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전문강사 교육(보수)

■ 일정 : 2019년 6월 26일(수)
■ 장소 : 서울유스호스텔, 밝은방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순
구분

시간

서 ·

내 용

9:30~10:00

접수 및 등록

10:00~10:05

개회

10:05~10:10

식·의약 안전교실 사업소개

강사

임은경 사무총장

강의1 10:10~11:00(50분) 화장품 올바르게 알기(심화)

장준기 상무(대한화장품협회)

강의2 11:10~12:00(50분) 식·의약품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

강지헌 계장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특송1과)

12:00~13:00

점심식사

강의3 13:00~13:50(50분) 의약품 올바르게 사용‧복용하기(심화)

강의4 14:00~14:50(50분) 2019 식·의약 안전이슈

강의5 15:00~15:50(50분) 식품안전과 정보의 활용

강의6 16:00~17:30(90분)

17:30~

효과적인 교육 커뮤니케이션(심화)
- 식·의약 관련 콘텐츠 활용 길라잡이
설문지작성, 정리 및 귀가

※ 전체교육의 90%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 발급.

박혜경 교수(성균관대학)

장석기 주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최성희 실장
(켐아이넷(주) 식품지능정보연구실)

홍연금 박사(가톨릭대학교)

[사업소개]

「2019년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사업 운영 소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의약 안전 이슈, 일반소비자들은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단기간 교육이나 홍보로 본질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요소를 감소시킬 필요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잘못된 식의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예방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층별 필요정보 통합제공 필요

7개 지역 시,군 단위 정보취약지역 대면교육 중심으로 정보격차 해소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고른 교육기회 제공하고자 함.

정부 – 소비자간 소통으로 식의약 안전체감도 향상
올바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소비자 기본역량 강화 및
식의약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식의약 안전교실을 소통의 장으로 활용
1

교육지역 선정 및 식의약교육 네트워크 선정

식의약 전문강사 교육 및 선정, 관리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식의약 안전교실 참여자 모집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육 실시(7개지역)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교육 현장 의견 피드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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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정부
녹색소비자연대

경기

강원

속초YWCA

0

총괄

1

경기

2

대전YM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3

충남

경북

3

소비자교육중앙회
경북지부

전북

4

4

5

한국부인회
경남지부

6

7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김미리 부장

의정부 녹색소비자연대

고민정 사무처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

속초YWCA

임순영 간사

한국YMCA전국연맹

이현주 간사

대전YMCA

김종남 사무총장

소비자교육중앙회

김보희 간사

소비자교육중앙회 경북도지부

박영숙 국장

한국부인회총본부

김선희 사무총장

한국부인회 경남지부

곽윤주 사무국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유미옥 사무처장

소비자시민모임

이수현 실장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공동
연구원

10

소비자시민모암 광주지부

박미정 사무국장

소비자시민모임

김윤희 부장

한국소비자연맹

김수연 팀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

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총괄)

사업
총괄

사
업
수
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충남

8
9

담당자
임은경 사무총장
박지영 팀장
이경주 간사

강원

경남

소비자시민모임 전남
광주지부

지역별사무국

경기
네트워크

강원
네트워크

충남
네트워크

전북
네트워크

전남
네트워크

경남
네트워크

경북
네트워크

의정부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

속초YWCA
(사무국)

대전YMCA
(사무국)

한국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사무국)

소비자시민모임
광주지부
(사무국)

한국부인회
경남지부
(사무국)

소비자
교육중앙회
경북지부
(사무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네트
워크
구축

홍보

노인회, 복지관, 보건소, 대학교,
경로당, 다문화센터, 요양병원, 지역신문사 등
단체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 등
• 교육참여자중에 현장에서인터뷰를진행하여,SNS및매체에홍보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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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 강사용FAQ 제작/배포
• 최근계란,생리대등식의약관련이슈에대한
조치사항,소비자가자주하는궁금사항등

•

식품, 의약품 등 분야별 강사교육 실시

•

우수강사의 시연(신규교육자 대상)

•

신규교육자 2일, 재교육자 1일간

•

‘16~‘18년전문강사 대상으로 우선 참여신청 받고, 추가 인원 양성

•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운영⌟ 사업에서 선정된 전문강사 대상

•

강사역량교육 이수 (1일, 5시간 이상) : 90% 교육 이수자

• 선정된강사에게는교육수료증,명찰을제공
하여소속감부여,성취감부여

•

전문강사 교육 만족도 조사

•

교육만족도 등 설문조사 통해 전문강사 교육프로그
램을 개선 ·보완
(교육내용 구성 만족도 / 도움도 / 활용가능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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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분

어르신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소비자교육중앙회

2

4

3

3

2

3

한국여성소비자연합

3

5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5
3

11

3

22

4

4

4

19

2

1

4

13

5

4

3

4

4

4

17

3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총횟수(150)

2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경남

12
8

3

2

3

7

15

3

2

3

3

15

소비자공익네트워크

4

한국부인회총본부

3

3

2

3
3

2

2

5
2

17

12

합계

27

17

26

17

19

21

23

150

＊각 해당 단체 본부에서 1차 조사를 하였으며, 지역거점 사무국에서 한달 단위로 교육실시에 대한 월별계획 조사 및 확인 예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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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및 횟수

 정보에 취약한 계층(어르신)을 중심으로 교육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교육함.
 지역별 교육수요가 있는 계층 있을 시 교육 수행 가능하도록 함.
 7개 지역 거점사무국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희망자 신청접수
 교육장소, 교육효과 등의 여건에 맞춰 최종 교육 목표치를 달성
* 교육여건에맞춰대규모(100명),소규모(10~30명,노인정·보건소등방문)교육병행

⇨ (목표) 어르신7,000명 이상 (150회 이상)


강의방법

 「소비자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사업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론교육,
필요 시 강사가 실습, 실물활용, 동영상, 판넬 등을 활용하여 진행
 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대면교육 실시

9



강의시간 및 내용

 1일 1시간 동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필요한 식의약 안전정보를 교육, 협약기관이나 교육참여자가 희망하는 주제가 있을 시
주제선정의 유연성을 두고 현장에 맞게 2~3가지 주제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함.



교육참여자 평가방법

 참여자들에게 교육실시 후 교육 만족도 및 교육효과 조사 실시(교육참여자 대상)
 교육 한달 뒤 생활태도 및 습관에 대한 간단한 추적조사 (30명X7개지역)
 공통된 설문조사지 사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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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결과보고서(교육익일)

 교육진행한익일,강사는홈페이지에업로드
*일시,지역,장소,주관,교육대상, 인원수,강사, 교육방법및교육내용, 성과및개선점, 교육홍보, 현장반
응및개선점등



월별결과보고서(매월)

 월별교육계획수립및교육실적관리,교육실행현황파악,네트워크협약사항파악,만족도설문
결과취합등(연구원및연구보조원)
*정기운영회의 및온라인홈페이지에서 공유

•

개선사항 및 피드백



약10회정도교육모니터링을통해실시현장모니터링예정



만족도설문조사분석및결과보고서를토대로도출된개선사항있을시피드백



실제교육현장에서의의견을온라인홈페이지에공유및피드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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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1]

화장품 올바르게 알기
(심화)

장준기 상무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올바르게 알기

2019. 06. 26
1

목차
01 화장품의 성분
02 기능성 화장품
03 천연〮
유기농 화장품(안)

04 염모제의 올바른 사용
05 화장품의 표시〮
광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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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장품 성분
1-1. 화장품 성분의 종류
 유성원료 : 피부수분 증발 억제, 사용감촉 향상 등
: 유지(Oils & Fats), 왁스(Wax esters), 탄화수소(hydrocarbons), 고급지방산(Higher fatty
acids), 고급알콜(Higher alcohol), 에스테르류(Esters), 실리콘오일(Silicones)

 보습제 : 흡습성이 높은 수용성 물질
: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솔비톨, 젖산나트룸, 히아루론산나트륨 등
 계면활성제 : 계면(기체-액체, 액체-액체, 액체-고체)을 활성화하여 유화, 가용화, 침투, 습
윤, 분산, 세정 등
: 음이온 계면활성제(Anionic Surfactants), 양이온 계면활성제(Cationic Surfactants), 양쪽성 계면활성제
(Amphoteric Surfactants), 비이온 계면활성제(Nonionic Surfactants), 고분자 계면활성제(Polymeric
Surfactants, 천연 계면활성제(Natural Surfactants)

 고분자화합물 : 점증제, 피막형성제 등
: 천연고분자(산탄검 등), 반합성고분자(셀룰로오스계 등), 합성고분자(PVA 등)
3

01 화장품 성분
1-1. 화장품 성분의 종류
 색재 : 제품, 피부에 색상 부여 등
: 유기합성색소(타르색소), 천연색소, 무기안료, 진주광택안료, 고분자분체, 기능성안료

 향료 : 제품에 풍부한 향기를 부여하여 사용자의 매력 증진 역할 등
: 천연향료, 합성향료 등

 자외선흡수제 : 자외선 흡수하여 자외선으로 부터 피부 보호
: 벤조페논유도체,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유도체, 메톡시신나믹산유도체 등

 보존제 : 제품의 보관 및 사용되는 동안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 감소시켜 제품
의 오염을 방지
: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페녹시에탄올, 살리실릭애씨드 등

 안정화제 : 제품의 산화 방지 등
: 산화방지제 (토코페롤, BHT, BHA 등 ), 킬레이트제(EDTA, 구연산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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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장품 성분
1-2. 화장품 성분명칭
 영문 명칭 : ICID 명칭 사용(미국, EU, 아세안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 Cupressus Sempervirens Leaf/Nut/Stem Oil , Isocetyl Isostearate 등
※ PCPC(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에서 표준화 운영

 국문 명칭 : 국내의 화장품 전성분 표시 시 사용
: 솔잣나무잎/너트/줄기오일 , 이소세틸이소스테아레이트 등
※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운영
※ 화장품성분사전(https://www.kcia.or.kr/cid/main.asp)에서 성분명칭, 배합목적 등 확인
가능

5

01 화장품 성분
1-3. 화장품 전성분 표시
 표시내용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국문으로 표시
: 모든 제품의 포장에 표시.
다만, 10ml~50ml 제품의 포장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린스에 인산염,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 주성분, 배합한도 고시원료만을 기재할 수 있고, 10ml이하는
제품포장에서 생략가능하나, 이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or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판매업소에 전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비치하여야 함

 표시기준
▪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 ▪ 함량 순으로 기재(1%미만 성분, 착향제, 착색제인 경우 예외)
▪ 혼합원료는 개별 성분 명칭으로 기재 ▪ 색조화장품 등 호수별 착색제가 다른 경우 ±의
다음에 해당제품에서 사용된 모든 착색제를 기재하여 사용가능
▪ 착향제는 향료로 기재(알러지 유발물질 표시 권장) ▪ pH 조절 성분은 중화반응 생성물로
표시 가능 ▪ 식약처장에게 영업비밀로 인정받은 성분은 기타성분으로 표시 가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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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능성 화장품
2-1. 기능성 화장품 범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
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7

02 기능성 화장품
2-1. 기능성 화장품 범위(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
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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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능성 화장품
2-2. 기능성 화장품관련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화장품법 제4조)
• 기능성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능성화장품 표시(화장품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
기능성화장품”
이라는 문자 표시
• 탈모, 여드름, 아토피, 튼살 관련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ㆍ표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화장품법 제13조)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9

유기농 화장품
03 천연〮
3-1. 천연〮
유기농 화장품 정의
 천연화장품 정의(화장품법 제2조제2호의2)
•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 정의(화장품법 제2조제3호)
•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유기농수산물(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은 친환경농어업 통하여 얻은 것

•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
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
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10

- 15 -

유기농 화장품
03 천연〮
3-2. 천연〮
유기농 화장품 원료(안)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유기 농수산물

식물(해양식물, 버섯포함)

①

동물(동물부산물, 동물자체는 제외)
지질학적 광물(화석연료 기원물질 제외)

유기농 원료

유기농 유래 원료

식물 원료

식물 유래 원료

②

동물성 원료

미네랄 유래 원료(별표1)

미네랄 원료
물리적 공정

동물성 유래 원료

화학적ㆍ생물학적 공정

11

유기농 화장품
03 천연〮
3-3. 천연〮
유기농 화장품 기준(안)
천연 화장품

허용된 합성원료 [별표2]

유기농 화장품

5% 이하

허용된 합성원료 [별표2]

유기농 원료

물

물

천연 원료

천연 원료

천연유래 원료

천연유래 원료

95% 이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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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하

10% 이상

95% 이상

유기농 화장품
03 천연〮
3-4. 제조공정(안)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대한 금지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5의 금지되는 공정
2. 유전자재조합 원료 배합
3.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4. 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1～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 배합
5.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13

유기농 화장품
03 천연〮
3-5. 작업장 및 제조설비(안)
-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장 및 제조설비는 교차오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 및 세척되어야 한다.
- 작업장과 제조설비의 세척제는 별표 6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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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화장품
03 천연〮
3-6. 포장 및 보관(안)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폴리스티렌폼(Polystyrene foam)을 사용할 수 없다.
- 유기농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기농 원료는 다른 원료와 명확히 표시
및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표시 및 포장 전 상태의 유기농 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15

04 염모제의 올바른 사용
3-1. 염모제 관리 규정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2017. 05. 30)
• 염모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는 경우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0개 염모제 성분과 농도 상한 고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 고시된 성분이 아닌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제품에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 사용 금지 대상 안내
• 염모제 사용 전의 주의 사항
• 염모제 사용 시의 주의 사항
• 염모제 사용 후의 주의사항
• 보관 및 취급 주의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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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염모제의 올바른 사용
3-2. 염모제 사용시 주의사항(1)
 다음 분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상태로 되거나 피부이상 반응

(부종, 염증 등)이 일어나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이 제품에 배합되어 있는 ‘과황산염’이 함유된 탈색제로 몸이 부은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
중 또는 사용 직후에 구역,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았던 분(이 내용은 ‘과황산염’이 배합된 염모제에만 표시)
• 지금까지 염모제를 사용할 때 피부 이상반응(부종, 염증 등)이 있었거나, 염색 중 또는 염색 직후에
발진, 발적, 가려움 등이 있거나 구역,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던 분
• 피부시험(패취테스트, patch test)의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분
• 두피,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피부병이 있는 분
• 생리 중,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
• 출산 후, 병중, 병후의 회복 중인 분, 그 밖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분
• 특이체질, 신장질환, 혈액질환이 있는 분
• 미열, 권태감, 두근거림, 호흡곤란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코피 등의 출혈이 잦고 생리, 그 밖에 출혈
이 멈추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분
• 이 제품에 첨가제로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에 의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
민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는 분은 사용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17

(프로필렌글리콜 함유 제제에만 표시한다)

04 염모제의 올바른 사용
3-2. 염모제 사용시 주의사항(2)
 염모 전의 주의사항
• 염색 전 2일전(48시간 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회 반드시 패취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패취테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입니다. 과거
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 주십시오. (패취테스트의 순서 ① ～ ④를 그림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며, 필요 시 사용 상의 주의사항에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음)
① 먼저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습니다.
② 다음에 이 제품 소량을 취해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하여 실험액을 준비합니다.
③ 실험액을 앞서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건조시킨 후 그대로 48시간 방치합니
다.(시간을 잘 지킵니다)
④ 테스트 부위의 관찰은 테스트액을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총 2회를 반드시 행하여 주십
시오. 그 때 도포 부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피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
등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테스트 도중, 48시간 이전이라도
위와 같은 피부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바로 테스트를 중지하고 테스트액을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18

⑤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염모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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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염모제의 올바른 사용
3-2. 염모제 사용시 주의사항(3)
 염모제 사용 전의 주의사항
• 눈썹, 속눈썹 등은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염모액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두발 이외에는 염색하지 말아 주십시오.
• 면도 직후에는 염색하지 말아 주십시오.
• 염모 전후 1주간은 파마ㆍ웨이브(퍼머넨트웨이브)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19

04 염모제의 올바른 사용
3-2. 염모제 사용시 주의사항(4)
 염모 시의 주의사항
• 염모액 또는 머리를 감는 동안 그 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눈에 들어가면 심한 통
증을 발생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 눈에 손상(각막의 염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일,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바로 물 또는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잘 씻어 주시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임의로 안약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염색 중에는 목욕을 하거나 염색 전에 머리를 적시거나 감지 말아 주십시오. 땀이나 물방울 등을 통
해 염모액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 염모 중에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이상이나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
꼈을 때는 즉시 염색을 중지하고 염모액을 잘 씻어내 주십시오. 그대로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염모액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곧바로 물 등으로 씻어내 주십시오. 손가락이나 손톱을 보호하기 위하
여 장갑을 끼고 염색하여 주십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염모하여 주십시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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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염모제의 올바른 사용
3-2. 염모제 사용시 주의사항(5)
 염모 후의 주의사항
• 머리, 얼굴, 목덜미 등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 피부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그 부위
를 손으로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임의로 의약품 등을 사용
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 염모 중 또는 염모 후에 속이 안 좋아 지는 등 신체이상을 느끼는 분은 의사에게 상담하십시오.

21

04 염모제의 올바른 사용
3-3. 염모제의 사용에 대한 제언
 염모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간과하거나 염모시간을 많이 초과하는 등 용법과 다르게 사용하는 데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함.

 소비자가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
• 소비자가 사용상 주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도안 등 활용 노력
• 소비자 교육 시 염모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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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04 화장품의 표시〮
4-1. 화장품 표시〮
광고 규정(1)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제조
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
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
의 표시 또는 광고
3.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
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
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
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
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
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
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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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04 화장품의 표시〮
4-1. 화장품 표시〮
광고 규정(2)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제조
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
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
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마.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ㆍ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
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
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
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아.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ㆍ광
고를 하지 말 것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ㆍ도안ㆍ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
고를 하지 말 것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ㆍ광
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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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04 화장품의 표시〮
4-2. 화장품 표시〮
광고 범위
사실적 표현
기
능
성

일반적 효능효과

금지 표현

실증대상

화장품

의약품

광고적 표현

금지 표현

금지 표현

허위 표현
25

광고
04 화장품의 표시〮
4-3. 화장품 부당한 표시〮
광고 사례

26

 독소 배출, 태열, 체내열독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 항염, 항염 효과, 소염, 염증 완화
 염증·지질의 산화를 억제
 지루성 두피염 등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비듬균 제거
 말로우성분 함유 : 부인병에 효과적이며, 신경을 진정시키고, 소염 및 수렴에 효과적
 항균제로 감기 및 기침 증상이 있을 때...
 배가몬트는 항생효과가 있으며…
 화농성여드름화장품 추천, 여드름 치료, 모낭 내의 여드름 균을 줄여준다, 여드름균 사멸,
여드름의 염증을 막아준다
 뇌기능 강화, 기억력 증진…
 원료 베타글루칸의 효과 : 인간 정상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세포 재생, 혈관을 재생, 혈액순환을 촉진
 피부 진균에 대한 억제작용
 짓무른 엉덩이의 발진에 도움을 줍니다. 기저귀 발진에 놀라운 치유효과
 작은 발진, 화상, 베인곳, 긁힌자국, 벌레 물린데, 수두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부위에 수 회 펴 바릅니다.
 백반증 환우님들을 위한 기획 세트, 백반증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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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04 화장품의 표시〮
4-3. 부당한 표시〮
광고 사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
하는 경우
-

화이트닝시스템(whitening system), 화이트닝, 색소 침착을 억제, 미백효과를 부여합니다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화이트닝에 효과적인 식물성분이... 고속 미백 에센스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며 검은 반점이나 주근깨의 생성을 막아~
피부 미백효과에 탁월한 알부틴 함유
주름개선, 직접적인 링클 개선 기능, 미세한 주름을 완화
주름패치, 주름개선이 필요한 부위에... 붙여줍니다
제품 용기 사진에 “UVEBLOCK", "SPF" 표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UAB 차단, SPF 효과 증대

 "100% pure organic argan oil contain, 유기농 아르간 오일" 등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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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04 화장품의 표시〮
4-3. 부당한 표시〮
광고 사례

 ... 많은 성형수술을 집도하며 환자들을 만나온 OOO원장, 그가 부기완화성분으로 추천하는
OOO 성분은 □ □ 마스크의
 자사 홈페이지에 “피부과 전문의 OOO원장님이 밝히는 카복시테라피의 비밀! / 실제로 피부과
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복시테라피”라는 제하에 동영상자료를 첨부한 경우
 “전국 13개 OO비뇨기과에서 히즈클린 시리즈로 결정"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
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한 경우
 약국에서 인정한 이브크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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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04 화장품의 표시〮
4-3. 부당한 표시〮
광고 사례

 문제성 피부 전용 크림, 피부 문제 흔적 제거…
 "피부와 자국을 가라앉히고", "깨끗한 얼굴을 원해!", “울긋불긋한 얼굴 때문에 고민이신분”,
“오돌토돌 붉은 가슴 때문에 고민이신 분” 등의 문구 및 사진을 사용
 기저귀 발진, 땀띠 등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 각화증, 홍조 피부, 빛에 민감한 알러지 피부 등의 피부트러블을 진정
 모발의 강도와 구조를 복원…
 모기, 파리, 개미, 거미 등의 성가신 곤충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곤충 등으로 생긴 피부
부위를 편안하게 진정..., 모기나 곤충에 물린 후 바를 때...

29

광고
04 화장품의 표시〮
4-3. 부당한 표시〮
광고 사례

 잔상처 개선
 피부 재생 촉진, 감염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노화 완화, 피부 회복, 피부를 재생, 콜라겐을 생성, 트러블 스팟 완화, 피부 면역력을 증진 등
 발진크림
 기저귀 발진 부위에 탁월한 효과, 피부치료
 뛰어난 데톡스 기능, 각종 트러블의 흔적 등으로 울긋불긋한 피부톤을 균일하게 가꾸는데 도
움, 손상된 피부의 회복 도움…
 다크스팟 분해
 가는 모발을 굵게..., 머리재생을 도와주는 각질을 함유, 전체머리의 재생 효과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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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2]

식·의약품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

강지헌 계장 / 인천세관 특송1과

해외직구 통관절차 및 구입시 주의사항

2019. 6. 26 (수)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국

[ Contents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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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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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주로 해외 거주 한국인이 운영
하는 쇼핑몰에서 구매부터
배송까지 대행

배송대행

직접 주문하면 배송대행업체가
현지에서 대신 수령후 배송

직접 배송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한글사이트
국내카드결제

높은 수수료

수수료 저렴
중간 배송 확인

절차 복잡

최저가
구매 가능

외국어 사이트
사후해결 곤란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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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Ⅱ. 직구물품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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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통관

150불 이하 소비용품
(미국은 200불 이하)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신고항목 23개)

간이 수입

상용품 등 목록배제물품
(150불 ~ 2,000불)

관세사 통해 수입신고
(신고항목 53개)

과세 원칙
150불 이하 감면

일반 수입

상용품 등 목록배제물품
(2,000불 초과)

관세사 통해 수입신고
(신고항목 63개)

과세 원칙
150불 이하 감면

전량 면세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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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해외직구로 마약을 밀반입한다구?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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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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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식의약품 통관 방법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주류, 담배, 화장품,
짝퉁 등은 목록통관 배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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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함

12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6병 이내
반입할 수 있으나 정식 수입 신고
해야함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 확인 필요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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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필요

총포, 도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찰청 문의

14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p.customs.go.kr)

쇼핑몰에서 주문시 기재 필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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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사이트

관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https://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 사이트 클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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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조회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해외직구 FAQ

< 지식조회 >
해외직구 바로알기
식품안전나라
한국소비자원 사이트
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17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
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

회원가입없이 간단히 발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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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의 운송장 번호로 관세청 사이트와 앱에서
실시간 통관진행 사항 확인 가능
19

<의류 >
가격 200,000원 → 세액 48,600원
관세 26,000원(관세율 13%)
부가세 22,600원(부가세율 10%)

<담배(1보루)>
가격 200,000원 → 세액 114,530원
관세 80,000원(관세율 8%)
개별소비세 5,940원
부가세 28,590원(부가세율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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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
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
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

21

<전자제품은 1대만 통관 가능>
TV, 스마트폰 등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승인 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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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강지헌 계장
( T: 032-722-4312, e-mail : findaway@korea.kr )

[강 의 3]

의약품 올바르게 사용‧복용하기
(심화)

박혜경 교수 / 성균관대학교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의약품 올바른 사용·보관·폐기

2019. 6. 26.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식품의약품안전처

내용
• 의약품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
• 의약품 안전사용의 핵심요소
• 기본수칙1. 의사 약사와 소통하기
• 기본수칙2. 사용전 확인사항
• 기본수칙3. 의약품 사용방법
• 기본수칙4. 의약품 복용 중 주의사항
• 기본수칙5. 의약품 보관방법
• 기본수칙6. 부작용 대처방법
• 기본수칙7. 의약품 폐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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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왜 올바른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을까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교육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필요한 핵심 교육내용은 무엇일까요?
- 의사, 약사 잘 활용하기
- 약물복용 기본수칙 지키기
3

’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국민
의료비

수명
연장
건강
행태

고급
의료
건강
서비스

만성
질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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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만성질환

•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 약물의 지속적 복용으로 관리

수명연장

• 만성질환 유병기간 증가
• 복합질환 유병률 증가

약물관리

• 의약품 사용량 증가
• 다제복용 증가

관리미비

• 적절한 사용관리에 대한 인식 미비
•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 역할 미 정착
• 포괄적 약력관리 체계 미비

5

’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의 노출 심각
 높은 보건의료이용은 상대적으로 중복투약, 약물상호
작용 등 약물기인 위험성에 노출(Nobili et al., 2011)

 생활밀착형 맞춤형 약물사용교육(서울시, 2018)
 평균 12.3개 약물복용
 중복환자 41.9%

 입원환자의 7.1%는 약물의 부절한 사용에 의한 입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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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잘못된 약물사용은 예방 가능
 약물입원의 59~67%, 특히 노인은 88% 예방 가능
 어르신은 전반적인 신체기능 저하, 약해독 능력도 저하
 몸안에 약이 쌓여 오랫동안 효과지속 위험

 약물상담교육으로 약물기인 입원/외래방문 예방 가능
 약물기인 입원의 36.0%, 외래방문의 62.5% 감소
 이로 인한 비용감소율은 각각 20.2%, 35.1%

7

’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의약품 자체의 안전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제조/유통 관리
- 의약품은 별도의 인증마크 확인 불필요
-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만 구입하면 됨
올바른 사용
- 의/약사의 적절한 처방/조제
- 환자의 올바른 사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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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의사/약사는 나의 대리인
- 대리인의 자격은 국가가 관리, 활용은 환자의 몫

의사/약사에게 증상과 복용 약물 등 알려주기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건강관련 모든 품목

의사/약사에게 물어보기
- 약 이름과 작용, 복용방법과 기간, 음식주의, 부작용대처법

- 중복되지 않는 처방, 설명서 요구

단골의사/단골약사 만들기
- 이미 나의 질병과 복용약물에 대해 알고 있음
-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맞춤형 진료와 약료 받을 수 있음
9

’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사용기한을 확인하세요.
약봉투의 지시사항이나 설명서를 잘 읽어보세요.
잘 모르는 약은 ‘꼭’ 약국에 물어보세요.
증상이 비슷하다고 친구, 가족과 나눠쓰면 안돼요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특히 외용제 사용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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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복용시간을 잘 지켜서 드세요!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드세요!
- 우유, 콜라, 주스, 커피, 자몽주스, 녹차는 안돼요!

알약을 함부로 가루약을 만들어 먹으면 안돼요!
좌약은 개봉한 즉시 사용하세요!
안약이나 귀약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고 난 후 마개를 잘 닫아요
11

’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항생제 사용법
• 항생제란?
•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거나 사멸하는 약
• 세균을 완전히 사멸하지 않으면 내성이 생김.

• 항생제 내성이란 ?
• 세균이 특정한 혹은 많은 종류의 항생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증식할 수 있는 능력

• 올바른 사용법은?
• 처방조제된 대로 모두 복용하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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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사용법
•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복용
• 복용시간을 잊은 경우, 다음 복용시간이 가깝다면

다음 복용시간에 복용하세요
• 한번에 1회용량만 드세요
• 혈압약은 혈압 치료가 아닌 관리약물
• 환자의 판단대로 중단하면 위험함 : 뇌졸중 등 합병증.
• 약복용 중 부작용 발생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
의하세요
• 어지러움, 졸음, 피로, 부종, 안면홍조, 마른기침, 피곤, 무
기력, 근육통, 마비 등

13

’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파스 사용법
•
•
•
•

손상된 피부나 피부질환 부위는 사용하지 마세요.
동일한 부위에 반복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눈, 코안쪽 등 점막에는 닿지 않도록 하세요.
파스 제거 시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 털이 난 방향대로 떼어내세요
• 파스가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정도 물에 불린 후 떼
어내세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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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빠뜨리지 않기
의사, 약사와 상담없이 복용량 감소 및 중단 금지
약을 아끼기 위한 용량, 횟수 감소 금지
부작용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상담
처방조제약외 약물 복용시 의사, 약사와 상담하기
(비처방약, 다른 사람이 준 약 등)
약을 복용할 때 술과 담배를 병용하지 않기

15

’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1. . 첨부문서 또는 용기표시 저장방법 준수
직사광선 피해서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냉장보관 표시 약은 반드시 냉장 보관할 것
• 모든 약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기
-

2. 설명서와 함께 포장상태 그대로
3.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4. 여행할 때는 손가방에 보관하고, 차 안에 두지 말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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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약을 먹고 나서 평소와 다른 증상(가려움, 복통, 설사, 어지러움 등),
1.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2. 병의원 또는 약국에 물어보기 !
- 부작용이 의심되는 복용 의약품 가져가기
- 반드시 처방조제 받은 병의원이나 약국 이용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 1644-6223

17

’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치료가 끝난 약,
어떤 약인지 알 수 없게 방치된 약,
보았을때 성상에 변화가 있는 약들은
가까운 약국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수거 합니다.

약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리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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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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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4]

2019 식·의약 안전이슈

장석기 주무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2019. 6.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장석기 주무관

Q) 인보사 투여환자 안전관리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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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사 투여환자 안전관리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

6.12 기준 311개 의료기관, 1,5165명의 환자 정보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
* 인보사케이주를 투여받은 환자의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환자등록 시스템

•

코오롱생명과학(주)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해 환자등록 및 병·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 무릎 X-ray,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15년간 장기추적조사
하도록 지시

•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부작용 현
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
관과 연계하여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조사·분석*할 계획

Q)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ㅇ 관계부처 합동대응으로 공급 재개 논의를 위한 고어社와의 화상회의 진행(3.15)
* 소아심장수술에필요한인공혈관7개, 봉합사8개,인조포1개모델에대한 지속적 공급 합의

ㅇ 흉부학회 및 환우회에서 요구한 추가 품목* 논의를 위해 고어 본사와 지속 협의**
* 12, 14, 22, 24mm 인공혈관 및 심혈관용 인조포 등 7개 모델
* 서한 송부(3.11∼5.22, 총 12회), 유선 통화(4.16, 4.24, 5.22)

ㅇ 환우회 등 요구한 추가 품목 포함, 고어社와 지속적 공급재개 최종 합의(5.23)
* 최종 공급 품목 : 인공혈관 11개 모델, 봉합사 8개 모델, 인조포 4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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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ㅇ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선정 품목에 대한 사전 구매 등 수입·공급 추진(6월~)
* 의료현장에서의 수요파악 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수입·공급 진행

ㅇ 관련 법령 개정 추진(6월~)
*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안정공급협의회구성·운영(의료기기법 개정,김상희의원실발의예정)
** 안정공급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예정)

Q) 현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우리나라 GMO 안전성 심사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제시한 심사
방법을 준용하여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

GMO 표시범위 :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는 모든 원재료에 해당. 다만,
고도의 정제과정(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 당류 등은 GMO 표시에서 제외
* GMO 표시대상 :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농산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그 가공식품

•

GMO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용역사업 수행 : 기존 식약처 협의체는 해산하고
이해관계자와 무관한 중립적 갈등관리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이해관계자간
갈등영향분석, 협의체 운영규정 수립 및 운영에 대해 위탁사업 진행
-> 이를 통해 GMO 표시제 강화를 위한 심층논의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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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최근 GM감자 수입승인 과련 -> 안전성 검토 중이며 수입 승인한 것 아님

Q)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 아닌가요?
< 분쟁의 주요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임시특별조치* 시행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본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본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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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 아닌가요?
연도

검사건수
(건)

검사
건수

세슘 검출 수준

품목구분

(건)

전체

일본산 비중

건수(건)

중량(톤)

건수(건)

중량(톤)

비율

2011년

23,144

73

0.1 ~ 97.9 Bq/kg

전체

587,789

15,471,265

40,699

158,380

1.0%

2012년

26,608

167

0.33 ~ 24.7 Bq/kg

농산물

56,578

7,537,757

35

6,450

0.08%

2013년

27,453

66

0.86 ~ 9.8 Bq/kg

가공식품

333,416

5,414,399

33,417

129,608

2.4%

2014년

27,567

15

0.92 ~ 26 Bq/kg

2015년

31,502

8

1.0 ~ 3.0 Bq/kg

축산물

102,027

1,447,544

553

684

0.04%

2016년

32,946

7

1.0 ~ 2.0 Bq/kg

수산물

95,768

1,071,565

6,694

21,638

2.0%

2017년

35,230

4

1.0 Bq/kg

2018년

38,317

6

1.0 ~ 28 Bq/kg
(28Bq/kg 검출은 버섯이
사용된 건강기능식품)

합계

242,767

346

구분

대상현 및 품목

검사
방법

• (수산물)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입금지

• (농산물) 후쿠시마현 등 14개현2)

-

27개 품목
정부증명서 제출

• (농산물‧가공식품) 13개현3)

(방사능검사증명서) • (수산물) 8개현4)
정부증명서 제출
(생산지증명서)

• (농산물‧가공식품) 34개현
•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 제외한
전체현 대상

Q) 생활방사선 제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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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입
시마다
검사

www.kins.re.kr

Q) 보건용마스크 구매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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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걀, 이젠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나요?
선별･정렬

온수 세척

깨진 달걀 등

세척(30℃ 이상 온수,

외관선별 후 정렬

차아염소산 나트륨)

건조

2차 선별

온풍 건조

할로겐 램프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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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브러쉬로 세척

실금 검사

육안 확인이 어려운 실금란
검사

코팅

살균

중량 검사

달걀 표면 코팅

자외선 살균

중량검사

혈반 검출

난각 인쇄

포장

투광하여 혈반 검출

달걀 표면 산란일 등 표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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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5]

식품안전과 정보의 활용

최성희 실장 / (주)켐아이넷 식품지능정보연구실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식의약 안전교실

식품안전과 정보의 활용

2019.6.2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목차
1. 들어가며
2. 식품안전정보의 활용
3. 식품안전 주요이슈와 대응
4. 식품안전정보 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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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식의약 안전교실

들어가며

3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들어가며

4

- 70 -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식품안전정보의 활용
식품안전정보= 식품안전+정보

안전확보를 위한 수단 중 하나
• 정책의 계획수립, 시행 등에 과학적 근거 확보

정 부 • 정책의 타당성 확보

•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 (예: 수입식품 안전관리등)

생산 등 과정에서 안전확보 및
산업체 • 식품의 제조〮

관리에 참고 (예: 수입 원료의 안전관리 등)

소비자 • 식품의 선택, 소비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원 및
참고

5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식품안전정보의 활용
식품안전정보의 생산 및 분석

정보수집

1

STEP

분석

2

STEP

조치

3

STEP

식품안전정보원

식약처(위해정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 7개 언어권(39개국 189개 사이트)

• 국내 수입 및 유통실태 분석

• 관계자 정보제공

• 인체위해성 물질별 인허가 및 기준

•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 시 조치

365일 정보수집
• 위해정보, 법제도정보, 연구평가정보,
동향정보
• 식품안전정보DB를 이용한 체계적
관리 및 분석

확인
• 관련 정보 이력 확인
• 정보의 등급분류

6

- 71 -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식품안전정보의 활용
식품안전정보 동향(2018년)

출처: ‘ 2018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유형별 현황

원인요소별 현황7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식품안전 관련 주요 이슈
2002

2006

2003

2004

•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 중국산 찐쌀(이산화황, 롱가리트 사용)

2015~16

2015

2009.7

2017

2018

2008
• 중국 유제품 중 멜라민 사용
• 미국 PCA사 땅콩버터의 살모넬라 오염 회수

가공육〮
적색육

2017

용가리과자(액체질소), 계란 살충제 검출, 햄버거병

2018

미세플라스틱, GMO 완전표시제

2019

2019. 현재 ??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환경 등과 복합적 이슈로 발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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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식의약 안전교실

1. 식품첨가물

용가리과자 사건(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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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식의약 안전교실

2. 건강기능식품

출처: 한국일보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2. 건강기능식품

노출의 계절을 대비 몸 만들기를 위한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굶으면서
건강기능식품 위주의 다이어트는 신체 기능저하로 간기능 이상등 건강손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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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식의약 안전교실

3. 살충제 계란

요약: 2017년 7월 유럽(벨기에 최초보고)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과 가공식품이 유통된 사건 이후 8월 국내산 계란에서도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확산된 사태
축산물의 표시기준(달걀껍데기 표시) 개정(‘18.4.25~ 시행)
현행
․달걀의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표시

개정
․달걀의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장 명칭’ 표시

개정 후
․(신설) 소비자를 위해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달걀 난각에 ‘산란일’과 ‘사육환경번호’ 표시 의무화
‘사육환경’ 정보제공 필요

개정 전

․달걀 난각에 ‘생산자명등’(4가지) 표시

․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

․‘산란일’은 ‘생산자가 달걀을 채집한 날’로 정의

․‘산란일’을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정의(36시간 이내 채집)

0.05m2→ 0.075m2 /마리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4. 톳과 비소

요약: 최근 현대인에게 부족한 칼슘,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한 톳 요리 및 톳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나 톳에 함유된 비소가 문제되고 있어
안전한 섭취 방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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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식의약 안전교실

5. 미세먼지(황사) 대비

황사의 모래, 미세입자로 눈과 호흡기 등에 질병이 유발 될 수 있으며 미세입자 속
중금속과 이물이 식품에 오염될 경우 건강장애 및 식중독이 발생 될 수 있어 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해당되는 위기경보 발령 됨

6. 가공육 (적색육) 발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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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식의약 안전교실

6. 가공육〮
적색육 발암 이슈: 건강손상 대처법

7. 미세플라스틱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807556&
memberNo=12374975&vType=VERTICAL

• 5mm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치약, 세정제, 스크럽등에 포함돼 있으며
제조되거나 플라스틱제품이 부서지면서 생성되며 바다와 강으로 유입되어 환경
파과와 강, 바다 생물 등에 섭취되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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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식의약 안전교실

7. 미세플라스틱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8. 해외직구

•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외국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 구입하는 구매
방식을 말하며 기존 구매대행 이용에서 일반소비자가 직접 수입하는 형태로 변화
장점:
가격이 싸다(블랙프라이데이). 국내 없는 물건의 구입이 가능하다.
일부 사이트는 상품도착 후 신용카드 결재 실행으로 안심 확보
단점: 사후서비스 , 반품 등 지원 어려움, 식품 등의 경우 안전성 확보 및 정확한
정보 확인에 어려움, 국내기업이 외국어 된 쇼핑몰 운영(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혼동 국제 배송 결재)
특히 식〮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음
(식약처 발표: 2017년 해외사이트에서 국내로 판매되는 건강식품 1,155개
성분 검사 결과 20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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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식의약 안전교실

8. 해외직구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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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식의약 안전교실

23

’19년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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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식의약 안전교실

(https://www.foodinfo.or.kr)

25

’19년 식의약 안전교실

(https://www.foodinfo.or.kr)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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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6]

효과적인 교육 커뮤니케이션(심화)
-식·의약 관련 콘텐츠 활용 길라잡이

홍연금 박사 /카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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