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

2

3

통보문 번호

EGY/282/Add.1

EGY/295

EGY/299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통보국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

세부분류

식품

화장품

식품

WTO등록일
(통보일)

2021-09-01

2021-09-01

2021-09-01

통보문
유형

규제명

규제시행일

의견마감일

부록

적용 대상 제품: 동물성/식물성 지방 및 기름 (ICS 67.200.10)
본 부록은 이집트 표준 ES 8335 "비정제 시어버터" (1 페이지의 부분 개정, 아랍어)를 준수하도
록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부령 제222/2021호 (1 페이지, 아
랍어) 통보에 관한 것이다.
2021년 3월 30일자 G/TBT/N/EGY/282로 이전에 통보되었던 부령 제608/2020호 (2 페이지, 아
랍어)가 이 표준의 이전 버전을 의무화했다.
이집트 표준 ES 8335 "비정제 본 표준은 2017년 채택되었고 2020년 개정된 CXS 325R-2017와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시어버터" (1페이지의 부분 개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행정명령의 관보 고시를 통해 이집트 표준의 모든 개정사항에 대해 지
정, 아랍어)
속적으로 통보 받는다.
채택 예정일: 21-05-20
시행 예정일: 21-06-14
의견 처리 및 원문 제공 기관:
국가 질의처 이집트 표준화품질기구 주소: 16 Tadreeb El-Modarrebeen St., Ameriya, Cairo Egypt 이메일: eos@idsc.net.eg/eos.tbt@eos.org.eg 웹사이트: http://www.eos.org.eg 전화: +
(202) 22845528 팩스: + (202) 22845504

내용

2021-06-14

-

신규

이집트 표준 ES 5884-1 "화장
품 –오일. 제1부: 화장품에 직
접 사용하는 개별 오일" (32 페
이지, 아랍어)를 의무화하는 부
령 제221/2021호(2 페이지, 아
랍어)

부령 제221/2021호(2 페이지, 아랍어)는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이집트 표준 ES 5884-1을 준수
할 수 있는 6개월의 이행기간을 제공한다.
전술한 표준은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오일 등 화장품에 직접 사용하는 개별 오일 및 약리
효과가 있는 첨가제를 포함하지 않는 버터가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본 표준은 에센셜 오일 또는 오일 혼합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본 표준은 2007년 영국 약전을 준수한다.

2021-06-14

2021-10-31

신규

"런천미트"에 대한 이집트 표
준안 (12 페이지, 아랍어)

본 표준은 런천미트 및 가금육 런천미트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및 기술 표준을 규정한다.
본 표준은 "런천미트"에 대한 ES 1114/2005 및 "가금육 런천미트"에 대한 ES 1696/2005를 취
소·폐지한다.
참고로, 본 표준안은 CODEX 표준 제89/1981호 개정: 1991년, 2014년 및 2015년 "런천미트"와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

2021-10-31

싱가포르에서 의료용품은 법률로 제정된 또는 HSA의 관리 요구사항으로 의무화된 라벨링 요
구사항이 적용된다. 건강제품(의료용품) 규정에 따른 라벨링 요구사항은 HSA의 감시 프로그램
을 적용 받는다. 싱가포르 의료용품 등록 지침에 명시된 관리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품 등록 신
청의 일부로 포함된다.

2016-11-01

2021-10-31

4

SGP/61

아시아

싱가포르

의약품

2021-09-01

신규

[1] 보건제품(의료용품) 규정 –
의료용품 규정 19 및 20의 제
품 설명(5 페이지, 참조 별첨
포함; 영어) [2] 싱가포르 의료
용품 등록 지침: 부속서 7 '싱
가포르 라벨링에 대해 고려해
야 할 사항' 중 라벨링 요구사
항 (2 페이지, 영어)

5

BRA/1234

중남미

브라질

의약품

2021-09-02

신규

해결 - RDC n. 533, 2021년 8
월 24일. (4페이지, 포르투갈
어)

이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SARS-CoV-2)과 관련된 국가적 우려의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ANVISA에서 정규화된 COVID-19 백신 및 그 공급에 대한 예외적인 절차
및 임시 수입을 설정한다.

고시일

-

부록

표준지침 제17호 및 제18호,
2019년 8월 22일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National Medicine Control System)에 대한 실험 단계의 일부가 될 예정
인 의약품 및 의약품 이동 체인의 구성원 목록을 제공하는 2017년 5월 11일자 결의 RDC 제157
호의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G/TBT/N/BRA/707/Add.2를 통해 이전에 통보된 2017년 8월 22
일자 규범 지침 제17호 및 제18호(G/TBT/N/BRA/707/Add.1을 통해서도 통보됨)가 2021년 8월
25일자 규범 지침 제100호로 변경되었다.

-

-

6

BRA/707/Add.4

중남미

브라질

의약품

2021-09-02

7

JPN/707

아시아

일본

의약품, 의
료기기

2021-09-02

신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제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전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
법률에 따라 "Shitei Yakubutsu"로 3가지 물질을 추가로 제안하고, 법에 따른 이의 “적합한 사
이라 칭한다)에 근거한, "Shitei
용”을 제안한다.
Yakubutsu" (지정 물질)의 지
정. (1960, 법률 145호) (1 페이
지, 영어)

8

BRA/949/Add.1

중남미

브라질

식품

2021-09-03

부록

식용 젤라틴, 가수분해 젤라틴, 2019년 11월 25일자 MAPA 조례 제249호(G/TBT/N/BRA/949를 통해 이전에 통보) – 식용 젤라
콜라겐의 식별 및 품질 기준
틴, 가수분해 젤라틴 및 콜라겐에 대한 식별 및 품질 표준을 설정하는 기술 규정안이 2021년 8
수립
월 25일 MAPA 조례 제384호에 의해 채택되었다.

9

BRA/966/Add.3

중남미

브라질

식품

2021-09-03

부록

2020년 9월 18일자 표준지침
SDA 제94호 개정

10

COL/246/Add.1

중남미

콜롬비아

식품

2021-09-03

부록

11

EU/801/Add.1

유럽

유럽연합

식품

2021-09-03

부록

12

UGA/1380

아프리카

우간다

의약외품

2021-09-03

신규

13

UGA/1381

아프리카

우간다

의약외품

2021-09-03

신규

14

UGA/1382

아프리카

우간다

의약외품

2021-09-03

신규

15

UGA/1383

아프리카

우간다

의약외품

2021-09-03

신규

2021-09-04

-

2021-10-01

-

2021-10-01

-

-

-

-

-

본 우간다 표준안은 로션, 크림, 젤 및 연고 형태의 피부에 바르는 모기 기피제에 대한 요구사
항, 샘플링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통상산업협력부
장관의 의무표
준 선포일

2021-11-02

본 우간다 표준안은 피부에 직접 도포하기 위하여 스프레이 및 롤온 형태로 피부에 바르는 모
기 기피제에 대한 요구사항, 샘플링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통상산업협력부
장관의 의무표
준 선포일

2021-11-02

통상산업협력부
본 우간다 표준안은 피부에 직접 도포하기 위하여 물티슈로 제조된 피부에 바르는 모기 기피제
장관의 의무표
에 대한 요구사항, 샘플링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준 선포일

2021-11-02

통상산업협력부
장관의 의무표
준 선포일

2021-11-02

농축산식품공급부(MAPA)는 2020년 9월 18일자 표준지침 SDA 제94호를 승인
(G/TBT/N/BRA/966/Add.2를 통해 통보됨)하는 유장(whey)의 식별 및 품질에 대한 기술규정에
서 제품 산도 기준에 대한 부속서를 개정하는 2021년 8월 25일자 조례 제386호를 발행했다.

"식용 포장 또는 용기 포장 식
품이 준수해야 할 전면 영양표 콜롬비아 공화국은 2021년 6월 16일 보건사회보호부가 "식용 포장 또는 용기 포장 식품이 준
시의 요구사항에 관한 기술규 수해야 할 전면 영양 표시의 요구사항에 관한 기술규정을 정한" 결의 제810호를 발행했음을 통
정을 정한" 2021년 결의 제810 지한다.
호
본 고지안은 허가된 양조 실행규범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1308/2013을 보완하
는 위임규정(EU) 2019/934를 개정하는 집행위원회 위임규정안(G/TBT/N/EU/801)을 개정한다.
2021년 7월 17일 통보문 G/TBT/N/EU/801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 이후, 본 고지안에 많은 개정
사항이 도입되었다.
개정사항은 다음에 관련한다:
허가된 양조 관행에 관한 유럽 •DL 타르타르산의 승인을 철회하는 제안을 삭제한다. 이는 위임 규정안에 대한 부속서 I, 파트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A의 표 2에 항목 6.9를 다시 도입하고, 최초 통보된 위임 규정에 대한 부속서 I의 제(1)절의 (c)
1308/2013을 보완하는 위임규 항을 삭제하며, DL 타르타르산의 승인 철회를 정당화한 인용문을 삭제함을 의미한다(즉, 최초
정(EU) 2019/934를 개정하는 통보된 초안의 설명(30)).
집행위원회 위임규정안
•포도 품종 Garnacha Roja와 Mazuela를 추가하여 '천연감미와인(vino dulce natural, 스페인
어)', '천연감미와인(vino dolce natural, 이탈리아어)', '천연감미와인(vinho doce natura, 포르투
갈어)' 및 '천연감미와인(οινος γλυκυς φυσικος, 그리스어)'이라는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리
큐어 와인 생산을 허용한다(개정된 위임 규정안 부속서 III에 대한 부록 3).
•국제와인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Vine and Wine)의 관련 2021년 결의안을 규정안
에 추가한다(항목 6.14(푸마르산) 및 7.12(아스페르길로펩신 I))
DUS 2296-1:2021, 피부에 바
르는 모기 기피제 — 규격 —
제1부: 로션, 크림, 젤 및 연고,
초판 (20 페이지, 영어)
DUS 2296-2:2021, 피부에 바
르는 모기 기피제 — 규격 —
제2부: 스프레이 및 롤온, 초판
(36 페이지, 영어)
DUS 2296-3:2021, 피부에 바
르는 모기 기피제 — 규격 —
제3부: 물티슈(wipe), 초판 (24
페이지, 영어)
DUS 2296-4:2021, 피부에 바
르는 모기 기피제 — 규격 —
제4부: 입욕 비누, 초판 (16 페
이지, 영어)

본 우간다 표준안은 피부에 직접 도포하기 위하여 입욕 비누 형태로 피부에 바르는 모기 기피
제에 대한 요구사항, 샘플링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16

CHL/570

중남미

칠레

식품

2021-09-06

신규

해충 방제용 신호화학물질 승
인을 위한 조건 및 요구사항
(34 페이지, 스페인어)

17

TPKM/450/Add.
2

아시아

대만

식품

2021-09-06

부록

신규

18

USA/1772

북미

미국

식품

2021-09-06

19

EU/834

유럽

유럽연합

식품

2021-09-07

신규

20

UGA/1385

아프리카

우간다

의약외품

2021-09-07

신규

21

CAN/653

북미

캐나다

의약품

2021-09-08

신규

22

CHL/572

중남미

칠레

식품

2021-09-08

신규

23

MEX/390/Add.3

북미

멕시코

식품

2021-09-08

부록

본 조치는 개별 특성 및 성격에 따라 신호화학물질을 평가·승인하기 위한 조건 및 요구사항을
정한 규정안에 해당한다. 신호화학물질은 식물, 동물 및 기타 생물에서 분비되어 동종 또는 이
종 생물의 행동이나 생리에서 반응을 야기하는 화합물 또는 화합물의 혼합물이며, 타감물질 및
페로몬을 포함한다. 본 조치는 양질의 투입물 가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식물위생관리의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칠레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시된 문서를 참조한다.

관보 고시일에
발효된다.

2021-11-05

타이완, 펑후, 킨먼 및 마추 개별관세영역은 2021년 1월 7일자 G/TBT/N/TPKM/450 및 2021년
소형 선포장 식품의 표시에 관
5월 20일자 G/TBT/N/TPKM/450/Add.1로 통보된 "소형 선포장 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한 규정
2021년 9월 1일 공표되었으며, 같은 날 발효되었음을 통보한다.

2021-09-01

-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연방육류검사법 또는 가금류제품검사법에 적용되는 동물에서 파생된
배양 세포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육류 및 가금류 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배양 동물 세포로 구성되거나 규칙제정안 사전고시(ANPR)를 발행한다. 본 ANPR에 대해 제출된 의견이나 제기된 사안은 동
포함하는 육류 또는 가금류 가 물에서 파생된 배양 세포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육류 및 가금류 가공품에 대한 표시 요구사항
공품의 표시 (6 페이지, 영어) 을 정하기 위한 향후 규칙제정 절차에 통지된다. 또한 본 ANPR은 FSIS가 규칙을 제정 완료하기
전 본 제품에 대한 표시 규정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FSIS가 어떻게 규정을 평
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2021-09-02

본 집행위원회 시행규정안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8/848에 따른 유기농제품과 유
기농제품의 표시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 인증서 발급의 확인해야 할 기록에 대하여 사전에 유
의해야 할 조치, 기록의 추적 및 질량균형 확인 관련 특정 기록 등 공식 관리에 필요한 특정 선
언서와 통지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유럽연합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 후. 2022
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1-11-06

본 우간다 표준안은 인체 피부에 직접 도포하기 위한 모기 기피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식화되고 작성된 연구의 설계 및 실행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다. 본 지침은 사람의 피부에 직
접 도포하는 모든 제형의 제품에 적용된다.

-

2021-11-06

본 협의 공고의 목적은 처방의약품목록의 인체 및 수의학 부분에 한정자를 추가하여 브리모니
딘 또는 그 염에 대한 목록을 수정하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추후 결정(협의
기간 후)

2021-10-31

본 개정안의 목적은 칠레 국민의 상당수에게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준 2017년 국민
건강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공중보건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다. 비타민
D 결핍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낮은 수준의 태양 노출과 비타민 D 식이섭취, 높
은 비율의 칠레 국민에게 나타난 좌식생활, 위도 및 높은 비율의 비만인구와 관련이 있으며 이
로 인해 비타민 D 혈중농도가 낮다.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공중보건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

2021-10-23

요구르트의 분류 및 상품명, 물리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규격,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되고 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상업적 정보를 규정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31일에 공
포된 멕시코 공식표준 PROY-NOM-181-SCFI/SAGARPA-2018, 요구르트 - 상품명, 물리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규격, 상업적 정보 및 시험 방법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

2021-11-06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8/848에 따라 사업자 및 사
업자 그룹으로부터 요구되는
특정 기록과 선언 및 인증서
발행을 위한 기술적 수단에 관
한 세부 규칙을 정한 집행위원
회 시행규정안 (5 페이지, 영
어)
DUS 2373-1:2021, 모기 기피
제 — 성능 시험 지침 — 제1
부: 피부에 바르는 모기 기피
제, 초판 (26 페이지, 영어)
협의 공고 – 처방의약품목록
(PDL): 브리모니딘 (1 페이지,
영어 및 프랑스어로 제공됨)
보건부 최고령 제977/96호 식
품위생규정 제8편 우유 및 유
제품 제203호, 제15편 전분질
식품 제350조 제2항 밀가루,
제27편 알코올 음료, 과일·야채
주스 및 포장 음용수 제481-2
조 제1항 알코올 음료 개정 (3
페이지, 스페인어)
멕시코공식표준안 PROYNOM-181-SCFI/SAGARPA2017, “요구르트 - 상품명, 물
리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규격,
상업적 정보 및 시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