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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인삼제품의 Codex 규격화는 우리나라의 표  

통식품인 인삼제품의 국제규격 설정을 통하여 

고려인삼  그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

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인삼제품을 세

계 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하여 추진되었

다. 우리나라 통식품에 한 Codex 규격은 지난 

2001년 제26차 Codex 총회에서 채택된 ‘김치

(Kimchi; Codex Stand. 232)’가 첫 번째이며, 재 

인삼제품, 된장, 고추장 등이 Codex 규격으로 채

택되기 한 단계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삼에 한 역사는 국 문헌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삼국시 에 조공무역 형태

로 많은 양의 인삼이 국으로 보내지면서 그 품

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기 시작하 고 오늘날까지 

‘고려인삼’이라는 랜드로 그 성가를 유지하고 있

다. 인삼은 본격 인 인공재배법이 발달되기 시작

한 19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요한 농작물이자 

우리나라를 표하는 주요 수출품목이다. 산업자

원부는 2001년 고려인삼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하 으며 같은 해 삼성경제연구소는 디램, TFT-LCD 

(박막액정표시장치), CDMA(부호분할다 속) 단

말기, 셋톱박스, 고속 인터넷, 엘엔지선, 여자 골

, 냉연강 , 폴리에스터섬유와 함께 인삼을 우리

나라 `10  일등 상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삼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수 수출품

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김치와 함께 우

리나라의 식문화를 표하는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려인삼’의 실은 과거의 성가에만 의지하여 인

삼 종주국을 자처해온 우리에게 많은 문제 을 시

사하여 주고 있다.

  2004년도 우리나라의 인삼류 제품 수출실 은 

89,160천불로서 지난 1995년의 139,982천불을 정

으로 계속 인 하향 추세를 그려왔다. 한 세계 

인삼 교역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홍콩 시

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제품(뿌리삼)이 차지하고 있

는 비율은 2002년 기 으로 수량 비 1.6%, 액

비 11.9%에 불과한데 이는 1997년의 2.4%, 

15.0%에 비해 단지 5년 만에 20～30% 이상의 감

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은 앞으로도 지

속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연 구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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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1995 1997 1999 2001 2002 2003 2004

  액 139,982 89,210 84,326 74,766 55,036 66,643 89,160 

수  량 2,527 2,245 1,996 1,983 2,163 1,949 2,168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수출입통계

표 3. 인삼류 제품 수출실
(단 : 천불, 톤)

구  분
‘97 ‘98 ‘99 ‘00 ‘01 ‘02

수량 액 수량 액 수량 액 수량 액 수량 액 수량 액

합  계 4,435 172.0 4,761 132.2 5,135 135.9 4,381 142.3 5,132 126.8 5,273 107.9

미  국

캐나다

한  국

  국

기  타

1,143

1,411

107

1,719

55

70.8

46.4

25.8

23.2

5.8

1,146

1,784

84

1,545

202

46.6

44.8

15.6

18.1

7.1

1,041

2,023

135

1,900

36

47.7

40.8

22.8

21.1

3.5

820

2,131

151

1,228

51

53.9

41.2

25.5

17.8

3.9

527

2,687

241

1,573

104

29.5

49.5

24.6

21.6

1.6

232

2,547

83

2,347

64

7.3

51.1

12.9

30.3

6.3

 자료: 홍콩정청 통계(뿌리삼), 농산물유통공사 인삼류 해외시장동향(2003)에서 재인용

표 4. 주요국의 홍콩시장 수출실
(단 : 백만불, 톤)

표 1. 산업자원부 선정 재 세계일류상품1)(식품분야)

재 세계일류상품 선정년도

 김치(Kimchi) 2001

 고려인삼 Korea Insam(Ginseng) 2001

 냉동굴(Frozen Oyster) 2001

 라면(Instant Noodle) 2001

 핵산(Nucleotides) 2002

 쵸코 이(Choco-Pie) 2002

 김(Laver) 2002

 인삼함유 종합 양제(Ginseng 
Supplementary) 2002

 알로에(Aloe) 2003

 클로 라(Chlorella) 2004

활넙치(Live Flatfish) 2005

자료: 산업자원부, 세계일류상품 리스트(2001～2005)

표 2. 산업자원부 선정 차세  세계일류상품2)(식품분야)

차세  세계일류상품 선정년도

 홍삼의약품(Korean Red Ginseng, 

Pharmaceutical)
2001

 콜제로(Cholzero) 2002

 쓰 오닌(L-Threonine) 2003

 유산균분말(Lactic Acid Bacteria, 

Powder)
2003

 참치통조림(Canned Tuna) 2003

유자차(Citron Tea) 2004

리카(Paprica) 2004

자료: 산업자원부, 세계일류상품 리스트(2001～2005)

1) 재 세계일류상품: 세계 시장 유율 5  

이내 인정된 제품

2) 차세  세계일류상품: 3년 이내에 세계 시

장 유율 5  이내 진입 가능성이 인정되

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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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은 국내 인삼산업의 축과 국제시

장에서 서양삼(화기삼 는 미국삼)에 한 수요

가 높아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에 기

인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산 고려인삼의 가격경쟁

력 약화와 수출시장의 편 (동남아 지역이 체 

수출물량의 80～90% 차지), 고가제품(홍삼 본삼/

농축액) 주의 매 략 등으로 인해 다양한 소

비원을 창출하지 못하 고, 특히 서양삼 취 업자

들의 청열/승열 효과 홍보  고율의 유통마진 등

에 히 처하지 못하 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려인삼’의 국제경쟁력과 수

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상

과 명맥을 유지하기 해서는 생산자를 포함한 인

삼업계와 학계, 공공기   정부가 각 기능에 맞

는 다각 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삼제품의 Codex 규격화 사업이다. Codex 

규격의 의미와 인삼제품의 Codex 규격화 진행상

황, Codex 규격안의 항목별 내용과 쟁 사항은 다

음과 같다.

Ⅱ. Codex에 한 이해

1. 국제사회에서 Codex의 지위 

  ‘Codex 규격( 는 기 )’이란 Codex 식품규격

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채택

한 규격(Standard),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지침(Guideline)  기타 문서(Advisory and Other 

Texts) 등 제반 문서를 총칭한다. ‘Codex’의 어원은 

라틴어로 법령(code)이란  뜻이며 ‘Alimentarius’는 

식품(food)이란 뜻으로서 ‘Codex Alimentarius’의 

정확한 어원  표 은 ‘식품 법령’이다. ‘Codex 규

격’은 소비자, 식품제조업자  가공자, 국가식품

리기 에게 있어서, 한, 국제식품교역에 있어

서 매우 향력 있는 국제 인 참고기 이 되고 

있다.

  Codex 식품규격 원회의 태동은 1945년과 1948

년에 각각 설립된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

보건기구(WHO)로부터 시작된다. 1950년 FAO와 

WHO는 양, 식품첨가물  련 분야에 한 

합동 문가 원회를 구성하 고, 1960년 제1차 

FAO 유럽지역회의는 최소 식품규격에 해 지역

과는 별개로 국제 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을 인

식하고 FAO에 식품규격에 한 FAO/WHO 합동

로그램을 운 하여  것을 요청하 다. 이에 따

라 1961년 FAO 총회는 Codex 식품규격 원회의 

설립을 결정하 으며, 1962년 개최된 FAO/WHO 

합동식품규격회의에서 Codex 식품규격 원회의 

임무가 확정되었고, 1963년 개최된 WHO 총회에서 

Codex 식품규격 원회의 정 이 채택됨에 따라 

Codex 식품규격 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

다. Codex 식품규격 원회는 각 회원국의 식품 련 

정부 표가 참석하는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2005년 

9월 재 회원국 수는 17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71년, 북한은 1981년 가입하 다. 

  Codex가 FAO와 WHO의 합동 로그램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  반까

지만 해도 이 기구는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 

의해 주도되는 소  ‘선진국들간의 의체’ 수 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 다. 즉, 식품과 련된 

Codex의 작업 범 가 방 하고 모든 회의참석이 

자비부담으로 이루지기 때문에 기술력과 경제력이 

열세인 부분 개발도상국들은 Codex 회원국으로 

가입만 되어 있을 뿐 실질 인 활동은 매우 미미

한 수 이었으며 Codex 규격의 수용여부도 각 회

원국의 의사에 따라 수락의 범 가 달라지는 ‘권

장규격’의 성격이 강하 다.

  그러나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하고 TBT 

정  SPS 정이 발효되면서부터 이 ‘권장규격’

으로서의 Codex 규격은 각 회원국이 수해야 하

는 ‘강제규격’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 국은 Codex의 각종 규격에서 자국의 입장을 

조 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반 시키기 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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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극 인 활동을 개하고 있으

며 각종 Codex 회의는 련 의제의 이해 계에 

따라 설득과 지지를 요청하는 각국 표단들의 외

교 각축장이 되고 있다.

  WTO의 TBT 정은 서문에서 포장, 標識, 表示

의 요구조건을 포함하는 기술규정3)  표 4)과, 

이들의 합성을 평가하는 차가 국제무역에 불

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천명하고, 구

체 인 합의 조항으로서 1)국제표 을 각국의 기

술규정을 한 기 로서 사용하고, 2)어떤 상품이 

기술규정 는 표 과 일치한다는 보증을 할 경우 

국제표 기 의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합성 평가 

차의 기 로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Article 

5.4). 즉, TBT 정은 각국이 운 하는 규정이 강

제  문서(기술규정)이거나 강제 이 아닌 문서

(표 )를 불문하고 국제기 에 기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 SPS 정은 각 국의 생  식물 생 조

치를 가능한 한 범 하게 조화시키기 하여 국

제 표 , 지침, 권고사항에 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정문 부속서 A에서는 식품안 과 

련하여 식품첨가물, 수의약품과 농약 잔류물질, 오

염물질, 분석  시료채취방법, 생 행 등에 

한 Codex 규격, 지침, 권고를 국제기 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이 WTO 체제 하의 TBT/SPS 

정은 각국의 식품 련 기 을 국제식품규격인 

Codex 기 에 근거하여 작성, 제정, 채택  용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Codex 문서의 지

에 하여 Codex 총회는 Codex의 각종 문서를 

3) 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는 련 공정  생산방법이 규정되

어 있으며 그 수가 강제 인 문서(TBT 

정 부속서1의 1항)

4) 규칙, 지침 는 상품의 특성 는 련 공

정  생산방법을 공통 이고 반복 인 사

용을 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권  있는 

기 에 의해 승인되고 그 수가 강제 인 

아닌 문서(TBT 정 부속서1의 2항)

용함에 있어 ‘권고 문서’와 ‘강제 문서’ 등 형식  

분류보다는 문서의 실질 인 내용이 요한 것이

므로 WTO 정에서 Codex 문서의 종류에 따른 

의미상 차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다.

2. Codex 일반 현황

  Codex 식품규격 원회 활동의 목 은 세계 으

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 련 규격기 을 제정, 

수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해 방지  국제간 

원활한 식품교역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 을 수행하기 하여 1)세계 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규격의 설정, 2)식품첨가물의 사용 

상이나 사용량에 한 기  설정, 3)오염물질(잔류

농약, 잔류수의약품, 속, 기타 오염물질)에 

한 기  설정, 4)식품표시 등 식품의 안 성과 원

활한 통상을 한 작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Codex 식품규격 원회는 2004년 말까지 규격

(Standard) 296개,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57

개, 지침(Guideline) 53개, 기타 문서(Advisory and 

Other Texts) 7개 외에 농산물 304개 품목에 한 

213종 농약의 잔류농약 최 허용기 , 가축 15종(7

개 조직 부 별)에 한 수의약품 44종의 최 잔

류허용기 과 GMP 수 에서 허용되는 식품첨가

물 177종, 사용량제한 첨가물 45종에 한 최 허

용기 을 설정하 다. 

  Codex의 최고의사결정기 은 CAC(Codex 식품

규격 원회 는 총회)이며 원회의 기본 방향 

 작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집행이사회와 Codex 

업무 반에 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총회는 FAO와 WHO 본부가 있는 로마와 

제네바에서 번갈아 개최되는데 2003년 까지는 매2

년마다 개최되었으나 최근 Codex 회의 안건이 

증함에 따라 제27차 총회(2004년 7월)부터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집행이사회도 년1회에서 년2회

(매년 2월  총회 직 )로 개최횟수가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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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식품규격 원회 (Codex 총회)

집행이사회 사무국

일반주제분과 원회 상품분과 원회
정부간임시 
특별작업반

지역조정 원회

①일반원칙( 랑스)

②식품첨가물

  오염물질(네덜란드)

③식품 생(미국)

④식품표시(캐나다)

⑤분석 시료채취방법

  (헝가리)

⑥잔류농약(네덜란드)

⑦식품 잔류수의약품(미국)

⑧식품수출입검사  인증

제도(호주)

⑨ 양 특수용도식품(독일)

①가공과채류(미국)

②우유 유제품(뉴질랜드)

③식육 생(뉴질랜드)

④어류 어류제품(노르웨이)

⑤신선과채류(멕시코)

⑥유지류( 국)

⑦곡류 두류(미국)

⑧코코아제품 콜릿

  (스 스)

⑨당류( 국)

⑩천연 천수(스 스)

⑪식물성단백질(캐나다)

①과채류주스

  ( 라질)

② 생 명 공 학 유 래 식

품(일본)

③동물사료

  (덴마크)

①아시아(한국)

②아 리카(모로코)

③유럽(슬로바키아)

④ 남미 카리

  (아르헨티나)

⑤근동지역(요르단)

⑥북미 남서태평양

(사모아)

※ 품목분과 원회  이탤릭체는 재 휴회 인(adjourned) 분과 원회임.

그림 1. Codex 원회 조직도

  Codex 식품규격 원회의 하부조직으로는 9개의 

일반주제분과 원회(General Subject Committees), 

11개의 상품분과 원회(Commodity Committees), 

6개의 지역조정 원회(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s) 그리고 3개의 정부간임시특별작업반(ad 

hod Intergovernmental Task Forces)이 있다. 일

반주제분과 원회는 식품표시, 식품첨가물, 식품

생, 분석 시료채취 등 모든 식품에 공통 으로 

용되는 일반 기 을 다루는 곳으로서 부분 매

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상품분과 원회는 신

선/가공 과채류, 식육제품, 유 유제품, 어류 어류

제품 등 식품별 기 을 다루는 곳으로서 통상 으

로 매2년마다 회의가 개최된다. 정부간임시특별작

업반은 시 한 사항을 처리하기 하여 임시로 구

성하는 하부조직으로서 재 3개의 특별작업반이 

운 되고 있다. 이들 분과 원회  특별작업반은 

항구 인 주최국(host country)이 지정되어 있어 

당해 주최국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최근에는 개

발도상국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하여 일부 분과

원회의 경우 당해 분과의 주최국과 주최를 희망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지역조정 원회는  회원국을 6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Codex의 고유 업

무 범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

항을 논의한다. 매2년마다 의장을 선임하며 회의

도 통상 으로 매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2002년 제13차  2004년 제14차 아시아지역

조정 원회(CCASIA5))에서 의장국으로 연달아 선

5) 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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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작업자 작업내용

1단계 총회 규격화 작업 승인 여부 심의

2단계 Codex 사무국 규격 안 편집(제안국이 규격 안 제출)

3단계 Codex 사무국 규격 안 회원국 회람  의견수렴

4단계 작업 분과 규격 안 심의

5단계 총회 4단계 결과 심의  5단계 채택

6단계 Codex 사무국 규격안 편집/회원국회람  의견수렴

7단계 작업 분과 규격안 심의 

8단계 총회 7단계 결과 심의  최종 채택 

※ 필요시 6단계에서 련 분과의 확인(endorsement) 과정 수행

그림 2. Codex 규격설정 일반 차

임됨으로써 차기 제15차 회의(2006년 9월, 서울)까

지 아시아지역조정 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Codex 원회  각 하부조직은 그림 1과 같다.

3. Codex 규격 설정 절차

  Codex의 가장 큰 특징은 규격을 설정함에 있어 

회원국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에 하

는 합의를 도출한다는 이다. 물론 Codex 운  

규정에는 의사 결정을 한 투표방법과 투표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원 선출이나 행정

인 사항에 국한될 뿐 실제로 규격 설정과 련된 

거의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에 하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합의 방식은 당연

히 Codex 규격의 권 를 보장받게 되지만 일면 

규격설정 작업의 비효율성에 한 문제 도 계속

해서 지 되고 있다. 

  Codex 규격 설정 차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규격 설정의 

필요성 여부를 총회가 심의, 결정하는 단계로서 

총회가 신규작업을 승인해야만 본격 인 규격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2단계는 제안국이 제출

한 규격 안을 Codex 사무국이 형식에 맞게 검토, 

편집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완성된 규격 안을 각 

회원국에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다. 제

1단계 신규 작업 승인과정에서 규격을 다루게 될 

작업 분과 원회가 함께 결정되는데 이 작업 분과

원회에서 각 회원국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

로 규격 안에 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4단

계이다. 작업 분과 원회에서 규격 안에 한 회

원국의 합의가 도출되면 이 규격 안은 5단계인 

총회에 상정되는데 총회는 4단계 작업 분과 원회

의 결과를 심의한 후 이를 다음 단계로 진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한 단계로 반려할 것인지를 결

정하게 된다. 5단계의 총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규격 안(Proposed Draft Standard)은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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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Standard)으로 격상되며, 이후로는 5단계 

심의 결과에 따른 규격안의 수정 는 편집과 각 

회원국에 한 재회람(6단계), 해당 분과 원회의 

재심의(7단계)와 총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Codex 

규격으로 확정(8단계)된다.

  6단계에서 8단계 과정은 2단계에서 5단계의 과

정의 반복으로 볼 수 있는데 통상 으로 규격안은 

4～5단계나 6～7단계 과정에서 규격 설정 차에 

따른 수직 라인과는 별도로 수평 라인의 일반주제 

련 분과 원회(표시분과, 분석 시료채취분과 등)

의 확인(endorsement)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각 단계의 심의 과정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규격( )안은  단계를 유지하거나 하

의 정 단계로 반려된다. Codex 규격은 만장일

치에 의한 합의를 토 로 1단계～8단계까지의 과

정을 거쳐야 하는 긴 여정이다. 따라서 Codex 규

격 설정 소요기간은 1단계 작업 승인 이후 통상

으로 5～7년이 소요되는데, 만약 회원국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거나 

도 철회 는 논의가 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

생하고 있다.

Ⅲ. 인삼제품 Codex 규격화 추진 황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제20차 Codex 가공과채

류분과 원회(CCPFV6))에 Codex 규격화의 필요

성과 규격 안을 제출하 고, 2001년 9월에 개최

된 제49차 Codex 집행이사회는 규격명을 ‘Ginseng’

으로 하고, 모든 원산지, 모든 인삼종을 포함하는 

조건(inclusive all varieties and origins)으로 인삼

에 한 Codex 규격화 작업을 승인하 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규격 안은 2002년 9월 제21

6) Codex Committee on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차 가공과채류분과 원회(CCPFV)에 상정되었는

데 일부 유럽 국가  국제건강기능식품 회연맹

(IADSA7)) 등이 ‘인삼은 약용식물이므로 동 분과

원회의 논의 상이 아님’을 주장함에 따라 인

삼제품의 규격화에 한 논의가 단되었다.

  2003년 7월 로마에서 개최된 제26차 총회에서도 

역시 인삼을 식품으로 볼 것인지 약품으로 볼 것

인지에 한 논란, 즉 ‘인삼이 Codex 규격화 상

에 해당되느냐’에 해 회원국간의 팽팽한 의견

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총회는 한국이 

규격의 목   범 , 작업일정 등을 기술한 규격

화 작업계획서(Project Document)를 차기 집행이

사회에 제출하도록 결정하 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우리나라는 인삼제품에 

한 작업계획서를 Codex 사무국에 제출하 고, 

같은 해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4차 집행이사

회는 동 작업계획서에 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인삼제품에 한 기단계의 규격개발을 아시아

지역조정 원회(CCASIA)에서 추진하되 5단계 이

후의 작업 분과 원회는 좀더 논의가 필요함’을 

총회에 건의하 다.

  이어서 개최된 제27차 총회는 제54차 집행이사

회가 건의한 로 ‘아시아지역조정 원회(CCASIA)

가 인삼제품의 Codex 규격화를 한 신규작업에 

착수할 것’을 결정하 다. 총회는 한 규격의 범

를 의약용이 아닌 식품으로 소비되는 제품에 한

해 용할 것과 모든 인삼종을 포함시킬 것을 조

건으로 하고, 세계규격화 는 지역규격화 한 

사항과 세계규격화시 작업 분과 원회에 한 사

항은 5단계 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하 다.

  총회의 신규작업 승인에 따라 2004년 9월 우리

나라 제주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시아지역조정 원

7) International Alliance of Dietary/Food 

Supplement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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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CCASIA)에서 인삼제품의 규격 안에 한 조

항별 심의가 진행된 결과, 규격 상 인삼종과 표

시사항에서의 유보사항을 제외하고 규격 안 반

에 한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동 규격 안은 다음 

단계(5단계)인 차기 총회에 상정되었다. 동 원회

는 한 다음 단계의 규격화 작업 분과 원회로서 

가공과채류분과 원회(CCPFV)를 총회에 추천하

다.

  그러나 2005년 7월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제

28차 총회에서 말 이시아를 시한 인도, 태국 

등은 재 규격 안의 인삼 활성성분 기 이 높아 

식품의 범 를 벗어나고 있으며 모든 인삼종을 포

함하여야 하므로 규격 안의 5단계 채택을 반 한

다는 의견을 개진하 다. 이에 따라 총회는 아시

아지역조정 원회(CCASIA)에서 합의가 제 로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단하고 인삼제품 규격

안을 3단계(회원국 의견수렴)로 반려하고 아시아

지역조정 원회(CCASIA)가 이를 다시 검토하도

록 결정하 다. 

Ⅳ. 인삼제품 Codex 규격 안 내용 

 주요 쟁 사항

  Codex 상품규격(Commodity Standards)은 통상

으로 규격명(Name of the Standard), 용범

(Scope), 정의(Description), 필수성분  품질요소

(Essential Composition and Quality Factor), 식품

첨가물(Food Additives), 오염물질(Contaminants), 

생(Hygiene), 량  계량(Weights and Measures), 

표시(Labelling), 분석  시료채취방법(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본 장에서는 규격안 내용  Codex 논의 과정에

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조항을 심으로 재 

규격 안의 내용  주요 쟁 사항에 해 기술하

고자 한다.

[규격의 명칭 : Gingseng Products]

  인삼제품에 한 규격 설정을 해 우리나라가 

처음에 제시한 규격명은 'Korean Insam'이었다. 

그러나 ‘포  범 를 상으로 일반 명칭을 사

용한다’는 Codex 규격 설정 원칙에 따라 제49차 

Codex 집행이사회(2001년 9월)는 모든 인삼종을 

포함할 것과 규격 명칭을 일반 명칭인 ‘Ginseng’으

로 수정할 것을 제로 규격화 작업을 승인하

다. 그러나 제21차 가공과채류분과 원회(2002년 9

월)는 인삼 규격 안에 한 심의 과정에서 당해 

분과에는 'ginseng'에 한 문가나 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량도 과다함을 이유로 

인삼 규격화 작업을 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나라는 인삼이 근채류 작물에 속하며 

수삼(fresh vegetables)이 아닌 건조삼, 농축액 등 

가공된 제품(processed vegetables)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존하는 Codex 분과 원회 에서 가

공과채류분과 원회(CCPFV)가 가장 합한 작업 

분과임을 주장하 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하여 제27차 총회(2004년 9월)의 재승인 심의 

과정에서 규격 명칭을 ‘Ginseng Products'로 수정 

제안하 다. 이 규격 명칭에 해서는 재 회원

국간에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1. 규격의 범위

1. SCOPE

This standard applies to the ginseng 
products as defined in Section 2 below and 
offered for direct consumption, including for 
catering purposes or for repacking if 
required. It does not apply to the products 
when indicated as being intended for further 
processing. This standard applies to the 
ginseng products used as foods or food 
ingredients and does not apply to those 
products used for medicin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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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한 바와 같이 인삼제품에 한 Codex 규격 

설정 작업은 2000년 9월 규격화 필요성을 처음으

로 제안한 이래 1단계→ 2,3단계→ 4단계→ 논의 

단→ 1단계→ 2,3단계→ 4단계→ 5단계→ 3단계를 오르

내리는 험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 김치 Codex 규

격이 규격화 작업 승인 5년(1997년～2001년)만에 

정식 규격으로 채택된 것에 비하면 매우 부실한 

행보를 걷고 있는 셈인데 인삼제품의 Codex 규격

설정 작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소

 ‘식품/약품’ 논쟁이다.

  Codex 식품규격 원회는 그 명칭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식품’을 다루는 기구이다. 그런데 인삼을 

식품으로 보느냐 약품으로 보는냐는 국가마다, 제

품의 종류마다 상이하다. 한 같은 제품이라 하

더라도 용도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기도 하고 약

품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인삼은 Radix Ginseng으

로서 WHO의 약용식물 도감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각 국의 약 을 토 로 작성된 것이다.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인삼은 농산물(수삼, 백삼, 홍삼), 

약품(백삼, 홍삼), 일반식품(농축인삼류 등), 건강

기능식품(인삼 농축액  홍삼 농축액 등) 등으로 

복 분류되어 있어 이에 한 명확한 정의를 내

리기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를 제외한 동남아  

유럽의 부분 국가에서 ‘인삼은 약품’으로 분류되

고 있다. 국은 뿌리삼 형태를 가진 모든 인삼제

품을 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부 복합가공제품

만을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백

삼  홍삼(벌크제품)과 농축액을 약품으로 분류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인삼제품이 기능성 식

품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Codex에서는 아직 기능성 식품에 한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능성식품=식품’이라는 

논리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식품/약품’ 논쟁에 한 지난 수 년 간의 지루

한 논란 끝에 제27차 총회(2004년 7월)는 ‘식품으

로서의 인삼제품’에 한하여 규격화 작업을 승인하

고, 지난 제14차 아시아지역조정 원회(2004년 9

월)에서는 규격의 범 에 총회의 결정사항을 명시

하자는 일부 회원국들의 의견이 반 됨으로써 ‘이 

규격은 식품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인삼제품에 

용하며, 의약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에는 용하

지 않는다(  부분)’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규격의 범 에서 ‘식품으로 사용하는 제

품에만 용한다’는 표 은 선언  의미만 가질 

뿐 실제로는 국가마다 식품 용도와 의약 용도에 

한 제품 분류 기 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약품 

논쟁은 규격안의 다른 조항에서도 언제든지 재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미 말 이시아 등은 지난 

제28차 총회(2005년 7월) 심의 과정에서 인삼 활

성성분의 함량이 식품의 범 를 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규격안의 5단계 채택을 반 한 바 있다.

2. 정의

2.1 제품 정의 

2. DESCRIPTION

2.1 Product Definition

The Basic Ingredient of ginseng products is 

fresh ginseng root suitable to eating, derived 

from Panax ginseng C.A. Meyer, [P. 

quinquefolium L. and P. notoginseng Burk],  

cultivated for commercial purposes.

2.1.1 Dried Ginseng (내용 생략)

2.1.2 Ginseng Extract Product (내용 생략)

  인삼제품에 한 Codex 규격 설정 작업은 제49

차 집행이사회(2001년 9월)의 작업 승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규격화 논의 과정에서의 식품/약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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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일반 명칭

Panax ginseng C.A. Meyer Korean, Chinese or Oriental ginseng

Panax quinquefolium  L. American ginseng

Panax notoginseng Burk
= Panax pseudoginseng Wallich

Sanchi ginseng

Panax japonicum C.A. Meyer
= Panax pseudoginseng Wall. subsp. 
japonicus Hara

Japanese ginseng

Panax trifolium L.
dwarf American ginseng 
or groundnut ginseng

Panax vietnamensis Ha et Grushv. Vietnamese ginseng

Panax zingiberensis Wu and Feng. ginger ginseng

자료: William E. Court, GINSENG The Genus Panax, Medicinal and Aromatic Plants-Industrial 

Profiles, Harwood Academic Publishers, 2000

<표 4> 인삼종별 학명  일반 명칭

으로 인하여 규격화 작업이 단되었기 때문에 제

27차 총회(2004년 9월)에서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우여곡 을 겪었다. 그런데 이들이 규격화 

작업을 승인하면서 공통 으로 제시한 승인 조건

은 ‘모든 인삼종을 포함하는 규격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재 국제 으로는 Panax 속에 속하는 6～7종

의 식물을 인삼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들 인삼종

을 모두 규격화 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실

으로 어렵다. 즉, Codex 규격 설정의 목 이 소비

자 보호와 공정한 식품교역의 확립임을 고려할 때 

자연에서 소량 채취되고 있는 인삼종까지 규격안

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Codex「작업우선순  결정

기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 

Priority)」과도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해당 품종의 

품질 특성 등에 한 과학  문헌 자료 등이 불충

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규격안에서는 상업 으로 재배되고 국

제 으로 교역량이 많은 P. ginseng C.A. Meyer, 

P. quinquefolium  L., P. notoginseng Burk 등 3

개 종만을 규격화 상으로 제한하고 제품의 정의

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 다. 그런데 지난 제14

차 아시아지역조정 원회(2004년 9월)에서 국은 

P. ginseng C.A. Meyer만이 진짜 인삼이므로 나

머지 두 인삼종을 제외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

고 동 원회는 특정 인삼종만에 한 규격화는 

총회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두 인

삼종에 해서는 유보사항(꺾은 호 표시)으로 

처리하고 다음 단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

정하 다. 

  우리나라는 지난 제28차 총회(2005년 7월)에서 

각 인삼종은 품질 특성, 제품  소비 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3개 인삼종 모두를 하나의 규격으

로 규정할 경우 규격화 작업에 난 이 상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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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ginseng C.A. Meyer만에 한 규격화를 우선

하여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하 고,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인삼 생산 국가들과의 비공식 을 통

하여 이에 한 정 인 답변을 얻어내었다. 그

러나 총회 심의 과정에서 인도, 이집트 등이 ‘모든 

인삼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

함에 따라 이 문제는 다시 원 으로 돌아가게 되

었다.

2.2 제품 형태

2.2 Types of Ginseng

2.2.1 Dried Ginseng

2.2.1.1 White Ginseng

2.2.1.2 Red Ginsengg

2.2.2 Ginseng Extract Product

2.2.2.1 White Ginseng Extract Product

2.2.2.2 Red Ginseng Extract Product

2.3 Other Types of Ginseng Product

 ※ 각 조항별 세부 내용 생략

  규격안에 제시되어 있는 제품 형태는 우리나라

의 수출 주력 제품인 건조삼  농축액 제품 주

로 되어 있다. 건조삼은 백삼(White Ginseng)과 

홍삼(Red Ginseng)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백

삼, 황삼은 다시 본삼(Main Root Ginseng), 미삼

(Lateral Root Ginseng), 분말삼(Powdered Ginseng), 

편삼(Sliced Ginseng)으로 세분되어 있다. 농축액 

제품 역시 백삼 농축액 제품(White Ginseng Extract 

Product)과 홍삼 농축액 제품(Red Ginseng Extract 

Product)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농축액 제품

은 다시 농축액(Ginseng Extract), 농축액분말

(Powdered Ginseng Extract), 인삼차(Ginseng 

Compound)로 세분되어 있다. 인삼차는 당  

‘Ginseng Tea'로 제안하 으나 Codex에서는 차

(茶)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Ginseng 

Compound'로 표 하 다.

  P. ginseng C.A. Meyer 이외에 다른 인삼종으

로 만든 거의 모든 제품이 건조삼 형태로 생산,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 규격안에 제시

된 제품 형태에 해서는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별

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백삼, 홍

삼이라는 용어는 P. ginseng C.A. Meyer를 원료

로 한 고유 제품 랜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

라서 본 규격이 어쩔 수 없이 모든 인삼종을 포함

해야 한다면 백삼, 홍삼보다는 좀더 일반 인 용

어( 를 들면 Dried Raw Ginseng, Dried Steamed 

Ginseng)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2.3 항(기타 제품 형태)은 ‘2.2 항에 기술

되어 있는 제품과 형태를 달리하는 제품’으로 간

단히 기술되어 있으나 지 까지의 규격안 논의 과

정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을 보다 구체 으로 기술

하는 방안을 검토 에 있다. 즉, 재 규격안에서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품 형태는 건조삼  

농축액 제품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제품 

형태를 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식

품/약품에 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

서 본 조항(2.3항)에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일반식품으로서의 제품형태(캔디류, 드링크류 등 

농도 인삼성분 함유 제품)를 구체 으로 제시하

고 품질요소 조항(3.3항)에 이들 제품에 공통 으

로 용할 수 있는 최소 품질기 을 제시함으로써 

‘식품으로서의 인삼제품’에 한 규격 요소를 가미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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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SENTIAL COMPOSITION AND QUALITY FACTORS
3.1 Basic Ingredients (내용 생략)
3.2 Optional Ingredients (내용 생략)
3.3 Quality Factors
Ginseng shall have a normal flavor, color, taste and a ginsenoside pattern unique to ginseng.
3.3.1 Dried Ginsengs
(a) Moisture

- Main root ginseng no more than 14.0% 
- Lateral root ginseng no more than 14.0%
- Powdered ginseng no more than 9.0%
- Sliced ginseng no more than 14.0%

(b) Ash no more than 6.0%
(c) Water-saturated 1-butanol extracts no less than 20 mg/g
(d) Ginsenosides [Rb1, Rf,] Rg1 to be identified
3.3.2 Ginseng Extract Products
(a) Moisture

- Powdered ginseng extract no more than 8.0%
- Ginseng compound(과립/분말) no more than 10.0%

(b) Solids
- Ginseng extract no less than 60.0%
- Ginseng compound(액상) no less than 60.0%

(c) Water-insoluble solids
- Ginseng extract no more than 3.0%

(d) Water-saturated 1-butanol extracts
- Ginseng extract no less than 70 mg/g
- Powdered ginseng extract no less than 100 mg/g
- Ginseng compound no less than 7.0 mg/g

(e) Ginsenosides [Rb1, Rf,] Rg1 to be identified

3.3 품질요소

3. 필수성분  품질요소

3.1 기본 원료 (생략)

3.2 선택성 원료 (생략)

각 품질 요소에 한 함량 기 은 국내 인삼산

업법시행규칙, 식품공   기능성식품공 의 품

질기 을 근거로 제시하 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

들로부터 수분 함량을 12% 이하, 회분 함량을 

4.2% 이하로 설정하자는 의견과 ginsenoside Rg1

만을 확인토록 하자는 의견 등이 두되었으나 우

리나라는 행 규격안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응

하여 왔다. 

  특히 ginsenoside Rf는 P. ginseng C.A. Meyer

에서만 검출되는 성분이므로 다른 품종과의 차별

화를 해 반드시 필요한 품질 기 이다. 다만, 규

격안의 회분 함량이 국내법의 미삼에 한 회분 

함량 기 을 근거로 작성되었음에 반해 각국의 약

과 WHO 약용식물도감에서는 4.2%이하로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약간 상향 조정하거나 산

불용성 회분 함량으로 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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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삼산업법 식품공
WHO 약용식물도감

<달임용> <내복용>

결 구
(불합격 기 )

-변질되었거나 곰팡이 
발생한 것

-충해 발생한 것 등
- - -

곰팡이
(변질되었거나 곰팡이 
발생한 것)

- 10^5/g 이하 10^4/g 이하

장균군 음성 음성
10^2/g 이하
(E. coli)

0
(E. coli)

세균수
5*10^4 이하

(진공제품은 3*10^3 이
하)

-농축액, 농축액분말, 인삼
성분함유제품(액상): 
10^2/g 이하
-분말: 5*10^4/g 이하

10^7/g 이하
(aerobic bac.)

10^5/g 이하
(aerobic bac.)

살모넬라 -
음성

(가 육, 알 3% 이상 
함유제품에 한함)

음성 음성

표 5. 국내 련 규정  WHO 약용식물도감  인삼의 미생물 기

3.4. 결 구의 정의

3.4  Definition of Defects

The following defects shall be applied to the 
main root ginseng and the lateral root 
ginseng, among dried ginseng.

(a) Insect-damaged ginseng: Ginseng that 
is visibly damaged by insects or 
contains dead insects.

(b) Moldy ginseng: Ginseng that is visibly 
affected by mold

3.5  Classification of "Defectives" (내용 생략)

3.6 Lot Acceptance (내용생략)

  재 규격안에는 국내 인삼산업법시행규칙에 근

거한 결 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생물 오

염에 의한 결 구를 육안에 의한 곰팡이 발생구

(3.4의 b항)로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

가 미생물 기 이 미흡함을 지 하고 있다. 따라

서 국내 련 규정과 WHO 약용식물도감에서 정

하고 있는 기  등을 참조하여 일정 수  이상의 

미생물 기 을 과할 경우 결 구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4. 오염물질

4. CONTAMINANTS

4.1 Heavy Metals 

The products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Standard shall comply with those 
maximum levels for contaminants 
establish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for these products.

4.2 Pesticide Residues

The products cove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Standard shall comply with those 
maximum residue limits for pesticides 
establish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for these products.

4.3 Foreign matters

The products should not contain any foreign 
matter which can be removed by washing 
and other methods in the course of treating 
materials or any unsanitary foreign matter 
contaminated in the course of manufacturing 
th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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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x 상품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조항은 통상 으로 속(Heavy Metals), 잔류농

약(Pesticide Residues), 이물질(Foreign Matters) 

등 3개 세항으로 구성된다. 인삼은 다년생 작물이

며 뿌리 부 를 식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

에 있어서 오염물질 기  설정은 매우 요한 작

업이다. 그러나 Codex 상품규격에서는 통상 으로 

재 규격안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제품

은 Codex 식품규격 원회가 동 제품에 해 설정

한 속(농약잔류) 최 허용기 에 따른다’라는 

정형화된 문장을 사용한다. 

  즉, 오염물질이나 농약잔류에 한 기  설정은 

상품분과 원회의 역할이 아니라 일반주제분과

원회( 속:첨가물 오염물질분과 원회, 농약잔류:

농약잔류분과 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 다

면 재 Codex에는 인삼 는 인삼제품에 한 

속이나 잔류농약 기 이 설정되어 있는가? 물

론 아직까지 이에 한 기 은 설정되어 있지 않

다. 이것은 앞으로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다. 그러므로 해당 분과 원회에서 인삼제품에 

한 기 이 설정될 때까지 본 규격안의 속  

농약잔류 조항은 실질 으로는 규정으로서의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삼은 국가마다 농업 여건이 다르고 품종, 재

배방법, 사용 농약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이 

규정하고 있는 농약잔류 기  한 상이하다. 그

러므로 이에 한 국가간 합의를 도출하기 해서

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야 한다. 잔류농약 

기  설정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방식에 의해 재배된 생산물로부터 얻어진 잔류농

약 자료와 각 농약에 한 독성실험 데이터 등 축

된 많은 양의 과학  증빙자료를 요구한다. 

한 재 사용하는 농약 외에도 과거 사용된 농약

의 토양 잔류 여부 등에 따라 국가별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27종, 미국은 37종의 농약에 

한 최 잔류허용기 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

라와 미국이 공통 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약의 종

류는 2종에 불과하다. 더구나 수입식품의 잔류농

약 허용체계가 우리나라는 Negative List System

(목록에 없더라도 유사작물의 기  등을 원용하여 

수입 가능)임에 반해 미국은 Positive List 

System(Zero Tolerance System; 목록에 없는 농

약 검출시 수입 불가)이다. 따라서 농약잔류에 

한 국내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Codex에

서의 잔류농약 최 허용기  설정은 보다 실

이고 충분한 책이 마련된 이후 상품규격 설정 

작업과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5. 위생

5. HYGIENE

5.1 It is recommended that the product 

cover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tandard 

be prepared and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sections of the 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CAC/RCP 

1-1969, Rev. 3-1997), and other relevant 

Codex texts, such as Codes of Hygienic 

Practice and Codes of Practice.

5.2 The products should comply with any 

microbiological criteria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 (CAC/GL 

21-1997)

  Codex 상품규격에 있어서 생 련 조항은 당

해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Codex 생 

련 기 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정형화된 문

장을 사용하고 있다. 5.1 항의 「Codex 식품 생 

일반원칙」은 식품원료의 생산, 토지, 시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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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지, 작업 리, 개인 생, 운반, 제품정보, 소

비자 인식, 훈련 등과 련하여 식품 생에 한 

반 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5.2항의 「식품

에 한 미생물 기  설정  용원칙」은 식품

에 있어서 미생물학  기 의 정의  요소와 목

, 설정  용을 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원칙들은 식품을 생산, 제조함에 있어 

일반 인 생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기 이므로 

모든 상품규격에 있어서 공통 으로 기술하고 있

는 내용들이다.

6. 중량 및 계량

6. WEIGHTS AND MEASURES

6.1.1 Minimum Fill

The net weight of the product, as percentage 

of the indicated weight, shall not be less 

than 97%.

6.1.2 Classification of "Defectives" (내용 생략)

6.1.3 Lot Acceptance (내용 생략)

  규격안의 최소충진량은 국내 「식품등의표시기

」 『별지2』에 규정된 인삼제품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 허용오차(표시량 3g 과시 

3% 이내)를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통상 으로 

부분 국가는 일정율의 허용오차(tolerance)를 인정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항에 해 국제식이 보

조식품 회연맹(IADSA)은 ‘내용량이 반드시 표시

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

고 있다.  IADSA의 이러한 주장은 동 단체의 회

원업체들이 주로 캡슐이나 타블렛 제품을 생산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나 Codex의 인삼 규격화 

논의 과정에서 가장 활발히 의견 개진을 하고 있

는 이 단체의 향력을 고려할 때 상호간에 충분

한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7. 표시

7. LABELLING

The product shall be labeled in accordance 

with the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 

1-1985, Rev. 1-1991).

7.1 The Name of the Product

The name of the product types shall be 

"White Ginseng", "Red Ginseng", "White 

Ginseng Extract Product", or "Red Ginseng 

Extract Product" as defined in Section 2.2. In 

addition, minimum classification types of each 

of the said product types, as appropriate, can 

be used as a name of the product.

7.2 Country of Origin and Scientific Name 

of Species

The country of origin of both ginseng 

products and their materials shall be specified, 

and the same shall apply to the scientific 

name for ginseng species covered by this 

standard.

7.3 Labelling of Non-Retail Containers 

    (내용 생략)

7.4 Other Labelling Requirements

The products should have clear marking to 

the effect that 1) they are not intended for 

medicinal purposes, and [2) they are used for 

specified population groups.] If the product is 

to be made in accordance to Section 2.3, the 

label shall specify such appropriate and 

additional words or phrases as will avoid 

misleading or confusing consumers.

  식품표시 조항은 「Codex 선포장식품의 식품표

시에 한 일반규격」에 따르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이 문장은 모든 상품 규격에서 공통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국내의 「식품

등의표시기 」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규격안

의 하  표시조항인 제품의 명칭(7.1 항),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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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명(7.2 항), 기타 표시 요건(7.4항)에 있어서 

회원국들로부터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품의 명칭에 있어서, 재의 규격안은 백삼, 

홍삼, 백삼 농축액 제품, 홍삼 농축액 제품 등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백삼, 홍삼 등의 표 은 우

리나라와 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외에는 익숙

하지 않은 명칭이다. 더구나 2.2항(제품 형태)에서 

술한 바와 같이 P. ginseng C.A. Meyer가 아닌 

다른 인삼종으로 제조한 제품에 해서도 ‘홍삼

(Red Ginseng)’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에서 언 한 3개 인삼종 모두를 규

격안에 포함하는 것을 제로 제품의 명칭을 보다 

일반 인 명칭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백삼, 홍삼이라는 용어는 P. ginseng C.A. 

Meyer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

록 제안할 방침이다.

  원산지와 학명 표시는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조항이다. 먼  원산지 표시와 련하여 

재의 규격안에서는 최종제품  원료삼 모두에 

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논

의 과정에서 이에 한 반발이 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Codex 식품표시 규격에서는 ‘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제품에 한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EU를 시한 일부 국가가 이 조항을 

보다 구체 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하여 왔으나 수

년간의 논쟁 끝에 지난 5월에 개최된 제33차 식품

표시분과 원회(CCFL8))는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실제로 Codex 상품 규격에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신선과채류

에 한하며 가공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해서는 매

우 부정 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내의 경우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수출

되고 있는 인삼가공제품의 상당량이 수입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최종제품  원

료 모두에 한 원산지 표시는 보다 신 하게 

8)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근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원료에 

한 원산지 표시는 원료삼 100%로 제조하는 건조

삼이나 농축액 제품에 한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

토 에 있다.

  학명 표시는 원산지 표시와 함께 우리나라 고려

인삼(P. ginseng C.A. Meyer)과 타국삼과의 차별

화를 해 제시하 다. 그러나 국제식이 보조식

품 회연맹(IADSA)은 ‘일반 명칭이 존재하지 않

을 경우에 한하여 학명을 표시한다’는 미국의 규

정을 근거로 학명이 아닌 일반명칭을 표시하자고 

제안하면서 각 인삼종의 일반명칭을 P. ginseng 

C.A. Meyer=Asian ginseng, P. quinquefolium  

L.=American ginseng, P. notoginseng Burk=Tienchi 

ginseng(Sanchi ginseng)으로 제안한 바 있다. 

  P. ginseng C.A. Meyer는 국제 으로 Korean 

ginseng, Oriental ginseng, Asian ginseng, Chinese 

ginseng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일반명

칭으로 표시할 경우 우리는 이 명칭들 에 하나

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의 규격안

처럼 학명 표시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명칭 

표시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명칭 표시를 

수용할 경우 어느 명칭을 선택할 것인지에 해서

는 국내에서의 좀더 면 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Codex 규격에서 P. ginseng C.A. 

Meyer의 일반명칭이 Korean ginseng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는 ‘한국이 인삼종주국’임을 국제 으로 

인정받는 신 국이나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 

재배된 P. ginseng C.A. Meyer도 고려인삼(Korean 

ginseng)임을 인정해야하는 결과를 래하기 때문

이다.

  기타 표시 요건은  당  2.3항(기타 인삼제품)

에 해당되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간단히 언 하기 

하여 설정하 으나 지난 제14차 아시아지역조정

원회(2004년 9월)에서  친 문장이 추가되었

다. 이 문장의 내용은 ‘의약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과 ‘특정 그룹을 해 사용한다는 것’을 

명확한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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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 」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 으나 후자는 특정

그룹이 어떤 그룹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며 특정그

룹을 한 식품이라고 할 경우 자칫 Codex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용도식품(이유식, 유아식, 환자

식 등)을 의미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인삼의 소비층

을 제한하게 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

기함에 따라 동 구 은 유보사항(꺾은 호 표시)

으로 처리되었다. 이 유보처리된 문구는 향후 규

격화 논의과정에서 삭제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8.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8.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8.1 Sampling

Sampl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FAO/WHO Codex Alimentarius General Guidelines 

on Sampling.

(이하 생략)

8.2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According to AOAC 44.1.03

8.3 Determination of Solid Content

To be conducted according to AOAC 44.1.03, 

and calculated based on the content of solids.

8.4 Determination of Ash Content

According to AOAC 32.1.05

8.5 Determination of Water-insoluble Solids 

Content

According to the method described in Annex A

8.6 Determination of Water-saturated 

1-butanol Extracts Content

According to the method described in Annex B

8.7 Identification of Ginsenosides [Rb1, Rf,] Rg1

According to the method described in Annex C

  시료채취방법은 「Codex 시료채취에 한 일반

지침」을 따르며, 수분, 고형물, 회분 함량에 한 

분석법은 AOAC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AOAC 방법은 Codex에서 범용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

았다.

  다만, 물불용성 고형물 함량, 불포화 1-부탄올 

추출액 함량, Ginsenoside 성분 확인 방법은 

Codex나 련 국제기구 등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내 식품공 에 규정되어 있는 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 분석방법은 아직까

지 국제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향

후 규격화 작업 단계(6～7단계)에서 분석 시료채

취분과 원회(CCMAS9))에 의한 확인(endorsement) 

과정을 거쳐야 한다. 

V. 맺음말

  엄 한 의미에서 ‘ 통식품의 국제규격화’는 그 

자체가 일정 부분의 논리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

다. 즉, 통식품이란 근본 으로 ‘ 통지식의 보

존, 특이성의 인정’을 제로 하고 있음에 반해 국

제규격화란 어떤 특정 지역/국가만에 국한되지 않

고 국제 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 (규격)을 만드

는 일로서 ‘보편성의 공유, 특이성의 개방 는 해

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지식의 보

존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통식

품의 국제규격화는 오히려 통성의 상실이나 훼

손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실제로 그 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식품에 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세계화’를 어떠한 에서 보는

가에 따라 지 않은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9) Codex Committee on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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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식품의 세계화’는 ‘어떤 특정 국가(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착되어온 식품이 그 외의 다른 많은 

국가(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생산 는 유통

되거나 소비되는 것’으로 략 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문화의 특성상 식품

은 일반 으로 다른 국가에서의 정착 단계(세계화 

과정)에서 그 식품의 일부 특성이 지화 되는 과

정을 종종 겪게 된다.  

  통식품에 한 Codex 국제규격 설정 과정에

서도 이러한 가변성을  간과할 수 없다. 국제

규격은 국가들 간의 합의를 제로 한다. 즉, 국제

규격은 어떤 특정 국가만을 한 규격이 아니라 

규격 설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그 규격의 내

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상물

의 독특성에 해 있는 그 로의 지 를 인정받는 

지 재산권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Codex 규격은 ‘등록(regist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채택(adop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통식품에 한 국제규격을 설정함에 있어 가

장 강조되어야 할 은 해당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식품 고유의 특성

을 상당 부분 훼손하거나 국내 련 업계 반에 

걸쳐 불리한 결과를 래하면서까지 국제규격이 

설정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NO”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식품환경이 상이한 다른 국가들과

의 논의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느 

수 까지 이를 양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국제규격의 필요성을 제로 한 

‘타 의 범 ’와 ‘국익의 유․불리’에 해서는 산

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당국 등 여러 계층별, 업

체별, 개인별 견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통

식품의 Codex 규격화는 국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차 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식품의 국제규격화는 무엇보다도 먼

 국내에서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합의 도출

이 제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지 를 확립

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하면서도 다른 국가

들이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설정,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인삼제품의 국

제경쟁력 강화와 세계 상품화-이것이 인삼제품 

Codex 규격화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인삼제

품의 Codex 규격 안은 2006년 9월 서울에서 개

최되는 제15차 아시아지역조정 원회(CCASIA)에 

상정될 정이다. 이를 해 2006년 3월까지 Codex 

사무국에 규격 안 수정안을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재 수정 작업이 진행 에 있다. 국제사회의 논

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 한 반 할 수 

있는 규격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인삼산업 종사자 

 계자 여러분들의 충언과 고언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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