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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ALIMENTARIUS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8개국과 23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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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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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18회식품안전의날 기념식

※ 2020 제19회 식품안전의날 기념식

ISSUE 01

제19회 대한민국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하고자 매년 5월 14일을 ‘식품
안전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확산된 COVID -19
사태에 따른 고강도 사회두기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해
왔던 식품 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지난 6월 12일 서울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참 석 자 의 수 를 70 여 명 으 로 대 폭 줄 여 기 념 식 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기념식에는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및 관계 인사들의 기념사, 식품안전
다짐 퍼모먼스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식약처가 노력할 것이며, 식품의 생산·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모두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안전한 행사의 진행 을 위해 사전 소독· 방역은 물론, 참석자 전원의 발열 체크
(체온 37.5℃ 이상은 참석 불가),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개인 간 2m 거리
유지 등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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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2

매년 6월 7일은 ‘세계 식품안전의 날’
매년 6월 7일은 2018 년 12월 제73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지정한 ‘세계
식품 안전의 날(World Food Safety Day )’입니다. 소위 ‘식품 안전’이란 식품에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안전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 것을 일컫습니다. 식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살충제 잔류물과 같은 화학적인 것, 또는
세균, 바이러스 등과 같은 미생물학적인 것이 포함됩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세계 식품안전의 날(WFSD)의 주제를 "Food

Safety , Everyone 's Business "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
생산에서 수확, 가공, 저장, 유통, 취급, 소비 등 모든 취급 방식이 우리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고취하고 모두가 적극 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Calls to Action (행동 유도)]
1. Ensure it’s safe – Government must ensure safe and nutritious food for all
안전 보장 – 정부는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보장하며,
2. Grow it safe – Agriculture and food producers need to adopt good practices
안전 성장 – 농업 및 식품 생산·제조업자들은 좋은 관행을 채택해야 하고,
3. Keep it safe – Business operators must make sure food is safe
안전 유지 – 사업자는 식품이 안전 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4. Eat it safe: All consumers have a right to safe, healthy and nutrious food
안전하게 먹기: 모든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5. Team up for safety – Food safety is a shared responsibility
식품안전은 공동의 책임으로 모두가 하나의 팀입니다.

여러 국가들의 ‘세계 식품안전의 날’ 관련 캠페인, 이벤트 실시 결과는
CODEX 홈페이지(www .fao .org /fao -who -codexalimentariu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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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3
CODEX 총회
화상회의로 개최

CODEX 회의 소식
CODEX Alimentarius 위원회의 Guilherme da Costa 의장은 FAO가 COVID-19
Pandemic 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어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CAC(총회) 대면회의를 잠정연기하고 화상회의로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에도 각 분과별 온라인 작업반을
이전보다 활성화하여 표준 설정 작업이 차질없이 지속되도록 대안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CODEX 아시아지역
화상회의 개최

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는 지난 6월 4일 아시아 회원국
(약 24 개국)과 CODEX 사무국간의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CODEX
사무국은 COVID-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대면회의 취소 등의 내용을
회원국에 전달하기 위해 지역별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향후 각 CODEX 분과 일정 업데이트 사항, 차기 지역조정관 임명
시기 관련 , CODEX 집행이사회에서 논의할 의제 발굴 등이었습니다.
회의 결과, 지난 제21차 CCASIA 분과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규작업
제안서*, 표준운영절차(SOP), 및 전자작업반의 준비를 완료하였고, 제43차
CODEX 총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제22차
CCASIA 회의 일정을 2022년 상반기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에서
상정한 의제(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억제를 위한 실행규범 개정)가 집행이사회
(CCEXEC)와 총회(CAC) 개최 시 국제 규격으로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아시아
회원국과 CODEX 사무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Bacillus subtilis로 발효한 대두제품, 급속냉동만두, 식물 잎으로 감싼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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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4
EU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3월 18일,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
- “일회용이 아닌 여러 번 사용(multiple -use instead of single -use )”은
Closed - loop recycling system *을 통해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한 편 으 로 는 대체 포장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플라스틱을 사용 방지,
아울러 포장재 생산에 있어 플라스틱 재료의 소비를 줄이려는 EU의
플라스틱 전략 및 현 포장재 법안의 핵심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EU 가입국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2030 년까지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중 독일의 경우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 가능한 것이면서도 그 비용이 경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업계와 소비자는 제품·생산·
소비·유통에 있어 플라스틱 사용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① packagingeurope.com/reduction-of material-usage-multivac/
② packagingeurope.com/smurfit-kappa
- topiclip-product-launched-bygrolsch/
③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
do?board_seq=90410&menu_dept2=
35 &menu_dept3=71
④ www.freepik.com/premium-vector/
sachet-set-white-clean-blank-sticksachet- packaging_4344311.htm
⑤ www.vecteezy.com/vector-art/123708 sachet-icons



- 영국은 Brexit(올해 1월 31일 단행) 이후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3월 11일)하였으며, 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 을 70% 넘게 함유하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톤(t) 당 200파운드
(한화 약 30만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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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품과 음료 포장재에 플라스틱 사용 100 % 중단을 요구하는 조직인
‘Plastic Planet ’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9억 개의 플라스틱**(sachet )가
소비됨에도 이들 중 대부분이 개봉되지 않은 채 버려진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이는 EU와 영국의 플라스틱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근 유럽의 식품 트렌드로 “친환경”이 부상하면서 특히 플라스틱을
유리병으로 대체하는 제품의 출시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음료 등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향후 EU의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 조치에
대비하여 포장재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U

4월 10일, 유기농 제품의 천연 향료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 유기농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EU 신·구 규정 비교표
현재

2021년 개정

유기농 제품의 재배 시 농약, 비료, 제초제 등
화학 물질의 사용을 제한함은 물론, 유전자
조작, 이온화 처리 및 가축의 호르몬 투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항생제 사용 또한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

천연 향료를 함유한 완제품이 유기농 라벨을
유지하려면 ①향료는 95% 이상이 동일 명칭의
천원 원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② 추출물은 100%
동일 명칭의 천연 원료로 구성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모든 향료는 농식품 원료로 간주되나 유기농
유기농 인증은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
제품에 인정되는 향료의 최대 허용량은 해당
농식품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함.
제품의 전체 농식품 원료 중 5%까지로 제한됨.

현재 유기농 제품에 관한 EU 규칙에 따르면,
농식품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천연 향료가 유기농 제품에
허용되고 있음.

▶출처
①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
?board_seq=90592&menu_dept2=35&
menu_dept3=71
② www.foodnavigator.com/News/
Promotional-Features/How-are-EUregulations-changing-for-organicflavourings-and-extracts

- 2021년부터 개정되는 유기농 향료 및 추출물에 관한 EU 규정에 따라 천연 향료를
포함하는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EU 유기농 제품의 원료 배합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각별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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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5월 11일,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전자서명 도입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전자서명 제도’ 내용이
포함된 무역부 장관령의 개정안(제39호, ‘20.4.1. 공포, ’20.4.8.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원산지 제품 대상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시에 필요한 발행자의 서명 및 발행기관 날인에 대하여 무역부 사이트에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해당 제도를 통해 비대면·비접촉 방법으로 수출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도인 자카르타 를 시작으로 인도네시다 내 총 94개의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①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
?board_seq=90762&menu_dept2=35&
menu_dept3=71
② Okzone(2020/04/23)

인도네시아산 원료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출업체들과
해당 규정을 사전에 잘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6월 5일, 新식품원료 관련 유의 사항
- <新식품원료 안전성 심사관리방법>(2013년)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원료는 ①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식용습관이 없는 동물·식물·미생물,
②그러한 동물·식물·미생물로부터 분리한 성분, ③원래의 구조에 변화가
생긴 식품성분, 그리고 ④기타 새롭게 연구 개발한 식품 총 4가지를 일컫습니다.

▶출처
①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
 ?board_seq=90883&menu_dept2=35&
menu_dept3=71
② www.sohu.com/a/321945837_120147135
③ www.cnfood.cn/zhengcdfagui15781.html
④ 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65685

- 수입식품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新식품원료로는 인삼(인공재배), 아로니아,

마카, 마카, 모링가 잎, 히알루론산나트륨, 알로에베라 겔, 치아시드 등이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려는 제품 중에 新식품원료가 함유되어 있다면 제품 중 해당
원 료의 일일섭취량 혹은 섭취권장량과 중국어 label 표기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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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식품원료로 인정하는 공고문에는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반드시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섭취가 부적합한 대상) 등의 정보를 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 인정 공고문에는 특정 원료를 생산·
가공하는 데 필요한 독점 기술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지는 않으므로
독점 기술에 대한 수권 없이는 新 식품원료 인정 신청 업체(인)가 아닌
타업체(인)가 사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중국으로 한국산 인삼주를 수출한 업체가 新식품원료를
사용했음에도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을 치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
인삼주’
의 알맞은 표시 라벨 예시를 살펴보세요.

출처: 식품저널(Foo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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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월 28일, 6월부터 유제품 수출 시 위생증명서 필요
-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이번 6월 이후 일본에 도착하는 「유(乳) 및
유제품」은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동물검역은 계속 적용되니, 관련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 시 위생증명서와 동물검역증(발급처: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 2020년 6월 1일부터 일본으로 유제품 수출 시 신규로 필요한 서류

: 위생증명서
●

검역대상품목: HS코드 0401 ~ 0406 중 아래 제품


●

유(乳)

생우유, 우유, 특별우유, 생산양유, 살균산양유, 면양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유

유제품

크림, 버터, 치즈(프로세스치즈는 제외), 농축유청, 농축유, 탈지농축유, 무당
연유, 무당탈지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분유, 탈지분유, 크림파우더,
유청파우더, 단백질농축유청파우더, 버터밀프파우더, 가당분유, 발효유


발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지방청(서울/경인/부산/광주)
농축산물안전과

▶출처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
?board_seq=90852&menu_dept2=35&
menu_dept3=71

- 따라서, 일본으로 유제품 및 관련제품 수출 시 해당 상품이 위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현지 도착 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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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COVID-19 대응 지침_
식품업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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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COVID-19 대응 지침_
음식점 방역조치 실행방안 (카드뉴스)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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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외국 COVID-19 대응 지침 사항
연번

기관명

1

세계보건기구
(WHO)

주요내용
날고기와 익힌 음식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도마와 칼을 사용
병든 동물이나 질병으로 폐사한 동물 식용금지

●

●

●


COVID-19 발생 지역에서는 조리 과정에서 육류를 완벽히 익혔는지, 적절히 취급되었는지 확인 후 섭취
www.mfds.go.kr/brd/m_613/view.do?seq=33196 에서 확인 가능

▶

2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를 취급하는 경우 손씻기, 아픈 동물 사육금지,
동물을 만진 손으로 눈·코·입 등 얼굴 만지지 않기, 야생동물과 접촉금지 등을 권고
일자별로 대응내용 게재 - 수입제품 검역 실시(‘20.2.24) 등

●

질의응답식 정보 게재 - COVID-19 정의, 전파 또는 감염경로, 예방방법 등
현재상황 공개(감염자 수 등)

●

3

미국
식품의약국 (FDA)

4

일본
후생노동성

●

COVID-19 Pandemic 기간 동안 - 영양표시 (포장식품의 영양표시규칙 관련)
.- 메뉴표시 (표준메뉴 영양정보 제공 불가 시설 관련)
.- 수입식품관찰검역 등에 유연성 부여할 수 있는 일시적 규제 허용

●

일자별로 대응정보 및 신규정보 게재

●

5

유럽연합(UN)
집행위원회(EC)

6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FSANZ)

질의응답식 정보 게재 - COVID-19 정의, 전파 및 감염경로, 수입제품을 통한 감염가능성, 예방방법 등
각국의 감염자 수 현황표 게재

●

●

질의응답식 정보 게재

●

- COVID-19 정의, 발생지 정보, SARS 또는 인플루엔자와 비교, 감염경로, 치료방법 등
COVID-19가 식품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근거가 없는 정보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음

●

●


●

●

7

싱가포르
식품청(SFA)

●

●

●

8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부
(FSQD)

●

●

●

●

9

베트남
식품청
(VFA)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FSSAI)

●

●

11

식음료 관련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 안내
안전한 식품유통 수립을 위한 연구 안내 - 식품 사업자의 안전거리 강화방안에 관한 지침 게재
식품 영업 허가 부지(영업장 형태) 관련 안내
WHO, FAO 에서 배포한 관련 자료 게재
식품 제조·판매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게재
식품 판매 관련 질의응답 게재
식품안전 관련 포스터 안내 - 음식 배달 시 안전관리, 손 씻기 6단계 등
베트남 총리가 COVID-19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발표
이에 따라 식품안전보장을 위한 주방시설지침 발표 (공식문서번호 964 / ATTP-NDTT)
- 학교 내 교육시설 및 식품서비스시설의 주방시설은 법령에 규정된 식품안전요구사항 철저 준수,
기침, 발열 및 호흡곤란의 증상자의 시설 근무 금지, 식사 중 위생 유지 및 큰 움직임과 대화, 웃음 자제 권고 등

●

10

단, 인간을 매개로 한 COVID-19 생존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SARS나 MERS의 경우 사람의 체액,
가래와 분변에서 최대 96시간 생존하며, 소변에서 활동력이 약하지만 72시간 생존한다는 연구가 있음
이에, 식품 제조 환경에서는 최소 6번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수행하며, 개인위생에 철저할 것을 권고함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당국
(ADAFSA)

●

●

COVID-19 관련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지침서 게재
식품관련 사업자들을 위한 포스터 게재 - 식품 사업 및 조리 활동 시 관련 지침
- COVID-19로부터 안전한 수입식품
- 식품 관련 종사자 위생관리 안내
식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조치 안내
COVID-19 관련 질의 응답식 정보 게재
식품관련 사업자들을 위한 포스터 게재 - 식품 관련 종사자의 손 씻기 팁
- 식품 배송 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팁
-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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