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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9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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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차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
총 11개 의제 논의

지난해는 COVID-19로 인해 총회만 화상으로 개최되고, 모든 분과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올해 회의는 대부분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CODEX 사무국은 지난 2월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제32차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 회의가 최초로 화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총 11개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본회의: 2월 8일~9일, 11일~12일, 15일 / 최종보고서 채택: 2월 17일

일반원칙분과위원회는 CODEX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설정하는 분과로 ‘CODEX
문서를 제·개정하기 위한 절차’, ‘대면작업이 아닌 서면으로 작업하는 위원회의 운영지침’,
‘각 국가 등에서 CODEX 기준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침’ 등의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의 감염 확산으로 인해 화상, 서면 등으로 분과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원칙분과위원회의 세부 지침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관련 지침 등이 현재 상황에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CODEX 일반원칙분과 회의 의제 원문(영문)은 CODEX 홈페이지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meetings/detailen/?meeting=CCGP&session=3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제 번호

의제

관련문서

1

의제 채택

CX/GP 21/32/1

2

위원회 회부사안

CX/GP 21/32/2

3

CCGP와 관련된 FAO, WHO의 활동 정보

CX/GP 21/32/3

앞으로도 정부 대표단은 적극적인 회의 참석 및 주요 외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국내 기준의
4
CX/GP 21/32/4
서신으로
작업하는
위원회의
절차 지침
국제화
및 관련
정보를
업계 등에
제공하여
식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5

Codex 자료에 대한 개정/수정

CX/GP 21/32/5

6

Codex 규정집의 서식과 구조

CX/GP 21/32/6

7

Codex 규격의 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토의문서

CX/GP 21/32/7

8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맥락에서의 Codex 결과 모니터링을 위한 토의문서

CX/GP 21/32/8

9

기타사업

-

10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

-

11

최종보고서 채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NO.9

4

ISSUE 02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FDA),
올해부터 2년간 발표되는 식품표시 규정 시행 일자 지정 (1월 4일)

FDA는 식품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발표되는
식품표시 규정의 시행 일자를 2024년 1월 1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발표된 식품표시 규정은 종전의 시행 일자를 그대로 적용
하고, 특이사항 발생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제·개정되어 시행 일자를 다르게 설정해야 할
*출처

①https://www.fda.gov/food/
cfsan-constituent-updates/fda-

adds-clarifying-descriptionsfood-traceability-list-publishesfaq-food-traceability-proposed

②https://www.kati.net/

board/exportNewsView.
do?board_seq=92601&menu_

dept2=35&menu_dept3=75&d
ateSearch=year&srchFr=&srch

To=&srchTp=2&srchWord=&pa
ge=5

경우에는 별도의 일자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임과 동시에 통관거부사례가 많은 국가이며, 주요 통관

거부사례는 식품표시 오류로 ‘성분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영문 미표기’ 등입니다.

한편, 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참깨’를 추가하는 법안이 대통령 서명
(’21.4.23.) 후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수출업체도 제품

의 수출 시 표시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식약처는 식품업계가 개정되는
미국의 표시 규정을 잘 준수 할 수 있도록 뉴스 레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공지능(AI) 수입 수산물 파일럿 프로그램의 2단계 개시 (2월 8일)

FDA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수입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입국
거부, 부적합, 추가검사 등)를 분석하여 고위험 수산물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을 2019년 개발하였습니다.

미국은 수산물 공급의 94% 이상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FDA가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 제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개선
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출처

①https://www.fda.gov/food/
cfsan-constituent-updates/
fda-moves-second-phaseai-imported-seafood-pilotprogram

②https://www.fda.gov/newsevents/fda-voices/import-

screening-pilot-unleashespower-data-and-leveragesartificial-intelligence

1단계 선행연구에서 머신러닝은 약 3배의 정확도로 고위험 수산물을 찾아내었고, 이 결과는

향후 FDA가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매우 효과적 수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FDA는 현장 적용전 프로그램의 정확도 및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단계(’21.2.1.~’21.7.31.)
선행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식별에 대한 AI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될 것이며,
이는 고위험 수산물 제품을 추적하는 AI 모델의 구현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FDA는 식품에 대한 관리 정보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식품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구와 접근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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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유아식의 중금속 기준 설정 법안 제출 예정 (3월 26일)

FDA는 영유아 및 건강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안전에 있어, 환경에 존재하는 식품 내 납,
비소와 같은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유아 식품에서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계획인 “Closer

to Zero”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유아 식품에서 독성물질을 단계적, 지속적으로 감소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유아식의 중금속 최대 기준을 설정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1년 이내에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2021 유아식 안전법(Baby Food Safety Act of 2021)’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유아식과 시리얼의 무기비소, 납, 카드뮴 및 수은에 대하여 최대 기준을 설정
하고, 제조업자는 법안 제정 후 1년 이내에 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FDA의
지침과 규제를 통해 기준을 더 낮추기를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원료뿐만
아니라 최종제품 중 중금속을 검사하고 온라인 상에 결과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FDA는 유아용 쌀 시리얼 중 포함되는 무기비소에 대해 100ppb의 최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동 법안에서는 이 시리얼 중 포함되는 무기비소를 15ppb 수준으로 강화
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법안의 실행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영유아식의 중금속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현재 설정되어있는 중금속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영·유아 대상 식품의 중금속 기준]
국가

대상식품

한국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미국
(권고치)

EU

영아용 쌀 조제식

영·유아용 식품

납
(mg/kg)

0.01 이하*

카드뮴
(mg/kg)

수은
(mg/kg)

무기비소
(mg/kg)

원료 함량비 및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해당 원료의
중금속 기준을 적용

-

0.1 이하**

*출처

①https://www.fda.gov/food/
cfsan-constituent-updates/
fda-response-questions-about-

levels-toxic-elements-baby-

-

원료 및 형태

(분말 또는 액상)에 따라
0.010~0.050

-

원료 및 형태
(분말 또는 액상)에 따라
0.005~0.040

* 분말제품의 경우 희석하여 섭취하는 형태(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를 반영하여 기준 적용

**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

0.1 이하

food-following-congressionalreport

②https://www.fda.gov/food/

cfsan-constituent-updates/fdashares-action-plan-reducing-

-

-

exposure-toxic-elements-foodsbabies-and-young-children

③www.reuters.com/article/ususa-congress-baby-food/uslawmakers-announce-bill-to-

cut-toxic-metals-in-baby-foodidUSKBN2BH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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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랜스지방산 저감 신규 규정 4월 2일부터 발효 (4월 2일)

EU에서 가공 중 생산되는 트랜스지방산 최대 함량을 지방 100g당 2g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4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649

유럽집행위원회가 2019년 4월 24일 채택한 해당 규정은 EU 전 회원국에게 적용됩니다.

트랜스지방산은 크루아상, 피자, 과자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식품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보존을 용이하게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①https://www.nouvelobs.
com/alimentation/20210402.
OBS42253/l-union-europeenneordonne-une-reduction-desgraisses-non-saturees-dans-lesaliments.html

또한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산을 완전히 퇴출
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와 빙과류 등은 트랜스지방 함량 의무표시 대상이며 
트랜스지방 0.5g 미만은 ‘0.5g 미만’,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유지류 제품의 트랜스지방이 100g 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U,
복합식품의 수입규정 개정 시행 (4월 21일)

EU는 복합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복합식품*의 유형을 공중위생 규정(2019/625/EU)과
가축위생규정(2020/692/EU)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 육류, 동물부산물(뼈, 내장, 지방 등), 수산물, 우유, 알, 꿀 등을 재료로 하는 
동물 유래 가공식품(Processed Product of Animal Origin, PPAO)과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형태의 식품

기존 복합식품은 동물 유래 가공식품의 함량 기준 등에 따라 분류되었지만, 개정안은
제품 유통 및 보관 위험도에 따라 3가지 복합식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복합식품 분류]
분류

비실온보관 복합식품

실온보관 복합식품
(식육제품 함유)

실온보관 복합식품

(유·알·수산물 등 함유)

수입요건
▪ 최종 제품에 함유된 동물 유래 가공식품에 대해 EU가 수입 승인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 잔류물질 조건 충족

▪최종 제품에 함유된 식육제품에 대해 EU가 수입 승인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잔류물질 조건 충족
▪육·유·초유·수산물·알 제품 중 하나 이상 EU내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EU 기준 충족 간주)
▪잔류물질 조건 충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하는 CODEX 뉴스레터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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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잔류물질 규정에서, 복합식품에 함유된 모든 동물유래 성분은 EU 회원국 또는 EU
잔류물질 승인목록(2011/163/EU)에 등재된 제3국에서 유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
전에 원료 출처를 EU에 통보 및 요청하여 상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즉, 복합식품 수출 희망 국가는 동물유래 성분에 대한 자체 잔류물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승인받거나, EU 회원국 또는 승인된 국가에서 동물유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합식품 중에서도 가축유래 제품 함유 복합식품의 경우, 3가지 범주에 따라 수입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축유래 제품 함유 복합식품 분류]
분류

식육제품 함유 복합식품
유·알제품 함유

비실온보관 복합식품
유·알제품 함유

실온보관 복합식품

수입요건

▪ 최종 제품에 함유된 동물 유래 가공식품에 대해 EU가 수입 승인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 동물유래 성분은 EU 회원국 또는 EU가 수입 승인한 국가에서 유래

▪ 열처리 등의 EU 위험 완화 조치 규제 기준에 충족

따라서 작업장의 경우, 복합식품에 함유된 모든 종류의 동물 유래 가공식품은 EU 회원국
혹은 EU가 승인한 제조국의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반면, 복합식품 생산
작업장은 EU 승인 없이 자국 담당 관청에 이미 등록된 작업장이면 EU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증명서의 경우, ‘비실온보관 복합식품’과 ‘실온보관 복합식품(식육제품 함유)’은
동물성 원료 원산지, EU 규정 준수 여부, 원료 생산 작업장, 잔류물질 프로그램 준수 여부,
공공 동물 보건 규정에 대한 존중 여부 등이 표시된 생산자가 작성한 정부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합니다. 반면 ‘실온보관 복합식품(유·알·수산물 등 함유)’은 수입업체가
작성 하는 사설 인증서(Private Attestation)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의 적용품목은 HS코드 **상 총 14개이며, 어묵, 라면, 냉동만두, 김치, 간장,
고추장, 수프 및 과자류 등이 해당됩니다.

** 1601(소시지), 1602(육가공식품), 1603(육즙·어류즙), 1604(어류가공품), 1605(조개류·갑각류 등), 1901 (곡물가루),
1902(파스타·면), 1905(빵, 비스킷), 2004(채소혼합물), 2005(채소가공품·김치), 2103(장류·소스류), 2104(수프),
2105(아이스크림), 2106(단백질 농축물, 인삼차)

따라서 EU로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 품목과 EU가 승인한 제조
시설 목록 및 개정안의 수입 요건에 대한 숙지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EU가 승인한 제3국의 동물 유래 가공식품 제조시설 목록

http://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affairs/trade/non-eu-countries_en

*출처

① h tt p s : / / e u r - l e x . e u r o p a .

eu/legal-content/EN/
TXT/?uri=CELEX%3A32019R0625

② h tt p s : / / e u r - l e x . e u r o p a .

eu/legal-content/EN/
TXT/?uri=CELEX%3A32020R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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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후생노동성(MHLW),
2021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 발표 (3월 30일)

MHLW는 ‘2021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명령**’을 각 검역소에
통보하였습니다.

*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 일본으로 수입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및 장난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의 생산 단계에서 수입 후의 일본 국내 유통까지의 각 단계에서 후생노동성
및 검역소가 실시하는 조치를 매년 설정

<계획의 주요 내용>

(1) 수출국 단계에서의 조치

- 수출국 정부와의 양국 간 협의, 기술협력, 계획적인 현지조사 등의 실시
- 개정 식품위생법1)의 시행에 관한 양국 간 협의 등의 실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공포(’18.6.13.): HACCP 적용 위생관리 실시, 수입식품 안전 조치 강화 등

1)

(2) 수입 시 단계에서의 조치

- 수입자에게 수입 전 지도를 포함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도
- 수입신고의 심사를 통한 식품위생법과의 적합성 확인
-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화물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

- 종류가 많고 다양한 식품 등의 안전성을 폭넓게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 실시
(2021년 검사건수 약 100,000건 , 2020년도 검사건수 약 99,700건)

-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식품 등의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 식품위생법 위반 판명 시 수입자에게 개선 결과 보고 요청
- 해외에서 문제 발생 정보 등에 근거한 긴급 대응 실시
(3) 일본 내 유통 단계에서의 조치

- 식품위생법 위반 판명 시 회수 등 지시

*출처

①https://www.mhlw.go.jp/stf/
newpage_176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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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신고 시마다 수입자가 등록검사기관의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식품별 조건이 존재)
▲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대상 식품,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명령 지시
※ 실시기간 : 2021.4.1. ~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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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산 수입식품 검사명령 대상(수입 신고 시마다 제품 검사)
연번

검사대상 식품

1

돼지고기

2

뱀장어(활어)

설파디미딘

검사항목

* 별도 지시하는 처리장에서 처리된 것 제외

옥소린산

* 별도 제시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옥솔린산 관련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제외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엔로플록사신

* 별도 지시하는 등록양식장, 가공장 및 수출자로 별도 제시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및 엔로플록사신 관련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제외(냉장 넙치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양식 넙치 증명서 및 냉장 넙치육
확인증명서의 2매 1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

3

양식 넙치 및 그 가공품
(단순가공에 한함)

4

이매패 및 그 가공품
(관자뿐인 가리비 제외)

마비성 패독(별도 제시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제외),
설사성패독

5

생식용 피조개

* 별도 지시한 제조자에서 처리된 것에 한함

6

생식용 키조개

7

김치

8

풋고추 및 그 가공품
(단순가공에 한함)

9

들깨 및 그 가공품
(단순가공에 한함)

10

토마토 및 그 가공품
(단순가공에 한함)

플루퀸코나졸

11

미니토마토 및 그 가공품
(단순가공에 한함)

플루퀸코나졸

12

파프리카(점보피망) 및 그 가공품
(단순가공에 한함)

13

참외(절임용을 제외) 및 그 가공품
(단순가공에 한함)

쿠도아충(Kudoa septempunctata)
* 별도 지시하는 양식업자가 출하한 활 또는 신선의 것(가열가공용을 제외)에
한함

장염 비브리오

장염 비브리오

* 별도 지시한 제조자에서 처리된 것에 한함

장출혈성대장균 O103

* 별도 지시한 제조자에서 처리된 것에 한함

플루퀸코나졸

* 별도 지시한 한국 정부에 의해 수출자 ID의 등록이 된 수출자로부터 수출된
신선 풋고추를 제외

인독사카브, 파클로부트라졸
* 별도 지시한 한국 정부에 의해 수출자 ID의 등록이 된 수출자로부터 수출된
신선 토마토를 제외
* 별도 지시한 한국 정부에 의해 수출자 ID의 등록이 된 수출자로부터 수출된
신선 미니토마토를 제외

클로르피리포스

* 별도 지시한 한국 정부에 의해 수출자 ID의 등록이 된 수출자로부터 수출된
신선 파프리카를 제외

클로르페나피르

* 별도 지시한 한국 정부에 의해 수출자 ID의 등록이 된 수출자로부터 수출된
신선 참외를 제외

② 한국산 특정업체 제품 검사명령(검사품목, 검사항목 지정)
연번

검사대상 식품

업체(양식업자)

검사항목

1

양식 넙치

원수산 등 39개 업체

쿠도아충(Kudoa septempunctata)

3

생식용 키조개

HAN LYO FISHERY 등 4개 업체

장염비브리오

2
4

생식용 피조개
김치

DAE JIN MARINE 등 11개 업체

DAEKWANG F&G

장염비브리오

장출혈성대장균 O103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대상 검사명령을 잘 확인하여 수출제품 안전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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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10

對사우디,
육류 및 가금류 수출시 할랄인증 절차 (1월 21일)

사우디 식약청(SFDA)과 표준청(SASO)은 사우디 주재 아시아 국가별 대표단 대상 화상
워크숍을 통해 사우디에 수입되는 육류와 가금류에 대한 할랄 인증 절차를 공지하였습니다.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와 가금류 제품은 통관 시 할랄 인증서(Halal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하며, 동 인증서는 SFDA 산하 할랄센터가 인가한 할랄 인증기관 (Halal Certification
Bodies)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SFDA 산하 할랄센터가 인가한 할랄인증기관(아시아 내)]
No.

기관명

소재국가

1

SGS Gulf Limited

UAE

2
3
4
5
6
7
8
9
10
11
12

Gulftic Certification LLC

RACS Quality Certificates Issuing Services
Prime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LLC
Mastercert LLP

Jamiat Ulama-I-Hind Halal Trust (JUHHT)

International Halal Certification (PVT) LTD
Bureau veritas Pakistan (Private) Limited
Shandong Halal Certification Service

Prime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Asia Pacific Inc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Prime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Company Ltd

UAE
UAE
UAE
인도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필리핀
태국
일본

각국의 할랄 인증기관이 사우디 정부로부터 인가받기 위해서는 사우디 인증센터(Saudi

Accreditation Center) 또는 걸프 인증센터(Gulf Accreditation Center) 또는 국제할랄
인증포럼(International Halal Accreditation Forum)의 회원인 인증센터로부터 인가증
*출처

①https://halal.sfda.gov.sa

②https://www.saso.gov.sa

③https://master-cert.com/
halal (그림)

발급 후, SASO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국에 할랄인증기관이 없는 경우는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가 사우디 할랄센터에 직접
할랄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할랄인증서 제출 요건은 자국 내 할랄인증기관이 있는 경우 2020년 11월 1일부터, 
자국 내 할랄인증기관이 없는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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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식품규제 장관 포럼 개최 결과 (2월 12일)

과채주스에 건강별점제(Health Star Rating) 조정 검토

11

호주- 뉴질랜드

건강별점제는 식품표시 시스템으로, 식품의 영양프로필을 별 1/2점에서 5점까지 평가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식품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지난 회의에서 건강별점제 조정에 관한 논의에 이어서, 호주 보건부는 100% 과채주스
(설탕 무첨가)에 대한 건강별점제 계산법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이 시스템이 주스의 당 함량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는다는 면에서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A1186 보고서 검토 - 대체 육제품(Meat analogue product)의 콩 레그헤모글로빈
(Soy Leghemoglobin)

임파서블 푸드사(Impossible Foods Inc.)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으로
대체 육제품 제조 시 미생물 발효로 생산된 콩 레그헤모글로빈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20.8.6.). 이후 FSANZ 이사회는 이를 허가하기 위해 호주-뉴질랜드의 식품공전
(Food Standards Code)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20.12.1.).

포럼에서는 FSANZ의 건강 및 안전성 위험 평가에 따라 해당 신청서와 관련된 위해
요소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콩 레그헤모글로빈 허용에 대한 승인으로 철분 공급원이 되는 대체 육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식단에서 동물 제품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 식품 규제, 산업 혁신과 일맥상통하며 호주-뉴질랜드의 교역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된 사항은 공고되어 호주-뉴질랜드 식품공전에 포함될 것
입니다.

*출처

①https://foodregulation.gov.
au/internet/fr/publishing.nsf/
Content/forum-communique2021-February12

②http://www.foodstandards.
gov.au/code/applications/
Documents/A1186%20
Approval%20Report.pdf

③https://www.greenqueen.
com.hk/impossible-foodssignals-australia-new-zealandmarket-entry-amid-ipo-buzz/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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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3

CODEX 온라인작업반 현황 / 의견 개진 요청 공지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제목
1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2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전자작업반> 바실루스 속으로 발효한 콩제품에 대한 지역기준초안 개발
바실루스 속으로 발효한 콩제품(청국장, 낫또, 더치, 키네마 등)에 대한 지역기준초안 작성을 위한 의견요청
1차회람 의견제출 완료(2021.2.28)
<전자작업반>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지역조정관 및 회원국 대상 표준운영절차(SOP) 개발
아시아 회원국 간에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이와 관련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조정관 및 회원국의

역할을 명시하는 표준운영절차(SOP) 개발에 대한 의견요청
~2021.5.7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CCFICS)
제목
1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2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3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CL> 국가식품관리제도(NFCS) 동등성 인정 및 유지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국가식품관리제도(NFCS) 전체 또는 일부 동등성을 평가, 인정,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침
~2021.5.7
<CL> 동등성 관련 Codex 통합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존 Codex 지침들에서 동등성 관련 부분을 통합한 단일 지침
~2021.5.7
<CL>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증명서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존지침(CAC/GL38-2001)을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증명서 교환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전자증명서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하는 지침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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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분과(CCFA)

<CL> CODEX 식품규격 중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기준 승인 또는 개정

제목
1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2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3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제목

4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CL> 식품규격 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GSFA 간 조정

식품규격 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GSFA 간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 지침에 맞추어 의견 제출
(예. 식품규격에 주용도만 규정, GSFA에 주석(Note)을 추가하여 식품규격 내 식품첨가물 조항 내용과 일치 등)
~2021.6.10

<CL> GSFA 내 식품첨가물 조항에 대한 의견 요청

GSFA 규격문서(CXG 192-1995) 내 조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 지침에 맞추어 의견 제출
(예.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검토, 신규 식품첨가물 지정, 기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제·개정 등)
~2021.6.10

<CL> Note 161과 연관된 감미료 조항에 대한 의견 요청

Note 161과 연관된 감미료 조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 지침에 맞추어 의견 제출
(예. Note 161 대체, 또는 조항 폐지/중단, 감미료의 사용이 가능했던 식품유형에 대한 논의 중단 또는 조항 폐지 등)
~2021.6.10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최종 채택(제 44차 총회)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 정확성과 일관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특정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2021.5.25
<OCS>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3단계 의견 요청

제목
2

~2021.6.10

<OCS>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 방지 실행규범 개정안에 대한 6단계 의견 요청

제목
1

식품규격 중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 지침에 맞추어 의견 제출
(예.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위원회, 가공과채류분과 등에서 회부된 식품규격 중 식품첨가물 검토)

원헬스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 회원들이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및 사용의 모니터링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국제기구 문서와 항생제 사용에 대한 참고자료가 잘 활용
되었는지 여부 검토 등

주요내용
의견요청기한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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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