서 작성 － 거래명세서
◦ 거래종류 입력
◦ 거래일자 입력
◦ 품목정보 자동입력

9. 청구서 작성 － 세금계산서
◦ 작성일 등 입력
◦ 세금계산서정보 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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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구서 작성 - 전자서명
◦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11. 청구결과 확인
◦ 청구 처리과정 확인
◦ 견적서, 승낙사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내역 확인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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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

시험검정 관리규정
[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0호, 2013.4.5,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제도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험검정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검정"이라 함은 검사대상물에 관한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 미생물학적 ․ 전
기적 ․ 기계적 ․ 위생학적 ․ 제제학적 ․ 생명공학적 ․ 역학적 또는 혈청학적인 검사, 분석
또는 검정을 말한다.
2. "시험검정부서"라 함은 검체에 대한 시험검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속하는 각과 또는 시험분석관련
과를 말한다.
3. "식품 ․ 의약품등"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 ․ 포장 포함), 건강
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이라 함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
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 ․ 수신 및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
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험검정과 관련된 시험검정의뢰서의 접수, 검체의 채취, 시험실시,
결과분석,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험검정 대상)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
여 시험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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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국가검정의약품
2. 제5조의 시험검정계획에 의하여 식품 ․ 의약품등을 시험검정 의뢰하는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 제3조에 의한 경우
4. 범죄예방, 수사 등의 목적으로 국가기관이 의뢰하는 경우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시험검정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기타 조사연구 목적으로 시험검정이 필요한 경우

제2장 시험의뢰
제5조(시험검정 계획) 식품 ․ 의약품등 시험검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험검
정의 목적, 검사항목, 수거대상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시험검정계획서를 작성하
여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검정, 관원 및 기타의뢰시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검체채취) ① 시험검정의 목적으로 수거하는 검체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검체
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식품공전(제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2.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
3. 국가검정의약품：국가검정의약품등시료채취 ․ 증지교부및보관품관리규정(제3조. 시료
의 채취 등)
4.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검사에 필요한 양을 제조번호별로 채취하고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지로 봉인한 후 접수부서에 송부한다.
② 검체를 채취한 자는 시험분석관련과 또는 고객지원담당관에게 검체를 인계할 때
까지 채취된 검체가 손상 ․ 변질 되지 않도록 적당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검정 의뢰) 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의뢰
서와 검체 및 통관예정보고서(수입의 경우)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객
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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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
의뢰공문서와 검체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객지원담당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체접수) ① 시험검정을 의뢰받은 시험분석관련과 또는 고객지원담당관은 소
속공무원 중에서 시험의뢰서 등을 접수할 자를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야 하며, 접수담당자는 시험의뢰서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 제4조, 제6조 및 제7조
의 규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가 시험의뢰서 등의 접수결정을 한 때에는 시험의뢰자에게 식품의약
품안전처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내용을 접수대장에 기입
한다.
제9조(검체송부) 시험분석관련과 또는 고객지원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험의뢰서 등 관련 공문 및 자료, 검체 등을 시험검정을 실시할 시험검정부
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시험검정
제10조(시험부서 및 책임자)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서 및 검체 등을 송
부 받은 시험검정부서의 장은 검체의 상태, 시험검정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검체
에 대한 시험검정을 실시할 시험검정담당자를 지정하고 시험의뢰서 및 관련자료,
검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정부서의 장은 시험검정담당자에게 시험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검정의 준수사항) ① 시험검정담당자는 관련법령이나 공정서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정담당자는 시험성적서 및 시험일지 또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
여 작성된 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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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험성적서 및 시험일지 작성 보고) ① 시험검정담당자는 시험검정이 종료된
경우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검정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검정부
서의 장은 중요한 내용의 부적합 사항이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정부서의 장은 문서화된 시험성적서 및 시험일지 또는 실험실정보관리시
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된 결과를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정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
하여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해물질평가자
문위원회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험성적서 송부) 시험검정부서의 장 또는 해당부장은 시험성적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시험분석관련과 또는 고객지원담당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성적서 발송) 시험분석관련과 또는 고객지원담당관이 시험성적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험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검정잔여검체의 처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체의 검정잔
여검체는 검정잔여검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위해물질평가자문위원회 운영
제16조(위해물질평가자문위원회 설치) 처장은 검증되지 아니한 위해물질관리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위해물질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그 직무를 담당한다.
1. 소비자위해예방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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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조정관
3. 식품안전정책국장
4. 의약품안전국장
5. 식품기준기획관
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해당부장
7. 학계 및 연구기관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처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험검정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준 ․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해물질의 시험검정 필요성 여부
2. 시험검정결과 새로운 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기준 ․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해물질의 위해성 판단
3. 기타 처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4인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제5장 보안관리
제20조(비밀유지) ① 이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 과정 및 결과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 시험검정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자 할 경우 처장의 사전승인과 보안담당
관(운영지원과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비밀로 분류된 시험검정을 실시할 경우 보안유지를 위해 실험실 출입구에 관계
인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제21조(시험검정 보안조치) ① 시험검정부서의 장은 시험검정을 실시할 때는 시험검
정 담당자에 대하여 보안준수 의무 고지, 사전 보안조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보안업

17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제7장 부 록

무운영세칙에 따라 강구하여야 하며, 시험검정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책
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정부서의 장은 시험검정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직
원을 수시로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문서보안) 시험검정부서의 장은 시험검정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는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시험검정결과가 국민보건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험검정결과가 국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처장이 대외비로 분류 ․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시설보안) ① 실험실구역은 세균감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보안업무운영세칙에 따라 통제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 ․ 관리한다.
②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분임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출입자 통제,
시설보안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외부인의 면회는 면회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내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의 사전승락을 받은 후 입 ․ 출입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근무수칙) 실험실 요원은 실험실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실 근무자는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 실험실에서는 실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실험시는 실험장비 및 기구를 운영수칙에 따라 작동하며 예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4. 실험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실험종료 후 사용했던 실험기구는 최상의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오폐수
처리를 철저히 한다.

부 칙 <제10호, 2013.4.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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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6]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규정
[시행 2016.12.26.]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90호]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제도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
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
사의뢰 규칙」에 따른 검체 등의 시험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정 절차를 거치도
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을 말한다.
3. “의약품등”이라 함은 의약품, 생약,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말한다.
4.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함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치료제 및 세포치료제를 말한다.
5. “생체”라 함은 부화란, 조직배양세포, 실험동물 등 시험에 사용되는 “생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
4. 「약사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국가검정의약품, 「약사법」 제69
조,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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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장품법」 제18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
7.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
8.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검
사 의뢰된 검체
제4조(식품등․의약품등) 식품등․축산물․의약품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검체의 채취에서 결과의 판독까지 모든 절차와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시험
의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2. 시약, 기구 또는 시험조작상의 이상 등으로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험하고 그 결과로써 판정한다.
3. 시험결과값이 기준과 차이가 작거나 시험결과가 불분명하여 판정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시험결과가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그 결과로써 판정하
고, 그 시험결과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추가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써 최
종 판정 한다.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준·규격의 시험법에 시험횟수에 관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규격의 시험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 검체는 최초시험에 사용된 잔여검
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잔여검체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검체(제
조사, 품목, 제조일자, 로트 등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생물학적제제등) ① 생물학적제제등은 시험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시험할 수 있다.
1. 시험대상 생체가 시험검정 중 검체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이상증세를 보이거나
사망하는 경우
2. 갑자기 발생한 환경생태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생체에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약, 기구 또는 조작상의 이상이 있어 시험결과가 정상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시험결과의 신뢰성이 충분치 않아 최종 판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물학적제제등은 최초시험 및 재시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하고,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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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정이 부적합인 경우 시험결과는 부적합 수치의 평균값으로 한다.
1. 시험결과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시험(1회)의 결과에 따
라 판정한다.
2. 시험결과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최초시험결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시험결과를 얻
지 못한 경우에는 1회 재시험을 수행하여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 적합으로 최종 판
정한다. 1회 재시험결과가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총 3회까지 재시험한 결과가 2회
이상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합으로, 2회 이상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
적합으로 최종 판정한다.
나. 최초시험결과가 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재시험한 경우에는 최초시험 및 재시
험을 포함하여 총 3회까지 시험한 결과가 2회 이상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합
으로, 2회 이상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각각 최종 판정한다.
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험결과는 재시험 횟수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료기기)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최초시험(1회)의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2. 최초시험 결과에 대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
로써 최종 판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별 시험규격에 시험횟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
우 개별시험 규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검체수거 및 검정기간 연장)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의 경우 재시험에 필요한
검체수거 및 검정기간은 검정해당과에서 고객지원담당관실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8조(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
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12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 2016. 12. 26.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후 시험검정결과 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의 유효기간
인 2015년 8월 24일 이후 이 예규 시행일 전날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시험검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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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판정 등은 동 예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규정의 폐지)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규정」(식약처 예규 제9호,
2013. 4. 5)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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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

시험 ․ 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시행 2016.12.26.]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91호, 2016.1.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
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각 지방청을
포함한다, 이하 “식약처”라 한다) 소관 잔여검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여검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체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
한 규칙」 제65조 및 제8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5조, 「마약류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5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규칙」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수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

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총리령) 제3조
에 따라 시험 의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
은 검체(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
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
체
라.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정 의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
(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
마. 「시험검정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조제6호에 따른 기타 조사
연구 목적으로 시험․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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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의뢰한 검체 중 시험․검사(반복실험 등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단,
시험방법에 따라 균질화를 거치고 남은 검체는 제외한다)
2. “적합 판정 잔여검체”란「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
규)에 따라 적합한 결과를 얻고 남은 검체를 말한다.
3. “부적합 판정 잔여검체”란「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부적합 결과를 얻고 남은 검체를 말한다.
4. “적부 판정 외 잔여검체”란 기준 및 규격이 없는 것으로써 적부 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잔여검체를 말한다.
5. “잔여검체 발생부서(이하 “발생부서”라 한다)”란 시험․검사 등을 통해 잔여검체를
발생시킨 시험․검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잔여검체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란 발생부서에서 시험․검사 등을 완
료하고 남은 잔여검체 중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잔여검체의 보관 및 폐기 등의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잔여검체의 보관 등) ① 발생부서의 장은 잔여검체를 다음 각 호의 보관방법에
따라 잔여검체 보관시설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이 보관하여야
하는 잔여검체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잔여검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손상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잔여검체는 온도조절 등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
보관 및 관리
2. 보관방법이 검체나 그 포장 등에 별도로 표시된 잔여검체는 그 방법대로 보관
및 관리
3. 벌크 등에서 채취한 검체로 보관방법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잔여검체 중 식
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위생법」제14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건강기능식품
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각각 규정
한 보존 및 유통기준의 예에 따라 변질 및 부패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
4.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 통칙에서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 및 관리
②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잔여검체를 보관 및 관리하고 나머지 잔여검체는
발생부서의 장이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적합 판정 잔여검체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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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에서 정한 “별도 이력관리 필요 잔여검체”
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잔여검체
4.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 또는 매각 예정 잔여검체
제5조(잔여검체의 보관기간) 발생부서의 장 또는 처리부서의 장은 시험·검사가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보관기간까지 잔여검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검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적합 판정 잔여검체: 즉시 폐기(다만, 의뢰인 또는 피수거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와 활용 대상 검체는 제외)
2. 적합 판정 잔여 검체로 의뢰인 또는 피수거인이 제6조에 따라 반환요청한 검체 :
시험ㆍ검사가 끝난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부적합 판정 잔여검체: 시험ㆍ검사가 끝난 날부터 60일(다만, 보관이

곤란하거

나 부패하기 쉬운 잔여검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적부 판정 외 잔여검체: 발생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 보관기간
제6조(잔여검체의 반환) ① 발생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4조에 따라 시험․검사 의뢰된

그 소속기관

(총리령) 제9조에 따른 잔

여검체의 경우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발생부서의 장은 무상으로 수거한 검체 중 수거 시 피수거인의 반환청구의 의사
가 있는 경우,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
는 적합품에 한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잔여검체 반환(확
인)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한 부는 인수자(의뢰인 또는 피수거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한 부는 발생부서에서 보관한다.
제6조의2(잔여검체의 반환 신청 등) ① 관계 공무원 등이 검체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경우 피수거인에게 제6조에 따른 잔여검체의 반환에 대하여 홈페이지,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의뢰인 또는 피수거인은 잔여 검체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
른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잔여검체의 활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의뢰인 또는 피수거인의
반환청구가 없는 검체 및 유상으로 수거한 검체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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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지 아니한 적합품으로써 원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잔여검체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 공익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잔여검체는
제외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무상양여의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약사 또는 의사가 있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한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잔여검체를 무상양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발
생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잔여검체의 폐기처분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보관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여검체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의뢰인 또는 피수거인의 반환청구가 없는 잔여검체
2. 제7조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잔여검체
3. 그 밖에 기관장이 공익에 어긋나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잔여검체
② 처리부서 또는 발생부서의 장은 제5조에서 정하여진 보관기간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정 등의 증거보존을 위
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부서의 장은 그 조치결
과를 기록한 후 처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 또는 발생부서의 장은 폐기대상 검체 중 재활용 우려가 있는 검체에
대하여 잔여검체 발생 시점 이후 지체 없이 파손, 파쇄, 분말화, 도색(착색) 및 이
물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시 “잔여검체의 재활
용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처리 한 결과를 증
빙하는 자료(폐기 증거사진 등 포함)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필요 시 현장조사 포
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 관리 및 잔여검체의 인계․인수) ① 발생부서의 장은 시험․검사 등이 완
료된 잔여검체 중 부적합 검체와 별도 이력관리 필요․오남용 우려 및 활용 가능한
검체에 대하여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품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
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별도 이력관리 필요 또는 오남용 우
려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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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
다.
② 발생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해당 잔여검체를 관리대장과
함께 처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발생부서로부터 인계받은 잔여검체가 대장 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4조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발생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잔여검체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 2016. 12. 26.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잔여검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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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잔여검체 반환(확인)증

잔여검체 반환(확인)증

○ 접수번호:
(20 . . )
○ 검체명:
○ 반환수량:
상기 물품을 정히 반환하며
잔여검체는 판매 및 제조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20 . . .
○ 인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인수자(의뢰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접수번호:
(20 . . )
○ 검체명:
○ 반환수량:
상기 물품을 정히 반환하며
잔여검체는 판매 및 제조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20 . . .
○ 인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인수자(의뢰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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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별지 제1호의2서식]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소 명칭

신청인

처리기간

7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Tel. No.:

팩스번호 Fax No.:

전자우편 E-mail

신청인
[ ] 식품등
[ ] 의약품등
[ ] 의료기기

검체 구분

검체
구분

[ ] 건강기능식품
[ ] 화장품
[ ] 기타

검체명
유통기한

시험·검 시험·검사 종류
사
의뢰
의뢰 일자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검
체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일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처리 절차 Processing procedure
신청서 작성
(시험·검사 의뢰
또는 피수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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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è

검토 및 결재

è

식품의약품안전처

결과통보

è

검체 반환 및
반환증 교부

제7장 부 록

■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부적합품 잔여검체 관리대장

⑤
⑧
④
⑥
⑦
⑨
⑩
① ②
③ 제조번호
유통기한 시험검사
주요
시험검사
잔여검체
인계․인수
연번 제품명 의뢰번호 (제조일) (해당하는 의뢰일 결과통보일 부적합 처리결과 내용
경우)
내용

※ ⑤유통기한에는 잔여검체의 유통기한, 유효기한, 품질보증기한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⑨잔여검체 처리결과에는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잔여검체를 인계한 날짜, 인계자 서명 등
을 기재한다.
※ ⑩인계․인수 내용에는 제9조에 따라 잔여검체가 인계·인수된 경우 인계자, 인수자 및 인계․인수일자
를 기재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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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별지 제3호서식]

별도 이력관리 필요 또는 오남용 우려 잔여검체 관리대장
④
① ②
③ 제조번호
연번 제품명 의뢰번호 (제조일)

⑤
유통기한
(해당하는
경우)

⑦
⑥ 시험검사
⑧
⑨
⑩
시험검사 결과통보 잔여검체 인계․인수 별도관리
의뢰일
사유
일 처리결과 내용

※ ⑤유통기한에는 잔여검체의 유통기한, 유효기한, 품질보증기한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⑧잔여검체 처리결과에는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잔여검체를 인계한 날짜, 인계자 서명 등
을 기재한다.
※ ⑨인계․인수 내용에는 제9조에 따라 잔여검체가 인계·인수된 경우 인계자, 인수자 및 인계․인수일자
를 기재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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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별지 제4호서식]

활용 가능 잔여검체 관리대장
⑤유통기한 ⑥시험검사 ⑦시험검사 ⑧인계․인수
①연번 ②제품명 ③의뢰번호 ④제조번호
(제조일) (해당하는 경우) 의뢰일 결과통보일 내용 ⑨비고

※ ⑤유통기한에는 잔여검체의 유통기한, 유효기한, 품질보증기한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⑧인계․인수 내용에는 제9조에 따라 잔여검체가 인계·인수된 경우 인계자, 인수자 및 인계․인수일자
를 기재한다.
※ ⑨비고에는 무상양여 대상기관 명칭, 양여일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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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별표]

별도 이력관리 필요 잔여검체 목록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1. 녹용, 녹각 등 한약재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치과주조용
귀금속합금 등 귀금속을 함유하는 치과 재료
3.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별도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잔여검체
※ 3. 중 “해당 기관장”이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말한다.

190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제7장 부 록

[참고자료 8]

의료기기 회수 ․ 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2016. 12)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체계
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의료기기 취급자 등에게 필요한 업무처리 절
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법령

구분

제
제
제
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제
제

관련규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령

조 부작용관리
조 회수·폐기 및 공포명령 등
조 권한의 위임
조 위해 의료기기 회수 기준 및 절차 등
조 회수계획의 공표 등
조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폐기 등
조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

31

(

-

34

(

-

13

(

-

52

(

-

53

(

-

54

(

-

57

(

)

)

)

)

)

)

)

3. 용어의 정의
가. “품목”이라 함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규정」(고시)의 소분류
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
나. “제품”이라 함은 제조․수입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품목허가(신고)증 상
에 기재된 개별 제품(형명 또는 모델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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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Lot Number)”라 함은 일정한 제조단위분에 대하여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서 숫
자·문자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라. “회수”라 함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
다)가 제조․수입․판매·임대한 의료기기를 회수의무자가 인수하거나 개수하는
것을 말한다.
마. “영업자 회수”라 함은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기가 품질 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회수의
무자가 회수 및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바. “정부 회수”라 함은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
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지방식약청장”이라 한다)이 제조업자등에
게 회수명령하고 회수의무자가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
한다.
사. “자율 회수”라 함은 영업자회수 또는 정부회수 이외에 위해 가능성은 없으나 품
질관리 등의 사유로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회수를 말한다.
아. “회수의무자”라 함은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제조·수입업자를 말한다.
자. "회수의료기기취급자”라 함은 회수의무자를 제외한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
는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차. “인수”라 함은 회수의무자가 회수의료기기취급자 등으로부터 회수대상 의료기기
를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카. “개수”라 함은 제조업자등이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의료기기를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수리, 조정 또는 환자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타. “환자 모니터링”이라 함은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인체 삽입 등으로 인수 또는 개
수가 불가능(불필요)한 경우에 사용(시술)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파. “생산(수입)량”이라 함은 회수대상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의 생산(수입)량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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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출고량”이라 함은 회수의무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한 양을 말한다.

출고량 = 생산(수입)량 - 재고량
거. “재고량”이라 함은 회수의무자가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
너. “회수대상량”이라 함은 출고된 회수대상 의료기기 중 소모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소모성 제품을 제외한 량을 말한다.

회수대상량 = 출고량 - 소모된 제품량
더. “회수량”이라 함은 회수대상량 중에서 실제로 회수가 된 양을 말한다.
러. “회수율”이라 함은 회수대상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회수율(%) = (회수량/회수대상량) × 100
머. “폐기”라 함은 회수한 의료기기를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
기하거나 해체하여 원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버. “그 밖의 처치”라 함은 공중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에 대
한 압류, 반송, 판매중지, 시정조치(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 등의 조치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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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수대상 및 위해성 정도 평가

1. 회수대상 의료기기

가. 영업자 회수
○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이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기
- 국내·외 부작용 사례,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
료기기
* 전문가의 의견 및 관련자료 등이 있는 경우 고려하여 결정
- 국내 수입되는 제품 중 외국 제조원에서 회수가 결정된 의료기기

나. 정부 회수
1) 「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하여 제조·수입·판매·저장·진열한 의료기기
○ 무허가 의료기기
○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변질·부패된 원료가 사용된 의료기기
○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에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
○ 지방식약청장이 폐기․판매(사용)중지 등을 명한 의료기기

2) 다음의 의료기기 중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
○ 국내·외 부작용이 발생한 의료기기
○ 위해평가위원회에서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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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미허가 의료기기
* 기술문서 심사가 불필요한 변경 및 경미한 변경사항 제외
○ 의료기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의료기기
○ GMP 기준을 위반하고 판매된 의료기기

다. 자율 회수
○ 위해 가능성은 없어 안전성·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품질관리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한 의료기기(예, 혈압계의 외장 색상이 변색된 경우)
* 자율회수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회수 절차 등은 위해성 정도 3에 준하
여 실행

2. 위해성 정도 평가(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가. 위해성 정도 1 :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한 부작용 또는 사망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거나 발
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식형심장충격기의 회로이상으로 배터리가 조기 방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에게 정상적인 치료를 할 수 없어 실신,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음
- 범용인공호흡기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기기의 작동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에게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음
○ 발암성분 기준치 초과 함유 의료기기
○ 무허가 의료기기(3·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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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해성 정도 2 :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인 부
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로 인한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가 확인되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체외용인슐린주입기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슐린 과다주입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환자에게 저혈당증을 초래 할 수 있음
- 안과용관류흡인기의 포장불량으로 멸균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멸균
불량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음
- 개인용면역화학검사지를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혈액응고시
간 측정값이 낮게 나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항응고 치료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 무허가(무인증) 의료기기(1·2등급)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함유
한 의료기기로서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기기
○ GMP 적합인정 없이 판매·유통한 의료기기
○ GMP 기준 위반 의료기기(원재료오염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 한함)
○ 수거·검사 부적합 의료기기
- 임시수복재의 독성시험
- 전기수술기, 레이저수술기의 누설전류(주로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기기)
- 기타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시험항목이 부적합한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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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성 정도 3 :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나 의료기
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나 기준규격에 부적합하
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유아 가온장치의 나사가 풀릴 경우 침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발
견한 경우
- 소프트웨어 오류로 엑스선 촬영 영상에 잔상이 남아 이의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
가 필요한 경우
- 유통기한이 잘못 표시된 제품이 있어 라벨의 재부착이 필요한 경우
○ 무신고 의료기기(1등급)
○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 수거·검사 부적합 의료기기
-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초음파자극기, 저주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등의 타이머
정확성, 출력전류, 출력파형, 출력주파수, 전원입력시험, 적외선출력시험
- 사지압박순환장치,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수동식공기주입식정형용견인장치의
안전장치 시험
- 초음파자극기의 출력파형시험
- 피부적외선체온계의 온도정확도
- 자외선조사기의 누설전류(주로 내부전원을 사용하는 기기)
- 매일차용소프트콘택트렌즈의 두께, 정점굴절력
- 전동식의료용흡인기의 흡인압력
- 의료용자기발생기의 자석밀도
- 의료용저온기의 토출공기온도, 동작시간의 정확성
- 임시수복재의 굴곡강도, 용해도, 방사선불투과성, 물흡수도
- 기타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항목에 부적합한 의료기기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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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수 절차
1. 회수 절차도
가. 영업자 회수

* → 예(Yes) → 아니오(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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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회수 절차도

* → 예(Yes) → 아니오(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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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회수 절차

가. 회수대상 결정

1) 위해 의료기기 인지(認知)
가) 출고된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나)「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저장·진열한 경
우
다)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위해 의료기기 인지(認知) 후 조치
가) (회수의무자) 회수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 및 회수에 필요한 조치
*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취급·사용하고 있는 판매(임대)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 관련사실을 신속히 전파하여 유통·판매·사용 되지 않도록 조
치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회수대상 의료기기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의
수리·판매 또는 임대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회수의무자에게 통보
*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재고(보유)량 등 관련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신속하게
통지 및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
다) (회수명령권자) 회수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 명령(先 유선통보, 後 공문*시행)하
고, 회수 등 명령 사항을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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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회수·폐기 명령 등)
1. 통보내용
: 업체명(업허가번호), 품목명(허가번호, 모델명), 회수명령사유, 위해성 정도 등
* 품질부적합은 제품의 제조일(제조번호) 및 부적합 시험항목 포함
2. 수신처
‣(내부)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의료기기심사부(5개과),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료제품실사과, 고객지원과
‣(외부) 17개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기정보기술
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치과기재산업
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나. 위해성 정도 확인
1) 회수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주체가 위해성 정도를
확인한다.
○ (영업자 회수) 회수의무자
○ (정부 회수) 지방식약청장
2) 회수평가위원회 운영
○ 지방식약청장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위해성 정도 판단이 곤란하거나 회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수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 위해성 판단을 위한 회수평가위원회 절차

관련부서 검토요청 회수평가위원회 위해성 정도
위해성 정도 ⇒ (의료기기관리과,
⇒ 확정
판단 곤란 안전평가과 등) 의료기기 ⇒ 개최
* 위해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위원장 : 회
수명령기관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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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평가위원회를 거쳐 위해성 정도를 확정한 지방식약청장은 지체 없이 본
부(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 통보하고, 본부는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6개 지방청에 적용토록 안내한다.
다. 회수 실행

< 회수 전 준비 단계 >
1) 회수계획서 제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5항)
가) 제출 주체 : 회수의무자 → 지방식약청장
* 회수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활용
나)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
○ 위해성 정도 1 : 5일 이내
○ 위해성 정도 2 또는 3 : 15일 이내
* 단, 긴급 회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회수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수계획서 첨부서류(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및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자, 임대량·
임대일자 등의 기록
* 회수대상 의료기기 생산·수입 및 판매·임대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회수계획통보서
√ 회수사유를 적은 서류
√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위해성 정도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및 개설자 성명 등 의료기기 개설자에 관한
정보
다) 회수종료예정일 : 회수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
* 다만, 그 기한 내에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회수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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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을 넘어 정할 수 있다.
라) 회수의무자는 신속한 회수를 위해 회수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이
라도 회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회수계획의 타당성 검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가) 검토 주체 : 지방식약청장
나) 검토 내용 : 회수계획의 적정성
○ 회수계획서 검토 후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계획서의 보완 명령
○ 보완 명령 받은 회수의무자는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

♣ 회수계획서 세부 검토내용
√ 위해성 정도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회수대상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제조번호별 생산(수입)량 및 재고량 근거자료
*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내구재) 및 소비성 제품에 대한 의료기관 내 재고를
제대로 파악하여 회수가능량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 미흡한 경우 추가조치 내용

√ 회수 방법의 적정성 여부

* 회수사유 및 제품결함 내용 등 검토

√ 회수계획 통보 대상 및 방법의 적정성
√ 대국민홍보방법(공표)의 적정성
√ 회수계획서 제출일자 및 회수종료 예정일의 적정성
√ 양식에 맞게 누락사항 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3) 회수계획 공표 등(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가) 공표 주체 : 회수의무자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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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표방법
① (위해성 1) 방송, 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대중매체(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매체를 포함한다)에
공고
② (위해성 2) 의학·의공학 전문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매체에 공고
③ (위해성 3) 회수의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매체
에 공고

<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예시) >
「의료기기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 (043-200-0000)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품목명(허가번호, 모델명)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15. 06. 25.
마. 제조번호 : ABC123
바. 회수사유 : 해당 의료기기 사용으로 부작용(화상)
사. 회수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아. 회수기간 : 2016. 06. 20. ~ 2016. 07. 19. (1개월)
자. 공표일자 : 2015. 06. 20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
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표 시점
○ 회수계획서 승인 후 5일 이내
라) 공표 내용 게재 기간
○ 회수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종료 보고에 대한 확인통보(서명)를 받을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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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표 시 유의할 점
① 회수의무자는 위해성 등급에 관계 없이 자사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공표문을
게재하고,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게재 기간은 회수명령기관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회수종료보고에 대
한 확인통보(서면)를 받은 때까지로 한다.

바) 공표결과의 제출
① 회수의무자는 회수계획을 공표한 후 그 결과를 공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
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공표일, 공표매체, 공표횟수(기간 포함) 및 공표문
사본(인터넷의 경우 캡쳐 화면) 또는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식약청장은 영업자 회수의 경우 공표결과를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emed)에 등록(‘영업자 회수 계획보고’의 ‘첨부파일’에 업로드)

4) 회수계획 통보(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가) 통보 주체 : 회수의무자 →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나) 통보 방법 :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공
고 등
* 통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회수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
5) 회수내용 공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가) 공개 주체 : 지방식약청장
나) 공개 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공개 시점 : 회수계획서 승인시(영업자 회수), 회수명령 시(정부회수)
라) 게재 내용 : 회수의무자의 업체명·연락처,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 사용기
한·유효기한, 회수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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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게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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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실시 >

1) 회수 개시
○ 회수의무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가 위해의료기기에 해당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실시
* 회수명령을 받거나 회수계획서 승인을 통보받기 전이라도 회수 실시
2)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반품(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항)
○ 반품 주체 : 회수계획을 통보받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 회수의무자
○ 회수확인서 작성 및 회수의무자에 송부
* 회수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회수계획 변경
가) 회수 진행 중 이미 제출된 회수대상량, 회수종료일자 등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수의무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회수계획 변경을 요청한다.
나) 회수계획 변경요청 승인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요청사항 및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3일 이내 보완자료 제출요청
4) 회수사실 통보(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3조제5항)
가) 통보 주체 : 의료기관 개설자 → 환자
나) 통보 대상 : 위해성 정도 1에 해당하는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치료
받은 환자
다) 통보방법 :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산프로그램 설치 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
을 구성 운영하여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등에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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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종료 후 >

1) 회수평가보고서 작성(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작성 주체 : 회수의무자
* 회수평가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회수계획이 취급자에게 통보되었는지 여부,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평가보고서 작성

2) 회수 의료기기에 대한 처치
가) 폐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폐기신청서
제출
회수의무자

⇒

폐기
회수의무자

폐기완료사실 통보
⇒
시·도지사

① 폐기 주체 : 회수의무자
*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관계공무원 입회
② 폐기 대상 : 회수하거나 반품 받은 의료기기 중 폐기조치가 필요한 의료기기
③ 폐기신청서 제출 : 회수의무자 → 관할 시·도지사
* 폐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폐기신청서 첨부서류
√ 회수계획서 사본
√ 회수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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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폐기 시 확인내용
○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맞는지 여부
* 허가사항(허가번호, 품목명 등) 및 관련자료(회수확인서, 제조번호 등) 확인
○ 폐기하려는 의료기기의 수량
○ 폐기방법(자체·위탁) 및 폐기물 처리 계획
* 폐기업자가「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련 법령에서 따른 자격자인지 확인
○ 폐기 입회 후에 폐기확인서 및 입회자 서명 작성
- 위탁 폐기 시, 전 과정에 입회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발급하는 문서를 폐
기확인서에 첨부
⑤ 폐기 후 : 폐기 확인서 2년간 보관
* 폐기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⑥ 폐기완료 사실 알림 : 시·도지사 → 지방식약청장
나) 반송
○ 회수 의료기기를 해외 제조원 등으로 반송
다) 수리
○ H/W 변경 등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것
*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수리하지 말 것
○ 수리결과보고서 제출 : 회수의무자 → 지방식약청장
* 수리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라) 조정
○ S/W 업그레이드, 변경허가(인증) 등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조정하는 것
마) 시정조치
○ 회수 의료기기 재발방지를 위한 CAPA 시행
3) 회수종료보고서 제출

www.mfds.go.kr



209

의료기기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가) 제출 주체 : 회수의무자 → 회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
* 회수종료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http://emed.mfds.go.kr)로 보고 가능

♣ 회수종료보고서 첨부서류
√ 회수확인서 사본
√ 회수평가보고서 사본
√ 회수처별 회수내역
√ 폐기확인서 사본(폐기한 경우에만 해당)
√ 수리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수리의 경우에만 해당)
나) 보고서 제출기간 : 회수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4) 회수종료보고서 검토
가) 검토 주체 : 지방식약청장
나) 검토내용 : 회수종료 보고의 타당성 검토

♣ 회수종료보고서 세부 검토내용
√ 회수계획 이행의 적정성
√ 미회수 사유의 타당성 및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의 타당성
√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적정성
√ 반품·수리 등 조치의 적정성
* 회수대상의료기기가 제대로 반품 또는 수리 등 조치 되었는지 여부

√ 회수평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 폐기확인서의 적정성
5) 회수효율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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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주체 : 지방식약청장
* 판매처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협조 요청
나) 점검시기 : 회수종료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다) 점검대상 : 회수계획서의 판매처 중 10%이상을 선정하되, 판매처가 5개소 미
만일 경우에는 전체 업소를 선정
* 영업자회수의 경우 위해성 정도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라) 점검방법 : 회수계획서 제출 시 첨부된 판매(임대)처 중 점검대상 선정하여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 회수효율성 점검표 [별지 제8호 서식]
마) 점검 사항
○ 회수의무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 회수대상 의료기기 취급자가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사용)중지 및 반품 등 회
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바) 회수효율성 검증결과 미회수 제품은 봉함‧봉인 등 조치
사) 추가조치 명령 등
○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보완 또는 회수
등 추가조치 명령
* 보완서류는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되 기간내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일을 정할 수 있음
○ 거짓으로 회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 외에 회수 등 추가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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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수 종료

1) 회수종료 알림
○ 지방식약청장은 회수종료보고서 검토 및 회수효율성 검증으로 회수가 적절하
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수의무자에게 서면(공문)으로 회수종료를
알리고 회수를 종료한다.

2) 회수결과 공개
○ 공개시점 및 방법 : 회수 종료 후 식약처 홈페이지(지방식약청 포함)에 공개
○ 공개대상 :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대상량, 회수량 등
* 위해정보 공개 게재란에 회수결과 공개내용 추가
마. 기타 긴급조치 및 판매중지 해제

1)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식약청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
를 할 수 있다.
○ 재고량에 대하여 압류 또는 봉함․봉인(필요 시 타지방청으로 업무협조 요청하
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 봉함․봉인제품의 사후조치(반품 등)를 위해 봉인 해제 요청 시 봉인 해제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2) 회수의무자가 판매중지 의료기기에 대한 부적합 사항 원인분석 및 시정․예방조
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검토․확인하고 판매중지 해제를 통보한다.

♣ 시정․예방조치 관련 자료
√ 변경 허가 완료된 해당 품목 허가증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등

* 품질부적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확인

√ 기타 시정 예방조치 관련 문서(절차서)에 따른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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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의 신청(정부 회수에 한함)

이의신청서
제출
회수의무자

⇒

이의신청서 검토
회수명령기관의 장

⇒

결과 통보
회수명령기관의 장

1. 신청 주체 : 회수명령에 이의가 있는 회수의무자 → 회수명령기관

2. 신청 방법 : 회수명령기관에 전화로 이의신청 의사를 먼저 알리고, 회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
수명령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3. 이의신청서 검토 : 회수명령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
내에 회수의무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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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회수계획서

업 소 명
소 재 지
회수 유
형
대
표
자
의무자
담 당 자
전 화 번 호
품 목 명
허가(신고)번호
회수대상 효능ㆍ효과
제품정보 포 장 단 위
제 조 번 호
제 조 원
위해성 정도

업허가번호
우편번호

［ ］제조업자

［

］수입업자

생년월일
E-mail
FAX번호
형
명
분류번호(등급)
제조일자 또는 사용(유효)기간

「의료기기법」시행규칙(［

회수사유

항제2호, ［

］제52조제2항제1호, ［

］제52조제2

］제52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기

회수결정경위
제품결함내용
회수대상 제조번호별 생산(수입)량

재고량

제 품 량 회수 대상량

회수의 방법

회수통보 회수실시 대상
통 보 방 법

방법 등 대국민 홍보 방법
회수종료일 회수 종료 예정일
「의료기기법」 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회수명령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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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 표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서류

월

귀하

1.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기록서 사본 및 판매처별 판매량ㆍ판매일자, 임대인별 임대량
ㆍ임대일자 등의 기록
수수료
2.「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할 회수계획통보서
3.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의 없 음
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및 개설자 성명 등 의료기기 개설자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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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회수확인서
취급자 업소명
취급자 소재지
취 급 자
연

락

E-mail

성 명

FAX번호

처
회 수 제 품 내 역

업 소 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포장단위

구입량

회수량

비

고

「의료기기법」 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항, 제57조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회수되어 재고량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대 표 자 :

직책

성명

담 당 자 :

직책

성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E-mail):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회수의무자 회사명)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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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회수평가보고서

○ 회수계획이 회수대상의료기기의 취급자에게 통보되었음을 확인하였는지?

○ 회수계획을 통보받지 받지 못한 회수대상의료기기의 취급자에게 추가로 통보했는지?

○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수사유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내용 및 대책 기재)

○ 그 밖의 회수 관련 개선 또는 건의사항(회수 의료기기 조치 사항 등 기재)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회수대상 의료기기
에 대한
회수평가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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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업 소 명 :
대 표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제7장 부 록

[

별지 제 호 서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4

(

폐기신청서

)]

46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신청인

접수일

처리기간

업소명

업허가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유 형 ［ ］제조업자

［ ］수입업자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E-mail

휴대전화번호

7일

전화번호

FAX번호

품목 명

모 델 명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

분류번호(등급)

폐기대상 포장단위

제조일자 또는 사용(유효)기간

제품정보 제조번호
제조 원
폐기 량

폐기사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

월

일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귀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회수계획서 사본

수수료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없음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www.mfds.go.kr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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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

폐기확인서

업 소 명

폐기의뢰
자

폐기 대
상
제품 정
보

소 재 지
유
형
대 표 자

업허가번호
우편번호
［ ］제조업자

［ ］수입업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품 목 명
허가(신고)

형

명

분류번호(등급)

번호
제조번호
제 조 원

폐

기

량

폐기 관 폐기 사유
련
정

폐기 일자
폐기 장소
보 폐기 방법

폐기물처 업 소 명
리
업소 정
보

대 표 자
소 재 지
FAX번호

전화번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5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함 제품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확

인

자 :
입

회

(서명 또는 인)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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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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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회수종료보고서

업 소 명

회 수
의무자

회수대
상제품
정보

소 재 지
유
형
대 표 자

업허가번호
우편번호

［ ］제조업자 ［ ］수입업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품 목 명

형

허가(신고)번호

명

분류번호(등급)

포장단위

제조일자
기간

제조번호

제 조 원

또는사용(유효)

회수대 제조번호별 생산(수
품 량

입)량
회수대상량
재 고 량

회수기

회수 시작일

간

회수 종료일

상제

회수량(회수율)
회수방법별
결과
회수결
회수처별 회수내역
과
미회수량
미회수 사유
「의료기기법」 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회수종료를 보고합니다.
년

일

대 표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서류

월

귀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회수평가보고서 사본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확인서(수출면장 등) 사본(폐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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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수 리 결 과 보 고 서

업소명
업허가번호
재지
우편번호
회수 소
유 형 □ 제조업자 □ 수입업자
의무자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번호
제품명
형 명
분류번호 등
회수대 허가번호
급
상제품 효능·효과 (품목허가상의 효능 효과 표기)
사용 유효 기간
정보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원
회수사 회수등급 (회수명령기관에서 통보한 회수등급 기재)
유 제품결함내용 (결함종류, 결함원인, 조치 사항 등)
회수대 제조번호별 (근거서류 제출)
생산 수입 량
상제 회수대상량
제출)
품 량 재 고 량 (근거서류
(근거서류 제출)
제출)
수
리
량
수리결 수 리 사 항 (근거서류
제출)
과 시험검사결과 (근거서류
(근거서류 제출)
년 월 일
E-mail

FAX

(

)

(

(

대표자
담당자

)

직책
직책

:
:

성명
성명

○○○장 회수명령기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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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

제7장 부 록

[별지 제8호 서식]
회수효율성 점검표
□ 점검기관명 :

판매 임대
업
점검
신고번호
업체
대표자
성명
제조번호
회수
유통기한
대상
정보
회수명령일 년 월 일
점 검 결 과
회수인지방 전화 문서 기타
회수상황
회수완료 미회수 법 인지일
자
반입량
회수량
① 회수의무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해
당
의료기기의
판매(사용
속하게
통지하였는지
여부)중지 및 회수사실을 신 O X
점검내용 ② 회수대상 의료기기 취급자가 해당 의료기기의 판
매(사용)중지 및 반품 등 회수에 필요한 적절한 O X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기 타
특이사항
업체명
소재지
제조
수
입 명업체
제품명

(

)

(

)

(

/

,

(

)

(

)

,

(

)

)

년 월
확인자 직위
:

(

)

(

성명

일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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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회수대상 의료기기 생산․수입 및 판매․임대 현황

생산 생산 판매 판매 판매 비
연 품목명 허가 형명 제조번호
또는
로
(수입)
(수입) (임대) (임대) (임대)량 고
번
번호
트번호 일자 량
처 일자
1
2

* 필요 시, 엑셀로 작성 가능

222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제7장 부 록

[별지 제10호 서식]
의료기기 회수명령 이의신청서

귀 기관이 당사에 통보한 회수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

를 신청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문서번호 일자
.

:
:
:
:

(

) :

(20

품목명 형명
제조일자․제조번호
유통기한
허가번호 허가일
효능효과
포장단위
제조원
회수사유
제조번호별 생산 수입 량
회수대상량
(

회수
대상
제품
내역

(

)

(

.

)

)

(

(

)

)

(

이의신
청사유
내용

.

등급
(

)

년 월
신청인

)

.

.

)

재고량

일
(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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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벌칙 및 행정처분
1. 벌칙(의료기기법 제54조제3호)
○ 「의료기기법」제34조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공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행정처분(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8)
가. 영업자 회수

♣ 감면(의료기기법 제31조제6항)
: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제조업자등에게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음
1) 일반기준
가) 감경(일반기준 제7호제마목)
: 규정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하고 그에 따라 성실하게 회수한 후 회수결과
를 알린 경우
나) 면제(일반기준 제8호제가목)
: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회수한 결과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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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의료기기법 제3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 8)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기준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위반

29.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
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
계획의 공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제52조제1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항을 위반하여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수리, 판매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또는 임대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나.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제52조제1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항을 위반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경우
3일
7일
15일
1개월
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2조제3항을 위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제
반하여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판매중지 등의 매업무정지 3 매업무정지 6 조·수입허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개월
개월
취소 또는제조·
수입금지
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2조제3항을 위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제
반하여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업무정지 1 매업무정지 3 매업무정지 6 조·수입허가
취소 또는제조·
개월
개월
개월
수입금지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2조제6항에 따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제
른 회수계획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매업무정지 1 매업무정지 3 매업무정지 6 조·수입허가
취소 또는제조·
개월
개월
개월
수입금지
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3조제1항을 위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제
반하여 회수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매업무정지 1 매업무정지 3 매업무정지 6 조·수입허가
개월
개월
개월
취소 또는제조·
수입금지
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3조제3항을 위반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제
하여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에게 회수계획 매업무정지 1 매업무정지 3 매업무정지 6 조·수입허가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개월
개월
개월
취소 또는제조·
수입금지
아.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제53조제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4항에 따라 반품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회 대업무정지 3 대업무정지 7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수확인서를 회수의무자에게 송부하지 않은 경우 일
일
15일
1개월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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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행정처분의 기준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위반

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4조제1항 및 제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2항을 위반하여 폐기 또는 위해를 방지할 수 매업무정지 1 매업무정지 1 매업무정지 3 매업무정지 6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회수평가보고 5일
개월
개월
개월
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4조제2항을 위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반하여 폐기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매업무정지 1 매업무정지 1 매업무정지 3 매업무정지 6
5일
개월
개월
개월
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4조제3항을 위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판 해당 품목 제
반하여 회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 매업무정지 1 매업무정지 3 매업무정지 6 조·수입허가
짓 회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개월
개월
개월
취소 또는제조·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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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회수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기준
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반

33. 법 제34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회수명령 또는 폐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전제조·수입업 전제조·수입업 전제조·수입업 제조·수입업허
무정지 1개월 무정지 3개월 무정지 6개월 가 취소
2)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업소 또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는 영업소 폐
1개월
3개월
6개월
쇄
나. 그 밖의 처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전제조·수입업 전제조·수입업 전제조·수입업 전제조·수입업
무정지 15일 무정지 1개월 무정지 3개월 무정지 6개월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3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의료기기가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수리·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전제조·수입 전제조·수입 전제조·수입 전제조·수입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개 업무정지 3개 업무정지 6개
일 또는 해당 월 또는 해당 월 또는 해당 월또는 해당
품목 제조·수 품목 제조·수 품목 제조·수 품목 제조·수
입업무정지 1 입업무정지 3 입업무정지 6 입 허가·인증
개월
개월
개월
취소 또는 제
조·수입금지
2)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수리·판매·임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대 업무정지
7일
15일
1개월
3개월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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