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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9개 회원과 239개의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있는 정부간 기구로
식품안전 및 교역관련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마련합니다.

특히 마련된 국제기준은 국가간 식품교역에서 유일한 기준으로 무역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각 국가의 식품기준 설정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FTA의 확대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10회 이상 CODEX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식품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식품을 세계로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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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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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1

CODEX 회의 소식
식약처,
2021년 CODEX
신탁기금 기부
협약식 체결

식약처는 6월 4일 세계보건기구/세계식량농업기구(WHO/FAO)에 CODEX 신탁기금 기부를
위한 온라인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CODEX 신탁기금 사업은 개발도상국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CODEX 참여 및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식품 안전 관리 역량 구축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와 CODEX 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우수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식품
안전 체계를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식품 안전 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NO.11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지정한 ‘세계 식품 안전의 날’인 6월 7일을 맞이하여 6월 3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는 식품안전에 대한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 원헬스 접근법: 인간·동물·환경 건강의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여러 부문이 협력, 소통하는 프로그램, 정책, 연구를
설계하고 구상하는 접근법 (출처: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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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세계 식품안전의 날
원헬스 워크숍 개최

이번 행사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세계식량계획(WFP)를 비롯해 69개의 국가에서 참가하여,
식품안전에 있어 식물·동물·환경 건강의 연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식물 건강의 방면에서는 농약 사용 감소를 통해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농장에서부터 관련
규제를 설정하는 국가 정부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CC)까지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동물 건강의 방면에서는 가축 생산에서 가공처리 단계까지 OIE에서 설정한 기준·규격 준수를
통해 식품안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환경 건강의 방면에서는 대기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플라스틱 및 음식물 쓰레기 증가와
같은 환경오염이 식품안전 체계를 위협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식품안전의 날’은 2018년 UN 정기총회에서 제정되어 2019년 6월 7일부터 기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세계 식품안전의 날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WHO와 FAO는 전 세계 식품안전의 날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6월 1일에는 트위터로

*출처

①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
news-and-events/newsdetails/en/c/1403667/

2021년 6월 7일
세계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소비자, 생산자, 정부기관, 그리구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의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 식품안전의 날 웨비나에서 올해의 주제인 “건강한 내일을 위한 식품안전”을

논의하기 위해 FAO와 WHO의 수석과학자들은 기술의 중요성과 현재와 미래에서 안전한
식품 유지에 있어 과학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WHO의 수석과학자는 과학이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체인에서 위험의 성격과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위험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FAO 수석과학자는 식품 생산, 수확 후 처리, 가공, 포장 및 위생 처리에서 WGS(Whole
Genome Sequencing) 등의 기술을 통해 역학 감시, 식품 검사, 모니터링 및 발병 현황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식약처도 국제 흐름에 따라 생산부터 소비, 환경까지 여러 방면에서 식품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①http://www.fao.org/fao-

who-codexalimentarius/wfsd2021/wfsd-homepage/tr/

제41차 CODEX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
분과위원회,
총 12개 의제 논의

2021년 5월, 제14차 CODEX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 분과위원회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총 12개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본회의: 5월 17일~21일 / 최종보고서 채택: 5월 25일

우리나라 주관으로 설정된 김제품의 아시아 지역규격 중 산가 측정방법, 수분함량 측정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2가지 분석법 모두 Type I*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고추장 분석법

(캡사이신 함량, 조단백함량, 수분, pH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캡사이신 함량 2가지
분석법(HPLC, GC) 모두 Type IV**, 조단백함량, 수분 분석법은 모두 Type I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Type I: 분석방법 그 자체로 값이 결정되는 방법. 각 상품 및 조항별로 오직 하나의 Type I 분석법만 등재할 수 있음

** Type IV: 기존에 이용되었거나 최근 도입되었지만, 아직 기준으로서의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음. 분석법 선정을

위한 일반 기준을 충족하는 기타 분석법이 없는 경우에 동 분석법 타입만을 나열할 수 있고, 각 상품 및 조항별로
한 개 이상의 Type IV 분석법을 나열할 수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단계 채택을 위한 2개의 안건(‘측정불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정보문서: 측정불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5단계 채택을 위한 1개의 안건(‘시료 채취에
관한 일반지침 개정’)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출처

①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
news-and-events/newsdetails/en/c/1401654/

제42차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분과위원회 회의는 2022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 및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식품의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에 대한 국제

동향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관련 지침 등이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NO.11

▶ 제41차 CODEX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분과위원회 회의 의제 원문(영문)은 CODEX 홈페이지(http://www.
fao.org/fao-who-codexalimentarius/meetings/detail/en/?meeting=CCMAS&session=4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제 번호

의제

1

의제 채택

3

코덱스 기준에 있는 샘플링 및 분석법의 지지에 관한 논의

2

4

4.1
4.2
4.3
5
6

코덱스 총회 및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언급된 의제
CXS 234-1999 분석방법에 대한 검토

CX/MAS 21/41/3

곡류, 두류 및 콩과식물

CX/MAS 21/41/6

지방 및 오일

측정불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CXG 54-2004)
정보문서 : 측정불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8

다수의 Type III 방법에서 Type II 방법으로 변경하는 기준에 관한 논의

10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

12

CX/MAS 21/41/2

CX/MAS 21/41/4

시료 채취에 관한 일반지침 개정 (CXG 50-2004)

11

CX/MAS 21/41/1

유제품

7

9

관련 문서

분석 방법에 관한 기관 간 회의 보고
다음 세션의 날짜 및 장소 협의
보고서 채택

CX/MAS 21/41/5

CX/MAS 21/41/7
CX/MAS 21/41/8
CX/MAS 21/41/9
CX/MAS
21/41/9-Add.1

CX/MAS 21/41/10
C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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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NO.11

제25차 CODEX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
총 12개 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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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6월, 제25차 CODEX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의제인 ‘자발적 제3자 보장(vTPA) 프로그램의 평가 및 이용을 위한 원칙
및 지침’을 포함해 총 12개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본회의: 5월 31일~6월 4일 / 최종보고서 채택: 6월 8일

회원국은 총 2개의 지침*이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총회로 상정하는 것과 신규작업의 승인을
위해 프로젝트 문서**를 총회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자발적 제3자 보장(vTPA) 프로그램의 평가 및 이용을 위한 원칙 및 지침」: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제3자가 개발하여 그 프로그램의 정보/데이터를 관할당국이 평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

「종이를 쓰지 않는 전자증명서 이용에 관한 지침」: 전자증명서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개발 및 구현하려는

관할당국을 지원하는 지침으로서 기존 지침(일반 공식증명서의 설계, 생산, 발행 및 이용을 위한 지침, CXG 382001)을 개정

**「식품사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관할당국 및 업계가 식품사기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으로서

식품사기 주요 용어의 정의, 관할당국 및 식품 영업자들의 역할과 책임, 수출입국가 간 협력과 정보교환 등의 내용을
포함

‘국가식품관리제도(NFCS) 동등성 인정 및 유지에 관한 지침 초안’은 위생조치, 기술규정 조항을
포함하는 동등성 범위와 수입국 또는 수출국에게 부과되는 요구 조항에 회원국 간의 입장 차가
존재하여 전자작업반(EWG)을 설립하고 재논의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대표단은
동등성 인정 범위를 기술규정 등이 아닌 위생조치에 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제26차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 회의는 2022년 11월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
및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논의동향 및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
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수출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칙 및 지침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NO.11

▶ 제25차 CODEX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분과위원회 회의 의제 원문(영문)은 CODEX 홈페이지(http://www.
fao.org/fao-who-codexalimentarius/meetings/detail/en/?meeting=CCFICS&session=2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제 번호

의제

1

의제 채택

3

CCFICS 작업과 관련된 FAO, WHO 및 기타 국제기구의 활동 정보

2

4

4.1
5

CODEX 총회와 그 하부 분과들에서 회부된 사안

자발적 제3자 보장(vTPA) 프로그램의 평가 및 이용을 위한 원칙 및 지침안
6단계 논평(CL 2019/93/OCS-FICS에 답하여)

종이를 쓰지 않는 전자증명서 이용에 관한 지침 초안
(일반 공식증명서의 설계, 생산, 발행 및 이용을 위한 지침 개정)

관련 문서

CX/FICS 21/25/1
CX/FICS 21/25/2
CX/FICS 21/25/3
CX/FICS 21/25/4

CX/FICS 21/25/4 Add.1
CX/FICS 21/25/5

5.1

3단계 논평(CL 2021/16/OCS-FICS에 답하여)

6.1

3단계 논평(CL 2021/17/OCS-FICS에 답하여)

CX/FICS 21/25/6 Add.1

3단계 논평(CL 2021/18/OCS-FICS에 답하여)

CX/FICS 21/25/7 Add.1

6

7

7.1
8
9

10

11
12

국가식품관리제도(NFCS) 동등성 인정 및 유지에 관한 지침 초안
동등성 관련 CODEX 통합 지침 초안

식품안전 및 식품무역 공정관행 맥락에서 식품사기와 관련한
CCFICS 역할에 대한 토의문서
부록A의 검토 및 업데이트 – 글로벌 신생 이슈의 목록
기타 사업

차기 회의 일시 및 장소
보고서 채택

CX/FICS 21/25/5 Add.1
CX/FICS 21/25/6

CX/FICS 21/25/7

CX/FICS 21/25/8
CX/FICS 21/25/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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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2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미국

미국 뉴욕주 농업유통부,
향신료 및 관련 제품의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조치기준 도입 발표 (6월 7일)

미국 뉴욕주 농업유통부(AGM)는 향신료 및 관련 제품의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조치기준
(Action Level)*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 조치기준(Action level): 미국은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원이 식품에 잔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금속 등에 대한 조치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규정으로 공포 시 폐지됨

2016년 이후 분석된 1,000개 이상의 향신료 샘플 중 100개 이상의 향신료가 시장에서 회수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납으로 인한 리콜 사례입니다.

- Class I recall: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

- Class II recall: 일시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각하지만 가벼운 위협만 줄 수 있는 제품

최근 몇 년간 뉴욕주 농업유통부의 향신료 검사에 따르면 중금속 함량에 대해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농업유통부의 향신료 샘플링 데이터와 보건부의 인체노출
*출처

①https://agriculture.ny.gov/
heavy-metals-spices

②https://agriculture.ny.gov/
news/new-york-state-

institutes-strictest-standardscountry-its-testing-spices
③https://agriculture.
ny.gov/system/files/

documents/2021/06/

heavymetalspresentation.pdf

안전기준을 근거로 향신료에 대한 뉴욕주의 중금속 한계를 약 5배 낮추어 국가 내 가장 낮은
조치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농업유통부 ‘향신료의 중금속’ 사이트에 제시된 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 0.21ppm 미만, 카드뮴: 0.26ppm 미만, 무기비소: 0.21ppm 미만
- 제안된 조치기준의 시행은 18개월에 걸쳐 이루어질 것임

현재 향신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국내·CODEX·미국에는 없고 EU에는 향신식물에 대한
카드뮴 기준(0.2ppm)만 설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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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참고할 검역검사지침서 일부 개정
(5월 18일)

식약처 및 관계부처에서 발행하는 “가금제품 미국 수출 관련 검역·검사 지침”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등성 유지를 위해 수출가공장의 안전관리 인증기준에 리스테리아
관리기준 추가, 가공장의 열처리 및 밀봉 등 생산공정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전문교육 이수

추가, 수출작업장 지도 감독 시 수출검사관(검역관)업무 적정성 평가 관련 내용 추가, 도축장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검사 실행기준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침서의 최근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가공장 안전관리 인증기준에 리스테리아 관리기준 반영
6.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6.11. 관리책임자는 수출가공장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오염방지를 위하여 선행요건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인증기준에 미국의 리스테리아 관리기준(9CFR430 및 FSIS Directive 10240.4)을 충족하는

리스테리아 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수립·운영하고, 관리기준 유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 FSIS에서 말하는 리스테리아 관리기준:

증기멸균, 온수살균, 복사가열, 고압가공, 자외선 처리, 적외선 처리, 건조(수분활성도 낮춤) 등의 처리과정 및/또는
항균제 처리과정을 거친 (가금류)즉석섭취식품에 한하여 관리기준 설정

(https://www.fsis.usda.gov/sites/default/files/import/Controlling-Lm-RTE-Guideline.pdf 참고)

- 열처리 및 밀봉 등 생산공정 관리하는 책임자의 전문 교육·훈련 이수 등 추가
6.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6.12. 열처리 및 밀봉 등 생산공정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열처리 및 밀봉 등 생산공정과 관련한 자격을 보유
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수출작업장 지도 감독 시 수출검사관(검역관)업무 적정성 평가 관련 내용 추가
7. 수출작업장 지도·감독

7.3. ‘수출검사관(검역관)의 업무 적정성 평가 함께 실시’ 문구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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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동등성 유지를 위한 도축장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검사 실행기준 변경
[별첨 16] 對미 수출도축장 미생물학적 검사방법
7. 미생물검사 실행기준

가. 포장직전 시료의 미생물검사 실행기준
2) 살모넬라의 실행기준은 아래와 같다.
도축장
닭, 오리

살모넬라 검출 허용기준

검사시료수
51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5

살모넬라
검출률(년간)
9.8% 이내

3) 캠필로박터의 실행기준**은 아래와 같다.

** 미 FSIS Docket No. FSIS-2014-0023(Salmonella 및 Campylobacter 검사 프로그램 변경 사항)

도축장
닭, 오리

캠필로박터 검출 허용기준

검사시료수
51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8

살모넬라
검출률(년간)
15.7% 이내

*출처

①https://www.mfds.

go.kr/brd/m_218/view.

do?seq=33385&srchFr=&
srchTo=&srchWord=&src

hTp=&itm_seq_1=0&itm_
seq_2=0&multi_itm_
seq=0&company_

cd=&company_nm=&page=1
②https://www.fsis.usda.
gov/sites/default/files/

import/Controlling-Lm-RTEGuideli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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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의 가공 및 라벨링에 대한 규칙,
2022년 1월 발효 예정 (5월 27일)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정한《유기농 식품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2018/848)》이 개정되어 2022년
1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을 통해 ‘유기농 생산’을 표기한 제품이 EU의 엄격한 생산 및 가공 요건을 준수한
유기농 제품임을 보장하고, 또한 EU 유기농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수정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 유기농의 정의를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으로 확대하여, 유기농 규정이 넓은 범위
에서 적용됨

- (기존) 유기농의 정의: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변경) 유기농의 정의: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및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
*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 종자 및 기타 식물성 재생산 물질

②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 확대된 유기농의 정의를 반영하여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주성분으로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 덧붙여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나노물질을 함유한 식품사용은 철저히
금지함

- (기존) 유기농 성분을 주로 사용해야 하며, 비유기농 성분의 사용 시 유기농 생산에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은 뒤
제품 중량의 5%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

(변경)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기타 제품을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단, 식품
가공처리와 관련하여 유전공학 기술(GMOs) 또는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사용하거나
나노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③ 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

- 유기농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기재 시 원산지 의무 기재 기준을 완화함

- (기존) (1) 사전 포장된 유기농 식품의 경우 EU 유기농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함

(2)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2%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출처

①https://www.kati.net/

board/exportNewsView.
do?board_seq=93298

②https://www.foodnavigator.
com/Article/2021/05/27/

The-future-of-organic-in-

Europe-Changes-coming-toprocessing-and-labellingrules

(변경) (1) 기존 규정 유지

(2)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5%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발효되어, EU로
제품 수출 시 추가 인증 없이 유기농 식품을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시행

될 경우, 유기농 제품을 인정하는 범위 및 유기농 식품 표기와 관련하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2년 이후 규정 발효 시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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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지침 마련 (5월 31일)

EC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지침 (EU) 2019/904에 따르면, 2021년 7월 3일부터
EU 시장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더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는 면봉, 식기류, 접시, 빨대, 풍선막대, 폴리스티렌 용기 등이 해당
되며 재생가능 원료로만 생산되어야 합니다.

물티슈, 위생용품, 필터 사용 담배의 경우 플라스틱 함유량,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환경정보가 담긴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낚시용품, 비닐봉지, 페트병, 음료수 컵,
물티슈 등에는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용 및 폐기 비용의 일부가 제조기업

*출처

2030년부터 30%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합니다.

globalBbsDataView.

에 부담될 예정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병은 2029년까지 90% 수거를 목표로 하며, PET병에
문서에는 주요 정의의 설명을 포함하여 지침(EU) 2019/904의 해석 및 구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새로운 규칙이 EU 전체에 정확하고 균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ec.europa.eu/environment/pdf/plastics/guidelines_single-use_plastics_products.pdf

①https://news.kotra.or.kr/

user/globalBbs/kotranews/5/
do?setIdx=244&dataIdx=188373
②https://www.eishub.
or.kr:8443/hb/board/

article/23300000/318654
③https://ec.europa.eu/

environment/strategy/plasticsstrategy_it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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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식육 등 위생증명서의 취급 방법 개정 (5월 31일)

일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수입 육류에 HACCP 기반의 위생관리를 요구하고, 육류 제품이

후생노동성 장관이 인정한 HACCP 기반의 식품안전관리를 하는 국가, 지역, 기관에서 제조·가공
되지 않으면 판매 용도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말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제품의 ‘HACCP 기반 관리 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재(’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 가능한
식육 제품은 열처리한 돼지고기 및 가금육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식육 등을 수입 시 수출국의 정부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식육 등의 위생증명서 취급에 대한 내용을 각 검역소에
통지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식품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해 ‘도살 등이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해

위생적으로 실시되었다.’라는 증명 관련 동등성 확인을 가축과 짐승 또는 가금별로 실시한 점
에서 2021년 6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식육 등의 위생증명서의 취급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위생증명서 접수 방식

- ‘법 제 11조 제1항의 규정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국가 혹은 지역 또는 시설’의 위생증명서
접수 가능

- 그 외 국가로부터 수입신고서 제출 시 생활위생/식품안전 기획과 검역소 업무관리실을 통해
담당과로 연락할 것

2. 1에 제시된 국가 등에서의 위생증명서 취급

- 1에 제시된 국가의 위생증명서에 관련 기재 사항이 미비한 경우, 도교 소재 대사관 또는 본국
정부로부터 발행되어 관련 사항을 기재한 추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입을 인정함

*출처

①https://www.mhlw.go.jp/

content/11135200/000786474.
pdf

②https://members.wto.org/
crnattachments/2021/SPS/
JPN/21_3307_00_e.pdf

3. 현장검사 실시

- 수입신고 이후 첫 수입 시 또는 정기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위생 상태 파악에 노력

4. 통지의 폐지

- 다음 파일의 별지에 국가별로 명시

▶ https://www.mhlw.go.jp/content/11135200/000786474.pdf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NO.11

15

일본,
HACCP 의무화 미비하면 영업 중지 (6월 1일)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식품관련 제조, 외식업체 등 모든 식품 사업자에게
HACCP에 따른 위생관리 의무화 조치를 전면 시행합니다.

HACCP의 의무화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완전 의무화되었습니다. HACCP에 따른 위생관리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 제조·조리 공정 등에 따른 위생관리의 계획 책정 및 기록 보존을 시행하여 위생관리를
최적화·가시화하기 위함입니다.

위생관리 제도 도입 점검은 각 보건소가 실시하며, 부적격 사항 지적에 대한 개선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 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 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가물 및 식품 수입업체는 이번 HACCP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수입 가공식품
위생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 수입업체가 위생안전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경우 사업자는 행정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리콜 정보는 후생노동성과

②https://www.

새로운 식품 리콜제도도 마찬가지로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식품 등의 자진 회수를 시행한

소비자청 홈페이지에서 공표됩니다. 수입자의 경우에도 리콜 상황 발생 시, 지자체에 리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①www.agrinews.co.jp/
news/index/10070
kati.net/board/

exportNewsView.do?board_
seq=93250&menu_

dept2=35&menu_dept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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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온라인작업반 현황 / 의견 개진 요청 공지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1

제목

<전자작업반> ‘급속냉동 만두에 대한 지역기준 초안’ 개발

주요내용

급속냉동 만두에 대한 지역기준 초안 작성을 위한 의견요청

의견요청기한
제목
2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1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2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2021.7.16.
<전자작업반> ‘잎으로 감싼 쌀밥에 대한 지역기준 초안’ 개발
잎으로 감싼 쌀밥(우리나라 연잎밥 포함)에 대한 지역기준 초안 작성을 위한 의견요청
~2021.7.16.

식품첨가물분과(CCFA)

<CL> 식품첨가물 분류명 및 국제번호시스템(INS) 규격문서의 수정/추가 관련 3단계 의견 요청
INS 목록의 수정 또는 추가/삭제, 삭제되거나 재사용된 번호 등에 대한 의견 제출
~2021.7.31.
<OCS> 제89차 JECFA 회의에서 회부된 식품첨가물의 정체와 순도 규격안에 대한 3단계 의견 요청
JECFA 회의에서 독성평가 및 식이 노출량 평가가 완료된 4가지 신규 식품첨가물 규격과
3가지 개정 규격에 대한 의견 제출
~2021.7.30.

CODEX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은 codexkorea@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의 CODEX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