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

통보문
번호

CAN/648/Add.2

대륙

아메리카

통보국

캐나다

세부분류

의약품, 식품

WTO등록일
(통보일)

2022-07-11

통보문
유형

부록

규제명

내용

캐나다 보건부는 다음 4가지 요구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천연 건강 제품 규정(NHPR)을 개정
한다.
1) ‘제품 정보’ 테이블: 표준화되지 않은 형식의 천연 건강 제품(NHP) 라벨 상에 천연 건강 제
품 규정이 이미 요구했던 중요 정보는 표준화된 '제품 정보' 테이블에 표시해야 한다. 특정
저위험 천연 건강 제품은 '제품 정보' 테이블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며, 전체 '제품 정보' 테이
블을 포함하기에는 너무 작은 포장의 제품에는 유연성을 부여한다.
2) 우선 식품 알레르겐, 글루텐, 첨가 아황산염 및 아스파탐의 라벨링: 우선 식품 알레르겐,
글루텐, 첨가 아황산염 또는 아스파탐을 포함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 '제품 정보' 테이블에서
면제되는 경우, '제품 정보' 테이블 또는 라벨의 다른 곳에 일관된 방식으로 이들의 유무 및
출처를 표시하는 문구가 요구된다.
3) 명확하고 잘 보이게 배치된 라벨 문구 라벨의 문구('제품 정보' 테이블 포함)는 최소 활자
천연 건강 제품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천
크기, 표준화된 글꼴 유형 및 색상 대비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가독성 개선 요구 사항에 따
연 건강 제품의 라벨링 개선)
른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통해 소비자는 중요한 안전 정보를 찾고, 읽고, 비교할 수 있다.
4)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현행 요구 사항에 따라 우편 주소 대신
천연 건강 제품의 '제품 정보' 테이블(또는 이 제품이 '제품 정보' 테이블 요구 사항에서 면제
되는 경우, 라벨의 다른 곳)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규제시행일

의견마감일

2022-06-01

-

추후 결정

2022-09-10

스리랑카 표준위원회
의 채택 승인 시

2022-09-06

추후 결정

2022-10-04

2022-08-01

-

추후 결정

2022-09-10

2023-03-07

2022-09-06

이 개정은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를 이행하고 유사한 셀프 케어 제
품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국소용 및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특정 범주의 천연 건
강 제품에 관한 안전 포장에 관한 요구 사항을 삭제한다.
또한 캐나다 보건부는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천연 건강 제품 규정에 몇 가지 개정을
제출하도록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새로운 요구 사항을 부과하거나 기존 요구 사항을 제
외시키는 효과가 없는 이러한 수정 사항은 정부 및 규제 당사자에게 비용 중립적이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중 아래 사항을 개정하고
자 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 신설
-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 및 재냉동날짜 표시

2

KOR/1084

아시아

한국

식품

2022-07-11

신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4
페이지, 한국어)

3

LKA/51

아시아

스리랑카

식품

2022-07-11

신규

SLS 591:2014에 대한 개정안 No.01-통조
무기성 비소의 최대 한도를 도입한다.
림 생선 규격(1차 개정); (5 페이지, 영어)

4

RUS/135

유라시아

러시아

의료기기

2022-07-11

신규

잠재적 사용 위험에 따른 의료기기 분류
규칙 개정; (39 페이지, 러시아어)

잠재적 사용 위험에 따른 의료기기 분류 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기에 적용되며 개념의 명확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분류 기준의 명확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분류 기준 및 조건 확립;
의료기기 분류의 명확화를 제공한다.

5

BRA/1410

아메리카

브라질

의약품

2022-07-12

신규

결의안 - RDC 제708호, 2022년 07월 01
일; (41페이지, 포르투갈어)

이 결의안은 한약재 및 전통 한방 제품의 승인 후 변경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6

IND/232

아시아

인도

식품

2022-07-12

신규

식품 안전 및 표준 초안(건강 보충제, 영양
제, 특수 식이용 식품, 특수 의료용 식품, 건강 보조식품, 영양제, 특수 식이용 식품, 특수 의료용 식품 및 프리바이오틱 및 프로바이오
프리바이오틱 및 프로바이오틱 식품) 규 틱 식품의 표준을 명시하는 2022년 식품 안전 및 표준 초안을 규정한다.
정, 2022년; (28페이지, 영어 및 힌디어)

7

JAM/113

아메리카

자메이카

식품

2022-07-12

신규

포장 천연 코코넛 물 표준 규격 (18페이
지, 영어)

본 문서는 판매 및 소비를 위해 제공되는 포장된 천연 코코넛 물의 요구 사항을 명시한다.

번호

8

통보문
번호

JPN/743

대륙

아시아

통보국

일본

세부분류

의약품

WTO등록일
(통보일)

2022-07-12

통보문
유형

내용

규제시행일

의견마감일

신규

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의
일부 수정 (1페이지, 영어)

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신규 승인 대상 백신 제품의 기준, 수수료 및 수량을 추가한다.
뇌막구균 4가 다당류 파상풍 톡소이드 복합백신, 폐렴구균 15가 복합백신;
부분적으로 "수막구균 4가 다당류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복합체 백신", "폐렴구균 백신", "폐
렴구균 13가 복합체 백신", "세포 배양에서 제조된 소두 백신", "세포 배양에서 제조된 동결
건조 천연두 백신"을 수정한다. “폐렴구균 10가 복합백신”, “천연두백신”, “동결건조 천연두
백신”을 삭제한다.
국가출하 승인시험에 대한 공고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신규 승인 대상 백신 제품의 기준, 수수료 및 수량을 추가한다.
“뇌막구균 4가 다당류 파상풍 톡소이드 복합백신”, “폐렴구균 15가 복합백신”;
부분적으로 "수막구균 4가 다당류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복합체 백신", "폐렴구균 백신", "폐
렴구균 13가 복합체 백신", "세포 배양에서 제조된 소두 백신", "세포 배양에서 제조된 동결
건조 천연두 백신"으로 수정되고 “폐렴구균 10가 복합백신”, “천연두백신”, “동결건조 천연두
백신”을 삭제한다.

2022-09-01

2022-08-11

2022-08-01

해당 없음

2022-08-01

해당 없음

규제명

9

BRA/1412

아메리카

브라질

의약품

2022-07-13

신규

본 결의는 판매 허가, 판매 허가 갱신, 판매후 허가 변경 및 산업화 활성화 의약품 통보에 관
한 조항을 포함한다. 아래 약전 및 개요서의 최신판을 의약품, 부형제, 활성 성분 및 산업화
활성화 의약품의 생산 방법과 품질 관리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I – 브라질 동종요법 약전
II – 독일 동종요법 약전(GHP/HAB)
결의 – RDC 제721호, 2022년 7월 1일 (55 III – 미국 동종요법 약전(HPUS)
페이지, 포르투갈어)
IV – 영국 동종요법 약전(BHP)
V – 멕시코 동종요법 약전
VI – 인도 동종요법 약전
VII – 유럽 약전(Ph. EUR.)
VIII – 프랑스 약전(PhFr)
IX – 인지학적 제약 규정(APC)

10

BRA/1413

아메리카

브라질

의약품

2022-07-13

신규

표준지침 제158호, 2022년 7월 1일 (3 페
본 표준지침은 의약품의 파일럿 배치(pilot batch) 생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이지, 포르투갈어)

신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528/2012에
따라 제품 유형 10의 살생물제에 사용하
기 위한 활성물질로 1,2-벤즈아이소티아
졸-3(2H)-온(BIT)을 승인하지 않는 집행위
원회 시행 결정안 (3 페이지, 영어)

본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안은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을 제품 유형 10의 살생물
제에 사용하기 위한 활성물질로 승인하지 않는다. 이 활성물질은 기존 활성물질 검토 프로그
램 밖에서 이전 지침 98/8/EC에 따라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던 신청자가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살생물제 규정 (EU) 528/2012에 따른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활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성물질을 포함하는 살생물제는 이미 시장에 출시될 수 없지만 이러한 살생물제로 처리된 제
20일
품은 승인 신청서가 2016년 9월 1일 이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살생물제 규정 (EU)
528/2012의 제94조에 규정된 경과조항의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처리제품이 더 이상 EU 시
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승인 결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2022-09-11

신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528/2012에
따라 제품 유형 2, 3, 4 및 5의 살생물제에
사용하기 위한 활성물질로 클로라민 B를
승인하지 않는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안 (3
페이지, 영어)

본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안은 클로라민 B를 제품 유형 2, 3, 4 및 5의 살생물제에 사용하기
위한 활성물질로 승인하지 않는다. 이 활성물질은 기존 활성물질 검토 프로그램 밖에서 이전
지침 98/8/EC에 따라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던 신청자가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살생물제 규정 (EU) 528/2012에 따른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살생물제는 이미 시장에 출시될 수 없지만 이러한 살생물제로 처리된 제품은 승인 신청서가
20일
2016년 9월 1일 이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살생물제 규정 (EU) 528/2012의 제94조에 규정
된 경과조항의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처리제품이 더 이상 EU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승인 결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2022-09-11

11

12

EU/909

EU/910

유럽

유럽

유럽연합

유럽연합

기타

기타

2022-07-13

2022-07-13

번호

13

통보문
번호

EU/911

대륙

유럽

통보국

유럽연합

세부분류

기타

WTO등록일
(통보일)

2022-07-13

통보문
유형

규제명

내용

규제시행일

신규

본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안은 엡실론-메토플루트린을 제품 유형 19의 살생물제에 사용하기
위한 활성물질로 승인하지 않는다. 이 활성물질은 기존 활성물질 검토 프로그램 밖에서 이전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528/2012에
지침 98/8/EC에 따라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던 신청자가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따라 제품 유형 19의 살생물제에 사용하
살생물제 규정 (EU) 528/2012에 따른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기 위한 활성물질로 엡실론-메토플루트린
살생물제는 이미 시장에 출시될 수 없지만 이러한 살생물제로 처리된 제품은 승인 신청서가
20일
을 승인하지 않는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2016년 9월 1일 이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살생물제 규정 (EU) 528/2012의 제94조에 규정
(안) (3 페이지, 영어)
된 경과조항의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처리제품이 더 이상 EU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승인 결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2022-09-11

2022-09-11

14

EU/912

유럽

유럽연합

기타

2022-07-13

신규

본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안은 질산은을 제품 유형 7의 살생물제에 사용하기 위한 활성물질
로 승인하지 않는다. 이 활성물질은 기존 활성물질 검토 프로그램 밖에서 이전 지침 98/8/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528/2012에
에 따라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던 신청자가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살생물제 규
따라 제품 유형 7의 살생물제에 사용하기
정 (EU) 528/2012에 따른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살생물제는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위한 활성물질로 질산은을 승인하지 않는
이미 시장에 출시될 수 없지만 이러한 살생물제로 처리된 제품은 승인 신청서가 2016년 9월
20일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안) (3 페이지, 영
1일 이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살생물제 규정 (EU) 528/2012의 제94조에 규정된 경과조항
어)
의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처리제품이 더 이상 EU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승
인 결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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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1179/Add.1

중동

이스라엘

식품

2022-07-14

부록

SI 373 - 꿀

조치 철회 또는 취소통보 : 2022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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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1682

아시아

중국

화장품

2022-07-15

신규

화장품 샘플링 및 시험 감독 규정 (22 페
이지, 중국어)

본 문서는 화장품 샘플링 및 시험 감독을 강화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소비자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본 문서는 일반 구조 X 선 장비, 미세 구조 X 선 장비, 특별 보호 X 선 장비, 완전 보호 X 선
P.R.C. 국가표준, 비파괴 시험기 — 500kV
장비 등 500kV 이하 X 선 방사선 촬영 장비(이하 X 선 장비)의 보호 성능 요구사항, 사용 중
이하 산업용 X선 방사선 촬영 장비에 대
X 선 보호, 검사 현장 보호, 사용 규칙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본 문서는 500kV
한 보호 규칙 (11 페이지, 중국어)
이하 X 선 방사선 촬영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사용에 적용한다.

신규

유럽연합으로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기 위
한 특정 통제당국 및 통제기관 인정에 관 시행규정안은 EU에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인정된 제삼국 목록(부속서 1) 및 본 통제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한 시행규정 (EU)2021/2325를 개정하는 당국/통제기관 목록(부속서 2)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시행규정 (EU)2021/2325 를
20일
집행위원회 시행규정 (5 페이지, 영어), (2 개정한다.
페이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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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1686

EU/913

아시아

유럽

중국

유럽연합

의료기기

식품

2022-07-15

2022-07-15

의견마감일

19

USA/662/Add.1

아메리카

미국

담배

2022-07-15

부록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및 무연담배의 판매 및 유통을 제한하는
규정

FDA(본 국 또는 본 기관)는 본 기관이 제안한 특정 정보 수집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 제출
기회를 공고하고 있다. 1995년 문서감축법(PRA)에 따라 연방기관은 기존의 각 정보 수집 확
대 제안을 비롯하여 정보 수집 제안에 대한 공고를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공고에 대해 60 일
의 의견수렴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본 공고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및
무연담배의 판매 및 유통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제목의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다.

20

USA/1894

아메리카

미국

식품

2022-07-15

신규

와인 라벨 명칭 (4 페이지, 영어)

둥지형 미국 와인용 포도 재배 지역(Nested American Viticultural Areas)이란 명칭을 비롯하
여 와인 라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 규칙을 개정한다.

※ 본 한글번역본은 참고용(Non-official Translation)으로 번역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통보문 영어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결정

2022-09-14

2023-07-15

2022-09-14

2022-09-14

-

2022-08-26

추후 결정

2022-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