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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노력 강화
집행이사회는,
식품안전 노력 가속화에 대한 보고서 를 검토한 후,
1)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에서 본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Assembly)

권고한다:

제73차

는,

WHA

식품안전에 대한 보고서를 고려하여;

식품안전 관련 결의안
WHA63.3

1)

과 식품안전 이니셔티브의 발전에 관한 결의안

WHA53.15 (2000)

년)을 상기하고, 많은 회원국이 식품안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규제

(2010

인프라, 집행, 감시, 검사 및 실험실 역량, 조정 메커니즘, 비상 대응 및 식품안전 교육·
훈련과 같은 주요 구성요소에서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기 두 결의안에 요약된
도전과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WHO,

FAO,

WTO

그리고 아프리카연합이 공동으로

2019

년에 아디스아바바와

제네바에서 개최한 식품안전 국제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활동과 전략을 파악한 점을 상기한다;

식품안전은 많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반 작업 프로그램

의 제13차

WHO

의 관련 분야와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노력에 기여

2019-2023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

WHO

년 처음으로 연간

2015

만 명 이 사망하는 식중독이 6억 건 이상인 것으로

42

2)

추정한 추정치를 발표한 것을 감안하여, 식중독의 부담은 취약한 상황에서의 집단,
특히 어린이들에게 불균형적이며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높은 부담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
1)
2)

EB146/25 문서
WHO estimates of the global burden of foodborne diseases: foodborne disease burden epidemiology reference group 2007–
2015.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https://www.who.int/foodsafety/areas_work/foodborne-diseases/ferg/en/,
accessed 4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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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연구인 안전한 먹거리 의무화: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진행 가속화 에
1)

따라 국가 정부에 식품안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촉구하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소비로 인한 식중독으로 인하여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이 연간 미화

억만

110

달러의 생산성 및 의료비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상기한다;

인수공통 식중독을 포함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현재

WHO

전략계획

년) 의

(2013-2022

2)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략계획의 종료 일자를 명시한다;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의 체계 및 네트워크의 기여에 주목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이하

Commission,

에 의한 기준·

Codex)

규격, 지침 및 권고사항의 개발과 그에 따른 회원국들의 이용은 식품안전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Codex

의 식품안전 기준·

규격, 지침 및 권고사항의 정교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국가식품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기존 및 새로운
식품안전 문제(인구-나이-성별기반 차이를 둔 위해분석

3)

,

기후 변화 및 기후 재해,

식중독균-항균 저항성 증가 위협, 식품 사기와 관련된 식품안전 위험 및 기타 식품
매개 위험 포함)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 국가, 전
세계 수준의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집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식품안전에 대한 ‘원헬스(One

Health)’

접근방식이 식품안전을 포함한 식품-사료

사슬 전체를 따라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사람,
동물, 식물, 환경건강의 상호연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 및 식품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세계보건기구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

2)

3)

Jaffee S, Henson S, Unnevehr L, Grace D, Cassou E. The safe food imperative: accelerating progres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The World
Bank; 2019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0568, accessed 4 February 2020).
Advancing food safety initiatives: strategic plan for food safety including foodborne zoonoses 2013–2022.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https://www.who.int/foodsafety/strategic-plan/en/, accessed 5 February 2020).
See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 twenty-seventh
edition (p. 128). Rome: FAO/WH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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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관리시스템 지침(CXG
지침, 그리고

에서 채택된

Codex

82-2013),
FAO-WHO

국가식품관리시스템 수행 감독 원칙 및
식품관리시스템 평가 도구(2019)와 같이

국가식품관리시스템의 설계, 개발, 운영, 평가 및 감독에 있어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및 새로운 지침과 도구의 가용성에 주목한다;

특히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비상상황 시, 국제식품안전네트워크(INFOSAN)의
국제적 관련성·연계성 및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이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식품안전과 관련된 데이터가 점점
더 이용가능해지고 있고,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도출하는 기술이 점점 더 쉽게 접근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발전된 기술들이 효과적인 국가 식품 안전
시스템의 구성, 설계, 관리, 강화, 구현 및 유지에 기여하고 지원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전 세계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개선된 식품안전 결과를
보장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도 증대시킬 수 있다;

식품영업자는 식품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1. 회원국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한다:1)
(1)

가장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약속한다: 공공 보건의 필수 요소로서 식품안전을
인식하는 것, 해당되는 경우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와 조언 및 혁신과 함께 고려하는 식품안전 정책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적절한 자원을
제공한다,

(2)

식품안전을 보건, 농업, 무역,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가 및 지역 정책에 통합
하고,

2030

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식품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부문에 걸쳐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소비자의 관심을
인식한다,
(3)

모든 분야에서의 건강 정책’ 접근법을 사용하여 부문 간 협업을 강화하고,

‘

헬스(One

Health)”

“

원

접근법을 적용하여 모든 인구집단의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의 지속 가능성과 가용성을 촉진하고, 경제적 수용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1)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역경제통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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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dex

신탁기금(Codex

Trust

의 회원 국가, 기부자 또는 수혜자와 더불어,

Fund)

의 기준·규격 설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포괄적 참여를 지원하며,

Codex

전문가 및 데이터의 제공을 포함하여
및 참여하고,
(5)

Codex

와

WHO

의 합동 전문가 기구를 지원

FAO

기준·규격과 지침을 국가 입법 개발 시 고려한다,

식품안전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데이터, 정보 및 지식의 적시에 전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식품안전네트워크(INFOSAN) 참여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참여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개발하고 구현한다

(6)

식품매개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정부 간 국가 기구의 작업을 적극

지원한다
(7)

모든 단계에서 정부, 식품업체 및 기타 관련 사업자에 의한

Codex

기준·규격,

지침 및 권고사항의 사용을 증가하도록 한다,
(8)

식품 사기와 관련된 위협을 포함하여 식품안전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안전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안전시스템 및 혁신에
적절한 투자를 제공해야한다,

(9)

식중독 위험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식중독 발생의 감시를 비롯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 및 증거의 가용성, 공유
및 사용을 개선하고, 국제식품안전네트워크(INFOSAN)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적시에
보고한다,

(10)

소규모 생산자를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식품업자의 식품안전 관리 도구 사용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장려한다,

(11)

소비자는 자신의 통제 하에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되는 경우 대화를 촉진하고 행동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식품안전 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12)

세계식품안전의 날을 중요한 이정표이자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수준
에서 인식을 높이고, 지방, 국가, 지역 및 전 세계 차원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인식한다,

(13)

공급망을 개선하고 비용-효율적인 식품안전시스템과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실험
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추적 강화 및 오염물 조기 발견을 포함한 혁신적인 식품안전
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지역 및 전 세계 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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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와 협력, 그리고 회원국 및

(1) FAO

와 협의하여,

의 식품안전에 대한 글로벌

OIE

WHO

전략 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고 식품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1)

혁신적인 전략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식품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포함하며, 제75차

WHO

총회에서의 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식품안전 관련

와

FAO

WHO

두 기관의 전략적 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FAO

사무총장과 함께 탐구하고, 적절한 경우 제안된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75차
에, 그리고

WHA
(3)

Codex

FAO

사무총장을 통해

의 관리 기구에 제공한다,

FAO

설립 조직으로서, 식품안전 정책의 개발 및 구현에 있어, 요청 시 회원국을

지원하는 데

와 함께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FAO

의 역량과 자원을

WHO

강화한다,
(4) Codex

기준·규격, 지침 및 권고사항이 시기적절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식품안전에 관한 시의적절한 과학적 자문을

에 제공하는

Codex

의

WHO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재정 및 현물기여를 포함한 충분한 자원을 보장한다,
(5)

와 협력하여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포함하여 회원들의

FAO

네트워크 활용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와 협력하여

(6) FAO

INFOSAN

의 추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INFOSAN

회원들의 효과적이고 대응력 있는 훈련과 역량강화를

추구한다,
(7)

역학조사, 실험실, 평가, 식품 및 농업 과학과 식품안전시스템의 위해평가 및 관리,
식중독에 대한 감시 및 발생 대응을 위한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식품
안전의 새롭고 적절한 기술 사용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를 평가하는 등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 기술 관련 회원국의 이해를 촉진하고 회원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지원한다,

(8)

개선된 식품안전의 공공 보건,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기부 단체, 기타 다자 기관 및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하여
식품안전 인프라의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더욱 중점을 둔다,

(9)

관련 단체와의 지식 및 전문성 교환을 촉진하고,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식품
안전시스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식중독 발생에 대한 감독,
조사, 통제 및 보고를 수행하고, 식품시스템의 모든 행위자가 안전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WHO global strategy for food safety: safer food for better health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42559; accessed
7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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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회원국에 보고하기 위해,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식중독 및 동물성 질병의 전세계적 부담, 특히

년까지 전세계 식중독 발생률,

2025

사망률 및 질병 발생률의 최신 추정치를 포함한 식중독의 전지구적 부담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11)

DALYs(diability-adjusted life years)

본 결의안 이행의 진전 상황에 대해 제75차

WHO

관점에서 작성한다,

총회에 보고한다.

13

차 회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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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결의안

food

safety(EB146.R9)”

“Strengthening

efforts

on

을 번역한 것으로 해석상 모호할 경우 결의안 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