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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7 and Annex B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 WTO members are required to notify their newly established or amended SPS measures 
that might affect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analyzed SPS notifications from 1995 to 2008 to identify international trends 
for food safety measures. The notifications were collected from the 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official 
document distribution system of WTO. The 153 WTO members represented 37 developed countries, 84 developing countries 
and 32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 number of overall notifications was 9,820. The annual notifications increased from 
198 in 1995 to 1,264 in 2008. The monthly average notifications were from 44.8 in December to 69.5 in June;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them. The six leading Members in terms of notification submissions were United 
States(U.S.), Brazil, New Zealand, Canada, European Community and Korea. Among the regular and emergency notifications,
62.7% notifications were concerned with food safety, followed by animal and plant protections. Among animal protection 
notifications, 54.8% were emergency situations. Of the 4,821 food safety notifications, 60.4% were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39.3% were from developing countries. Measures concerning pesticide residues and risk assessments were mainly from 
developed countries. In contrast, 77.5% of the measures concerning zoonoses were from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considering the numbers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e average number of measures for each country was 
similar. Food safety measures were mainly involved pesticide residues followed by food additives, zoonoses, new regulations, 
labeling. As the overall notifications, zoonosis measures were mainly emergency notifications. Measures concerning pesticide 
residues, food additives, zoonoses, new regulations, veterinary drugs, and labeling were submitted most often by the U.S., 
Korea, Albania, U.S., Australia, and U.S., respectively. Identifying the exact trends of food safety measures was complicated 
by a number of factors. However, WTO notifications might be useful tool in providing a general view of international trends. 

Key words: WTO, SPS notifications, food safety measures, international trends.

†Corresponding author: Seonggyun Shin, Dept. of Food & Nutrition, Hanyang Women's College, 17 Hangdang-dong, Seongdong-
gu, Seoul 133-793, Korea. Tel: +82-2-2290-2185, Fax: +82-2-2290-2199, E-mail: shinsg@hywoman.ac.kr

서  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1993년 말경 합의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한 마라 쉬 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 정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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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부속서와 각료 결정  선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WTO 1994). 부속서  첫 번째 부속서는 “상품무역에 한 

다자간 정(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1994, 
GATT 1994)”으로 이 정의 하부 정에는 “ 생  식물

생 조치의 용에 한 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정)”이 있다.

GATT 1994의 요한 기본 개념으로 제1조의 최혜국 우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우), 제3조의 내국민 우[유사제품

(like products)에 하여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별 지]를 비

롯하여 무역의 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한 투명성이 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해 SPS 정에서도 제7조(transparency)
에서 부속서 B(Annex B, transparency of sanitary and phyto-
sanitary regulations)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무역에 향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 안  련 조치의 제․개정을 통보하

고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은 제14조 최종조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y)은 5년간 용이 유 되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용된다. 한 SPS 정에 

한 정기 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한 SPS 원회는 1996
년 회원국의 원활한 통보를 하여 통보 차에 한 지침을 

개발하 으며(WTO 1996), 이를 '99년, '02년  '08년에 개정

하 다(WTO 2008). 이에 WTO 회원국은 SPS 정과 지침에 

따라 WTO 사무국에 자국의 식품 안  련 조치를 제‧개정

할 때 통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보문(notification)은 최근 연 

1,200건이 이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WTO가 설립된 1995
년부터 2008년 말까지의 WTO SPS 통보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식품 안  련 조치의 세계 동향을 악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

1. 조사 상  내용

본 연구를 하여 1995년 1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WTO 사무국에 통보된 모든 SPS 통보문을 조사 상으

로 하 다. 통보문은 WTO 홈페이지의 공식문서 배포처(WTO 
Documents Online Database)와 WTO의 SPS 정보 리시스템

(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PS-IMS)에서 입수하

다. SPS-IMS에 조치의 목   주요 내용이 분류되어 있지 

않은 2,185건의 통보는 원래의 통보문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분류하 다. 

2. 분석방법

WTO SPS 통보문은 성질에 따라 일반(regular), 긴 (emer-
gency), 동등성(equilibrium), 추가(addendum), 수정(correction), 

개정(revision), 부속(supplement) 등 7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통보문은 정상 인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고 모든 차를 따

르는 SPS 조치의 제․개정 사항을 통보하며, 긴  통보문은 

조류인 인자의 갑작스런 발병과 같이 정상 으로 SPS 
조치를 도입할 시간이 없을 때 사용하는 통보이다. 한, 동
등성은 국가간에 동등성 정을 체결한 경우 통보하는 것이

며, 추가는 이미 통보된 내용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 수정은 

간단한 자구수정, 개정은 통보문을 완 히 체, 부속은 원 

조치의 번역본 여부를 알려 다. SPS-IMS에서 통보문의 분

류  개정(revision)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목 을 하여 모든 통보에 한 반 인 동향을 분석할 

때는 모든 종류의 통보문를 합하여 실시하 으며, 통보의 목

과 식품안 련 조치에 한 통보의 분석은 회원국의 

SPS 조치를 최 로 통보하는 일반  긴 통보를 기 으로 

하 다.
WTO 회원국의 경제 발 단계는 각국이 WTO에 가입하면

서 스스로 선언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WTO SPS-IMS의 분

류를 사용하 으며, 각 회원국의 가입연도는 WTO홈페이지

를 참조하 다. 
통보된 조치의 목 은 SPS 정  통보문 양식(WTO 2008)

과 같이 식품안 (food safety), 동물건강(animal health), 식물

보호(plant health), 국민보호(human protection)  국토보호

(territory protection)로 구분하 다.
통보된 조치의 종류는 SPS-IMS의 주요 단어(keyword) 분

류를 기 로 수정하여 활용하 다. SPS-IMS의 주요 단어에

는 세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장균 등을 구분하고 있어 

이를 미생물로 통합하여 검토하 으며, 이와 유사하게 생명

공학과 유 자재조합식품을 유 자재조합식품으로, 소해면

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과 염성해

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을 통

합하여 BSE로 통합하여 검토하 다. 한, 이천여건의 통보

문은 SPS-IMS의 주요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은 

원 통보문을 확인하여 연구자 임의로 분류하 다. 통보일은 

통보문에 기술된 날짜를 기 하 으며, 통보문의 정리를 

하여 Microsoft Excel 2007을, 통계 분석을 하여 SPSS(ver. 
12)를 사용하 다.

결과  고찰

1. WTO 회원국의 SPS 통보 개요

WTO의 설립 이후 '08년까지 총 통보는 9,820건으로 '95년 

198건에서 '08년 1,26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2006년부터 매년 천건 이상 통보되고 있다(Table 1). 년

도 비 가장 증가율이 높은 해는 '06년으로 년도 856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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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utlook of WTO SPS notifications

Members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otal
Total notification 198 241 297 336 445 468 777 810 856 926 855 1,157 1,190 1,264 9,820

Original notification1) 191 230 285 296 403 402 626 610 698 621 655 919 863 887 7,686
Regular notification 186 202 268 277 327 347 406 513 632 498 587 819 769 785 6,616
Emergency notification 5 28 17 19 76 55 220 97 66 123 68 100 94 102 1,070
Recognition of equivalence 1 1 2
Addenda/corrigenda2) 7 11 12 40 42 66 151 200 158 297 199 236 325 376 2,120
Supplement 8 1 2 1 12

Number of member countries 112 128 132 133 135 140 143 144 146 148 149 149 151 153
Developed countries 33 34 34 34 36 36 37 37 37 37 37 37 37 37
Developing countries 58 65 68 69 69 74 76 77 79 79 80 80 82 84
Least-developed countries 21 29 30 30 30 30 30 30 30 32 32 32 32 32

Number of notified countries 19 32 39 33 45 42 54 46 46 50 54 50 41 49 99
Developed countries 11 14 17 15 17 18 21 20 18 17 12 12 10 8 28
Developing countries 8 17 20 17 26 22 32 26 28 33 41 36 31 40 63
Least-developed countries 0 1 2 1 2 2 1 0 0 0 1 2 0 2 8

1) Original notification; sum of regular notifications and emergency notifications, excluding notifications for recognition of equivalence,
2) Addenda/corrigenda; notifications for addendum, corrigendum and revision.

서 1,157건으로 약 40% 증가하 으며, 다음은 '99년이었다. 
한편, 일부 년도에는 감소하여 '04년은 년 비 11%를 '07
년에는 6% 감소하 다. 

연도별 통보의 증가는 SPS 정 제14조에 의거 최빈개발

도상국은 가입 후에도 5년간 유 할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

과 선진국은 가입과 동시에 통보의 의무가 발생하여 회원국 

수의 증가와 WTO 발족 후 회원국의 진 인 투명성 증가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WTO는 '95년 112개 회원국으로 발족

하여 '96년까지 128개 회원국이 추가 가입하 으며, 그 후 매

년 증가하여 '08년에는 153개 국가가 회원으로 있다. WTO 경
제발  단계에 따른 회원국 분류를 보면 선진국은 '01년 리투

아니아가 선진국으로 가입하여 총 37개 국가가 있으며, 개발

도상국은 84개, 최빈개발도상국은 32개국이 있다. 
WTO 가입 후 '08년까지 SPS 조치에 한 통보를 한 국가

는 총 99개로 55개 국가는 아직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다. 다
만 아제르바이잔은 아직 WTO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되지 않

았으나, '08년 2건을 통보하여 실제 WTO 회원국  통보를 

한 건이라도 통보한 국가는 총 98개이며, 매년 평균 43개 회

원국이 통보를 하 다. 매년 통보하는 국가는 '95년 19개에서 

'98년까지는 매년 증가하 으나, 그 후는 연 평균 47개국이 

통보하여 회원국의 약 1/3이 통보하고 있다.

2. 월별 통보문

월별 통보문 수는 Table 2와 같다. 체 통보문과 조치의 

제․개정은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을 것으로 상되었으

나, 통계 분석 결과 12월이 다른 달보다 통보문 수가 었으

나 그 차이는 통계 으로는 유의 이지 않다. 한, 긴  조

치의 경우는 세계 으로 질병 발생이 은 겨울이 을 것으

로 상되었으나, 역시 통계 으로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다만 3월의 경우 다른 달보다 많은 긴 통보가 있었으

며, 이는 '01년 3월 87건의 구제역 련 긴 조치에 한 긴

통보가 있어 나타난 상이다. 

3. 국가별 통보 황

국가별 통보는 Table 3과 같다. 체 통보문의 수는 선진국

은 체 통보(9,820건)의 55.3%를 차지하며, 개발도상국은 

44.4%를 차지하여 1,070건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

안에 하여 다시 통보하는 개정, 수정 는 추가 통보를 제

외하는 원래의 통보는 선진국이 총 원통보(7,688건)의 51.3%
를 차지하고 개발도상국은 48.3%를 차지하여 차이가 불과 

233건 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이 많은 원통보에 많은 

재통보를 하기 때문으로 악된다. 그러나 경제발 단계별 

통보 국가 수를 감안하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약 2배의 

통보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체 2,747건을 통보하여 총통보

비 28.0%의 매우 높은 비율로 통보하 으며, 원통보는 체 

원통보의 24.8%(1,908건)을 통보하 다. 한, 미국은 재통보

가 미국의 원통보 비 30.5%에 달하여 체통보의 재통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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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monthly notifications

Month
Total notifications Original notifications Regular notifications Emergency notifications

Mean SD1) Mean SD Mean SD Mean SD

Total mean 58.5  9.90 45.8  9.10 39.4 9.10  6.4  5.30

1 54.9 37.74 44.9 29.83 40.1 27.42  4.8  5.65 

2 49.9 36.58 40.4 28.04 33.0 20.34  7.4  9.03 

3 56.3 33.97 45.9 28.02 33.4 16.69 12.4 23.38 

4 67.6 57.46 54.4 50.79 47.6 47.47  6.8  8.09 

5 58.0 32.25 47.4 25.36 42.7 23.81  4.6  4.53 

6 69.5 52.02 53.1 39.19 45.5 34.47  7.6  8.37 

7 65.3 32.31 50.1 22.02 43.2 20.61  6.9  6.43 

8 66.7 46.23 51.6 32.92 45.1 30.56  6.4  6.54 

9 54.6 26.26 41.9 17.74 36.6 15.89  5.3  4.65 

10 61.2 39.26 45.1 26.54 39.6 23.08  5.6  5.68 

11 52.7 29.19 39.9 21.42 35.1 18.72  4.9  4.31 

12 44.8 26.63 34.3 20.38 30.6 18.81  3.7  2.84 

F-value 0.557 0.564 0.636 0.879 
1)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Number of notifications by countries

Regular notif.1) Emer. notif.1) Equiv. notif.1) Original notif.1) A./C.1) Suppl. notif.1) Total notif.1)

Total notifications 6,616 1,070 2 7,688 2,120 12 9,820

Developed countries 3,560 386 3,946 1,481 5,427

Developing countries 3,029 682 2 3,713 632 12 4,357

Least-developed countries 27 2 29 7 36

United States 1,844 64 1,908 839 2,747

Brazil 511 9 520 135 655

New Zealand 315 100 415 96 511

Canada 355 19 374 215 589

European communities 319 47 366 217 583

Korea, Republic of 306 17 323 38  1 362

Chile 265 23 288 32 320

China 232 18 250 20  8 278

Peru 178 58 236 10 246

Australia 210 15 225 40 265

Japan 207 15 222 9 231

Mexico 178 36 214 23 237

Thailand 144 29 173 37 210

Colombia 114 51 165 70  2 237

Philippines 62 85 147 61 208
1) Regular notif.; Regular notifications: Emer. notif.; Emergency notifications: Equiv. notif.; Recognition of equivalence: Original notif.; sum of regular 

notifications, emergency notifications, and recognition of equivalence: A./C.; sum of addenda, corrigenda and revision: Suppl. notif.; Supplement: Total notif.;
sum of all 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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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인 21.6%에 비하여 매우 높은 재통보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원통보를 많이 한 국가는 라질로서 체 통보

비 6.8%만을 통보하 으며, 다음은 뉴질랜드(5.4%), 캐나

다(4.9%), EC(4.8%)이었으며, 다음은 6번째로 많은 통보를 한 

우리나라로서 4.2%를 차지하고 있다. 국은 3.3%로 8 , 일
본은 2.9%로 11 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많은 통보를 한 이유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농업용 화합물(농약, 동물용 의

약품 등)에 한 반  재검토를 '06년 8월까지 완료하고 이

후에도 연차계획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Shin SG 2006). 특히, 미국은 농약 등에 하여 해도 평가 

결과를 일차 통보하고 이후 이에 따른 작물별 잔류허용기

을 추가 통보하여 다른 국가보다 재통보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질은 체 통보건 수로 '05년까지는 연평균 13.5건이

었으나, 그 후 격하게 증가하여 '06년 149건, '07년 194건, 
'08년 163건으로 이  비 연평균 12.5배를 통보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사한 사유로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은 

'01년 11월 WTO에 가입하여 '02년부터 7년 동안 통보하 으

나, Table 3에서와 같이 8 를 차지하고 연평균 39.7건의 많은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은 WTO 가입조건으로 

기존의 모든 SPS 조치에 한 통보를 의무화하여 가입 후 '02
년 4월 말까지 140건을 단기간에 통보한 결과로서 이를 제하

면 연평균 19.7건을 통보하 다. 따라서 연평균 총통보 건수

로 계산하면 미국이 196.2건, 라질이 46.8건, 우리나라는 

25.9건(7 ) 등으로 국은 13 가 된다.

4. SPS 조치의 목

통보된 조치의 목 별 건수는 Table 4에 보 다. 통보되는

Table 4. Number of notifications for purposes

Food safety Animal health Plant health Human health Territory protection
Total original notifications 4,821 2,158 1,801 957 266

Emergency notifications 541 764 144 161 36
Regular notifications 4,280 1,394 1,657 796 230

Developed countries 2,913 877 669 459 52
Emergency notifications 161 250 68 44 12
Regular notifications 2,752 627 601 415 40

Developing countries 1,895 1,271 1,124 489 212
Emergency notifications 378 512 76 117 24
Regular notifications 1,517 759 1,048 372 188

Least-developed countries 13 10 8 9 2
Emergency notifications 2 2 0 0 0
Regular notifications 11 8 8 9 2

조치의 목 은 SPS 정에서 보이는 5개로 나뉘어 SPS 통보

문의 양식에 기술하게 되어 있으나, 하나의 조치라도 여러 가

지 목 을 가지는 경우 복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많은 조치가 통보된 분야는 식품안  분야로 동등성을 통보

한 2건을 제외한 모든 원통보문(7,686건)  4,821건으로 

체 통보문의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동물보호로 

28.1%, 식물보호 23.4%, 국민보호 12.5%, 토보호 3.5%이다.
일반통보(regular notification) 비 긴 통보(emergency noti-

fication)는 체 평균이 16.2%인데 비하여 동물보호 목  통

보는 54.8%로 매우 높으며, 다음이 국민보호(20.2%), 토보

호(15.7%), 식품안 (12.6%) 이고 식물보호는 8.7%에 불과하

다. 이는 동물보호의 경우, 소해면상뇌증, 고병원성 조류독

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긴 하게 수입 

지 조치가 발동하기 때문에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단된

다.

5. 식품안 련 조치 통보 개요

식품안 련 조치는 Table 4와 같이 총 4,821건으로 이를 

조치별로 나 면 Table 5와 같다. 통보한 국가의 경제발 단

계로 보면 선진국이 체 식품 안  련 통보문의 60.4%를 

통보하 으며, 개발도상국은 39.3% 그리고 최빈개발도상국

은 0.3%만을 통보하 다. 최빈개도국은 식품안  련 신규

제도 도입, 인수공통 염병, 표시  곰팡이독에 한 규제에 

하여 13건만을 통보하 다. 해도 평가는 총 34건으로 많

은 통보가 되지는 않았으나, 선진국이 88.2%를 통보하여 잔류

농약과 함께 선진국이 부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수공통 염병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이 체 해당 분야 통

보수의 160건인 77.5%를 통보하여 선진국보다 많은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보를 한 선진국의 수가 2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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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ber of food safety related notifications for various purpose(keyword)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Least-developed countries
Total 
notif.

Emer.
notif.

Regul. 
notif.

Sum
Emer.
notif.

Regul. 
notif.

Sum
Emer.
notif.

Regul. 
notif.

Sum

Total number 161 2,752 2,913 378 1,517 1,895 2 11 13 4,821
Pesticides 9 1,756 1,765 2 236 238 2,003
Food additives 8 270 278 8 221 229 507
Zoonoses 35 52 87 236 70 306 2 2 395

Avian Influenza 23 3 26 165 32 197 2 2 225
BSE 40 50 90 90 44 134 224

New regulations 6 107 113 2 158 160 4 4 277
Veterinary drugs 2 101 103 3 61 64 167
Labelling 65 65 4 92 96 1 1 162
Contaminants 20 43 63 39 48 87 150
GMO 2 96 98 44 44 142
Microorgamisms 3 46 49 1 27 28 77
Risk assessment 30 30 4 4 34
Certification & 
inspection

2 14 16 5 12 17 33

HACCP 16 16 15 15 31
Mycotoxins 2 13 15 14 14 1 1 30
Irradiations 22 22 7 7 29

이며, 개발도상국이 63개국인 을 고려하면 국가별로는 개

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통보건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식품 안  련 조치  잔류농약에 한 조치 통보가 가

장 많아 체 식품안 통보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이 식품첨가물(10.5%), 인수공통 염병(8.2%), 신규제도(5.7%)
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의 표시는 162건이 SPS 원회에 통

보되었으나, 많은 국가가 TBT 원회에만 통보 는 SPS 
원회와 함께 통보하고 있어 실제 표시제도의 변화는 통보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상된다.
식품 안 과 련하여 부분은 수렴기간을 부여하는 일

반통보를 하여 체 11.2%가 긴 통보 으나, 인수공통 염

병(69.1%), 오염물질(39.3%)과 인증  검사제도(21.2%)를 제

외하고는 나머지만을 계산하면 평균 1.5%에 불과하다. 인수

공통 염병 에도 조류인 루엔자 련 조치의 84.4%, 소해

면상뇌증 련 조치의 58.0%가 긴 통보로 이루어져 인수공

통 염병 에도 이들 두 질병에 하여 많은 국가가 긴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악되었다. 

6. 식품안 조치 종류별 통보 동향

식품안 련 통보를 많이 한 주요 국가별 조치는 Table 

6과 같다. 식품안  조치와 련하여 가장 많은 통보를 한 국

가는 미국으로 체 식품 안  련 통보  33.9%를 통보하

으며, 다음은 캐나다 6.6%, 라질 6.0%, EC 5.9%이며, 다
음은 우리나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통보의 경우는 

체 식품 안  조치 련 일반통보에 하여 미국이 37.7%
를 가장 많이 하 으며, 다음이 캐나다, 라질, EC, 우리나라

로 순서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긴 통보는 알바니아가 가

장 많이 하여 체 긴 통보의 12.2%를 하 으며, 다음은 필

리핀 10.2%의 순으로 체통보나 일반통보와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식품 안  조치  가장 많은 통보가 이루어진 잔류농약 

련 규제의 경우 미국이 1,364건으로 체 식품안 련 통

보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 잔류농약 련 통보 

2,003건  68.1%를 통보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압도 으

로 많은 통보를 하 다. 이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미국

의 EPA가 농약 등에 하여 반 인 안 성 평가를 재실시

하고 그 결과를 지속 으로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잔류농약에 한 통보를 많이 

한 나라는 캐나다(10.5%), 라질(7.0%)  EC(4.1%)로 미국

과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잔류농약 련 조치의 

긴 통보는 미국이 체 11건  7건을 하여 63.6%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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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umber of food safety related notifications for members

Total food 
safety

Pesticides
Food 

additives
Zoonoses

Avian 
Influenza

New 
regulations

Veterinary 
drugs

Labeling

Total notifications 4,821 2,003 507 395 225 277 167 162

Emergency notification 541 11 16 273 190 8 5 4

Regular notification 4,280 1,992 491 122 35 269 162 158

United States 1,636 1,364 69 23 2 37 27 25

Emergency notification 23 7 　 5 1 2 　 　

Regular notification 1,613 1,357 69 18 1 35 27 25

Canada 317 210 62 6 5 6 2

Emergency notification 3 　 　 　 　 　 　 　

Regular notification 314 210 62 6 　 5 6 2

Brazil 288 141 29 6 1 12 3 8

Emergency notification 4 　 1 2 　 　 　 　

Regular notification 284 141 28 4 1 12 3 8

European communities 286 83 49 19 4 14 4 7

Emergency notification 24 　 4 5 3 3 　 　

Regular notification 262 83 45 14 1 11 4 7

Korea, Republic of 241 28 72 11 1 15 18 11

Emergency notification 9 　 3 5 　 　 　 　

Regular notification 232 28 69 6 1 15 18 11

Japan 162 43 59 2 　 5 22 10

Emergency notification 7 2 3 　 　 1 　 　

Regular notification 155 41 56 2 　 4 22 10

Thailand 142 2 18 10 8 33 2 18

Emergency notification 20 　 1 7 6 　 　 1

Regular notification 122 2 17 3 2 33 2 17

Australia 121 26 13 4 2 17 33 2

Emergency notification 9 　 　 3 2 　 　 　

Regular notification 112 26 13 1 　 17 33 2

New Zealand 112 20 6 5 1 15 6 11

Emergency notification 7 　 　 2 　 　 　 　

Regular notification 105 20 6 3 1 15 6 11

Taipei, Chinese 108 20 41 2 1 3 8 1

Emergency notification 1 　 　 1 　 　 　 　

Regular notification 107 20 41 1 1 3 8 1

China 107 9 12 4 4 21 1 5

Emergency notification 6 　 　 4 4 　 1 1

Regular notification 101 9 12 　 　 21 　 4

Philippines 103 　 1 45 40 4 1 　

Emergency notification 55 　 1 43 39 　 　 　

Regular notification 48 　 　 2 1 4 1 　

Colombia 89 2 3 15 8 17 1 8

Emergency notification 13 　 　 7 5 　 　 1

Regular notification 76 2 3 8 3 17 1 7

Albania 78 　 　 56 31 2 　 　

Emergency notification 66 　 　 54 29 　 　 　

Regular notification 12 　 　 2 2 2 　 　

Other members 1,031 55 73 187 122 77 35 54

Emergency notification 294 2 3 135 101 2 4 1

Regular notification 737 53 70 52 21 75 3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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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다음이 일본(18.2%)으로 체 긴 통보 순 와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품첨가물 련 조치의 통보는 잔류농약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가 체 507건의 통보  72건을 통보하여 1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다음이 미국(13.6%), 캐나다

(12.2%), 일본(11.6%)의 순으로 통보하 다. 긴 통보는 체 

첨가물 련 긴 통보 16건  4건을 통보하여 2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3건씩을 통보하여 다음이

며, 미국은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다. 
인수공통 염병 련 통보의 경우, 알바니아가 총 395건  

56건을 통보하여 14.2%의 유율을 보 으며, 다음은 필리핀

(11.4%), 미국(5.8%), EC(4.8%), 콜롬비아(3.8%)가 통보하 다. 
인수공통 염병은 다른 조치보다 긴 통보의 비율이 69.1%
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알바니아는 총 56건  54건, 필리핀

은 45건  43건이 긴 통보로 나타났다. 이들 긴 통보의 

부분은 조류인 인자에 한 것으로 알바니아는 31건을, 
그리고 필리핀은 39건에 이르 다. 한편, 국은 인수공통

염병에 하여는 4건을 통보하 으나, 모두 긴 통보하여 가

장 긴 통보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주요 통보국의 인수공통

염병에 한 긴 통보 비율은 66.3%로 체 인수공통 염

병의 긴 통보비율 69.1%보다 낮아, 나머지 국가도 인수공통

염병에 하여는 긴 통보를 일반통보보다 많이 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캐나다와 일본은 긴 통보를 하지 않아 

이들 국가와 비되며, 이외에도 미국, 라질, EC,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만 등은 체 인수공통 염병 조치 비 

2% 이하의 낮은 긴 통보율을 보이고 있다.
신규 제도의 도입은 미국이 37건으로 체 277건  13.4%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태국(11.9%), 국(7.6%)의 순

이다. 잔류동물용 의약품 련 조치는 호주가 련 통보 167
건  33건을 통보하여 19.8%, 미국은 27건 16.2%, 일본은 22
건 13.2%이며, 우리나라는 18건 11.1%이며, 다음은 뉴질랜드

(3.6%)와 캐나다(3.6%)이다. 표시 련 규정은 미국이 체 

련 통보 162건  15.49%를, 다음은 태국 11.1%, 우리나라 

6.8%, 일본 6.2%의 순이다.
각국의 주요 통보분야에 한 차이는 각국의 심 분야  

정책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미국의 농약

련 통보는 1개 농약에 하여 해도 평가 결과, 품목별 최

잔류허용량 등 2～3건의 통보를 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와 많은 국가는 1건의 통보에 여러 농약을 하나의 통보문에 

통보하는 등 국가간의 통보 형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한, SPS 정에 따라 각국은 무역에 정 인 

향인 경우와 국제규격과 조화되는 경우에도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식품안 에 한 세계의 조치 도입 황

의 정확한 악을 하여는 개별 통보문과 련 조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러한 작업은 필요한 자원이 방 하므로 

실제 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단되므로, WTO SPS 통
보문으로 반 인 동향을 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으로 생각된다.

요약  결론

WTO 회원국은 SPS 정 제7조와 부속서 B에 의거하여 국

제표 , 지침 는 권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동등하지 않아 무

역에 향을 미치는 SPS 조치를 통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WTO가 발족한 '95년부터 '08년 말까지 WTO에 통보된 

SPS 조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식품 안  련 조치의 세

계 동향을 악하고자 하 다. SPS 통보문은 WTO에서 운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WTO 회원

국 수는 2008년까지 선진국 37개, 개발도상국 84개와 최빈개

발도상국이 32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53개국이다. 조사된 

SPS 통보문은 총 9,820개로 '95년 198건으로부터 시작하여 

'08년에는 1,264건이 통보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SPS 조치

의 상을 감안하여 월별 통보건수를 확인한 결과, 월별 평균 

최  69.5건에서 최소 44.8건이 통보되고 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47건
을 통보하여 가장 많은 통보를 하 으며, 다음이 라질, 뉴
질랜드, 캐나다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6번째로 많은 통

보를 하 다. 통보된 SPS 조치의 목 은 원통보문(7,686건)  

62.7%가 식품안 이 목 으로 표시하 으며, 다음이 동물보

호, 식물보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긴 통보는 동물보호 

목 이 가장 높아 54.8%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안  련 통

보는 총 4,821건으로 선진국이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
발도상국은 39.3%이다. 선진국의 통보가 상 으로 많은 부

분은 잔류농약과 해도 평가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수공통

염병에 한 통보는 개발도상국이 77.5%를 차지하여 선진

국보다 많은 통보를 하 으나 개별 국가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식품안  조치  가장 많이 통보된 분야는 잔류농약에 

한 조치, 식품첨가물, 인수공통 염병, 신규제도, 표시제도

의 순이다. 체 SPS 통보와 같이 식품안 분야에서도 인수

공통 염병에 하여 긴 통보가 69.1%로 가장 많이 이루어 

졌다. 잔류농약에 한 통보는 미국이 1,364건을 통보하여 가

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은 우리나라, 인수공통 염병은 알

바니아, 신규제도 도입은 미국, 잔류동물용 의약품은 호주, 
표시는 미국이 가장 많은 통보를 하 다. 이와 같은 국가간 

차이는 각국의 정책과 심도에 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SPS 통보문으로만 정확한 세계동향 악은 어

려우나 반 인 동향을 악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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