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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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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전문위원 간담회

ISSUE 01
제79차 CODEX 집행이사회
화상회의로 개최

CODEX 회의 소식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제79차 CODEX 집행이사회(CCEXEC)가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CODEX 집행이사회는 브라질 국적의 Guilherme da Costa
Junior CODEX 의장이 주재하였으며, CODEX 사무국과 의장단, 그리고 WHO와
FAO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前 의장단
아시아 지역 대표), 일본(現 의장단 아시아 지역 대표), 그리고 중국 (차기 아시아
지역조정위원회 조정관)의 대표단이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을 대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43차 총회에서 최종채택될 의제에 대한 검토와 COVID -19
장기화로 인한 향후 CODEX 회의 일정 등을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중 신규
작업으로 채택될 ‘냉동만두 아시아 지역규격’ 관련하여서는 해당작업이 완료 후
국제규격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계
COVID-19 장기화로 CODEX의 많은 대면회의들이 화상회의로 대체·진행되고
있는 만큼 몇몇 개발도상 회원국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온라인 회의
플랫폼 접근 어려움, 인터넷 속도저하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존에 마련된 ‘FAO/WHO CODEX 신탁기금 활동개요서(Terms of reference )'를
적극 활용하여 보 다 많 은 회 원 국 들 의 CODEX 활 동 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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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전문위원 간담회

CODEX 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우리 식약처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CODEX 주요 분과(오염물질, 분석방법 및 시료
채취, 동물용의약품, 식품위생,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농약잔류)에서의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지속적인 대응을 위하여 분과별로 “CODEX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7월 17일 대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담당분과

소속/성명

오염물질분과 (CCCF)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영석 교수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분과 (CCMAS)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요한 교수

동물용의약품분과 (CCRVDF)

호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정상희 교수

식품위생분과 (CCFH)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 (CCNFSDU)

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 박유경 교수

농약잔류분과 (CCPR)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임무혁 교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각 CODEX 분과회의 참석자의 잦은 교체로 분과회의별 인적
네트워크가 미비하고, 회의 참석 현황 및 결과가 식품업체 및 학계에 홍보가
미비 하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식약처 내 연구위원을 두는 것 외에 학계 전담자
(CODEX 전문위원)를 지정·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위촉된 CODEX 전문
위원들로 하여금 비록 올해의 대면 분과회의가 모두 취소되었음에도 CODEX
회의의 운영 방식과 현재 온라인작업반(서신, OCS, 전자작업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들을 파악하게 하고, 향후 의견 수렴을 위한 연구회 운영 등
세부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식약처는 해당 뉴스레터와 더불어 국제식품규격 설립에 식품 업계와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CODEX 전문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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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2
미국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7월 8일,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 육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COVID-19 검사 요구 청원 기각
- 지난 5월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위원회(PCRM)‘는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모든 육류 및 가금류 가공시설은 그들의 제품에 대하여 COVID-19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
- COVID-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FSIS 검사관의 수 및 COVID-19로
사망한 검사관의 수를 농무부(USDA) 홈페이지에 매주 개진할 것.
- 모든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한 취급표시
문구를 사용하도록 표시 규정을 개정할 것. ▶“경고: 미국 육류 및
가금류 가공 시설의 근로자는 COVID-19에 걸리거나 이로 인해 사망
하였으므로, 동 제품은 바이러스가 없다고(Virus-free) 보증할 수 없음”
-그
 러나 FSIS는 PCRM이 COVID-19가 육류나 가금류 등의 제품을 통해 사람에게

*출처
www.fsis.usda.gov/20-02fsis-final-response
-07012020.pdf

전이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학적 연구나 기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청원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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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월 25일, FDA, COVID-19로 인한 식품 내 일시적 성분 변경 허용
지침 등 유연성 적용
-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COVID-19 대유행으로 식품 원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는
식품제조업체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Labelling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공급하기 어려운 식품 성분의 경우 대체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며, 그 변경사항을 표시 사항에 새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때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로
구분되는 “참깨, 샐러리, 루핀, 메밀, 연체 조개류(갑각류) 및 머스타드” 등 8가지
성분은 대체 가능한 성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Labelling(표시사항) 변경 지침

① 안전(Safety): 표시사항 수정 없이 구성성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원재료가
섭취 시 인체에 무해한 원재료에 한함. Gluten, Sulfite(아황산염), Glutamate
(글루타민산염) 등과 같이 식품 섭취 시 특정인들에게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② 양(Quantity): 표시사항 수정 없이 구성성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 대상
원재료 비율이 완제품 무게의 2% 이하일 경우만 적용됨.
③ 중요도(Prominence): 표시사항에 명시된 성분이 주요 원재료일 경우 표시사항
수정 없이 구성성분 변경이 불가함. 예를 들어, ‘통밀 머핀’ 제품에서 통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할 수 없음.
④ 대표성(Characterizing Ingredient): 표시사항에 명시된 성분이 제품의 특징을
*출처
① Food Navigator, F.A.R.E meets with FDA to
share concerns over temporary labeling flexibility
for minor ingredients [2020.06.04.] ② www.fda.
gov/food/cfsan-constituent updates/fdaannounces-temporary- flexibility-policy-regarding
-certain-labeling-requirements-foods-humans
FDA, FDA Announces Temporary Flexibility Policy
Regarding Certain Labeling Requirements for
Foods for Humans During COVID-19 Pandemic
[2020.05.22.]
③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 do?
board_seq=90986&menu_dept2=35&menu_
dept3=75&dateSearch=yea r&srchFr=&srchTo
=&srchTp=2&srchWord=&pa ge=11
④ www.fooddive.com/news/fdaallows-ingredient-swaps-without-label- changes/
578571/ FDA allows ingredient swaps without label
change
⑤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 do?
board_seq=90992&menu_
dept2=35&menu_dept3=71& dateSearch =yea r&
srchFr=&srchTo=&srchTp=2&srchWord=&pa ge=10

나타내는 원료일 경우 표시사항 수정 없이 구성성분 변경이 불가함. 예를 들어,
‘건포도 빵’에서 ‘건포도’를 제외할 수 없음.
⑤ 주장(Claims): 표시사항의 수정 또는 대체 원료 사용으로 인해 제품 포장재에
기재되어 있는 영양소 또는 인체 건강에 대한 염려·경고 문구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⑥ 영양/기능(Nutrition/Function): 표시사항의 수정 또는 대체 원료 사용으로 인해
완제품에 영양 및 기능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경우 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그
 러나, 해당 지침은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언제까지 유효한지 밝혀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들의 경우 이번 지침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생긴 성분을
새로운 성분으로 대체할 지 해당 성분을 제외하고 제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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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월 17일, 미국 광고부(NAD), 프리바이오틱스 보충제에 ”100%
Natural“ 문구 사용 제재

- 미국의 자율 광고 심의기구인 광고부(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NAD)는
미국 gsk사의 두 가지 Benefiber 제품(사진 참고)에 “100% natural”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밀
전분이 염산 및 효소를 사용한 공정 과정을 통해 85%의 식이섬유 밀
덱스트린 성분으로 전환 되고, 몇 가지 성분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원료가 변형되기 때문에 비록 자연 원료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Natural(자연적)”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유입니다.

- 국제 프리바이오틱스 협회(Global Prebiotics Association)에 따르면 대부분의
프리바이오틱스가 천연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질지라도 식품과 보충제에
사용되기 위해 분리 및 정화 과정이 필요하기에 NAD의 해당 판결은 많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정 과정 중에 자연 원료의 본질을 잃지는 않으나 문자 그대로의
‘100 % Natural (100 % 자연적인)’이라는 표시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오인·혼동하게 할 수 있으니 NAD 측에서는 산업 관계자들에게
‘From Natural Sources (자연원료로 만든)’ 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① FoodnavigatorUSA, NAD rules some
Benefiber prebiotic supplements can’t be
called ‘natural’ [2020.05.28.]
②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
do?board_seq=91138&menu_dept2=35&menu_
dept3=75& dateSearch=year&srchFr=&srchTo
=&srchTp=2&srchWord=&page=3

- 이에 따라, 미국에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해당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어 선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 에서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관련,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9-96호]에서 식품등에 “천연(natural)”과 “자연(nature)”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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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29일,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우리나라 세관 격)는 현행 수출입 식품 관리 제도를

한층 더 정비하기 위해 6월 11일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 [进出口食品
安 全管理办法]》 의견수렴안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수출입 식품 관리

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은 중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와 관리·
감독 조치 및 법률 책임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제12조

수출입 상품 검역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가 수입식품에 합격 평가를
실시, 수입 식품 합격 평가 활동에 포함될 항목들을 규정

제14~21조

제외국 심사 및 평가 내용과 방식에 대한 규제 내용.
각각 해관총서가 제외국심사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 내용, 심사방식,
심사자료 및 결과 응용 등 심사 및 평가 내용과 방식을 명시

제16조, 제18조

제27조

해관총서가 동영상 검사 계획 제정. 동영상 검사 내용, 방식, 결과에 대해 규정.
→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원칙과 과정의 진실성, 식품안전 관리 체계의 유효성,
식품안전 상황 등을 확인하여 심사·평가한다면, 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불필요한
검사 비용 등 감소

해외 수입식품에 대한 수출 전 사전 검역 제도를 처음으로 제시함.
→ 검역 결과에 따라 통관 편의성 부여 의도

제31~33조

관련 서류를 세분화. 특히 관리감독 증서와 합격 증명 자료에 대해 상세한 요구를
제시. 단, 현행 규정에서 요구하는 ‘처음 수입하는 선포장 식품은 수입식품 라벨
표본과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처음 수입되는 식품은 더 이상
라벨 표본과 번역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

제68조

위해요소 평가를 기반으로 해관총서는 위해요소 관리 원칙에 의거, 중국으로
식품등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기업 및 국가(지역)들에 더욱 엄격한 통제
조치(관리감독 강화, 자동 압수 등) 실시

제69~70조

관리감독 강화와 자동 압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규정

제71~73조

각각 수입 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한 조건과 해제 조건을 규정

*출처
① 중국식품안전보(中国食品安全报), 《进出口 食品安全
管理办法（征求意见稿）》
公开征 求意见 我国进口食品监管进一步与国际接轨
[2020.06.19.]
②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
seq=91007&menu_dept2=35&menu_dept3=75&
dateSearch=yea r&srchFr=&srchTo=&srchTp=2&
srchWord=&pa ge=10

- 위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번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은 수입식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국제적인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여 한층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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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수입식품에 COVID-19 바이러스 검역 확인서 제출 요구 및
연어 포함 수산물의 검역 강화
- 중국 세관 당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업체들에 COVID-19 바이러스 검역
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신고서는 수출업자가 중국 법과 UN
FAO·WHO의 지침에 따르며, 취급하는 제품이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만일 해당 업체의 식품
소비로 COVID-19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하거나 COVID-19 바이러스 오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가 식품안전의 위험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중국이 이전까지 실시하던
추가적인 검사를 줄이고 수출업자가 식품안전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방안
입니다.

- 지난 6월 초만 해도 북경에 위치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 NHC)의 전문가 Shi Guoqing이 “연어가 COVID-19의 기원이거나 중간
숙주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발표하며 연어 소비에 관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킨

바 있으나, 6월 중순 북경 신파디(新发地)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COVID-19

재확산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자와 판매자를

비롯, 시장에서 사용한 기구들에도 COVID-19 검사를 실시, 그 결과 수입 연어
절단 도마에서 COVID-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
합동방역체제는 중국 전역 내 농수산물 시장, 외식업계 등 식품 유통 및 물류
단계에서 수입 연어를 회수하고,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COVID-19 검역 및 긴급
모니터링 시행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 각 지방정부는 연어를 비롯한
수산물에 COVID-19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을 중단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입’ 식품 자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자 하는
일환 으로 중국 정부는 수산물을 비롯한 다른 수입식품에도 COVID -19 검사를
시작하였고, 북경 근처의 주요 항구도시인 텐진시에서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3만 개 이상의 육류, 해산물, 야채와 과일 표본의 검사를 마친 결과 모두
*출처
① ESM, Food Exporters to China Asked to
Declare Produce is Coronavirus-Free
[2020.06.19.]
②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 do
?board_seq=91007&menu_
dept2=35&menu_dept3=75& dateSearch=yea r&
srchFr=&srchTo=&srchTp=2&srchWord=&pa ge=6
③ news .bloomberglaw .com /health -law-andbusiness /low -risk -of=food -spreading -virus experts-says-after-salmon-panic
④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多地三文鱼被下架 退
回 各地加强海鲜市场监管 [2020.06.18.] ⑤ www
.kati.net/board/exportNewsView. do?board_seq=
91151&menu_dept2=35&menu_ dept3=75&
dateSearch=year&srchFr=&srchTo =&srchTp=2&
srchWord=&page=2

COVID-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해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수입 식품의 검역 강화를 확대 시행, 공표하고 있습니다.

- 한국산 육류 및 연어를 포함한 수산물의 수출량이 많지 않지만, 주요 검역
대상 이므로 COVID -19 바이러스 검역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 대비해야 할
것이며, COVID-19에 면역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산 인삼 제품의 경우 해당 수출업자들도 COVID-19 바이러스 검역에
대응하여 식품 안전성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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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

6월 1일, 수입 식육 및 식조류(가금육) 제품 HACCP 적용 의무화
-일
 본의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개정을 통하여 식육 및 식조류(가금육) 제품을

*출처

일본에 수출할 시에는 HACCP에 근거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또는 지역 또는

www.mhlw.go.jp/content/000635225.pdf

업체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일본

6월 1일, 판매용 생(生) 식용 굴 수출 시 위생증명서 제출 필요
- 개정된 일본 「식품위생법」 및 해당 법 시행규칙에 의거, 生식용 굴의 취급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판매용으로 生식용 굴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각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 또는

복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일본으로
수입되는 모든 生식용 굴에 적용되며, 해당 규정의 시행 기간 이전 生식용

굴의 수입을 신청한 경우 수입자에게 위생증명서 첨부 요건을 고지하고 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출처
① www.mhlw.go.jp/stf/seisakunitsuite/
bunya/kenkou_iryou/shokuhin/yunyu_kanshi/
index_00011.html
②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
do?board_seq=91141&menu_dept2=35&menu_
dept3=75& dateSearch=year&srchFr=&srchTo
=&srchTp=2&srchWord=&page=3
③ 일본 후생성, 수입 생 식용 굴의 취급에 대하여
[2020.07.02.] 발표

- 한국산 식용 굴 또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발행된 위생증명서 양식(www.nfqs.go.kr/2013/contents.asp?m=1&s=1&s2=1
확인 가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해당 수출
수산물에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중 하나의 검사를 진행 후 수출 가능
판정을 내리면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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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SSAI)

FSSAI (식품안전기준청), <식품안전 및 기준 규정 수정안 2020>
발표
- F SSAI(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는 무알코올 맥주 및 증류주에
관한 식품안전 표준 규정 및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정안의 공식 명칭은
<식품안전 및 기준 규정 수정안 2020 (Food Safety and Standards Amendment
Regulations 2020)>으로 현재 초안을 통지 중이고, 공식 관보에 게재된 후에는
바로 발효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인도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알코올 맥주 항목 추가
-맥
 주 관련 규정 4.1의 제2항에 (ⅲ) 무알코올 맥주-Abv 0.0
(무알코올 맥주는 일반 맥주에 지정된 제한을 준수해야 함) 항목이 추가됨.
2) 증류주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추가
*출처
① FnB News, FSSAI issues notice for
operationalizing alcohol-free beer & colours
norms, [2020.06.01.]
②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
do?board_seq=91140&menu_dept2=35&menu_
dept3=75& dateSearch=year&srchFr=&srchTo
=&srchTp=2&srchWord=&page=3

인도 (FSSAI)

-추
 가된 색소 명칭: 황색 4호 타르타진, 적색 색소, 식용 청색 제1호, 황색 5호,
식용 적색 제102호
-최
 대 허용치: 100mg/l (단독 사용 또는 혼합 사용 시 적용)
-단
 , 인도의 3가지 주류 분류 중 (맥주, 고유 술, 외국 술(IMFL)), 인도 고유 술
(Country Liquor)에 해당할 경우 추가된 색소는 사용 불가

7월 13일, 식품 강화성분 및 아동용 조제유 검사법 승인
- 인도의 과학위원회가 다음의 검사법을 승인하였습니다.
(1) 피리독신(pyridoxine), 엽산(folic acid), 아연(zinc) 분석법

*출처
fssai.gov.in/upload/advisories/2020/07/5f0d3a
2a4132bOrder_Methods_Analysis_Fortificants_
Food_13_07_2020.pdf

(1) 아동용 조제유(Formulated Supplements for Children) 분석법
- 식품검사실험실은 앞으로 상기 검사법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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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7월 20일, 알코올 음료에 대한 임산부 경고 표시 수정(’20.7.20)
- 지난 1월 31일, FSANZ 는 호주·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음료에 임산부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격 초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4월 7일, 호주·
뉴질랜드 식품 규제 장관 포럼에서 FSANZ 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FSANZ 는
6월 23일 수정 사항을 발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① Food Safety News, Seeing red: Australian
alcohol industry lauds pregnancy warning
change but slams coloured labels rule
[2020. 07. 08]
www.foodstandards.gov.au/code/proposals/
Pages/P1050Pregnancywarninglabelsonalcohol
icbeverages.aspx
② www.kati.net/board/exportNewsView.
do?board_seq=91152&menu_dept2=35&menu_
dept3=75& dateSearch=year&srchFr=&srchTo
=&srchTp=2&srchWord=호주&page=1

1) 표시 문구 : ‘Health Warning’에서 ‘Pregnancy Warning’으로 변경
- FSANZ는 표시 문구를 변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 주체(임산부)에게
잘 전달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Pregnancy Warning 이
이전 문구만큼 다양한 주체를 가리키고 있진 않지만 임신했을 때 알코올
섭취의 위험성 및 공동체 내에서의 해당 건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켜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에 대한 경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라벨링 이행 기간 :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혼 란 을 최 소 화 하 고 COVID -19 로 경 제 회 복 에 어 려 움 을 겪 고 있 는
산업체들이 변경된 라벨링을 완벽하게 적용하는 데에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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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온라인작업반 현황 / 의견 개진 요청 공지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 (CCFICS)

제목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OCS> 식품안전 및 공정관행의 맥락에서 식품사기 추적과 관련한 CCFICS의 역할 토의문서에 포함된 권고사항 그리고 부록1
(식품사기 지침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문서 초안)에 대한 의견요청

식품사기 및 의도적 불순물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출입 관할당국과 업계에 제공하기 위한 작업

~ 2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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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I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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