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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시장규모

Medical Polymer 세계수요량 : 100 만 ton (1999 ~ 2000)

15%

18%16%
8% 5% 2%

26% 10%

고밀도에틸렌수지 저밀도에틸렌수지
스틸렌수지 염화비닐수지
프로필렌수지 기능성수지
실리콘,우레탄 기타



Ⅰ. 세계시장규모

Composition for disposable medical devices 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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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VC 의료기기 이점

투명성 Transparency

폭넓은유연성 Range of flexibility

낮은독성 Low toxicity

화학적안정성 Chemical stability

쉬운가공성 Easy of fabrication

생체적합성 Biocompatibility performance

멸균용이성 Sterilization performance

경제성 Cost effectiveness

폴리염화비닐수지(PVC Compounds) 는의료기기영역에서
지난 50 년동안가장많이사용되고, 그안정성도입증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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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VC 의료기기 적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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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폴리염화비닐(PVC) 의료기기문제점

1. WWF (세계자연보호연맹) 은 DEHP 를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 로규정

2. 2001 년 EU 는 DEHP 를인간의번식력을손상시킬수있고성장에독성이

있는것으로간주해야할물질그룹으로분류

3. EU는 2005 년가을부터프탈레이트가소제 3 종 (DEHP, DBP, BBP) 이사용된

완구어린이용제품생산및수입금지방침을정하고WTO 를통해각국에통보

4. 우리나라도 2006 년부터국내모든 PVC 재질완구와어린이용제품에 3종의

프탈레이트가소제사용을금지

5. 식약청은 2005 년 9 월 1 일부터 DEHP 를첨가한 PVC 용기의사용상주의사항

에 DEHP 사용문구의표기를의무화

Ⅳ. PVC 의료기기 문제점 및 규정



Ⅳ. PVC 의료기기 문제점 및 규정

B. 폴리염화비닐(PVC) 의료기기규정

구분 내용 DEHP 관련규정

식약청고시
개정안

플라스틱제혈액저장용기의물리, 화학,
생물학적시험에관한규정

≤15mg/100mL (150ppm)

KP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의물리, 화학, 
생물학적시험에관한규정

-

EP PVC 혈액저장용기의이화학적시험에
관한규정

1. 조성 (≤DEHP 40%)
2. 용출시험기준
≤10mg/100mL (301 ~ 500mL Bag)
≤13mg/100mL (151 ~ 300mL Bag)
≤14mg/100mL ( ~ 150 mL Bag)

USP 플라스틱의약품저장용기에대한화학적,
생물학적, 시험에관한규정

-

ISO 3826-1 플라스틱의약품저장용기에대한화학적,
생물학적시험에관한규정

≤15mg/100mL (150ppm)

IS0 10993-1 의료기기의생물학적시험에관한규정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의제조, 수입, 판매에관한규정 -



A. 폴리염화비닐(PVC) 수액백

1. 1971 년최초 PVC 수액백도입 : 파손의위험이있는유리병의단점을보완하여

지금까지수액및혈액용기로사용해왔으며지금도유럽의영국,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는미국 Baxter 사의 PVC 수액용기를주로사용하고있으며, 미국의경우

PVC 백의시장점유율이 98% 에달함

2. 국내수액백시장규모 : 년 9,000만백 (800억원대)

3. Non-PVC 수액백의경우아직기술적으로덜안정화되었고, 충격이약해생산

및유통과정에서미세한리크가생겨감염의위험성은더큰문제로남아있음

Ⅴ. PVC 제품

B. 폴리염화비닐(PVC) 연결관, 세트

1. PVC의의료용구소재로서의우수성으로인하여수액수혈세트, 혈액회로및

특수약물주입용연결관등은전세계적으로 PVC제품을사용하고있음



1. PVC 혈액백은 50 년이상전세계적으로사용하면서안정성은국제적으로

충분히검증됨

2. 1949 년최초연질 PVC 혈액백 : 파손의위험이있는유리병의단점을보완하여

지금까지혈액용기로사용해왔음

3. 혈액은혈액의특수성 (적혈구농축액의경우 DEHP 가소제를사용한용기에

담는데이는 DEHP 가소제가적혈구막의유연성을자극하여적혈구의지질이

빠져나오는것을방지) 때문에 PVC 재질의 DEHP 가소제백을사용

4. 혈소판의경우에는 DEHP 가소화용기대신 TOTM 가소화용기를사용함으로써

혈소판의유효기간을 5일까지연장

Ⅴ. PVC 제품

C. 폴리염화비닐(PVC) 혈액백



Ⅵ. PVC 가소제 적용

DEHP TEHTM BTHC or ATBC

분류
프탈레이트계

(환경호르몬문제) 멜리테이트계 구연산계

특징 범용, 저가 저용출, 고가 비프탈레이트

원소재 석유화학 (광물성) 석유화학 (광물성) 식물성

주요적용

업체및상품

박스터 (PL 146)
NPBI     (F 728)
커터 (CL3861)
테루모 (XT)

박스터 (PL 1240)
NPBI     (F 702)
커터 (CLX)

박스터 (PL 2209)
솔베이 (Solmed)
커터 (CL 4093)

녹십자적용원단
혈액주백

혈액보조백
혈액보조백

개발예정

(주백 & 보조백)



06년初임상평가

(저장적합성 등)4

05.10.24화학시험원시험 (산소투과도등)3

05.09.30자사품질시험 (물리, 화학, 동물)2

05.09.12
샘플혈액백생산

(Triple Bag: Main&Transfer Bag)1

3월2월1월12월11월10월9월
일자

2006년2005년
내용단계

Ⅶ. Non-DEHP Sheet 개발 일정

!
소재변경 시 발생될 문제(소비자부담 상승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함

: Cost 현실화 → 소비자 부담 상승 ⇒ 보험약가 인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