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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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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1

CODEX 회의 소식
제 25차 CODEX
동물용의약품
분과위원회,
총 9개 의제 논의

2021년 7월, CODEX 동물용의약품 분과위원회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9개 의제가 논의
되었습니다.

* 본회의: 7월 12일~16일/ 최종보고서 채택: 7월 20일

이번 회의에서는 플루메트린(꿀), 디프루벤주론(연어), 할퀴놀(돼지), 질파테롤(소)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이 논의되었습니다.

- 꿀에서 플루메트린은 인체 건강에 유해해지 않다는 위해관리 결정에 따라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기 위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연어의 근육과 피부에서 디프루벤주론의 최대잔류허용기준(10ug/kg)과 돼지의 각 부위별 할퀴놀

최대잔류허용기준(근육: 40μg/kg, 피부 및 지방: 350μg/kg, 간: 500μg/kg, 신장: 9000μg/kg)
설정은 5/8단계 채택을 위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EU는 할퀴놀을 항생제로

분류하여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가축에 대한 사용 여지를 남기는 것에 강한 반대를 하며,
해당 결정에 대해 유보입장을 밝혔습니다.

- 2012년부터 논의되었던 ‘소의 지방, 신장, 간장, 근육 내 질파테롤의 최대잔류허용기준 설정’ 작업은

회원국 간 4단계 유보와 5단계 채택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21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81차 집행
이사회와 제44차 총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출처

①https://www.wto.org/

english/tratop_e/sps_e/sps_
workshop_july21_e.htm

제26차 동물용의약품 분과위원회는 2023년에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 및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제 동향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관련 지침 등이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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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차 CODEX 동물용의약품 분과위원회 회의 의제 원문(영문)은 CODEX 홈페이지(http://www.fao.org/
fao-who-codexalimentarius/meetings/detail/en/?meeting=CCRVDF&session=2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제 번호
1
2

3.1
3.2
3.3
4

5

의제 채택

의제

CODEX총회, 타분과위 및 작업단 관련 사항

FAO/WHO 및 제 88차 JECFA회의에서 제기된 사항들

식품에서 사료로 비의도적으로 이행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에 관한
FAO/WHO 전문가 회의 보고
FAO/IAEA에서 제기된 사안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하는 OIE에서 제기된 사안
플루메트린(꿀)의 MRLs안 - 7단계
- 6단계 의견수렴(CL 2020/17-RVDF에 대한 의견)

관련 문서

CX/RVDF 20/25/1
CX/RVDF 20/25/2
CX/RVDF 20/25/3
CX/RVDF 20/25/3-Add.1
CX/RVDF 20/25/3-Add.2
CX/RVDF 20/25/4
REP18/RVDFApp. Ⅳ CL
2020/17-RVDF

CX/RVDF 20/25/5

디플루벤주론(연어-근육+피부, 일반적 부위);
할퀴놀(돼지-근육, 피부+지방, 간, 신장);
이버멕틴(양, 돼지, 염소-지방, 신장, 간, 근육) MRLs안 - 4단계

CL 2020/17-RVDF

- 3단계 의견수렴(CL 2020/17-RVDF에 대한 의견)

CX/RVDF 20/25/6

질파테롤(소 지방, 신장, 간, 근육)(81차 JECFA, 85차 JECFA)의
MRLs안 – 4단계 유보

REP18/RVDFApp. Ⅲ CX/RVDF
20/25/7
(설명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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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종에 MRLs 외삽에 관한 토의문서
(우선순위 목록 파트D에서 확인된 MRLs의 외삽에 대한 파일럿 포함
– REP18/RVDF, App Ⅵ)

CX/RVDF 20/25/8

8

동물의 식용가능한 조직에 대한 조화된 정의 개발에 관한 토의문서
(가식부산물 포함) (CCPR과 CCRVDF 협의)

CX/RVDF 20/25/9

9

물질 평가 시 병행검토(parallel review)의 이점,
단점에 대한 토의문서

CX/RVDF 20/25/10

10

각국의 MRLs 요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CX/RVDF 20/25/11

11

JECFA에 의한 평가나 재평가가 요구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우선순위 목록안 (CL 2020/18-RVDF에 대한 의견)

CX/RVDF 20/25/12

12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

14

보고서 채택

6.1

6.2

13

차기회의 개최 시기 및 장소

(설명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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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위해평가‧
위해관리‧위해소통
관련 SPS 위해분석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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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국제식물

검역기구(IPPC) 전문가와 함께 7월 12일~13일간 “동식물위생검역(SPS) 위해분석의 중요
요소: 위해평가, 위해관리 그리고 위해소통”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제 80차 WTO SPS 위원회 정례회의의 부대행사로 진행되었으며, SPS 협정은 위해평가
뿐만 아니라 위해관리와 위해소통 또한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SPS

협정에 있어 과학적 요소를 고려할 때 CODEX, OIE 및 IPPC 규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전문가 패널 논의에서는 CODEX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
농업기구(FAO) 및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식품안전협력포럼 전문가가 참석하여
SPS 위해분석 관련 지침*을 공유하였고 부족한 내용은 국제기구의 협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SPS 위해분석 지침: 위해평가, 위해관리, 위해소통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식품안전 및 동‧식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분석 시 이용되는 지침

회원국 전문가 패널 논의에서는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 정부기관 담당자들이 자국의

위해분석 주요 요소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회원국들은 위해평가, 위해관리 그리고 위해소통
시행에 있어 양질의 데이터 및 정보공유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가 간의 투명한 소통과
정보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식약처도 식품안전을 위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소비자와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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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2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중국

중국 시장감독총국,
일부 농산품에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모니터링 강화 규정 발표 (5월 31일)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금지 약물의 불법 사용과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 기준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식용 농산품 농약 잔류관리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11개 품목*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품목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금지 약물
사용 및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량 등이 모니터링 됩니다.

* 동부, 부추, 샐러리, 달걀, 오골계, 소고기, 양고기, 흑농어, 가물치, 모살치, 황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산품 표준 인증제도 시행

- 11개 품목의 생산 기업, 협동조합, 농장에 대해 농산품 판매 시 검사 및 인증서 제출 요구
- 11개 품목의 생산자 관련 정보 및 인증서 제출 여부 상시 검사

- 사칭 및 허위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정밀 관리 실시

② 농산품 시장 모니터링 방식 변경

- 11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제품 품질 합격 증명서 검사
-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 판매 금지

- 제품 품질 합격 증명서가 없는 경우 샘플링 검사에 합격해야 판매 가능
- 카보퓨란, 트리아조포스 등 금지 농약 사용 제한

- 프로사이미돈, 사이로마진 등 잔류 농약의 기준치 초과 여부 검사

- 금지 약물 사용, 신선도 유지제 및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량 초과 단속
*출처

①http://www.moa.gov.cn/

govpublic/ncpzlaq/202106/
t20210611_6369557.htm

해당 농산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상시 검사, 샘플링 검사,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금지
약물 사용 및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량 검사 규정을 숙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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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
영유아 조제식품 표준 관련 Q&A 발표 (7월 2일)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는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영유아 조제식품의 조제방법
등록 공고(’21.3)와 관련하여 질문과 답변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공고에 따라 영유아 조제식품의 관리를 세분화한 새로운
식품안전표준*이 2021년 2월 22일 발표되어, 2023년 2월 22일 시행됩니다. 그리고 동 공고
에는 영유아 조제식품의 등록(변경, 기간 연장 포함) 관련 사항과 신청인이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안정성 연구 지침을 참고하여 유통기한 안정성 연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아 조제식품(GB 10765-2021), 성장기용 영아 조제식품(GB 10766-2021), 유아 조제식품(GB 10767-2021)

아래 내용은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에서 발표한 질문 및 답변의 주요 내용입니다.
Q1. 영유아 조제식품 국가표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1. 현재 중국의 영유아 조제식품 표준은 총 4가지*이며, 일반 영유아가 섭취하는조제식품 1단계,
2단계, 3단계 및 특수의료용 영유아 조제식품이 포함됨
* 영아 조제식품(GB 10765-2021)

성장기 영아 조제식품(GB 10766-2021)
유아 조제식품(GB 10767-2021)

특수의료용 영유아 조제식품 통칙(GB 25596-2010)

Q2. 표준 개정 이유는?

A2. ① 정책적 요구: ‘국무원 식품안전업무 개혁 강화에 관한 의견’, ‘국민영양계획(2017-2030년)’ 등
문서에서 영유아 조제분유의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표준 개선 요청

② 과학적 증거: 전 세계의 모유, 영유아 성장 발육에 관한 연구 및 중국 영유아의 조제식품 섭취와
영양 모니터링 간의 상관성 관련 연구 결과

③ 국제적 추이: CODEX, EU, 호주 등에서 영유아 조제식품 표준 개정 또는 공식 발표

Q3. 개정 후 주요 변화는?

A3. 표준체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개선

2010년

영유아 조제식품
국가표준

‘영아 조제식품 GB 10765-2010’
‘성장기 영아와 유아 조제식품
GB 10767-2010’
‘특수의료용 영아 조제식품 통칙
GB 25596-2010’

2021년

‘영아 조제식품 GB 10765-2021’
‘성장기 영아 조제식품 GB 10766-2021’
‘유아 조제식품 GB 10767-2021’
‘특수의료용 영아 조제식품 통칙
GB 25596-2010’

‘성장기 영아와 유아 조제식품 GB 10767-2010’을 GB 10766-2021과 GB 10767-2021로
분류하여 연령별로 일반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식품에 대해 각각 독립적인
식품안전 국가표준으로 관리
Q4. 새로운 표준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A4. 표준 실시 유예기간은 2년임. 동 표준이 실시된 후에는 식품생산기업, 식품안전 감독기관 및 검사

기구는 반드시 동 표준에 따라야 함. 실시일 전에 이미 생산한 식품은 유통기간 동안 계속해서 판매
할 수 있음

*출처

①http://gkml.samr.gov.
cn/nsjg/tssps/202103/

t20210324_327214.html
②http://news.foodmate.

net/2021/07/598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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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산지 필수 라벨링 대상 범위 확대 계획 발표(7월 3일)

EU는 2022년 4분기까지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우유, 육류, 듀럼밀, 토마토 등
일부 식품 대상군에 대해 추가로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EU) No 1169/2011에 따라, 원산지 의무 표기 품목은 육류(소, 돼지, 양, 염소, 가금육류),

꿀, 과일, 채소, 생선, 계란, 올리브유 등입니다. 이외에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시 소비자
에게 실제 원산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기 의무 규정을 적용
합니다.

*출처

①https://www.foodnavigator.
com/Article/2021/03/08/Is-

country-of-origin-labelling-aquestion-of-sustainability

②https://ec.europa.eu/food/

food/labelling-and-nutrition/

food-information-consumers-

legislation/origin-labelling_en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는 더 많은 식품의 출처를 알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지속가능한

식품 산업을 위한 그린딜 식품 안전 전략(Farm to Fork Strategy, F2F 식품 전략)의 일환
으로, 일부 식품 대상군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방안이 추가 제기되었습니다.

* F2F 식품 전략: 식품 안전 강화와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살충제 사용 감소 및 유기농 재배전환에 대한 2030년 까지의 전략

EU는 최근 F2F 식품 전략의 시행 방안으로 원산지 필수 표시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영양성분표
전면 부착 등 식품 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EU로 수출하는

식품 업체는 EU 라벨링 규정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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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본토 모든 주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허용 (6월 28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주 정부는 지난 18년간 시행되었던 유전자 변형(GM) 작물 재배 금지
조치를 7월 1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테즈매니아주를 제외한 호주의
모든 주에서 GM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농업 단체들은 GM 작물 재배가 식량 부족 해결과 해충 또는 잡초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표명하였고, GM 반대 단체는 GM 기술이 잡초의 농약 내성을 증가시켜 인간과
환경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농업부 장관 애덤 마샬은 GM 작물 재배 금지 해제를 발표하며 GM 작물의
무역 및 마케팅의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방 유전자 기술 담당관이
GM 작물 재배를 위한 모든 신청서를 평가하여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처

①https://phys.org/

news/2021-06-mainland-

australian-state-gmo-crops.
html

최근 호주 규제 당국은 유채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수산물 급원의 장쇄오메가3지방산을
포함시켜, 세계 최초로 식물성 지방산 급원 개발을 승인하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GM 작물의 안전성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규제가 이뤄진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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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수환경부,
일부 수입식품의 라벨 및 관능검사 원격 시행 발표 (7월 2일)

호주 농수환경부는 7월 5일부터 수입업자 및 중개인을 대상으로 일부 수입식품의 라벨 및
관능검사를 원격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 검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원격검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현장 검사 또한 가능합니다.

농수환경부는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IFIS(수입식품 검사제도)에 따라 시범
사업으로 수입식품의 라벨 및 관능검사를 원격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범 사업 결과, 수입식품

관리 체계의 효율성이 입증되어 해당 식품에 한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라벨 및 관능검사를 정식
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Microsoft Teams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원격검사 실시

2. 원격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약과 미디어 장치가 필요하며, 예약 전 농수산환경부와
연결 테스트 실시. 참여의사는 IFIS-InspectionSupport@agriculture.gov.au로 표명

3. 원격 심사 진행 전 충족해야 하는 요구조건과 지침서는 수입업자 및 중개인에게 발송 예정
4. 수입업자 및 중개인은 원격검사 시 샘플 선택 등 안내지시에 따르는 담당자 지명 필요

5. 검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하며, 원격 검사 시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원격 검사는 취소되며 추후 현장 검사 신청 필요

6. 다음 식품은 원격검사에 해당되지 않음
- 스포츠용 조제식품

- 수입 보류 대상 식품

- 분석테스트 필요 식품
- 위해식품

추후 농수환경부는 스마트 글라스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 장치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검사를

도입해 실효성을 강화하여 라벨 및 관능검사의 원격 시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①www.agriculture.gov.au/

import/goods/food/notices/
ifn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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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3

CODEX 온라인작업반 현황 / 의견 개진 요청 공지
제목
1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1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2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3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1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2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식품첨가물분과(CCFA)

<CL> 식품첨가물 분류명 및 국제번호시스템(INS) 규격문서의 Section 3 수정/추가에 대한 제안 요청
INS 규격문서(CXG 36-1989) 개정을 원하는 경우, 제출양식에 맞추어 신청
(예.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INS 번호 하위분류 신규 지정, 기술적 목적 신규 지정 또는 추가,
기존 식품첨가물의 INS 명칭 또는 번호 수정, INS 목록에서 식품첨가물 삭제)
~2021.9.15.

유지류분과(CCFO)

<CL> 식물성 유지(해바라기씨 오일)의 규격 개정 초안 3단계에 대한 의견 요청
식물성유지의 규격 개정 초안 3단계: 해바라기씨 오일- 굴절률, 비누화가, 요오드가, 상대밀도에 대한 의견요청
~2021.8.27.
<CL> 올리브 및 올리브퍼미스유의 규격 개정 초안 3단계: 섹션 3, 8, 부록 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올리브 및 올리브퍼미스유의 규격 개정 초안 3단계: 섹션 3, 8, 부록 중 품질 특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의
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2021.8.31.
<CL> 신규작업 및 기존 CODEX 규격 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카멜리아씨 오일, 마후아 오일, 사차인치 오일을 식물성 유지 규격에 포함하도록 수정/개정,
유지 스프레드와 혼합 스프레드 규격의 섹션 2, 3 수정 및 카라누스 오일을 생선유 규격에 포함하도록
수정/개정 작업에 대한 의견 요청
~2021.8.31.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CCFICS)

<OCS> 자발적 제3자 보장(vTPA)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을 위한 원칙 및 지침안(8단계)에 대한 의견 요청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제3자가 개발하고 관할당국이 그 프로그램의 정보/데이터를 평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
~2021.9.30
<OCS>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증명서 지침 초안(5/8단계)에 대한 의견 요청

기존 지침(일반 공식증명서의 설계, 생산, 발행 및 이용을 위한 지침, CXG38-2001)에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증명서 교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관할당국의 전자증명서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하는 지침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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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분과(CCFL)

비소매 용기제품 표시에 관한 지침에 대한 의견요청

제목
1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인 비소매 용기제품의 표시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요청 및
8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작업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의견요청

제목
2

전자작업반의 작업을 고려한 3단계 의견검토 및 혼입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목록에 대한 의견요청과
해당 지침 개발을 알레르기 표시 원재료 목록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사전포장식품의 정보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요청 및 5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작업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2021.9.1
주표시면 영양표시에 관한 지침에 대한 3단계 의견요청

제목
4

~2021.9.6
인터넷판매/전자상거래(e-commerce) 지침 초안에 대한 3단계 의견 요청

제목
3

~2021.8.7

해당 지침이 5/8 또는 5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고려하고, 본 지침이 섹션 영양 라벨 표시 지침
(CXG2-1985)의 부록 또는 개별 문서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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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