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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소득증대에 따른 웰빙 추구로 식품소비는 다양화, 고급화, 간편화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3년부터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어 4년이 지났으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
다 정부 대처가 미흡해 축산물의 검역·검사, 원산지표시 및 단속 등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둘러싼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개정으로 사전예방 중심으로 식품안전기
준을 높이고 수입식품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새로운 식품안
전법 제정으로 국내외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식품안전
과 검역업무를 통합하는 등 세계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글로벌화하고, 식품안전관리 이슈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추세 속에서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식품안전정책동
향과 제도변화 분석을 통해 글로벌 식품안전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정부의 농식품
안전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7.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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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식품의 안전성을 높여 글로벌 무역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식품안전법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변화를 계속하
고 있음. 본 연구는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식품안전정책, 제도 등의 변화를 조
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 식
품안전정책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성과 방법
이 연구는 OECD와 FAO 등 국제기구의 식품안전관리원칙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식품안전정책동향과 제도변화를 분석을 통해 글
로벌 식품안전정책변화에 따른 국내 식품안전관리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당면한 식품안전정책 추진과제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첫 번째 대응과제는 생산(사육)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인 GAP는 2002년부터 도입되어 15년이 경과했으나
농가인증비율은 6% 수준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육단계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장단계의 HACCP은 자율인증체제로 운영되고 있
어 2016년 농장단계 HACCP 적용비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장단계
HACCP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에 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이력제와 연계하여 HACCP농장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의 전면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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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등록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
하는 한편, 주요 농약검출성분 정보를 관계기관(식약처, 농진청)에 제공하여 기
준설정을 확대하고, 농진청의 소면적재배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기관을 분리하되, 국가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한 기관이 통합·수행하
더라도 위험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
약처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위험평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부기능
을 농촌진흥청과 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다. 위험평가기구의 분리 독립 형태
는 식품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시스템 재편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역할에서
벗어나 과학에 근거하여 식품사고에 대해 위해성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평가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향후 위험평기기관
의 재편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연계해서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이후에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 업무는 연계성이
부족하며, 단계별로 단절되어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안전관리 결과에 대한 관
리시스템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수
기로 취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단계의 안전성조사 등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식
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병해충의 지속 출현,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 유해물질 탐색·발견
으로 인해 위해요소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식량위기
('07~'08) 이후 국제기구·선진국에서는 식품 안전과 더불어 공급·식생활·영양·
환경 등을 통합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물자원보전(Biosecurity)업무인
동식물검역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다. 최근 AI와 구제역의 발생이 장기화됨
에 따라 사회적으로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위해요
소의 통합관리측면에서 두 조직의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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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 소득증대에 따른 웰빙추구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
고, 최근 FTA 확산에 따라 국가 간 농식품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
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은 국정과제임.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종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분산 수행되었던 농식품 안전관리행정기능을 새롭게 출범한 식품의약품안
전처로 일원화하였음.
- 축산물안전관리,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농산물안전성조사 등
- 단, 일부 생산단계집행기능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업무 위탁
예) 농장, 도축, 집유단계 HACCP, 농산물안전성조사 등
○ 식품안전관리가 일원화되어 4년이 지났으나 축산물 HACCP 관리, 축산물
검역·검사, 원산지표시 및 단속 등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둘러싼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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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개정으로 사전예방 중심으로 식품
안전기준을 높이고 수입식품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5
년 10월부터 새로운 식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성 강화
를 도모하는 한편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관리기준도 높이고 있음.
- 미국의 예방적 방제 규정, 수입 식품 안전검증제도, 제3자 공인 인증, 식품
시설 등록 갱신 규정 등
○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글로벌화하고, 식품안전관리 이슈가 비관세장벽
으로 활용되는 추세 속에서 OECD, FAO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일본, 호
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식품안전정책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함.
- 중국의 식품첨가제 사용여부, 라벨링 표기 등 비관세 장벽 수단 강화 등
○ 2016년 GM 식품의 완전표시제를 반대하던 미국에서는 GM 식품의 완전표
시제 시행을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GM 식품 완전표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안전관리정책을 추
진 중임.
○ 중국은 2016년 10월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조제분유에 대해서 자국 및
해외 분유제조기업 모두 3개의 브랜드 및 9개 제품에 한해서 유통·판매하도
록 조제관리등록법을 시행하였고, 수출 제품에 대해서 중문번역 라벨 및 설
명서 첨부 등 라벨링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식품의 생산단계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
식품 수출 확대를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농산물의 품질 경
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
벌 식품안전기준과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방향
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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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식품안전정책, 제도 등의 변화를 조사·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 식품안
전정책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식품안전정책동향과 제도변화 분석을 통해 글로벌
식품안전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글로
벌 식품안전정책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정책방향과 당면과제를 제시

3. 선행연구 검토

3.1. 선행연구
○ 최근 외국의 식품안전정책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최지현·이계임·김철민·김민경(2004)의 경우, EU 국가, 미국, 일본 등을 중
심으로 식품안전관리원칙, 법률, 제도, 정책 등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함.
- 정기혜 외(2011)는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계획, 목표, 성과지표 등을 중심
으로 파악하였고,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제도, 법률, 정책 등의 동향은
검토하지 않았음.
- 정기혜 외(2012)는 식품위해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의 선진화를 위
해 미국, EU 등의 사례를 제시함.
- 정정길·황윤재·임채환(2015)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발생 사례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
중 협력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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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세계농업, 2014. 4.)에서 특집으로 EU, 미국, 중국, 일본
의 식품안전정책동향이 소개되었으나 국내 식품안전정책과 연계하여 시사
점이 충분히 도출되지 못했고, 2014년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 미국, 일본 등
의 중요한 식품안전관리정책변화 동향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음.
- 2015년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 등의 변화
- 2016년 일본의 농식품표시제도 개정 등의 변화
- 2015년 이후 미국의 식품안전법 추가 개정 논의 사항 등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최근에 외국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선행연구의 경우, EU, 미국, 일본, 중국의 식품
안전관리체계, 정책변화 등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FAO, OECD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글로벌 식품안
전정책의 기조변화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글로벌 식품안전정책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국내 농식품의 생산,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라는 점에서 차
별성이 있음.
- 기존 연구의 경우 단편적인 정책시사점 도출에 국한됨. 본 연구는 식품안
전정책의 글로벌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정책 대응방향 제시에 초점을 두
고 수행함.
- 2017년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효율적 식품안전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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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식품안전정책의 특징과 동향

1. 국제기구의 식품안전정책

1.1. FAO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정부기관
을 비롯한 관련 산업 및 관계자와 함께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식품안전품질부서(Food Safety and
Quality Unity, AGND)는 식중독 발생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을 지
원하기 위해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
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 생계 개선 및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식품안전품질부서의 역할은 ① 국제 식품 규격에 따른 식품 안전과 영양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자문을 제공, ② 식품안전 위기상황 관리를 포함하여 식
품 관리 및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 및 개인의 능력 개발, ③ 식품안전정
책 체제 개발을 위한 과정 지원, ④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식품 안전 및 품질 네트워크의 개발 장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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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품질관리부서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
으며,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음.
- 동물성 사료(Animal Feeds),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생물
보안(Biosecurity), 생명공학(Biotechnology), 생물 독소(Biotoxins), Codex
관련 역량 강화 활동(Capacity Building Activities related to Codex), 기후
변화: 식품안전에 영향(Climate change: implications for food safety), 신선
한 농작물과 관련된 미생물학적 위해(Microbiological hazards associated
with fresh produce), 민간 표준 식품 규격(Private food standard), 길거리
음식(Street food), 식품 바이러스(Viruses in foods) 등
○ FAO는 먹이사슬에서의 위기관리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동물 건강, 식물 보
호와 함께 식품안전 위기대응시스템(Emergency Prevention System)을 구축
하고 있으며,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 식품안전 위기대응시스템은 식품안전 위해의 예방과 관리를 주요 목적으
로 삼고 있으며, FAO 회원국에게 조기 경보, 위기 예방과 신속 대응을 제
공하고 있음.
<그림 2-1> FAO의 먹이사슬 위기관리체계

자료: 정기혜 외. 2014.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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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ECD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정책 분
석을 통해 회원국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조직
으로서 WTO 관련 통상정책, 국내정책, 새로운 이슈 등을 논의 주제로 선정
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에 정책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며 정책개선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보건(health), GM 식품을 비롯해서 농약(pesticide,
biocide), 화학적 위험(chemical safety) 등에 관한 정책을 검토
○ OECD 식품안전특별회의는 2000년에 총 3회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식품
안전체계와 활동에 대한 고찰”, “국가의 식품안전체계와 활동 고찰”, “국제
기구의 식품안전활동 고찰”, “국가식품안전체계와 활동 요약” 및 “국제기구
의 식품안전활동 요약”을 이사회의를 통하여 각료회의와 G8에 제출하였음.
이와 함께 기존의 신식품·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작업반 및 생명공학 규제조
화에 대한 작업반과 OECD Edinburgh Conference on the Scientific and
Health Aspect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GM Food Safety: Facts,
Uncertainties and Assessment와 OECD Consult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에서 관련 보고서도 제출되었음.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OECD 각료회의와 G8에서는 유전자조작식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적 논의는
Codex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OECD는 식품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함.
-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OECD 각료회의와 선진
8개국 정상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OECD에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현
황과 GM식품의 관리 현황을 조사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음. 이에 OECD
농업위원회와 환경위원회 등에서는 기존 작업반을 이용하여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OECD 이사회에서는 식품안전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
기로 합의하였음. 이 식품안전특별회의는 국제적으로 식품안전 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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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 현황 작성에 대한 감독을 하며, 특히 예방원칙을 중심으로 한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제도에 대한 현황,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
고서를 제출하였음.
○ OECD 농업위원회는 시장개방화와 연계된 PSE(생산자보조지표: Producer
Subsidy Equivalent)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논의에 집중한 반면, 식품안
전정책에 관한 연구 및 논의는 소홀한 편이었음.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식품 사고 및 각종 질병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면서 식품안전정책이 세계
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식품안전관리 논제가 OECD의
새로운 주제로 제시되었음.
- OECD에서 다루어진 식품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 사항은 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식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농업위험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식품안전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OECD는 과학의 발전, 효과적인 제도의 필요성 및 소비자의 식인성 질병
(food-borne disease)에 대한 인식의 증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식품안전관리 제도의 기본 목적은 국민
의 건강 보호이나 공공은 식품안전 이외에도 식품의 품질․제조방법․생명
공학의 이용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결정에 국제
규격의 활용이 증가하나, OECD 회원국 간의 개별 제품에 대한 정책결정의
차이는 국가별로 설정한 적정보호 수준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식품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기타 정당한 요소(other legitimate factors)
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며,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적용에 대
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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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식품안전정책

2.1. 미국1
2.1.1. 행정체계
○ 미국의 식품안전관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HHS) 산하 식품의약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 산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gency: NOAA), 그리고 주 정부가 협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식품의약청과 식품안전검사국이 식품안전에서 가장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청은 농약과 소독제 관리 등을 통해 식품안전에 기여

1 미국의 식품안전정책 실태는 이화여자대학교 오상석 교수에게 의뢰한 위탁연구 결과
를 일부 참조하여 작성함.

10
<그림 2-2> 미국의 식품안전관리 기관

자료: 위탁연구를 수행한 이화여자대학교 오상석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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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식품의약청은 농무부가 관리하는 품목을 제외한 미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
든 식품과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 식이보충제, 먹는 샘물(bottled water), 식
품첨가물, 영아용 조제식을 규제하고 있으며, 주요 규제 품목은 <표 2-1>과
같음.
- 계란의 경우 안전성 책임을 식품안전검사국과 식품의약청이 공동으로 책
임지고 있으며, 계란을 판매하는 산업체나 계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
체에 대한 규제 권한은 식품안전검사국이 보유
<표 2-1> 미국 식품의약청 담당 규제 품목
식품군

해당식품
우유 (Milk)

유제품 (Dairy products)

치즈 (Cheese)
버터 (Butter)
채소류 (Vegetables)

농산물 (Plant products)

과일류 (Fruits)
너트류 (Nuts)
주스 (Juices)

향신료 (Spices)
식이 보충제 (Dietary Supplement)
물고기 (Finfish)
해산물 (Seafoods)

조개류 (Shellfish)
갑각류 (Crustaceans)
어육 연제품 (Surimi based)
빵류 (Bread)

곡물제품 (Grain-based)

시리얼 (Cereals)
곡물가루 (Flour)

생수 (Bottled water)
화장품류 (Cosmetics)
동물용 사료 (Food for animal)

사료

자료: 위탁연구를 수행한 이화여자대학교 오상석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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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청은 전체 식품의 80∼90%에 대하여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하며,
위생적이고, 주요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2,000여 명의 검사원을 통해 13만 개 이상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한정된 재화, 인력으로 이를 모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응보다는 예
방을 목표로 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이 발표됨에 따라, 식품의약청은 예방 관리, 점검 및 준수, 대응, 수입, 파트
너십 강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식품의약청 산하기관인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FSAN)는 ① 식품안전 관련 연구의 수행 및 지원, ② 식
품안전과 품질규제 개발 및 법 집행 감시, ③ FDA의 식품점검 프로그램과
법 집행 프로그램의 평가와 편성, ④ 주정부가 담당하는 식품 안전 활동의
편성 및 평가, ⑤ 소비자와 산업체에서 식품안전 정보 및 행정규제 정보의
개발 및 전파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수의학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CVM)는 모든 동물 의약품, 사
료(애완용 사료 포함), 동물에 대한 수의학 기구의 안전성, 적절한 표기, 식
품으로 사용되는 동물로부터 인간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책임이
있음.
○ 식품현대화법 발효 이후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식품현대화법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학교와 협
력하여 개발하고 있음.
- 농산물 안전성, 식품 및 동물용 사료를 위한 FSPCA 예방 관리, 새싹 안전
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식품 생산자
및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협정을
맺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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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전체 식품의 10~20% 정도를 관리
하며, 육류, 가금류, 계란 제품들과 이들을 생산하는 도축장에서의 위생 및 안
전성, 그리고 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포장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
- 검사원 7,800여 명이 6,800여 개의 육류 가공 또는 도축시설 관리
○ 식품안전검사국은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에 따라 소
비자들이 소비하기 위하여 사육되고 가공되는 가금류에 대하여 검사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계란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에 의거하여 국
내산 또는 수입된 액상 계란, 동결 계란과, 건조 계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과 계란의 안전한 사용 또는 폐기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또한, 식품안전검사국은 외국의 육류와 가금류 공장에서 미국에 해당 제품
을 수출하고자 할 때 이를 가공한 공장이 미국 검사활동 체계와 동등한 체계
에서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 증명
할 책임이 있음.
- 수입항에 위치한 식품안전검사국 검사원은 가축, 양, 돼지, 염소, 말 등 수
입된 육류와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메추라기, 평흉류, 기니에 이르는 가
금류가 시판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통계적 샘플링 프
로그램 수행

다. 기타 기관
○ 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예방센터(CDC)는 ① 식중독의 모니터링, 확인, 조사하여
문제 원인 규명, ② FDA, FSIS, 국립수산물서비스(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 주정부 및 지역 보건관리부서, 대학, 식품산업계와 협력하
여 식중독 관리방법을 개발, ③ 개발한 관리방법의 효능 평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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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DOC) 산하 국립수산물서비스(NMFS)는 사용자들의 요금을 이용하
여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생선, 패류의 검사와 품질등급 프로그램을 수행하
고 있으며, 수산물의 품질과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한 국립해양대
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역시 해산
물 안전성 및 품질검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상무부 산하 환경보호청(EPA)은 농작물에 사용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
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농산물에 이용된 농약제품의 안전성 확인
및 식품과 사료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를 담당함. 연방상거
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기만, 불공정
상거래 등을 규제하고 있음.
○ 농무부에는 식품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농
업연구원(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동식물 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농업 마케팅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곡물검사청(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 등이 있음.
- 농업연구원은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활동 프로그램을 돕는 식품안전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국은 부르셀라,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
으로부터 동물, 식물 자원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
한 식품 공급을 지원
- 농업 마케팅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은 유제품, 과일, 채소, 축산
물, 육류, 가금류, 해산물, 계란 제품의 품질 등급과 마케팅 등급 및 기준
수립, 품질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은 학교급식과 국내 식품 프로그램의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
- 곡물검사청은 주로 마케팅을 목적으로 곡물과 관련 상품의 품질 기준 및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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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경 지역을
포함하여 식품 보안(security) 활동을 수행하며,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산하 주류 및 담배 세무 및 상거래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은 주류 생산, 안전, 사용 및 법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
당하고 있음.

2.1.2. 법령체계
○ 미국의 식품안전 정책의 발전은 식품안전 관련법의 변화로 대변되며, 이러
한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미국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최초의 공식적인 조직인 농무부 화학국(Bureau of Chemistry)의 창설되었으
며, 식품안전 관련 활동과 소비자단체, 언론,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부응하
여 1906년 ｢순수식품의약품법(The Pure Food and Drug Act)｣이 제정됨.
-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불량 식품, 허위표시 식품, 식음료의 주간(interstate)
상거래 금지 등을 포함
○ 식품의 부정불량과 허위표시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미국
의 식품법은 1938년 ｢연방 식품‧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으로 대폭 개정됨.
- 식품‧약품 및 화장품법의 시행 초기에는 식품 공장의 비위생적 환경과 허
위 표시가 만연하여 식품 위생에 초점을 둠.
○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화학제제가 많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식품 및 색소 첨가물 법｣이 제정됨. 또한 1978년 12월에서 1979년
8월 사이에 일부 영아 식품에서 필요 영양원인 염소 부족으로 인해 영아의
발육 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아식품법(Infant
Formula Act)｣을 제정함.

16
○ 1990년대에는 영양표시 제도를 보완하는 ｢영양표시와 교육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을 제정하여, 모든 포장 식품의 영양 표시 표기를 명시
화하고, 모든 건강 강조 표시 식품은 보건후생부 장관이 지정한 용어를 사용
하도록 함.
○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생물학
적 테러 대비‧대응을 취지로 ｢공중보건안보와 생물학적 테러 대비‧대응법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을
제정하여 농산물과 식품으로 인한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적 수
단을 마련함.
- 다부처 관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정부기관별 상이한 권한 행사 등의 허
술한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 식품산업 및 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식품 관련법의 제정과 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부처 관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정부기관별 상
이한 권한 행사 등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식품안전 사건‧사고가 발생함.
○ 일련의 식품안전 사고 발생과 더불어 현재의 법률과 재원으로 식품안전문제
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2011년 ｢식품안전현대
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 FSMA)｣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에
관련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함.
-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역량 증진, 식품안전사고
문제점 발견 및 대응을 위한 역량 증진,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예방에 근거한 새로운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인지하여 각각의 내용에 대한 적용 시한을 정하였으며, FDA에 매년 할당
되는 예산에 따라 필요한 인원 확보와 활동으로 법을 제때에 실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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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해 진행사항을 공표하고 있음.
- 식중독 발생의 예방, 검사활동의 강화 및 효율 제고, 강제 리콜을 포함한
권한 강화,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 국내외 식품안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FDA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
○ 식품안전현대화법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목표하는 바를 이
루기 위한 규제방안, 전략을 하위 부문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제 1, 2, 3, 4장은 각각 ‘식품안전 문제의 예방 능력 개선’, ‘식품안전 문제
의 적발 및 대응 능력 개선’, ‘수입식품 안전성 강화’, ‘기타 조항’을 주제
로 하고 있음.
<표 2-2>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주제
1

기록 점검

2

식품시설 등록

3

위해분석 및 위해성 기반하여(Risk-based) 예방 관리

4

수행 기준

5

농산물 안전 기준

6

고의적 부정·불량의 방지

7

벌금 부과 및 징수권한

8

국가농업 및 식품보안 전략

9

식품 및 농업 공동체협의회

10

국내 식품안전 역량 확보

11

식품의 위생적 운송

12

식품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관리

13

검사방법 선정

14

실험실 인가

15

실험실 네트워크의 통합

16

추적성 및 기록보존 강화

17

감시

18

강제회수 권한

19

행정적 억류(Administrative Detention)

20

오염 제거와 처리의 기준 및 계획

21

해외 식품 공급업자 확인 프로그램

18
(계속)
1

기록 점검

22

수입업자의 자발적 품질보증 프로그램

23

식품의 수입증명서 요구 권한

24

수입식품 선적의 사전 통지

25

타국의 규제 권한 검토

26

식품에 관한 외국 정부의 역량 구축

27

해외 식품시설 검사

28

제3자 감사 및 감사 대리인 인가

29

FDA의 해외 사무소

30

식품안전 기금

31

사법권

자료: 위탁연구를 수행한 이화여자대학교 오상석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음.

○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안전 체계의 전면적인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이 발효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제안된 많은 규칙
들이 최종 규칙으로 수정‧공표됨.
- 최종본이 완성되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규칙이
있으며, 이미 최종 규칙으로 공표되었지만 규칙의 발효 시기를 연장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 FDA에 업데이트하고 있음.
○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식품의약청(FDA)은 다양한 지침
서들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지침서의 대부분은 산업체를
위한 것으로 식품현대화법의 각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산업체 관계자들이 이
해하고 적용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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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시행 규칙(2017년 5월 기준)
Year

Rule

Docket number

Status

2016. 8.

Extension and Clarification of Compliance Dates for
Certain Provisions of Four Implementing Rules

FDA-2011-N-0920,
FDA-2011-N-0921,
FDA-2011-N-0922,
FDA-2011-N-0143

Final Rule

2016. 7.

Amendments to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FDA-2002-N-0323

Final Rule

2016. 5.

Mitigation Strategies to Protect Food Against Intentional
Adulteration

FDA-2013-N-1425

Final Rule

2016. 4.

Sanitary Transportation of Human and Animal Food

FDA-2013-N-0013

Final Rule

2015. 11.

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FDA-2011-N-0146

Final Rule

2015. 11.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FDA-2011-N-0921

Final Rule

2015. 11.

Food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for Importers
of Food for Humans and Animals

FDA-2011-N-0143

Final Rule

2015. 9.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and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FDA-2011-N-0920

Final Rule

2015. 9.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and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Food for Animals

FDA-2011-N-0922

Final Rule

2015. 7.

User Fee Program to Provide for 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Certification Bodies to Conduct
Food Safety Audits and to Issue Certifications

FDA-2011-N-0146

Proposed Rule

2014. 4.

Record Availability Requirements: Establishment,
Maintenance, and Availability of Records

FDA-2002-N-0153

Final Rule

Implementation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Amendments to the
2014. 3.
Reportable Food Registry Provisions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A-2013-N-0590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2013. 5.

Information Required in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FDA-2011-N-0179

Final Rule

2013. 2.

Criteria Used to Order Administrative Detention of Food
for Human or Animal Consumption

FDA-2011-N-0197

Final Rule

자료: 위탁연구를 수행한 이화여자대학교 오상석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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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U2
2.2.1. 행정체계
○ EU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27개
회원국이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
안전 행정업무는 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가 담당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 정책을 법무를 담당하는 총국으로의 이관으로 보건소비자보
호총국에서 보건식품안전총국으로 변경
○ 보건식품안전총국은 내부 조직을 활용하여 직접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산
하 기관을 통해 교육기능을 수행함.
- 주요 산하기관으로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 소비자보건농
업식품집행기구(Consumers, Health and Food Executive Agency: CHAFEA)
등이 있음.
- 식품수의국은 회원국을 포함하여 해외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며,
소비자보건농업식품집행기구에서는 안전한 식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Better Training for Safer Food initiative: BTSF) 등을 운영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위해성 평가를
담당하며,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 통계 등은 유럽질병통제센터(European
Co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가 담당함.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
된 연구개발은 보건식품안전총국이 아닌 연구혁신총국(DG for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2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정책 실태는 곽노성 박사에 의뢰한 위탁연구 결과를 일부 참조
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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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식품안전총국
○ 보건식품안전총국은 식품안전 이외에도 보건, 동물과 식물 보건 및 항생제
내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7개 내부부서와 1개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7개 내부부서에서 4개 부서가 식품안전 관련이며, 이해관계자와 국제업무
를 담당하는 식품체인(Food Chain), 식품·사료안전·혁신(Food and feed
safety, innovation), 식품 및 동식물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in
food, animals and plants)와 보건식품조사분석(Health and food audits and
analysis) 등이 있음.
- 식품·사료안전·혁신부서에서는 식품정보와 성분 및 폐기물(Food information and composition, food waste), 식품가공기술과 신종식품(Foo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novel foods), 생명공학(Biotechnology), 잔류
농약과 생물제제(Pesticides and Biocide), 동물 영양과 수의약품(Animal
nutrition, veterinary medicines)을 담당
○ 보건식품안전총국의 의사결정은 식품체인동물보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이하 상임위원회)와 자문
그룹(Advisory Group)의 지원을 받음.
- 상임위원회는 일반식품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각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의 대표로 구성되며, 일반식품법, 식품체인의 생물학․독성학적 안전, 관
리 및 수입 조건, 동물 영양, GMO와 환경 위험, 동물 보건 및 복지, 식물
약학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
- 자문 그룹은 농민, 식품산업, 유통업, 소비자 관련 45개의 기관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식품 및 사료의 표시, 식품 및 사료의 안전, 식품법제와 관련된
인체 영향, 동물의 보건 복지와 식물의 보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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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유럽연합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 조직도

주: DGSANTE에서 제공하는 도표를 단순화, 재편집하였음.
자료: DGSANTE Organization Chart. DGSANCO. 2017. 4. 9.

나. 유럽식품안전청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1990년대 발생한
일련의 식품 사고를 계기로 2002년 1월에 수립되었으며, 식품과 사료의 안
전과 관련하여 위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과학적인 자문을 하고 정
보교류 업무를 수행함.
- EU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나, 집행위원회나 의회 및 개별 회원국과는 독
립적으로 운영
- 업무 범위는 식품과 사료의 안전, 영양, 동물 보건과 복지, 식물 보호 및
보건까지 포괄하며, GMO, 잔류 농약, 사료 첨가물, 식물 질병에 대한 환
경영향평가를 실시
○ 유럽식품안전청 조직은 ① 농약, GMO, 사료, 영양, 식품 원료 및 포장과 같
은 규제 제품의 과학적 평가(Scientific Evaluation of Regulated Products)를
담당하는 부서, ② 동식물 보건, 생물학적 위해 및 오염물질, 과학위원회 및
신종 위험, 평가 및 방법 지원, 근거 관리를 담당하는 위해성 평가 및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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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Risk Assessment & Scientific Assistance)을 담당하는 부서, ③ 커뮤니
케이션과 대외협력(Communications and External relations)을 담당하는 부서
등이 있음.
○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 알러지성 식품원료, GMO, 야생 및 양식 어
류, 잔류 농약,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동물 보건 이슈에 대해 과학적 자문
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위해성 평가방법론의 조화 등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
항에 대해서도 과학적 자문을 실시함.
○ 유럽식품안전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가장 완벽
한 과학적 정보에 기초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
는 것으로, 이를 위해 회원국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개적인 자문
과 데이터 요청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2-4> 유럽연합의 유럽식품안전청(EFSA) 조직도

주: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제공하는 도표를 단순화, 재편집하였음.
자료 : EFSA Organisational Structure on 01/01/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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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법령체계
○ 유럽연합의 법령은 기본법(Primary Legislation)3, 일반법(Secondary Legilsation)4,
판례법(Case Law)5의 형태로 구분되며, 식품안전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원
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로 주로 법규가 적용됨.
- 과거에는 지침을 통해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회원국의
지침 준수가 늦어지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최근에는 주로 법규를 통해 식
품안전 규제를 운영
<표 2-4> 유럽연합의 법적 행위 유형
구분

내용

법규
(Regulations)

법규는 강제력이 있는 법률적 행위로 EU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함. 예를 들어 EU가 파르마 햄과 같이
특정지역 농산물의 명칭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법규를 채택함.

지침
(Directives)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법률적 행위임. 하지만 방법(how)은 개별
회원국에 달려 있음. 과도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근무시간 지침이 여기에 해당됨. 지침에서는 최소
휴식 기간과 최대 근무시간을 설정하며, 회원국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개정함.

결정
(Decisions)

결정은 특정 회원국인 회사와 같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짐. 예를 들어 집행위원회
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

권고
(Recommendations)

권고는 강제력이 없음. 집행위원회가 금융 분야 종사자들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보수규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음. 권고는 기관이 특정 대상에 대해 법적인
강제력 없이 입장을 피력하는 데 사용됨.

의견
(Opinions)

의견은 강제력 없이 기관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사용됨. 예를 들어,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이
EU의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자료: http://europa.eu/eu-law/decision-making/legal-acts/index_en.htm.

3 기본법은 회원국 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된 조약(Treaty)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위상을 가진 협정을 말하며, 개별 회원국의 공식적인 비준을 필요로 함.
4 일반법은 EU 기관을 통해 결정되는 법으로 구속력, 적용 대상 등의 차이에 따라 세
분화가 가능함.
5 판례법은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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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식품법
○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으로 통칭되는 법규 178/2002/EC는 2002년 1
월 제정되었으며, 식품 규제가 일관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
시에 EU 차원에서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회원국 간 상호인
정을 통해 내부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식품 관련 정의와 함께 사업자의 책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과 집행위원회를 지원하
는 식품체인동물보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의 구성과 활동, 긴급경보체계(Rapid Alert System)와
같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회원국 간의 충돌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절차도 규정
○ EU 집행위원회는 일반식품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일반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식품사료긴급경보시스템, 식물, 동
물, 식품사료위원회, 위기관리, 조치수단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나. 동물보건
○ 동물보건법(Animal Health Law)으로 불리는 전염성동물질병법규(Regulation
on transmissible animal diseases)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동물
질병에 관한 것으로 가축, 야생동물과 동물 제품의 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관
리하는 원칙과 규칙(rule)을 규정하고 있음.
- 질병 예방 및 준비, 질병인식, 생물보안(biosecurity), 추적(traceability), 질병
통제 및 박멸, 비상사태 조치 등 포함
- 2016년 3월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5년간 집행될 예정으로,
2019년 4월까지 이 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하위 법규를 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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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시 및 영양
○ 2011년에 제정된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법규(Regulation on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2011/1169/EU)｣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중 영양정보 관련 규정은 2016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전에는 지침(Directive) 2000/13/EC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회원국의 자
율적인 법령 개정이 가능해 규제 집행의 일관성이 저하
-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2011년 기존 식품표시에 대한 지침(2000/13/EC)
과 영양표시에 대한 지침(90/496/EEC)을 통합한 법규 마련
- 주요 법규 내용은 식품정보에 대한 일반원칙은 물론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식품의 명칭, 성분목록, 사용법, 알코올 함량, 영양표시 등 우리
나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있는 사항이 규정
○ 일반표시 이외에 건강정보표시(Health Claim)에 관한 사항도 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정보표시에 관한 내용은 법규 1924/2006/EC에 규정되
어 있음.
- 정보표시에 대한 일반원칙과 함께 EU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등이 규정되
어 있으며, 법규 107/2008/EC 등에 의해 개정
- 집행위원회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법규 1924/2006/EC의 집행을 위해 법규
353/2008/EC 등을 마련
○ 특정집단대상식품(Foods for Specific Groups) 관련 법규(Regulation on food
intended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and total diet replacement for weight control, 2013/609/EU)가 2013년 제정되
어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 차원에서 미네랄
과 비타민을 포함해서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단일 성분 목록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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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종식품(novel food) 및 GMO
○ 신종식품에 대한 관리는 법규 258/97/EC을 적용해왔으나, 2015년 신종식품
에 대한 새로운 법규(2011/1169/EU)가 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규 개편은 승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하고 혁신적인 식품을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집
중식 승인시스템(centralised authorisation system)을 구축함.
○ GMO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시장에서의 GMO 추적을 보장하고자 5개의 법
규와 지침으로 구성된 GMO 법령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 지침 2001/18/EC는 GMO의 환경 방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규
2003/1829/EC는 GM 식품과 사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지침 2015/412/EU는 회원국이 자국에서 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법규 2003/1830/EC는 추적시스템
(traceability)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GM 미생물의 용기 내 사용은
2009/41/EC에서, GMO의 이동은 2003/1946/EC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법규 2003/1829/EC에 따라, GMO가 함유된 식품에는 함유되었다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함유시키지 않고 그 함량이 0.9%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음.
○ 당초 GMO는 신종식품 관련 법규(258/97/EC)의 적용을 받았으나, 사료로 사
용되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GMO 관련 법규
(1829/2003/EC)가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 GMO에 대한 사항은 신종식품 관
련 법규(258/97EC)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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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화학적 안전
○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법규 315/93/EEC에 규정되어 있으
며, 식품에서 허용되는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치는 2006/1881/EC에서 규정하
고 있음.
- 여기에는 질산염, 마이코톡신, 중금속, 3-MCPD, 다이옥신류, 다이옥신 유
사 PCBs(dioxin-like PCBs), 다이옥신 비유사 PCBs(non dioxin-like PCBs),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멜라민, 에루스
산(erucic acid)이 포함
○ 동물용 의약품 잔류 기준은 법규 2010/37/EU에 설정되어 있으며, 법규 2009/
470/EC는 동물용 의약품의 최대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잔류 기준 설정은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서 담당
○ 잔류 농약 최대치는 법규 2005/396/EC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잔류 농약치가 특별히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0.01mg/kg을 기
준치로 적용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식품첨가물, 효소, 향료, 추출 용액을 화학적 안전과는 별
도로 식품증진제(food improvement agents)라는 정책 분야로 인식하여 관련
법규를 시행하고 있음.
<표 2-5> 식품첨가물 등 관련 법규 현황
법규 번호

내용

1331/2008/EC

일반 절차 규정

1332/2008/EC

식품 효소제(Food Enzymes)

1333/2008/EC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

1334/2008/EC

향료 및 향료적 특성을 가진 특정 식품원재료
(Flavouring and Certain Food Ingredients with Flavouring Properties)

자료: 곽노성. 2014. 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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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생물학적 안전
○ 식품위생(food hygiene) 관련 규정은 법규 EC 852/2004, 853/2004 and
854/2004로 구성되어 있음.
- 법규 852/2004/EC은 식품영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와 함께 식품영업자의
등록 및 승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개인 위생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동물성 식품은 법규 854/2004/EC를 통해 동물성 식품과 관련된 기구에 대
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 미생물 기준은 법규 2005/2073/EC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과 함께 채취
및 검사에 대한 사항까지 명시되어 있음. 위생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입력
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등은 법규 2074/2005/EC에 규정

2.3. 일본6
2.3.1. 행정체계
○ 일본은 2001년 9월 발생한 광우병(BSE)을 계기로 2003년 4월 위험분석체계
를 근간으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5월에 공포하였으며, 식품안
전 행정체계를 위험분석체계(Risk Analysis)로 대폭 개편하였음.
- 광우병 발생 이전의 식품안전 행정체계에 대하여 위기의식 결여 및 위기
관리체계 미흡, 소비자보호 경시의 행정, 정책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행정
기구, 관련 부처 간 협력 부족, 정보공개 미흡,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음.
- 특히, 법률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식품안전 관련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가
6 일본의 식품안전정책 실태는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에 의뢰한 위탁연구 결과를 일
부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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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워 범죄억제 효과 미흡, 식품안전을 포괄하는 법의 부재, 과학적인 위험
평가 전담 조직 부재, 관련 부처 간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을
담당하는 조직 부재, 소비자 보호나 정보 공개 전담 조직 부재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음.
○ 이와 같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식품안
전행정체계를 하고자 2003년 5월 ｢식품안전기본법｣을 공표하고, 위해성 분
석을 기본으로 하여 각 위해성 평가와 관리 기능을 분리함. 동법에 의거하여
내각부에 독립적으로 위험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됨.
- 새로운 식품행정시스템에 맞춰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기존의 법령
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작업을 병행
- 예를 들어,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농림수산성은 본부와 지방조직을 재편함과 동시에
사료 및 식품제조법을 일부 개정하고 쇠고기이력제법을 새롭게 제정
○ 또한, 식품표시법을 제정하여 JAS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표시 제도를 통일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 시 편
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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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일본의 식품안전 행정체계 변화과정
현행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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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전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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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감시 지도
·검역소의 수입 식품
감시지도(식품위생법)
·도축검사, 가금류
(食鳥) 검사(도축장
법, 食鳥처리법)

·표시기준 설정, 감
시지도(식품표시법)

식품안전 행정의 상황 변화
식품에 포함된 위해의 다양화, 복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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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화
(신규농약․첨가물개발, 식품의
글로벌화)
·새로운 위해 판명(O-157, 프리온 등)
·분석기술 향상(검출한계가 낮아져
｢제로 잔류｣ 달성 곤란)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적 동향
·식품안전에 ｢절대｣란 없고, 위험의 존
재를 전제로 제어한다는 사고방식 일
반화
→외국의 위험평가기관 설립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1999)
-EU 식품안전기관(2002)
-독일 위험평가기관(2002)
일본 내에서의 다양한 문제 발생
·가공유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광우병 발생
·수입 채소의 잔류 농약 사건
·무등록 농약, 지정 외 첨가물 사용
｢BSE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의 일본
식품안전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 지적
·생산자 우선․소비자보호 경시 행정
·전문가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
는 행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위험을 최소
화하는 시스템 결여
·정확한 정보제공과 투명성 확보 불충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식품안전성 확보
관련 개별법 개정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설치법
일부 개정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림수산성 관
계 법률 정비
·사료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
률 일부 개정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식품 제조과정 관리
의 고도화에 관한 임
시조치법 일부개정

자료: 위탁연구를 수행한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음.

가. 식품안전위원회
○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규제 및 지도 등을 실시하는 위해관리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과학에 근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해 평
가를 실시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식품에 함유 가능성이 높은 식품첨가물, 농약, 미생물 등의 위해요인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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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평가 실시
-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근거해 강구해야 할 시책에 대해 위해관리 기
관에 권고 가능
-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에 대해 소비자를 포함한 관계자와 정보 공유 및 의
견 교환
- 식품 섭취를 통해 중대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 발생
시 위해요인 등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식품안전위원회의 견해 등을 신속
하고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제공

나.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국민 생활의 보장 및 향상, 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 노동 환경 정비, 고용 안정, 인재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을 강구하기 위한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대책 등의 기획‧실시
- 검역소를 통해 수입식품에 관한 계획적인 감시지도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국 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식품의 계획적인 감사
지도 실시
- 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설정
- 식중독 발생 방지 감시지도의 실시 등
- 식품 중 방사성물질 대책
○ 주요 담당 법령은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외 각종 식품 기준 및 식품위생 관련 지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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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일본 후생노동성 업무 개요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일본의 식품안전 행정체제 및 관리제도.

다. 농림수산성
○ 농림수산성은 식료품의 안전공급 확보, 농림수산업의 발전, 농림어업자의
복지증진, 농어촌 및 산간지역 등의 진흥 등을 꾀하기 위하기 위한 기관으로
식품의 생산과정과 관계된 것을 담당함.
- 식품위생에 관한 것 및 환경성 업무와 관련된 농약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것은 제외
○ 주요 담당 법령은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법)｣, ｢농약단속법｣, ｢사료안전법｣등이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농지 토양의 개량과 오염의 방지 및 제재에 관한 업무
- 식품에 함유된 유해한 화학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인체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지침 등으로 감독
-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하
여 식품이력추적제도, HACCP 등의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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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법」에 근거한 식품표시 및 JAS 규격과 관련된 기준의 제정‧검토 및
집행 업무 일부(식품표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
고 있으나 이중 행정을 피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에서 일부 담당) 등

라. 소비자청
○ 소비자청은 소비자정책의 기본계획 책정 및 검증‧평가, 소비자 피해 방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지원, 소비자 재산 피해의 집단 보상, 소비자 교육 등
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반 식품 표시의 기획‧입안 및 출입검사, 개선지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명령 등의 행정집행을 담당함.
○ 주요 담당 법령은 ｢식품위생법｣, ｢소비자안전법｣, ｢JAS법｣, ｢건강증진법｣등
이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소비자청이 수집한 사고 정보(식품안전 관련 사고 포함) 중 피해 정도 및
확대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
비자에게 신속한 공표 및 주의환기 실시
- 사업자가 소비자청에 보고한 상품(식품 포함)의 회수정보 등을 소비자에
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리콜 정보 사이트’ 운영
- 제품‧식품‧시설‧서비스 분야의 생명‧신체 피해와 관련된 소비자 사고 등
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청에 설치된 소
비자안전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고서 공표
- 품질 및 가격에 대한 거짓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를 금지하는 ｢경품표시법｣
에 근거하여 외식업체의 메뉴표시 등의 적정한 식품표시를 위한 조치 강구
- ｢식품위생법｣, ｢JAS법｣, ｢소비자안전법｣, ｢건강증진법｣ 등과 관련된 정보
의 기록 및 산지 정보 전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식품표시 관련 제도의
기획, 입안, 집행 등의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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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일본 소비자청의 조직도

자료 : 일본 소비자청 홈페이지.

2.3.2. 법령체계
○ 일본의 식품안전법령체계는 ｢식품안전기본법(Food Safety Basic Act)｣을 상
위법으로 하여 하위법인 관련 부처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식품안전과 관련된 주요 법으로 ｢식품안전기본법(Food Safety Basic Act)｣,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Act)｣, ｢식품품질표시기준법(Japan Standards
Law)｣, ｢건강증진법(Health Promotion Act)｣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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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소관 부처
식품안전위원회
(내각부)

농림수산성

주요 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농약단속법

∙농산물검사법

∙사료안전법

∙비료단속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JAS법

∙우해면상뇌증대책특별조치법(BSE대책 특별조치법)
∙특정농산가공경영개선임시조치법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제조과정의 관리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식조처리법

∙도축장법

∙건강증진법

∙약사법
소비자청

∙식품표시법

주: “약사법”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소관이지만 동물용 의약품에 한해서는 농림수산성 장관의 권한하에 있음.
자료: 황윤재‧전형진‧한재환(2010)을 토대로 최근의 법령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

○ ｢식품안전기본법｣은 내각부 소관으로, 국민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
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식품안전 관련 대부분의 하위법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관장하였으
나, 2009년 소비자청 설치로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과
농림수산성의 ｢JAS법｣ 표시 기준의 기획 입안과 집행에 관한 사항들이 소
비자청으로 이관됨.
○ 종전의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식품표시 관
련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표시기준 일원화를 큰 골자로 하는 ｢식품표시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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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제정 및 공표되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식품표시기준
(내각부령)이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식품표시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①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구분 통
일, ② 제조공장 고유기호 사용에 관한 규정 개선, ③ 알레르기 표시 규정
개선, ④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⑤ 영양 강조표시 규정 개선, ⑥ 영양기능
식품 규정 변경, ⑦ 원재료명 표시 규정 변경, ⑧ 판매용도의 첨가물 표시
규정 개선, ⑨ 통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표시 관련 규정 일부를 기준에
규정, ⑩ 표시 레이아웃 개선, ⑪ 경과조치 기간 등임.
<표 2-7> 일본의 식품표시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내용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구분 통일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구분을 현행 JAS법과 식품위생법으로 각기 구분되어 운영되던 것을
JAS법의 취지에 근거한 구분으로 통일

제조공장 고유기호 사용에 관한 규정 개선

∙원칙적으로 동일제품을 2개 이상 공장에서 제조할 경우에 한해서 사용 가능
∙제조공장 고유기호를 사용할 경우 다음 한 가지 사항을 표시하며, 단 가공용 식품은 대상에
서 제외
- 제조공장 소재지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회신 가능한 자의 연락처
- 제조공장 소재지 등을 표시한 웹사이트 주소
- 당해제품의 제조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제조공장 소재지 등

알레르기 표시규정 개선

∙특정가공식품 및 그 확대표기를 폐기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원재료에 대해 알레르겐을
포함하였다는 취지의 표시를 의무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식품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자용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 영양성
분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 조치

원재료명 표시 규정 변경

∙빵류, 식용식물 유지, 드레싱 및 드레싱 형태의 조미료, 풍미 조미료에 대해서 원재료 및
첨가물을 구분하여 각기 차지하는 중량별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복합원재료 표시는 그것을 구성하는 원재료를 분할하여 표시하는 것이 알기 쉬운 경우에는
구성하는 원재료를 분할하여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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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주요 변경내용

영양 강조표시 규정 개선

∙상대표시(코덱스의 사고방식을 도입)
- 저감되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 경우(열량, 지질, 포화지방산, 콜레스트롤, 당류 및 나트
륨) 및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 경우(단백질 및 식품섬유)에는 기준치 이상의 절대
차에 더해서 새롭게 25% 이상의 상대차가 필요
-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 경우(미네랄류(나트륨을 제외), 비타민류)에는 ｢포함되었
다는 취지｣의 기준치 이상의 절대차를 대신하여, 영양소 등 표시기준치의 10% 이상의
절대차가 필요
∙무첨가 강조표시에 대한 규정 신설(코덱스 사고방식의 도입, 신규)

영양기능식품 규정 변경

∙n-3계 지방산, 비타민 K, 칼륨 등 대상성분 추가
∙계란 이외의 신선식품에 대해서도 영양기능식품 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
∙표시사항의 추가 및 변경
-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의 대상연령 및 기준열량에 관한 문구 표시
- 영양성분량 및 열량을 표시할 때의 식품단위는 1일당 섭취기준량으로 할 것
- 신선식품의 영양성분 기능을 표시할 경우 보존방법을 표시

판매용도의 첨가물 표시 규정 개선

통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표시관련 규정
일부를 기준에 규정

∙일반소비자용 첨가물에는 신규로 ｢내용량｣, ｢표시책임자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표시
∙업무용 첨가물에는 신규로 ｢표시책임자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표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현행 지도사항에서 의무표시로 규정
∙알기 쉬운 식품표시기준을 책정한다는 관점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일괄적으로 규정

표시 레이아웃 개선

∙표시가능면적이 대체적으로 30㎠ 이하일 경우 안전성에 관한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생략 불가
∙표시책임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식품제조 또는 가공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양도(판매를 제외)하는 경우 또는 식품 관련 사업자 이외의 판매자가
용기포장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공장 또는 가공장의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에는 수입업체의 영업소 소재지) 및 제조자 또는 가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수입자에 있어서
는 수입업체의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해서도 생략 불가
∙원재료와 첨가물은 구분을 명확히 표시

경과조치 기간

∙경과조치 기간(식품 표시 기준 시행 후 새로운 표시제도로 이행하는 유예기간)은 시행일로
부터 가공식품 및 첨가물은 5년, 신선식품류에 대해서는 1년6개월로 함

자료: 유지은(2016)을 토대로 표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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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호주7
2.4.1. 행정체계
○ 호주는 주(州) 정부 간 상이한 식품위생기준으로 인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약
화 및 식품안전의 우려로 호주 전체에 일관된 식품위생기준 마련이 주요 쟁
점이 되었음.
○ 1995년 WTO 출범에 따른 각국의 식품시장 개방에 따라 호주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1995년에 발생한 소시지 식중독 사건 등을 계기로 식품안전
관리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이에 호주는｢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1991)｣에 의거하여 뉴질랜드 정부
와 식품기준조약을 체결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청(Australia New Zealand
Food Authority: ANZFA)을 설립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공동 식품 기준 설정
시스템을 구축함.
- 호주‧뉴질랜드 식품청은 식품 기준을 개발하고 식품 기준 초안 및 기준
변경 초안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
○ 1998년 블레어 보고서(Food: A Growth Industry, Report of the food regulation review) 발간에 따라 시작된 논의 결과, 2002년 호주‧뉴질랜드 식품법
규 각료회의와 호주‧뉴질랜드 식품청 간의 정책 역할에 대한 명확화와 1차
생산품까지 추가한 전체 식품 체인에 대한 권한을 갖는 보다 강화된 조직인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
으로 전환됨.

7 호주의 식품안전정책 실태는 김태훈 박사에 의뢰한 위탁연구 결과를 일부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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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뉴질랜드 공동 식품 규제 체계는 크게 식품정책, 식품기준, 시행 및 집
행에 따라 구분됨.
- 식품정책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규제장관회의, 식품규제 상임위원회, 식품
규제시행 소위위원회 등이 담당
- 식품기준은 양국 공동 기구인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ASANZ)에서
담당
- 식품 정책‧기준에 관한 시행 및 집행은 국가별로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며,
호주는 농업수원부와 6개 주 및 2개 준주 식품기관이 맡으며, 뉴질랜드는
일차산업부가 관할

가. 호주‧뉴질랜드 식품규제장관회의
○ 호주‧뉴질랜드 식품규제장관회의는 호주 및 뉴질랜드 장관, 호주 주‧준주
장관, 기타 유관기관(1차 산업, 소비자 등)이 참여하며, 두 국가의 식품 규제
정책과 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식품기준에 대한 채택,
개정, 거부 및 심의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연 1회 이상 면담회의(Australia and New Zealand Ministerial Forum on
Food Regulation, The Forum) 개최
○ 호주‧뉴질랜드 식품규제장관회의의 소위원회인 식품규제 상임위원회(FRSC)
는 정책적인 조언과 공통된 식품기준 시행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
할을 담당함.
- 식품규제 상임위원회의 하위 위원회인 식품규제시행 소위원회(ISC)는 식
품 규정이 일관되게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각 기관의 소관
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식품규정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역할을 담당

나.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호주‧뉴질랜드의 양국 정부기관으로 식품기준
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양국 식품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호주‧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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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랜드 식품기준청 위원회가 관리함.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의 주요 역할은 ① 지속가능한 식품규제조치(기
준) 및 관리규범 개발, ② 식품 관련 자료 수집 및 제작, ③ 근거에 기반한
위해 분석, ④ 국가 대응, 이해관계자 참여, 감시, 점검에 관한 조정 역할, ⑤
양국 식품 규제 체계와 식품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자문 제
공, ⑥ 소비자에게 식품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정보에 입각한 선택 지
원, ⑦ 농업수자원부 수입식품 검사 지원 등임.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에 따라 양국
의 공동 식품기준 또는 관리규범인 ‘식품공전’ 마련 및 유지를 담당함.
- 식품공전은 일반 식품 기준(제1장), 식품별 기준(제2장), 식품 위생(제3장),
1차 생산 기준(제4장) 등 총 4장으로 구성
- 식품공전의 집행은 주와 준주 당국, 연방 농업수자원부 수입식품 담당부
처,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담당

다. 호주 농업수자원부(DAWR)
○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농림수산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 질병 예방, 방역 대책, 동물 복지, 동식물의 수출입 검역, 농업 자재 관
리를 담당하는 동식물방역국(PIAPH), 국경방역청(BA) 및 검사검역청
(AQIS) 등을 통해 정책의 기획‧입안 및 집행을 담당함.
- 2012년에는 검역검사국(AQIS)과 호주 방역국(Biosecurity Australia) 등에
흩어져 있던 방역 관리(수입식품 검사, 동식물 검역, 검역 정책 자문 포함)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
- 수자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2015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이관
받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존 농림수산부를 농업수자원부로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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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APVMA)
○ 호주 농업수자원부의 산하기관으로 국가잔류물질 조사제도(NRS)8에 따라
호주의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며, 주요 업무는 활성성분 허가,
제품 표시 승인, 화학물질 검토, 부적합 제품 회수 등임.
○ 농약동물용의약품청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과 공동으로 식품의 화학
물질 최대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담당함.

마. 지자체
○ 호주는 6개 주(state), 2개 준주(territory)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식품법
(Model Food Act)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식품법과 규정을 마련하여 집행함.
- 주와 준주의 식품법은 식품공전의 요건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게 해주며,
주로 식품가공 요건과 소매점 판매 요건을 다룸
<표 2-8> 호주 지자체 식품안전 담당 부서
구분

주(state)

준주
(territory)

집행기구
뉴사우스웨일즈

뉴사우스웨일즈 식품청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보건부

테즈메이니아

테즈메이니아 보건복지부

빅토리아

빅토리아 보건부 식품산업단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보건부

퀸즐랜드

퀸즐랜드 식품안전청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캔버라 보건국

노던 준주

노던 준주 보건지역사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5. 호주‧뉴질랜드 식품안전관리조직 현황 자료를 재구성함.

8 국가잔류물질 조사제도(National Residue Survey: NRS)는 호주의 식품 중 잔류화학
물질 및 환경 오염물질을 관리하고자 구축되었으며, 동물, 곡물, 원예작물, 어류 가공
품을 대상으로 농약, 동물용 의약품, 기타 오염물질을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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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률체계
○ 식품 관련 법규는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등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연
합하의 두 나라의 공중보건 보호를 위하여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FSANZ)를 설립하고 FSANZ 운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
성하고자 제정되었음.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생산‧가공‧판매 또는 수출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
과 품질의 우수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
- 식품 기업의 영업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조직의 운영
-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유도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는 호주와 뉴질랜드
의 공중보건 보호를 위하여 FSAN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임.

2.5. 중국9
2.5.1. 행정체계
○ 중국은 2009년에 제정된 ｢식품안전법｣을 토대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
중앙정부 행정기관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 행정기관에 이르는 3단계의
식품안전 관련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함.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 업무 관련 최상위 심의‧조정 기구로,
9 중국의 식품안전정책 실태는 리경호 박사에 의뢰한 위탁연구 결과를 일부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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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 2월 신설되었으며, 식품 현
황 및 추이 분석, 식품안전업무 배분 및 통합 지도,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관
한 주요 정책 제시 등을 담당함.
○ 중앙정부에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식품의약품감독
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CFDA)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이며, 모두 2013년 3월 국무원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신설됨.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을 통합한 조직으로, 식품생산‧가공단계의 안전관
리감독 업무와 식품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
○ 이외에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식품 관련 제품(포장 재료, 용기, 세
척제, 소독제 등)의 생산과 식품 수출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
며, 보건식품 광고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감독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기존의 위생부와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한 조직으로, 식품안전 위험평가와 식품안전 관련 표준을 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함.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위생, 농업,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및 식품약품
관리감독 부서가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함. 상부 인민정부(예를 들어
시, 성, 중앙정부)에 설치된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이 하부 인민정부의 식품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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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행정조직 체계 변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관련 업무의 최상위 심의･조정 기구)
(구체적 업무는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이 담당)

중앙정부 행정기관

총괄

신선농산물 생산

위생부

농업부

→

식품 생산 ․ 가공

→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식품 유통

→

식품 소비
위생부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
관리감독국

⇩ 2013년 3월 이후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구체적 업무는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총국이 담당)

중앙정부 행정기관
위험평가
표준제정

신선농산물 생산

국가위생 ․계획
생육위원회

농업부

→

식품 생산 ․ 가공

→

식품 유통

→

식품 소비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총국(CFDA)

자료: 전형진. 2014.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2. 법령체계
○ 중국의 법령체계는 법률(laws), 행정법규(administrative regulations), 지방성
법규(local regulations), 자치조례(autonomous regulations) 및 단행조례(单行
条例: separate regulations), 규장(规章; rules)으로 구분됨.
○ 식품안전 관련 법령체계 중 법률인 ｢식품안전법｣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품질안전법｣, ｢생산품질법｣, ｢표준화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출입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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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검역법｣ 등 20여 개가 있음.
-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식량유통관리조례, 농
약관리조례, 생돈도축관리조례 등 약 40개가 있으며, 농업부를 비롯한 다
수의 부서가 제정한 약 150여 개의 국무원 규장이 있음.
<그림 2-9>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체계
식품안전법
식품안전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 등
주요 법률

주요 행정법규

주요 국무원 규장(规章)

▪농산물품질안전법
▪생산품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농업법
▪종자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출입동식물검역법
▪국경위생검역법
▪동물방역법
▪표준화법
▪계량법
▪상표법
▪광고법
▪전염병방지법
▪형법 등

▪식품안전법실시조례
▪표준화법실시조례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수출입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농업유전자번형생물안전관리조례
▪인증인가조례
▪돌발공공위생사건응급조례
▪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
▪중대동물전염병상황응급조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수출입관리조례
▪생돈도축관리조례
▪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식량유통관리조례
▪사료·사료첨가제관리조례
▪농약 관리조례
▪수의약품관리조례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식품 등 산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특별규정 등

<농업부>
▪농산물산지안전관리방법
▪농산물포장·표식관리방법
▪농산물지리적표지관리방법
▪농산물품질안전모니터링관리방법
▪농산물산지증명관리규정(시행)
<위생부, 현 국가위생 ․계획생육위원회>
▪산장식품(散装食品)위생관리규범
▪집무시장식품위생관리규범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신자원식품관리방법
▪식품첨가제신품종관리방법
▪학교위생업무조례
▪식품안전기업표준예비안방법
▪찬음(餐饮)서비스허가관리방법
▪찬음(餐饮)서비스식품안전관리감독방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식품안전위험평가관리규정(시행)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관리규정(시행)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식품첨가제생산감독관리규정
▪수출입사료·사료첨가제검사검역감독관리
방법
▪식품표식관리규정
▪공업제품생산허가 관리조례실시방법
▪수출입육류산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수출식품생산기업위생등록등기관리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유통단계식품안전감독관리방법
▪상표인쇄관리방법<상무부>
▪생돈지정도축장병해돼지무해화처리관방법
▪유통영역식품안전관리방법 등

자료: 전형진. 2014.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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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관련 행정법규에는 ‘식품 등 상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대한 특별
규정’, ‘공업상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인증인가조례’, ‘수출입상품 검사
법 실시조례’, ‘수출입 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동물의약품 관리조례’, ‘농
약 관리조례’, ‘수출화물 원산지조례’, ‘표준화법 실시조례’, ‘무면허경영 조
사처리단속법’,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 조례’, ‘농업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관리 조례’, ‘위험에 처한 야생 동식물 수출관리 조례’ 등이 있음.
○ 식품안전 관련 규칙으로는 ‘식품 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관리 실시 세
칙(시행)’, ‘공업품 생산허가 관리조례 실시조치’, ‘식품위생허가증관리조
치’, ‘식품첨가제 위생관리 조치’, ‘수출입 육류산품 검사검역관리 조치’, ‘수
출입 수산품 검사검역 관리조치’, ‘유통영역 식품안전 관리조치’, ‘농산물 산
지안전 관리조치’, ‘농산물 포장과 표식 관리조치’,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
등록등기 관리규정’ 등이 있음.
○ ｢식품안전법｣은 기존 법으로는 식품안전 사고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
자 2014년 5월부터 식품안전법 개정을 추진하여 정부 및 업계 의견수렴 과
정을 거쳐 2015년 4월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식품안전
법 개정안이 통과, 2016년 10월부터 시행됨. 개정된 법은 10장 154조항으로
기존보다 50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식품안전책임 강화
- 식품안전 감독 소홀 및 사고 발생 시 기관별 책임회피 방지를 위해 식품안
전 총괄 업무기관을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명확화
- 수출입식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신규 제품(신규 원료, 식품첨가제 등)
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수입업체가 자국의 식품안전 법률에 부합하도
록 해외 수출업체 및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제도 수립 등을 명시
- 특수식품(영유아, 보건식품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신원료 보건식품 및 첫
수입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부서에 등록하고, 보건식품 라벨
등에 질병예방, 치료효능 등에 대한 표기를 금지함. 또한 영유아 조제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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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료 입고에서 제품 출고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실시,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배합을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하도
록 규정
- 인터넷 쇼핑몰의 가짜 식품, 모방 식품, 불량 식품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강화
- 식품안전 사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자 식품안전사고 벌금 확대, 부적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손실배상, 식품안전 문제 유발 기업에 대한 제재 강
화, 관할 정부 담당자 처벌 등을 포함

3. 시사점

○ 우리나라의 식품 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식품 안전 관리 조치의 선택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식품 산업의 진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 결
정하고 있음.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정책 논의 방향이 우리나
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가. 사전 예방적‧과학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식품 안전사고를 계기로 대응 체계에서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체계로 바뀌었으며, 유통되는 전 식품에 대하여 예방
관리 개념을 적용하는 등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을 계기로 편의점, 도시락, 샐러드 채소
류, 과일류와 같은 즉석섭취식품으로 HACCP을 의무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전 식품에 대하여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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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식품 공급자의 위해성 분석 및 예방관리방법 작성을 의무화하며,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시설 점검 시 위해성에 기반을 두어 법적으로 점검
횟수를 강제화함.

나.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책적 투명성 확보
○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각종 회의자료‧내용‧회의록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경우 외국과의 교섭과정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 제공을 통
해 생산자 및 소비자 등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또
한, 식품 안전 관리 관련 정책과 조치 등을 결정할 때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산업, 소비자, 학계 등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투명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위험 정보교환 활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통해 식품안전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해나가고 있음. 예를 들어, 식품
안전위원회 전문조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각 부
처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모아서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기존의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행정적 논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
음. 예를 들어, 유럽식품안전청 심사 결과 불허된 건강정보표시의 목록을 우
리나라와는 달리 법규의 형태로 공개함.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의 이해 관계자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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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안전 관련 이해 관계자 대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 미국은 식품안전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요구사항을 이
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권역별로 중점 교육기관을 운영을 통해 이용 접근
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제

3

장

국내 식품안전정책의 변화와 당면과제

1. 식품안전추진체계의 변화

1.1.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2008년∼현재)
○ 이명박 정부의 식품안전업무는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이 농림부에 통합되
고, 농림부의 부처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칭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청
등으로 여러 부처에 의해서 분산‧수행되었음.
○ 당시 식품안전관리업무는 농식품의 품목과 취급단계별로 수행부처가 구분되
어 수행됨. 즉, 농수산물의 생산 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가공‧유
통‧소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으며, 축
산식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장하고 있는 형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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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품목별 단계별 식품안전업무 분담체계(2008∼2012)
1차 생산(품)
구분

농산식품

생산

농식품부

2차 생산(품)
수입

국내가공

수입

유
통
(보관/운반등)

소
비
(식당, 백화점등
최종판매단계)

식약청(농식품부)

* 위해기준설정 : 식약청
수산식품

농식품부

(위탁)

식약청(농식품부)

* 수입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탁 * 위해기준설정 : 식약청
축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농식품부)

* 위해기준(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약청이 농식품부와 협의후 설정
기 타

- 물은 환경부, 주류는 국세청 등 부처별 특성에 따라 관리

○ 2008년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주요 정
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하는 본위원회 외에 기획‧제도, 위해정보교환‧긴급
대응, 화학물질, 미생물, 신식품 등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안전 분
야의 이슈 및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함.
○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량식품”을 국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로 일
원화함. 다만 국내 농수산물 안전관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 농식품부 업무 중 식약처로 이관된 업무는 축산물 위생관리업무, 유전자변
형 농산물 표시, 농산물 안전성조사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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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13년 농식품부로부터 이관된 식약처의 식품안전업무
세부이관업무

근거법률

축산물위생관리

축산물위생관리법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비고

농수축산물 생산자지원과 밀접한 연관되는
품질관리·질병관리 기능은 제외

○ 2013년 식약처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이관되었으나, 농장‧도축장 등 생산
단계의 축산물 위생관리는 농식품부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음. 농장단계에
서의 HACCP 인증,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 등 지도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
산 관리도 주요 업무임.
○ 농식품부는 축산물안전과 관련해서는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도축검사, 잔
류물질‧미생물 등 안전성 검사와 HACCP 의무 적용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관리업무를 농식품부가 위탁 수행하는 업무임.
○ 농산물 안전 관련 위탁 수행업무는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
질 안전성조사 및 관리업무임. 산지, 도매시장, 판매장 등에서 농산물을 수
거하여 잔류농약 등을 조사하여 사전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
적이 있음.
<표 3-3> 농식품부의 위탁 수행 중인 식품안전업무
구분

세부위탁업무

축산물위생관리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 HACCP 지정 및 관리

농산물 안전관리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등 안전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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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본부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정책 수립·조정기능을 강
화하면서 농축수산물안전국을 신설하여 농식품에서 이관된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영양안전국을 확대 재편하여 영양·급식 등
식생활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 불량 식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및 소통 기능
을 강화하는 등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 등 위해평가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관련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능을 연계하여 과학에 근거한 전문 심사·평가·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였음.
○ 지방청은 민생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보강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
체 등에 대한 실사업무 등 현장 집행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음.
○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개편 전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 1,483명의 조직에서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
검사소, 1,760명으로 277명이 증가한 조직으로 확대‧개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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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식약처 조직도(2017)

자료: 식약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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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품안전관리 추진업무와 법체계
○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체계는 위험분석(risk analysis)의 관점에서 위험분석의
구성요소인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및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을 중심으로 구성됨.
<그림 3-2> 위험분석체계

정책결정자
(Policy Maker)

위험평가자
(Risk Assessor)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정책집행자
(Field Operator)
이해관련자
(Stakeholder)

: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

○ 위험평가는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포함해서 과학적으로 유해한
지를 판단하는 업무영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업무를 담당함.
○ 위험관리업무는 2013년부터 식약처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앞에서 검토한 바
와 같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업무가 일부 위탁되어 있음. 위험정보교
환도 위험관리업무와 마찬가지로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이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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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식품위험평가체계와 안전관리: 농산물 사례
구분

위험평가(RA)

위험관리(RM)

위험정보 교환(RC)

기능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안전성조사
(생산,유통,판매단계)

소비자, 업체, 학계, 공공기관 간 정보
교환(학회), 교육, 홍보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농관원
(생산,유통․판매)

식약처
(유통․판매)

식약처, 농식품부, 농관원 등

위험관리(RM): 농산물 사례
<생산(저장)단계>

농업인

생산ㆍ저장
→
(생산장소)

<소비단계>

<유통․판매단계>
유통․판매단계
유통․판매단계
(RPC, 산지유통시설
→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전자상거래 농민직거래, →
농식품부 조사대상 이외 분야)
양곡상)

농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집행)

→

소비지
(학교급식 등)

식약처
(식품위생법 집행)

○ 농산물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시설, 전
통시장, 양곡상 등의 유통·판매단계의 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
해서 농식품부가 관장하며, 일반 도소매유통 및 소비지의 안전관리는 ｢식품
위생법｣에 의해 식약처가 담당함.
○ 식품 안전관리 기관 간 역할 분담 현황을 보면 국무총리실은 안전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식품사고 대응체계 구축‧운영, 식품
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식약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지방청은 유통단계 및 수입단계의
농수산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함. 유통단계의 농수산물 수거 및 검사 등의
안전관리업무는 지자체에서도 수행함.
○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식약처의 업무위탁에 의해서 생산단계의 농수산물 안
전성조사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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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농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행정기관별 추진업무
기 관
국무조정실

업무 현황
◎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
-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 중대한 식품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등

식약처
(지방청)

◎ 농수산물 안전관리 총괄
- 농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 위험평가를 위한 농수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분석
총괄
◎ 위해정보에 따른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 기획단속, 수거검사 및 판매업체 점검
- 사건․사고 발생 시 오염 우려 농수산물 유통판매 금지 등 안전관리
◎ 수입 농수산물 수거검사 및 안전관리

농식품부
(농관원)

◎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일부 유통단계 포함)
- 농산물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생산단계 조사, 결과 조치
-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 용수, 자재 등 안전성 조사
-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등 관리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 홍보
-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해수부
(수품원, 수과원)

시･도
(시･군･구)

◎ 수산물 안전성조사
- 수산물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생산단계 조사, 결과 조치
- 사건·사고 발생 및 오염 우려 해역 수산물, 어장, 자재 등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검사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리
- 생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 홍보
◎ 유통 농수산물 안전 관리
- 안전성조사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유통 판매업체 지도･점검
- 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지도･교육 및 홍보

○ ｢식품안전관련법｣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학교급식법｣ 등이 있음.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
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시행함.
○ ｢식품위생법｣은 국내 식품(축산물 제외)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및 식품안전
성검사, 위생시설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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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에 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학교급식의 안전관
리는 ｢학교급식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
<표 3-5> 농산물 안전 관련 소관부처 및 법령 현황
구 분

소관 부처

규정명

식품 안전관리 기본 규정

총리실
(식약처)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학교급식

식약처

식약처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약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식품부,해수부)
교육부
(교육청)

학교급식법

주요 내용
▪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

▪ 국내․수입식품(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및
식품안전성 검사, 위생시설 관리
▪ 영양사와 조리사의 배치기준,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관리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처리
▪
▪
▪
▪

축산물의 기준·규격 및 표시
축산물 위생관리(HACCP 등)
가축 및 축산물 검사
영업허가·신고, 위생교육, 감독 등

▪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허용기준 초과 여부 조사

▪ 급식시설 및 설비기준, 학교급식 영양 위생‧안전관리, 식재료 선
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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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안전관리추진현황

○ 식품안전 관련하여 위해요소 사전예방,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상
시 안전관리강화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의 4대 핵심 분야별로 12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총 122개 과제 중 식약처 68, 농식품부 27, 해수부 18, 교육부
3, 환경부 3, 관세청 2, 법무부 1개를 각각 추진
<표 3-6> 식품안전관리정책별 추진과제 현황
구분

위해요소 사전예방

대과제

세부과제

위해식품 사전관리체계 구축

15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

7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3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소계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위기대응 역량 강화

2

미래대비 선제 대응

5

국민소통 확대 및 알 권리 강화

9

식품안전관리 국제경쟁력 제고

5

식약처 14
농식품부 4
해수부 3

2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26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11

불량식품 근절

5

식습관 반영 식품기준·규격 재평가

5

소계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식약처 15
농식품부 9
해수부 9

33

소계

상시안전관리 강화

8

부처별과제

47
영양관리 지원

8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10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3

소계

21

합계

122

자료: 국무조정실 외(2016).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식약처 25
농식품부 11
해수부 6
법무 1
환경 3
관세청 2
식약처 15
농식품부 3
교육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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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해요소 사전 예방
2.1.1. 위해요소사전 관리체계 구축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함. GAP 인증비율
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농가 수 대비 6.9%(’16)에 불과함. 농식품부
는 지자체별로 작목반과 위탁급식업체(아워홈, ECMD) 등과의 협업, 온라인
연계 GAP 홍보 등으로 수요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GAP 인증 농가는 ’15년 대비 21천호(39.9%↑), 재배면적은 23천ha(35.8%
↑)증가하여 ’08년 이후 증가폭 최대
- 인증농가 증가율(%) : (’11) 7.9 → (’13) 14.4 → (’15) 15.7 → (’16) 39.9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함. 2016년부터는 집유업의 HACCP 의
무적용이 시행되는 등 의무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 HACCP 인증수준
∙ (식 품) ’15 : 3,734개/14.8% → ’16 : 4,358개/17.3%
∙ (축산물) ’15 : 10,257개/12.5% → ’16 : 11,208개/136.%
∙ (농 가) ’15 : 6,675 → ’16 : 7,238
○ 먹을거리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던 서민 기호식품의 제조환경 개선을 위한
HACCP 적용 확대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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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3대 서민기호식품 HACCP 인증목표 및 실적(’16. 2. 29. 기준)

구분

전체

15년까지
실적
(누계)
(a)

16년 목표
당해 인증
(b)

17년 목표

목표
(누계)
(c=a+b)

당해 인증
(d)

목표
(누계)
(e=c+d)

’16.2.까지
실적(누계)

전체대비 인증률
(%)

1,544

177

174

351

217

568

206

13.3

순대

200

35

83

118

82

200

41

20.5

알가공장

132

39

47

86

46

132

48

36.3

1,212

103

44

147

89

236

117

9.6

계

떡류

주: HACCP 인증 의무 시기.
순대 : 종업원 수 2인 이상(’16.12.1.), 나머지 업소(’17.12.1.).
알가공장 :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5인이상(’16.12.1.), 나머지 업소(’17.12.1.).
떡류: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21인 이상(’16.12.1.),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10인 이상(’17.12.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유아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식품이력추
적관리 단계적 의무화로 위해 발생 시 신속대응 기반을 마련함.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 (’14) 1,282 → (’15) 3,287 → (’16) 5,901
○ 위해 식품 유통을 신속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함.
- 시스템 설치 업소 수(누계): (’14) 52,966개 → (’15) 64,060개 → (’16)
78,151개, 252건 차단

2.1.2.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의 사전 확보를 위해서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수출국 현지에서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는 현지실사
를 확대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사전등록: 167개국 68,590개소(가공식품 48,310, 수산물 8,831, 축산물11,449)
- 우수수입업소(개소) : (’15) 148 → (’1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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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측검사시스템(OPERA, 오페라)을 이용하여 불량 수입식품을 중점 검
사함으로써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해외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속히 검사에 반영하여 위해 우려 등급 집중 검사

2.1.3. 위해 분석정보 수집·분석 및 조치 강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인 ‘식품안전정보포털’의 운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
보 개방을 확대함.
- ‘식품안전정보포털 모바일 웹’ 개발(’16. 12.) 등 국민 실생활에 유익한 식
품안전정보를 One-stop 제공
- ‘단속대상 선별 시스템’ 및 ‘식품안전 정책통계 지원시스템’ 등 과학적 행
정 지원 구축 추진
○ 국내 위해정보 수집 채널 다양화를 통해 위해정보 수집체계 강화 및 신속한
위해정보 제공으로 이슈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 트위터 등 SNS 유통 식의약 안전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운영(’16. 7.∼)
및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식품위해정보 ‘해외직구 주의방’ 개설)

2.1.4.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 축·수산물의 신속 정확한 시험법 개발을 통한 위해요소 검사 강화 및 축수
산물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를 추진함.
- 잔류동물용의약품(21종) 기준 설정 등 시험법 40개(294종) 및 가이드라인 9개 개발
- 단순처리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지침 마련
○ 수출 농산물 대상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설정하고 농가에 보급함
- 인도네시아(8작물), 중국(쌀, 포도), 일본, 홍콩, 미국(키위) 지침 신규 설정
※ (’16) 11개국, 30 작물, 1,747 병해충, 20,694 농약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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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농경지와 폐광산 인근 농경지 재배작물의 중금속 잔류에 대한 모니터
링을 확대함.
- 대상작물 그룹 확충 : 과일류(’10) → 버섯류(’11) → 근채류(’12) → 근채
류, 서류(’14) → 밭작물(’15)* → 결구 엽채류, 두류(’16)
※ 폐광산 인근 밭작물(고추, 마늘, 콩(대두), 들깻잎, 대파, 옥수수, 무)

2.2.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2.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식품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위기대
응 체계를 고도화함.
- 위기대응 매뉴얼의 체계적 정비
- 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사례기반 시나리오·교재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2.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재심사로 소비자 안심을 확보하고, 표시대상을 확
대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 옥수수, 면화, 사탕무 등 3품목 안전성 재심사 완료 및 알레르기 안전성
여부 검증
-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주요 원재료
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 추진
○ 나노식품 안전성 평가기법 확립 등 안전기술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관리방
안 마련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함.
- 기후변화에 따른 위해인자 실태조사 및 발생 예측 표준 모델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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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국민소통 확대 및 알 권리 강화
○ 국민 의견을 직접 경청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하는 국민소통단을 운영하고,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소비자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
하며,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
- 상담사례분석, 설문조사, 포럼 등으로 소비자 관심 이슈 발굴, 먹을거리 안
전문화 캠페인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실천교육 실시 등
○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및 범부처(문체부, 식약처, 경찰청 등) 협업 광고
(먹을거리 안전문화 캠페인)로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
○ 표시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보장함.
-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16. 6. 13.) 및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16. 12. 29.)
-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
- 식품표시 교육·홍보로 소비자 및 영업자와의 소통 강화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처벌 강화(형량하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음식점 원산지표시 강화(표시대상 품목·조리용도 확대, 원산지 표시판 확
대),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확대(2 → 3순위), 조리음식 통신판
매 표시방법 규정
- 5년 내 재범자 처벌 강화,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관리 의무 부과 등

2.2.4.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 시험‧검사기관 역량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으로 신뢰도 제
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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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으로 사후관리 제도 강화
- 국가 표준 시험·검사기관 도입 근거 마련, ISO 17025 컨설팅 지원(5개 실
험실)
○ 국가 간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Codex, ODA) 및 수
출국 정보제공 등 수출 활성화에 기여
-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외국 식품안전동향 정보를 제공, 가
입회원에게는 메일링으로 제공(연중)

2.3. 상시안전관리 강화
2.3.1.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및 생산단계와 밀접한 로컬푸드,
급식식재료 우수관리업체 등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
진함.
- 2016년 안전성 조사: 생산단계 40,888건, 유통단계 10,934건
○ 폐광지역 등 오염 우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계절별 안전성이 우려되
는 주요 수산물 및 생산·유통단계의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
적합 농‧수‧축산물 유통을 차단함.
- 농산물 : 77,515건, 수산물 : 13,187건, 축산물 : 237,538건 조사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업체에 대한 부적합 제품의 적정 처리 및 검사주기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함.
- 수출 부적합 정보에 따라 국내 유통 제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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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단계에서의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여 업계의 자
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함.
-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 참여 업체 수 : 153개소
○ 동물용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함.
-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관리 강화
- 우수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을 위한 체계적 관리
-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함.
- 수돗물 중 미량 유해물질 관리 강화
-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감시
- 먹는 샘물 수질 안전성 강화

2.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서 부적합한 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함.
- 가공식품 수거검사 건수: (목표) 62,200건 → (실적) 67,874건
-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 (목표) 12,000건 → (실적) 14,821건
○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운영하고, 계절에 따라 주산지별로 유통 농수
산물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농수산물의 유입을 사
전에 차단함.
- 농산물 27,596건 검사, 부적합 484건, 수산물 5,068건 검사, 부적합 118건
○ 국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결
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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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 150개 품목 12,440건(농산물 3,421건, 축산물 1,049건, 수산물
5,886건, 가공식품 2,084건)
○ 건강기능식품 및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기획감시 등) 및 예방교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
- 식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 : (’15) 423건 → (’16) 467건
- 사이트 차단 건수 : (’15) 15,102건 → (’16) 15,160건
○ 회수 식품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해 식품 회수체계를
강화함. 이를 위해서 회수식품 발생 시 소비자의 안전보장과 영업자의 성실
한 회수 독려를 위해 회수대상 식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수 실적
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1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하여 온라인쇼핑협회에 회수 정보 알림
○ 수입식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과거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을 집중 검사하는 ｢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시스템｣을 무
작위 표본검사에 확대 적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함.
- 시스템 적용 이후 식품검사 부적합률 증가 : (’15) 1.0% → (’16) 2.0%
○ 수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일본,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
되는 가공식품 및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 일본: 가공식품 25,333건, 축산물 546건, 수산물 6,918건, 농산물 146건
- 러시아 등: 유가공품 113건, 수산물 1,464건, 건조과실류 등 538건 모두 적합

2.3.3. 불량식품 근절
○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해 국무조정실, 검·경, 지자체 등 범정부 합동으로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량식품 발생원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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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검토·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
- 합동감시 실적(개소) : (’13) 3,748 → (’14) 32,132 → (’15) 10,203 → (’16)
11,704
- 식품법령 위반율(%) : (’13) 15.2 → (’14) 6.2 → (’15) 7.8 → (’16) 6.3
○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및 이화학적 분석법을 이
용한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불법 혼입의약품 성분 및 식용불가 원료의 지표
성분 분석법 개발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마련함.
-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마련 : (’15) 45건 → (’16) 77건

2.3.4. 식습관 반영 식품기준·규격 재평가
○ 국내 등록되지 않은 농약, 동물 약품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중금속, 곰팡이 독소,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 기준·규격
을 재평가함.
- 농약: 수입식품 247건, 국내 신규 등록 농약 937건 설정, 40종 기준 재평가
- 동물용 의약품: (’15) 20종 → (’16) 46종(누적) 기준 설정
- 첨가물: 보존료 11품목, 알류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6품목 재평가 완료

2.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2.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 칼로리 코디 기능 개선 및 적색육·가공육 급원식품 및 섭취량 분석 및 자동
계산앱을 개발함.
○ 임산부 및 수유부를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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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성분에 대한 ｢올바른 식품 섭취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특수의료 용도 식품 개발 지원 및 섭취 가이드 마련
- 저작·연하곤란 환자의 식품 섭취 가이드 개발·제공
○ 영양사 고용이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
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함.
- 지원센터 설치 및 어린이 수혜율(%) : (’15) 190개소, 50% → (’16) 207개
소, 60%
○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표시기준을 개선함.
- 영양표시 단위·표준 도안 개선 등 소비자 요구 및 국민 영양 상태를 반영
한 영양표시 기준 개선(6월, 9월)
※ 표시단위(1회 제공량 → 총내용량(1포장)), 국민 관심도를 반영한 영양
성분 표시 순서 변경, 국민 영양 상태를 반영한 당류 기준치 신설, 비
타민 D 등 현행화 등
○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기호식품의 제조·수입관리의 강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함.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HACCP 의무적용 확대
※ HACCP인증 : 572개소 / (’15) 3,517개소 → (’16) 4,089개소
※ 어육 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
류, 특수 용도 식품, 즉석 섭취 식품

2.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 범정부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연 3회, 32개 기관 참여) 운영 및 식중독 발
생 우려 시설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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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수련시설 등(점검/위반): (’15) 2,897/168(5.8%) → (’16.6) 3,052/147
(4.8%)
○ 신속한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식중독균 유전자형(PFGE)을 분석하고, 식
중독균 통합정보망(KIPIN) 시스템을 운영하며, DB를 구축함.
- 식중독균 DB(누적) : (’15) 2,100건 → (’16) 6,745건 DB화
- 식중독 원인조사 대상균종(30종→32종) 및 신속검사 대상 유전자 확대(17
종 35유전자 → 45유전자)
○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에 영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음
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함.
- 음식점 위생등급 시범사업 추진 : 15개 시‧도 11,447개소 대상(4,675개소
완료, ’16. 9. 기준)
- 개방형 주방 참여업소 11,000개소 달성 및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 나트륨 및 당류 과잉섭취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제2차 나트륨 저감 종합계획 수립
※ “2020년까지 1일 나트륨 섭취량 3,500mg” 목표로 식습관 개선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대상 식품 선정 및 기준 및 방법(안) 마련
- ‘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수립
※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량을 2020년까지 전체 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
○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함.
- 학교급식소 위생·안전 점검 강화
-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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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규정 마련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및 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위한 제도 마련
○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를 확대함.
- 라피노스, 분말한천, 크레아틴, 유단백가수분해물, 상황버섯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등 7종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재(’16. 6. 30.)
○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
능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함.
- 평가가이드 발간 : (’14) 5건 → (’15) 7건 → (’16) 4건

3. 식품안전정책의 당면과제

3.1. 사전예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 농산물 위해요소 사전예방 관리의 핵심정책인 GAP는 지속적으로 인증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입 농가 비중이 5% 미만으로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향후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선, 판로확보, 정책사업 연계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 축산 및 가공식품 위해요소 사전관리를 위해 HACCP의 도입도 확대되고 있
으나 사각지대인 농장과 영세식품업체까지의 확대는 부진한 실정임. 가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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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농가에 대해서는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원으로 인증농가를 확대할 필
요가 있음.
○ 영세식품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원칙만 적용하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
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
소한의 관리기준 적용

3.2. 온라인거래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식품소비 환경변화에 따른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어 거래 사이
트 제공자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책임 강화가 필요함.
- 온라인전자상거래 특히 가짜식품, 모방식품, 불량식품 등 온라인 유통부문
책임 강화

3.3. 수입식품 및 불량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는 높은 편이나 수입식품, 학교 주변 판매 식품 등
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따라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및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16년도 식품안전체감도(%) : 일반식품 불안 24.1%, 수입식품 48.4%
○ 국민 불안감이 높은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ICT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 과학적 감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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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식품표시·광고의 일관성 확보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등 식품 관련 표시‧광고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 있으나, 표시‧광고의 일관성은 미흡함. 식품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식
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따라 각각 시행되
어 소비자 혼란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따라서 식품 표시 원칙 및 절차, 표시 대상, 제공정보 등을 일관되게 통합
규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3.5. 국민 공감 및 소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 2015년부터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인
지도가 낮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고 홍보 등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시켜야 함.
○ 소비자단체,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제되지 않은 식의약
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국민
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사례도
발생함. 따라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실시간
공유･소통하고 국민요구사항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전개하
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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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식품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1. 기본방향

1.1.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의 안전관리는 유통과정에서의 수거검사나 위생검사와 같은 사후관리
위주보다는 농·축산물의 생산·사육단계나 식품의 제조·가공단계에서의 사
전적 안전·위생조치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GAP와 HACCP과 같이 사전
적으로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식품안전위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 GAP와 HACCP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위생안전프로그램으로서 국가
의 식품안전정책의 지표로서 활용됨. 특히 농식품 교역에 있어서 글로벌
GAP 와 HACCP의 적용여부는 비관세장벽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장에 해당 프로그램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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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평가기능 강화
○ 식품사건·사고들은 생산·수입·가공·유통단계별로 발생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영역이 위험평가업무임. 위험평가업
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적기에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함.
○ 식품위해요소는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요소뿐만 아니라 식품과학기술의 발
달로 인해 환경호르몬 등 신종 유해물질과 신기능성물질이 출현함에 따라
이들 각각의 위해요소에 대한 기준 설정이 수반되어야 함.
○ FAO/WHO 등의 국제기구는 과학에 기반한 식품의 위해성 평가와 평가기구의
독립성 유지를 권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와 위험평가가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생산, 유통, 가공단계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
○ 농식품안전은 생산(사육), 제조·가공, 유통을 포함한 모든 푸드시스템에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안전관리가 체계적이
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2013년부터 농식품안전관리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던 축산식품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어 관련 장비와 인력도 동시에 이동하였음. 그러나 생산(사육)단계의
농식품 안전관리업무는 업무성격상 기존의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위탁수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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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부서에서 위탁 수행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조사업무나 축산식품 HACCP
지정관리업무 등은 기본계획 수립 등 종합·기획기능 부여 없이 수행됨에 따
라 체계적인 업무 개선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안전관리업무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4. 식품안전과 동식물검역 기능의 조화
○ 동식물 검역과 가축질병 분야는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식품안
전 분야와 별개로 인식되어 왔으나 AI(조류 인플루엔자)와 광우병의 경우 인체
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식품안전영역에서 같이 고려
하여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 위험평가에서부터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업무가 담당부처 간 유기
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도 공유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대응방향

2.1. 생산(사육)단계의 안전성 확보기반 구축
2.1.1. GAP 활성화
○ 콜드체인 유통이 보편화되면서 농식품 안전관리는 생산단계에서의 위해물질 유
입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농산물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인 GAP는 2002년부터 도입되어 15년이 경과했으나 농가인증비율은 6%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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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고 있어 제도 활성화가 요구됨.
○ GAP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같은 대형 수요처와 협업체계를 구축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및 군
급식에도 GAP 농산물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별
도로 수립함.
○ GAP 인증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비용의
자부담을 크게 줄이고, 규모화된 조직을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참
여 농가를 늘릴 필요가 있음.

2.1.2. 농장단계 HACCP 도입 확대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육단계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장단계의 HACCP은 자율인증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2016년 농장단계 HACCP 적용 비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농장단계 HACCP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에 자금을 우
선지원하고, 이력제와 연계하여 HACCP 농장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앙정부의 축산물 생산단계 위생관리 전담인력이 농
림축산검역본부 내에 3명에 불과해 전문 현장 인력의 추가 확보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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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전면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 2018년부터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가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도 농가들은 관행적으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어 생산단
계의 안전성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10
○ 따라서 농업인들이 등록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농약 검출 성분 정보를 관계기관(식약처, 농진청)에 제공하여 기준설정
을 확대하고, 농진청의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

2.2. 위험평가시스템의 강화
2.2.1. 위험평가기구의 독립 검토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기관을 분리하되, 국가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한 기관이 통합·수행
하더라도 위험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
우 식약처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위험평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
부 기능을 농촌진흥청과 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음.
○ 위험평가기구의 분리 독립 형태는 식품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시스템 재편과
도 관련되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음.

10 2016년 안전성조사결과 부적합 미등록 농약 성분 검출 비율이 79.8%로 나타남(농
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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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 강화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본 위원회와 식품안전 분야별 관련이슈 및 안건에 대해 전문적인 검
토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식품안전정책위원
회의 기능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사후 심의와 제도, 긴급대응, 위해
성평가 등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 제시 정도로 사실상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
지 못함.
○ 일본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당초 농식품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
행했으나 2009년 소비자청 설립 이후 위험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
관으로 성격을 전환하였음.
○ 기존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은 단순한 자문역할에서 벗어나 과학에
근거하여 식품사고에 대해 위해성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
능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향후 위험평가기관의 재편이 이루어진
다면 이와 연계해서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3. 위험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2.3.1.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이후에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 업무는 연계성이
부족하며, 단계별로 단절되어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 안전관리 결과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로 수기로 취합되고 있는 실정임.

81
○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등 식약처 연구개발 방향도 일원화된 안전관리를 뒷
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은 재배 여건이 다르므로 이
에 맞는 별도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따라서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및 해
수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
을 높일 필요가 있음.

2.3.2. 생물안보(Biosecurity)와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새로운 병해충의 지속 출현,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 유해물질 탐색‧발
견으로 인해 위해요소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CODEX에서는
맥각 알칼로이드, 다이옥신류, 시구아톡신, 트리코세신, DAS 등 자연독소·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 평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식량위기(’07~’08) 이후 국제기구·선진국에서는 식품 안전과
더불어 공급‧식생활‧영양‧환경 등을 통합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
물자원보전(Biosecurity)업무인 동식물 검역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음. 예
를 들어 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는 국민 건강과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동
물·식품 검역과 식품안전 통합 관리 중임.
○ 최근 AI와 구제역의 발생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식품안전에 미치
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위해요소의 통합관리 측면에서 두 조직의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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