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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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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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1
식약처,
2021년 CODEX 회의대비
온라인작업 의제 검토회개최

CODEX 회의 소식

식약처는 2021년 개최되는 CODEX 회의의 주요 분과에서 논의 예정인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2020 온라인작업 의제
검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검토회가 진행된 주요 CODEX 분과는 총 6개이고,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분과,
식품위생분과, 동물용의약품분과, 농약잔류분과,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
오염물질분과가 해당하며, 전문분야별로 추천된 학계 전문위원, CODEX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의제별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분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작업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과

주요내용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기존에 등재된 분석법의 지지에 대한 논의와 유제품의
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 개정 검토

식품위생

쇠고기, 신선 잎채소 등에서 시가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
(STEC) 관리 지침 및 식품 생산에서 물의 안전한 사용 및
재사용을 위한 지침 검토

동물용의약품
농약잔류

동물용의약품 평가/재평가 목록 검토
식품 및 사료 분류 개정(안) 검토

농약 및 특수용도식품

성장기용 조제유 규범 내 질소-단백질 전환계수 사용 및
영·유아에 대한 필수영양성분기준치의 설정을 위한 일반
원칙 개발 검토

오염물질

곡류 내 총 아플라톡신 기준 및 식품과 사료에서 방사능
노출 기준 검토

식약처는 2021년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대비하여 전문분야별 전문위원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검토회 일정을 공지하고
검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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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2
미국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식품의약국(FDA), 식품 시설 등록 기간 공지 및 관련 지침 제공
(12월 1일)
미국 FDA에 등록해야 하는 미국과 외국의 식품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FD&C Act)에 따라, 식품 시설 등록 시 FDA에서
인정하는 고유시설식별번호(UFI)와 시설 등록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FDA
시설 등록은 제조·가공·포장 시설이 다 포함되고 2년마다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시설 등록을 진행하거나
식품 시설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FDA는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에 의해 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를
공식적으로 UFI로 인정하는 지침을 2017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갱신 기간까지 DUNS 번호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기간 내 DUNS 번호를
취득하지 못하면 등록서류의 UFI 부분에 “계류 중(PENDING)”이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류 중이면 90일의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https://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reminds-humanand-animal-food-facilities-about-yearsbiennial-registration-renewal-period-and
②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
search-fda-guidance-documents/guidanceindustry-enforcement-policy-providingacceptable-unique-facility-identifier-ufi2020-food
③https://www.kati.net/board/
exportNewsView.do?board_
seq=92160&menu_dept2=35&menu_dept3=75

https://www.kati.net/board/storyNewsView.do?board_seq=92261&menu_
dept2=54&menu_dept3=56



▶

*출처

식품 시설 등록은 FDA가 식중독 발생 장소와 원인이나 잠재적인 생물학 테러를
알아내고 빠르게 통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DUNS 번호를 사전에 발급받아
식품 시설 등록을 완료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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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및 상원, ‘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
(FASTER)법’ 만장일치로 통과 (12월 9일)
FDA는 제품에 참깨가 포함된 경우 제품표시에 참깨를 표시하도록 하는 권장지침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침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참깨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한 소비자들이 참깨가 포함된 제품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알레르기 주의 표시가 의무화된 성분은 총 8가지로, 2004년 식품
알레르겐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에 따라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FDA는 FALCPA가 규정한 8가지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FD&C Act)에 따라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 외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미국의 하원은 참깨를 공식적인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인정하는
등, 다수의 식품 알레르기 관련 조치사항이 포함된 ‘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FASTER) 법안 (Act of 2019 - H.R.211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참깨 알레르기는 50만 미국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참깨는 종종 식품 라벨에 “조미료” 또는 “향신료”와
같은 모호한 용어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상원은 12월 9일에 ‘FASTER 법안(S.3451)’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 요소에는 FDA의 승인을 받아 참깨를 미국의 9번째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현재 상원 회기는 2021년 1월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 수정된 법안에
*출처

대하여 하원의 투표를 거쳐야 하고, 하원에서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넘겨져

①www.allergicliving.com/2020/11/17/housepasses-faster-act-sesame-to-status-as-9thtop-us-allergen/
②https://www.allergicliving.com/2020/12/09/
senates-passes-faster-act-as-clock-ticks-onsesames-allergy-status/
③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
search-fda-guidance-documents/draftguidance-industry-voluntary-disclosuresesame-allergen

통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식품 제조업체는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과 FDA 권장 알레르기
표시 성분(참깨 등)의 성분 표시에 주의하여 수출 시 표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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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일, 영양점수(Nutri-Score) 제도 시행 권고 (11월 17일)
독일 연방 식품 농업부(BMEL) 장관은 식품 제조업체에 영양점수(Nutri-score)
제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유럽공동체(EC)는 영양점수 제도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라고 불리는 지속 가능한 식품 전략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양점수 제도는 건강한 식품과 덜 건강한 식품을 –15(건강한)부터 +50(덜 건강한)으로
점수를 매긴 후 점수를 바탕으로 색깔 코드를 부여하며, A 등급은 진한 초록색으로
건강한 식품을 나타내며, E 등급은 진한 빨간색으로 덜 건강한 식품을 나타내어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①https://www.kati.net/board/
exportNewsView.do?board_seq=92257&menu_
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
r&srchFr=&srchTo=&srchTp=2&srchWord=독
일&page=1&
②https://www.foodnavigator.com/
Article/2020/10/29/How-does-Nutri-Scoreimpact-shoppers-purchase-intentions
③https://www.foodnavigator.com/
Article/2020/11/17/Germany-officially-rollsout-Nutri-Score?utm_source=copyright&utm_
medium=OnSite&utm_campaign=copyright

영양점수는 2017년 프랑스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현재는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서 자율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C와 여러 국가는 영양점수 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므로,
한국 식품업체는 EU 내 수출 대상국의 영양점수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영국, 브렉시트 전환기에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의 무역
방식 개정 (12월 9일)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2021년 1월부터 바뀌는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의 국제 무역 방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브렉시트 전환기 이후로, 영국은 무역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 안전 및 생물 안전 통제와 표준에 대한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입니다.
한편,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전환기 이후에도 SPS나 표시 기준에서 EU의 법을
계속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GB(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와 다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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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 라벨링과 건강 표시
- 수출 건강 증명서
- 국경 통제 목적을 위한 사전 통지
- 영국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시장접근권
- 달걀, 가금류, 쇠고기, 송아지 고기의 표시 기준

부록 A : 비EU 국가로의 동물성 식품(POAO) 수출 - 영국 식별
표시와 건강 표시
Health and Identification Marks Applied
Before the 31 December 2020

UK
1234
EC

UK
AA1234
EC

Health Marks Applied
after the 31 December 2020

UNITED
KINGDOM
1234

UK(NI)
1234
EC

GB
1234

Identification Marks Applied
after the 31 December 2020

UK
1234

United
Kingdom
AA123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1234
EC

AA123
EC

(NORTHERN IREL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1234

UK(NI)
1234
EC

GB
AA123

UK
AA123

UK(NI)
AA123
EC

GB
1234

UK
1234

UNITED KINGDOM
(NORTHERN IRELAND)

1234
EC



* 다만, 영국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표시 기준은 기존의 방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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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포장 음식의 수입과 수출 - 식품 표시의 변화
1. 영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 변화
- GB와 북아일랜드 시장에 모두 유통되는 식품에는 GB와 EU의 주소를 모두 표시하거나
북아일랜드의 주소 하나를 표시할 수 있다. GB 주소 하나만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GB에서만 유통되는 식품에는 영국 식품영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북아일랜드에서만 유통되는 식품에는 북아일랜드나 EU 중 하나의 주소만 표시하면
된다. GB 주소 하나만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영국에서 수출되는 식품의 표시 변화
- GB에서 생산된 식품과 원료는 1월 1일부터 ‘EU’대신 ‘Origin UK’만 사용할 수 있다.
- 북아일랜드에서 생산된 식품과 원료는 1월 1일 이후에도 ‘EU’와 ‘Origin UK/NI’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부록 C : 비EU 국가로부터 동물과 동물성 제품의 수입과 수출 수출 건강 증명서(EHC)
1. 영국에서 수출되는 식품과 EHC
- EU 법률과 표준을 포함한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의 EHC는 2021년 1월부터도
기존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비EU 국가들로 수출하는 동물성 제품의 식별 코드 형식이
바뀐다. EHC의 승인 숫자는 ‘UK’를 앞에 붙이거나 ‘EC’를 끝에 붙이지 않고 ‘1234’
혹은 ‘AB 123’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한다. 이제는 접두사를 계속 사용하는 POAO의
건강 및 식별 표시와 달라지는 것이다.

2. 영국으로 수입되는 식품과 EHC
- 2021년 3월 31일 따지는 현재 쓰이는 EU의 EHC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록 C : 비EU 국가로부터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동물성
원료가 아닌 고위험 식품의 수입 - 사전 통지 시 TRACES에서
IPAFFS로 교체
1. GB로의 수입
-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동물성 원료가 아닌 고위험 식품(HRFNAO)을 수입할 때
사전 통지를 위한 EU의 TRACES 시스템 대신 제품, 동물, 식품 및 사료 시스템의 수입
시스템(IPAFFS)이 사용될 것이다.
- 2020년 12월 7일 오전 6시부터 모든 수입품의 사전 통지에 IPAFFS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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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아일랜드로의 수입


- EU TRACES 시스템은 북아일랜드로의 수입품 사전 통지에 계속 사용될 수 있다.

부록 E : 비EU 국가로부터 동물과 동물성 제품의 수입 - SPS
목적을 위해 승인된 국가, 상품, 시설


- 2021년 1월부터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을 영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국가, 상품, 시설을 계속 인정한다.

부록 F : 비EU국가로부터 달걀, 가금육, 쇠고기, 송아지 고기의
수입 - 표시 기준 수정
1. GB로의 달걀 수입
- 동등성의 규정을 위해 표시, 사육 방식, 영국 법률 등을 평가한다.

2. 북아일랜드로의 달걀 수입
- 현재 방식과 같다.

3. GB로의 가금육 수입


- 아래의 추가 표시 사항을 사용하려면 국가책임기관에서 발행된 GB의 가금육 표시기준
규정에 맞는 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 추가 표시 사항은 사료, 사육 방식, 냉각 방식 등을 포함한다.

4. 북아일랜드로의 가금육 수입
- 현재 방식과 같다.

5. GB로의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수입


- GB로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수입할 때, Defra에 국가책임기관이 어디인지 알리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에 승인된 영업자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6. 북아일랜드로의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수입


- 현재 방식과 같다.
*출처
①https://www.gov.uk/transition
②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
guidance-on-health-and-identification-marksthat-applies-from-1-january-2021

부록 G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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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품기준청(FSA), 소·양·돼지 냉장육의 유통기한 안전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수정된 접근법 취해 (12월 10일)
FSA는 진공포장 및 가스치환포장(VP/MAP) 냉장 쇠고기, 양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저장 수명(shelf-life)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영업자들은 다른 식품에서 이미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맞추어 위의 특정 제품에 대해 안전한 유통기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높은 식품안전기준과 불필요한
식품폐기물의 감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전문가의 미생물학적 조언, 보툴리눔독소증(botulism) 발생 역학
정보, 육류 제품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국제 데이터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취해진 것입니다. 올바르게 시행되면 새로운 지침은 식품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 미생물 안전 자문 위원회(ACMSF)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최대 10일
*출처
①https://www.food.gov.uk/news-alerts/news/
fsa-takes-revised-approach-to-shelf-lifesafety-guidance-for-chilled-fresh-beef-lamband-pork-following-consultation

유통기한’ 지침을 ‘최대 13일 유통기한’으로 바꾸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재료를 추가하지 않거나, 자르거나 얼리지 않은 VP/MAP 냉장 쇠고기,
양고기와 돼지고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 수입 식품의 검역 강화를 위한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규정 (11월 20일)
FSSAI는 FDA의 수입 식품 위생검역 강화에 발맞춰 해외 식품제조시설의 등록·검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식품안전과 표준(수입)
개정안, 2020’으로 명명되며, 공식 관보에 최종안이 게재된 후 최소 6개월 후에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I

NO.8

10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는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및 신청 방법, 운영 방식 등의
내용이 규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안전표준(수입) 개정안, 2020 - 제 14장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및 조사
(1)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 인도 식품 당국은 위험성에 근거해 수입 식품의 범주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및 감사는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 수입 식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식품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해외 식품제조업체는
수출 전 인도 식품 당국에 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과정은 해외 식품제조업체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입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인도 식품 당국이 지정한 양식(Form 16)을 작성
하고 수수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해외 식품제조시설 신청 과정
- 식품 당국은 시설 등록 신청서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시,
해당 업체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의 제공은 추가 정보 요청 후
30일 이내로 진행돼야 하며, 업체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3) 해외 식품제조시설 점검
- 식품 당국은 인도 FSSAI 및 관련 부처, 기구의 직원을 해외 시설 점검을 위해 따로
지명할 예정이다.
- 인도 FSSAI가 명시한 방법에 따라 해외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등록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필요 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4) 등록 발행
- FSSAI 규정에 따른 해외 식품제조업체의 등록 유효기한은 5년이다.
- FSSAI 규정에 어긋나는 해외 식품제조업체의 등록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다.
- 거부된 업체는 시정 조치를 취한 후 다시 승인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유효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에 표시된 만료일 30일 이전
까지 신청해야 한다.
(5) 해외 식품제조시설 감사
- 해외 식품제조시설은 인도 식품 당국이 인정한 감사 기관에 의해 시설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빈도는 식품 당국이 조정한다. 또한, 감사 보고서 및 증명서는
식품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6) 등록 정지 및 취소
- 해당 시설 혹은 제품이 FSSAI의 규정에 어긋난다면, 해외 식품제조시설의 등록
허가가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식품 당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업체에 이에 대한 설명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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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제조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발표한 해외 제조시설 등록 규정 또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출처
①https://www.kati.net/board/
exportNewsView.do?board_seq=92297&menu_
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
②http://www.fnbnews.com/Top-News/fssaiframes-regulations-for-regn-of-foreign-foodmanufacturing-facilities-61486

어떤 식품군이 규정의 대상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향후 발표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므로 한국의 식품 수출 기업은 해당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도로 식품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호주 - 뉴질랜드

호주, 위험 분류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규제 개정안 발표 (11월 25일)
2020년 11월 10일부터 호주의 수입 식품 규제 F2020C01044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정 내용과 관련된 용어와 정의, 고위험식품 분류와 고위험식품에
대한 수입 증명서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 식품군은 해당 규정의 표 1(Schedule 1)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군은 수입 전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며, 이 중 육류 및 육류 식품, RTE(Ready to eat) 육류 식품, 생우유 치즈와
모유 및 모유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수출국 정부의 수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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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수출되는 한국 식품 중 ‘위험 식품’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수출 가능 식품 중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는 위험 식품
No.

식품 분류

호주 수출 한국산 식품 품목

2

RTE(Ready to eat) 육류 식품
(b) 비 조리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 유사제품

3

리스테리아 균이 번식 가능한 치즈

모차렐라 치즈

8

갑각류와 갑각류 함유 기성 식품
(a) 포장되거나 상온 보관 가능한
제품 제외
(b) 건조 제품 제외

새우류(신선 또는 냉장), 새우살, 게,
왕게, 게살, 바닷가재, 갑각류 기타

9

수산물
(a) 전갱잇과
(b) 청어과
(d) 멸칫과
(f) 꽁칫과
(g) 고등엇과

전갱이, 청어, 멸치, 멸치젓, 건조 멸치,
조제된 고등어, 꽁치, 학꽁치, 염장
꽁치, 고등어, 염장 고등어 등

10

항목 9에 언급된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300g 이상 함유한 제품

-

11

즉석섭취(RTE) 생선(finfish) 식품

생선 소시지, 생선묵 등

12

조개류

가리비, 피조개, 새조개, 홍합,
바지락 등

13

갈조류

미역, 김, 파래, 다시마, 제조한
식용해조류 등

14

땅콩, 피스타치오, 땅콩기름 이외의
땅콩 제품, 피스타치오 기름 이외의
피스타치오 제품

땅콩, 피넛버터 외 기타/조제 및
보존 처리한 제품

15

항목 14에 언급된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300g 이상 함유한 제품

-

16

참깨와 참깨 제품
(a) 참깨 기성 식품
(b) 참깨 기름, 포장되거나 상온 보관
가능한 제품, 조리된 참깨 식품
모두를 제외한 기성 식품

참깨, 참깨 제품

20

건조 후추

후추(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I NO.8

13

호주로 수출 가능한 한국 식품의 품목 중 검사 및 분석이 요구되는 위험 식품에는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이 해당하며, 특히 수산물은 위험 식품 분류가 세분화되어
*출처
①https://www.kati.net/board/
exportNewsView.do?board_
seq=92296&menu_dept2=35&menu_dept3=75
&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
&srchWord=&page=1
②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
F2020C01044

있어 위험 식품으로 분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제조 및 수출 기업은 해당 품목을
확인한 후, 위험 식품 분류에 따른 수입 증명서 요구 조건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호주 식품표준청(FSANZ), 식품규제 장관 포럼 개최 결과 (11월 27일)
건강별점제(Health Star Rating, HSR) 검토 시행 계획 승인
- 건강별점제는 식품표시 시스템으로, 식품의 영양프로필을 별 1/2점에서 5점까지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식품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모든 과일과 채소 제품은 자동으로 5점이 됩니다.
- 또한, 건강별점제 하에서 과채주스(설탕 없음) 및 기타 비유제품 음료의 처리에 대해
추가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 포럼에서 다이어트 음료는 3.5점 이하를 받아 과채주스보다 낮은 점수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평가는 HSR의 5년 검토 후 권고안과 과채주스를
추천하는 호주 및 뉴질랜드 식단 지침의 의도와 가장 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포럼은 호주 보건부가 2021년 2월에 개최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100%
과채주스(설탕 없음)에 대한 건강별점제 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A1155(영아용 조제분유 및 기타 제품의 2‘0-Fucosyllactose(2’-FL) 및
Lacto-N-neotetraose(LNnT)) 보고서
- 2020년 2월 포럼의 요청에 따라 FSANZ는 영아용 조제분유 및 기타 제품에서
‘A1155-2’FL 및 LNnT’에 대한 승인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 FSANZ는 2’FL과 LNnT가 영아에게 공공 보건 및 안전의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포럼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영아용 분유 제품에 2’FL과 LNnT를 자발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모유 수유가 영아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영아는 2’-FL과 LNnT가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oligosaccharide는 영아에게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을 주지 않으며, 모유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며, 영아용 조제 분유의 구성이 모유와 더 밀접하게 일치할 수
*출처
①https://www.foodnavigator-asia.com/
Article/2020/07/14/No-idling-through-COVID19-Australia-s-Health-Star-Ratings-revisionon-track-with-salt-and-sugar-reduction-key
②https://foodregulation.gov.au/internet/fr/
publishing.nsf/Content/forum-communique2020-Novembe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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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포럼은 이 개정안에 동의하여 ‘영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 있어 부수적인
유익한 역할 또는 기술적 역할’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영아용
조제 분유 제품에 대한 추가를 허가하는 것을 관보로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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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온라인작업반 현황 / 의견 개진 요청 공지
농약잔류분과(CCPR)
제목

1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2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전자작업반> 식품 및 사료 분류 개정(안)

가축 사료작물, 식물성 가공식품의 분류 개정(안) 및 대표작물 선정 예시에 대한 의견 요청

~2020.12.31
<CL> 2019 JMPR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2019년 JMPR을 통해 평가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권고안에 대한 의견 요청

~2021.1.31

식품표시분과(CCFL)
제목

1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2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인터넷판매/전자상거래(e-commerce) 제품의 표시에 대한 의견 요청
- 범위 및 정의
- 문서의 방향
- 의무표시사항 등
~2021.1.8
혁신-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표시에 대한 의견 요청
- 범위 및 정의
- 기술의 통해 제공되는 표시 정보의 의무 사항
- 기술의 사용 수준
- 정보의 위치, 정보의 접근성, 형식 등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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