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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new imported food safety measures, following the accident at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measures contents and effects on food trades values. Eight percent 
of members were notified the introduced measures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measures’ contents were banning 
imports, enhancing inspection and adding certification requirement. The covered regions were some prefectures, entire Japan 
or all affected countries. European Union introduced a measure that subjecting foods originating from 12 prefectures to 
import at designated ports with required certification. The measures were amended 8 times until March 2014 to apply listed 
foods from 15 prefectures. The trade value of fishery products and miscellaneous foods were affected. Australia introduced 
a measure that required additional inspection of dairy, fishery and plants products from 13 prefectures with subsequent 
amendments. The trade value had no effect in tested foods. Chinese Taipei introduced a temporary import ban for all foods 
from 6 prefectures. Trade values for fruits were affected. The United States issued an import alert for detention without 
examination for listed prefectures and goods without introducing new measures. Although no specific products were affected, 
trade values for all foods were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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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발족한 

후 회원국은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위생관리 조치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
에 부합시켜야 한다. SPS 협정의 주요 기본 개념으로는 모든 

소비자 보호와 원활한 무역을 위하여 식품위생 조치는 과학

적 근거 또는 국제규격과 조화되어야 하며, 이 조치는 필요 

이상으로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투명성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WTO 1995). WTO 발효 이후 농산물의 무역량

은 세계적으로 ‘05년부터 ‘12년까지 연평균 10%의 증가를 보

여 ‘12년에는 14,000억 불 어치의 농산물을 교역하였다(WTO 
2014a). 우리나라는 ‘95년 섭취 에너지 자급률 50.6%에서 ‘12
년 41.1%로 감소한 반면, 수입식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3).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경우 1986년에 발생하였

으나, 유럽연합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부 식품에 대하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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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또는 방사선 오염 검사 등의 식품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체르노빌이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13
개 국가로부터 덩굴월귤 등의 월귤나무속(Vaccinium)과 야생 

버섯류의 수입을 2020년 3월 말까지 금지하고 있다(European 
Council 2008, 2009). 또한 유럽연합 내의 불가리아, 루마니

아를 비롯한 러시아, 스위스 등 인근 15개국의 버섯 및 그 

가공품(HS 070959, 07108069, 07115900, 07123900, 20019050, 
20039000)에 대하여는 세슘 동위원소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

다(European Commission 2006; 2013b).  
한편,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지방 동쪽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은 쓰나미를 일으켰고, 그 결과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분류로 7단계

에 해당하여 1986년 구소련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 발

전소 사고보다 방사선 핵종의 유출이 적으나,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Mukhopadhyay & Hastak 2014). 일본은 사고발

생 후 2011년 3월 방사선핵종의 오염에 관한 잠정 규정을 정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사고발생 후 

7일이 지난 3월 19일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처음 1년간 총 13.7만 개의 모니터링 시료 중 

0.88%이 부적합이었으나, 2013년에는 26.1만 개 시료 중 0.33%
로 부적합율이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Labor and 

Table 1. Harmonized system code related to foods by chapter

HS code Commodities
02 Meat and edible meat offal
0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04 Dairy produce; birds' eggs; natural honey;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7 Edible vegetables and certain roots and tubers

0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09 Coffee, tea, mate and spices
10 Cereals
11 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malt; starches; inulin; wheat gluten
12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miscellaneous grains, seeds and fruit;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straw and fodder
13 Lac, gums, resins, vegetable saps and extracts nes

15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16 Preparations of meat,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17 Sugars and sugar confectionery
18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19 Preparations of cereals, flour, starch or milk; pastrycooks' products
20 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

21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22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Welfare of Japan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식품안전 조치를 포함하는 비관세 조

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

출사와 수출국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보고하는 방법, 여러 영

향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에 의한 모의시험법과 무역량 자료 

분석법을 제시한 바 있다. OECD(2003)는 모의시험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나, 모델 개발 전에는 식품안전조치의 변화 전

후의 무역량에 대한 분석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세계 여러 국가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라는 하나의 

위해요인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하여 동일 

위해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식품안전 조치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

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라 도입한 일부 국가의 식품안전 조치

를 비교하고, 사고 전․후와 조치의 종류에 따라 무역량에 영

향을 주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자료 수집
일본 식품의 수출액은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Ministry of 

Finance Trade Statistics of Japan 2014)에서 식품과 관련된 세 

번(harmonized system, HS)을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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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월 단위로 수집하였다(Table 1).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식품안전조치 조사는 SPS 협정

문의 투명성 조항에 따라 통보한 조치의 데이터베이스인 세

계무역기구의 SPS 문서관리시스템(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통보문의 검색은 사고 당일인 

2011년 3월 11일 이후로 하였으며, 조치의 영향 국가는 일본

으로 조사하였다. 통보문 중 검색 대상 단어로는 후쿠시마

(Fukushima), 방사선핵종(radionuclides), 원자력(nuclear), 사고

(accident), 쓰나미(tsunami) 및 지진(earthquake)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된 통보문을 각각 확인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

고 관련 조치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들 조치 중 일부 국가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한 경우, 통보한 국가의 관련 홈페

이지 또는 WTO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입수하였다. 

2. 영향 분석
식품의 무역량의 시계열 분석은 PASW Statistics 18(SPSS 

Inc., USA)을 활용하였다. 조치와 관련한 무역량의 영향을 보

기 위하여 조치를 공통으로 정하는 유럽연합에 속하는 27개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2013년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제외하

고, 유럽연합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이 제공하는 

수출액 자료는 HS 9자리 기준이나 원활한 분석을 위해 류

(chapter, 2자리)로 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분석은 분석대

상별로 2013년 수출액이 큰 5개 류와 전체식품의 수출액에 

대하여만 실시하였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과 각국의 조치는 무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와 조치 

도입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경우와 사고와 조치의 도입에 의한 

영향을 반영한 경우에 대하여 Table 2의 조건으로 시계열 모델

을 확인하였다. 시계열 모델은 자동모형생성기(expert modeler)
를 활용하여 지수평활, 자기회귀,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및 계절분해 기법 등을 고려하였다. 이때 사

고와 각 조치는 처음의 조치 또는 조치 간의 간격을 고려하여 

하나의 개입으로 간주하여 개입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값은 

가법(additive), 수준이동(level shift), 혁신적(innovational), 또

Table 2. Options for model selection with PASW statistics 18

Items Models Notes

Data set Export values to the world, Australia, Euro-
pean Union, Taiwan, and United States

All foods and interesting chapters, monthly 
export value from Jan. 2004 to Dec. 2013

Models Use Expert Modeler ARIMA and exponential smoothing models 
with considering simple seasonal models

Outlier None, Additive, Level shift, Innovational, 
Transient Alone or combination of effects

Effect of event for interventional model Step function Events are the nuclear power station accident 
and measures

는 일시적(transient) 효과가 단독 또는 조합에 의한다고 가정

하고, 최적 추정함수를 선택하였다. 여러 조건 중 정상 R제곱

이 가장 큰 모델을 최적으로 간주하였다. 사고와 조치의 영향 

여부는 각 조건에서 선택된 모델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여 추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본의 식품과 농수산물 수출
일본은 세계 4위의 농산물 수입국인 동시에 수출도 하고 

있다(WTO 2014a). 일본은 ‘13년 4,347억 엔의 식품을 수출하

였으며, 이중 특히 어패류(HS03)를 1,316억 엔어치 수출하여 가

장 많이 수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기타의 조제식료품(HS21), 
육․어류조제품(HS16), 음료․주류 식초류(HS22)와 곡물․

곡분의 제품과 빵류(HS19)의 순이었다(Table 3).
조사 기간인 ‘04년부터 ‘13년까지 품목별 주요 수출대상국

은 Table 4와 같다. 조사기간 동안 일본은 모든 식품을 홍콩

에 가장 많이 수출하였으며, 다음이 미국, 중국, 우리나라, 대
만의 순이며, 수산물의 경우 중국, 우리나라, 미국, 태국, 홍콩

의 순이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 홍콩, 싱가포르와 괌의 경

우 해당지역에서의 소비보다는 제3 지역으로의 재수출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식품과 각 류별로 최적의 모델의 사고 영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Table 5). 모든 식품의 경우, 사고를 고려하

지 않는 최적 모델은 단순계절형으로 나타났으나, 사고를 

고려하면 ARIMA(0,1,1)(0,1,1)로 사고 전후의 모델이 다르게 

나타났다. 다만 사고를 고려하지 않는 모델의 경우, SPSS에
서 제시한 모델이 비록 정상 R제곱이 고려한 모델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잔차의 무작위성 신뢰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식품에 대하여는 

사고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모델이 다름을 

알 수 있어, 사고의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은 모든 식품의 수출액 변화와 시계열모델을 표시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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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ods exports of Japan                                                         (Unit: million Yen)

2004 2010 2011 2012 2013

All Foods 271,210 395,783 351,529 346,265 434,677

HS03 82,577 112,542 96,525 94,477 131,626

HS21 54,810 71,475 67,005 64,208 73,138

HS16 32,076 57,198 51,246 49,391 60,455

HS22 16,920 32,192 31,443 34,878 39,743

HS19 20,476 39,943 29,429 28,545 36,186

HS15 9,400 12,336 12,678 12,447 15,658

HS12 13,548 13,376 13,085 11,650 14,098

HS08 4,819 9,236 8,482 5,880 10,693

HS09 3,034 6,152 6,463 6,700 8,582

HS17 7,052 6,936 5,971 5,973 7,874

HS11 9,056 6,458 6,399 6,316 7,559

HS02 672 5,077 4,356 6,351 7,538

HS18 3,946 5,073 4,871 5,249 5,868

HS20 4,742 5,010 4,575 4,622 5,639

HS07 2,377 3,028 2,328 2,727 3,333

HS13 3,471 3,195 3,326 2,837 3,246

HS10 1,406 2,451 1,697 2,793 1,771

HS04 827 4,107 1,647 1,221 1,668

Based on the Ministry of Finance of Japan (2014)

Table 4. Major foods exporting partners of Japan during 2004~2013

Rank All foods HS03 HS16 HS19 HS21 HS22

1 Hong Kong, China China Hong Kong, China Hong Kong, China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2 United States of 
America Korea, Republic of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Chinese Taipei Chinese Taipei

3 China United States of 
America Chinese Taipei Chinese Taipei Korea, Republic of Hong Kong, China

4 Korea, Republic of Thailand China Korea, Republic of Hong Kong, China Korea, Republic of

5 Chinese Taipei Hong Kong, China Singapore China China United Arab 
Emirates

6 Thailand Viet Nam Korea, Republic of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China

7 European Union Chinese Taipei Saudi Arabia, 
Kingdom of Singapore Singapore European Union

8 Singapore European Union Canada Canada Thailand Singapore

9 Viet Nam Guam Namibia Thailand Australia Australia

10 Australia New Zealand Viet Nam Saudi Arabia, 
Kingdom of Malaysia Russian Federation

Based on the Ministry of Finance of Jap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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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ime series models for exports during 2004 to 2013 of Japan

Commodities Inter-
vention1) Model function

Model fit statistics Residuals Outliers

Stationary 
R2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Normalized  
BIC

Ljung-Box  
Q(18) Sig. Number Best fit sets2)

All foods
No Simple seasonal 0.564 6.813 29.591 0.014 0 NC; A; L; I; AI; LI; AL; ALI
All ARIMA(0,1,1)(0,1,1) 0.522 7.154 29.798 0.291 1 L; LI; AL; ALI

HS03

No ARIMA(2,0,0)(0,1,1) 0.667 12.581 28.624 0.749 2 T; LT; AT; ALT

All ARIMA(1,0,0)(0,1,1) 0.601 13.321 28.646 0.117 0
NC; A; L; I; T; IT; LT; AT; 
AI; LI; AL; ALI; ALT; AIT; 
LIT;  ALIT

HS16
No Simple seasonal 0.724 16.471 27.337 0.048 0 NC; A; L; I; T; IT; LT; AT; 

AI; LI; AL; ALI; ALT; AIT; 
LIT;  ALITAll Simple seasonal 0.724 16.471 27.337 0.048 0

HS19
No ARIMA(1,0,0)(1,1,0) 0.801 7.451 25.478 0.009 5 IT
All ARIMA(0,1,1)(0,1,0) 0.738 6.801 25.099 0.018 6 AT; AIT

HS21
No Simple seasonal 0.630 4.586 25.439 0.013 0 NC; A; L; I; T; IT; LT; AT; 

AI; LI; AL; ALI; ALT; AIT; 
LIT; ALITAll Simple seasonal 0.630 4.586 25.439 0.013 0

HS22
No ARIMA(0,0,0)(0,1,1) 0.733 5.839 24.338 0.906 3 LT
All ARIMA(0,0,0)(0,1,1) 0.731 5.672 24.344 0.140 3 AT; AIT

1) No=no intervention; All=interventions with accident
2) A=Additive; L=Levelshift; I=Innovational; T=Transient; NC=not consider outlier

Fig. 1. Exports for all foods of Japan to the world with 
the ARIMA(0,1,1)(0,1,1) model from 2004 to 2013 with 
consideration of intervention by the accident.

년 11월 수준이동 이상값이 나타났으며, 사고발생시기인 2011
년 4월 개입에 의하여 수준이동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조사한 5개의 류를 비교한 결과, 곡물․곡분의 제품과 빵

류(HS19)의 사고를 고려한 모델이 수출액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개입을 고려 여부에 따른 모델이 다른 것을 

보아 사고의 영향이 나타났다. 음료․주류 식초류(HS22)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입의 영향을 고려한 모델보

다는 고려하지 않은 모델의 적합도가 우수하였다. 육․어류조

제품(HS16)과 기타의 조제식료품(HS21)의 경우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사고의 영향은 모델

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사고의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은 현상은 조치를 취한 많은 국가가 일본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이 아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식

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지역 생산품의 점유율은 돼지와 

쌀 생산이 각각 43%와 42%를 차지하고, 다음이 수산물로 20%
이고, 기타 식품은 10% 이하(Johnson R 2011)로 실제 해당 지역

이 일본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세계 각국의 조치 도입
WTO의 SPS협정 제7조와 부속서 2는 회원국의 투명성 보

장을 위한 조항으로 회원국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 또

는 식물위생조치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WTO에 통보하

고, 타 회원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고 있다. WTO 사무국의 SPS 문서관리시스템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된 SPS 조치를 검색한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하여 도입한 조치를 통보

한 국가는 유럽연합 등 13개밖에 되지 않아 전체 회원국 대

비 8.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특별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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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ood safety measures notifications to WTO against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accident

Document symbol
(G/SPS/N/)

Date of 
distribution Notifying member Products covered

EEC/397

01/04/2011
12/10/2011
09/01/2012
30/03/2012

European Union Feed and food from certain regions of Japan

EU/15

11/04/2012
16/07/2012
19/11/2012
06/06/2013
28/03/2014

OMN/43 04/04/2011 Oman Fresh and processed food and animal feed

AUS/261 14/04/2011
20/01/2012 Australia Seaweed, fresh and frozen seafood (excluding fish based pastes and sauces), 

milk and milk products and fresh fruit and vegetables

BRA/734 14/04/2011
26/04/2011 Brazil Food and food products

SAU/13 28/04/2011
19/12/2012

Saudi Arabia, 
Kingdom of Fresh and processed food from certain regions of Japan

THA/201 28/04/2011

Thailand

Food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 (ICS Code 67.040)

THA/202

28/04/2011
22/06/2011
03/05/2012
08/09/2014

Food with risk from radionuclide contamination (ICS Code 67.040)

BRN/3 09/05/2011
29/11/2012 Brunei Darussalam Fresh agricultural and fish products; processed foods

PHL/195 11/05/2011

Philippines

Fish and fishery products (HS Chapter 03 and HS Code 1604)

PHL/196 11/05/2011 Meat, dairy products, live animals, and animal feed products

PHL/203 18/07/2011
10/08/2011 HS Codes 06, 07, 08, 09, 10, 17, and 24

KOR/389 25/05/2011
Korea, Republic of

Food products

KOR/454 16/09/2013
28/10/2013 Food products

TPKM/231 30/05/2011 Chinese Taipei All imported food items produced in the Fukushima, Ibaraki, Tochigi, Gunma 
and Chiba prefectures of Japan

CHL/359 15/06/2011
31/10/2011 Chile Cereals, roots, tubers, vegetables, fruit, meat and meat products, milk and milk 

products, fish and shellfish and products thereof, and baby and infant foods.

BHR/115 18/07/2011 Bahrain, Kingdom of All food items, except otherwise accopagnied with an official certificate of 
normal radiation levels

COL/226 13/09/2011 Colombia Animal feed and food for human consumption
Source: WTO (2014b)

조치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조치를 이용하여 별도로 통보

하지 않은 회원국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가장 빠르게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한 국가는 유럽연합으로, 사고 발생 21일 만에 조치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오만, 호주, 브라질, 태국

의 순으로 조치를 통보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고 발생 21일 후 WTO에 통보하였으나, 
실제 조치는 14일 후인 3월 25일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지속

적으로 개정하여 ‘14년 3월까지 8회 개정하였다. 오만의 경

우, 사고 발생 24일 후인 4월 4일 관련 지역에서 수입하는 식

품은 방사선핵종이 없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표준 193
번(CODEX STAN 193-1995)에 적합함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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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개정은 없었다. 
도입한 조치의 적용 대상 식품의 생산 지역은 브루나이, 브

라질, 칠레 등은 일본 전역으로 하였으며, 대만, 콜롬비아, 유
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및 태국 등은 일본의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였으며, 호주는 일본 전체에서 개정을 통하여 일부 지

역으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바레인과 오만은 일본만이 아니라, 
사고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를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다. 

조치 적용 대상 식품은 모든 식품, 신선과 가공식품, 수산물 

및 유제품 등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바레인과 브라질은 

모든 식품을 조치의 대상으로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

이, 바레인 및 필리핀은 일부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오만, 호주, 
유럽연합, 필리핀은 검사빈도 증가 또는 검사결과를 제출하도

록 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태국 등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였

다. 필리핀의 경우는 최초에 수산물과 축산물 등에 대한 두 가

지 조치를 별도로 통보하여 수산물은 일본 정부의 인증서 제출

을 요구하고, 축산물 및 유제품의 경우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

하여 식품별 조치를 다르게 취하였다. 또한 필리핀은 조치의 

개정을 통하여 금지 품목에 식물성 식품을 추가하였다. 

3. 유럽연합의 사례

1) 조치의 변화
유럽연합은 사고 발생 14일 만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97/2011 of 25 March 2011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적용 대상은 즉시 또는 가공 후 섭취하는 식품으

로 3월 28일 이전에 일본에서 출항하고, 3월 11일 이전에 수

확된 것을 제외하고 있다. 수입화물은 지정된 항구로 수입하

여야 하며, 제품이 2011년 3월 11일 이전에 수확 또는 가공하

였거나, 후쿠시마(Fukushima), 군마(Gunma), 이바라키(Ibaraki), 
도치기(Tochigi), 미야기(Miyagi), 야마가타(Yamagata), 니가타

(Niigata), 나가노(Nagano), 야마나시(Yamanashi), 사이타마

(Saitama), 도교(Tokyo) 또는 지바(Chiba)현 이외 지역에서 생

산되었거나, 이들 현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131I, 134Cs와 

Table 7. Maximum permitted levels for foodstuffs (Bq/kg) in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3954/87

Baby foods Dairy produce Other foodstuffs except 
minor foodstuffs Liquid foodstuffs

Isotopes of strontium, notably 90Sr 75 125 750 125
Isotopes of iodine, notably 131I 150 500 2,000 500
Alpha-emitting isotopes of plutonium and trans-
plutonium elements, notably 239Pu, 241Am 1 20 80 20

All other nuclides of half-life greater than 10 
days, notably 134Cs, 137Cs 400 1,000 1,250 1,000

Source: European Council (1987), European Commission (1990)

137Cs가 Council Regulation(Euratom) No 3954/87 of 22 De-
cember 1987에서 정한 최대잔류허용량(Table 7)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어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일본 관할기관

의 인과 제3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 도착 2일전(근무일 기준)까지 관할 기관에 보고하

여야 한다. 화물 도착 후 관할 기관은 현장 확인과 더불어 지

정한 현으로 부터의 화물은 최소 20%, 이외의 지역산은 10% 
이상에 대하여 131I, 134Cs와 137Cs 검출 시험을 포함하는 실험

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적부 여부는 5일 이내에 확인하며, 
모든 시험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를 위한 추후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부적합 식품은 폐기 또는 반송하며, 모든 

시험결과는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RASFF)과 

European Union's Urgent Radiologic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ECURIE)을 통하여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

도록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1a).
유럽연합은 같은 해 9월 이 조치를 개정하여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No 961/2011 of 27 September 
2011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지역에 야

마가타와 니가타현을 제외하고, 가나가와(Kanagawa)와 시즈

오카(Shizuoka)현을 추가하고,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운

송 중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을 것과 지정된 현의 해안에서 

수확한 것도 포함시켰다. 검사 빈도도 해당 현의 경우 10% 이
상, 그 외 지역은 20% 이상을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131I 등의 방사선핵종의 최대잔류허용량을 강화하였다(Table 8) 
(European Commission 2011b).

유럽연합은 이 조치를 3개월 후인 12월 Commission Imple-
menting Regulation (EU) No 1371/2011 of 21 December 2011으
로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지역 중 나가노현을 

제외하고, 증명자격에 중앙정부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관할

기관도 포함시키고, 검사 방사선핵종을 134Cs와 137Cs로 축소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1c). 유럽연합은 3개월 후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50/2012 of 21 
March 2012을 통하여 검사 빈도를 5%와 10%으로 축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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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aximum permitted levels for foodstuffs (Bq/kg) i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961/2011 

Baby foods Dairy produce Other foodstuffs except 
minor foodstuffs Liquid foodstuffs

Sum of Isotopes of strontium, notably 90Sr 75 125 750 125
Sum of Isotopes of iodine, notably 131I 100 300 2,000 300
Sum of alpha-emitting isotopes of plutonium and 
trans-plutonium elements, notably 239Pu, 241Am 1 1 10 10

Sum of all other nuclides of half-life greater than 
10 days, notably 134Cs and 137Cs, except 14C and 3H 200 200 500 200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11b)

다(European Commission 2012a).
유럽연합은 8일 후인 2012년 3월 29일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84/2012 of 29 March 2012
로 또 다시 전면 개정을 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적용 

대상 식품에서 정종, 위스키와 소주를 제외시켰다. 또한 쌀, 
대두 및 가공식품을 제외한 식품의 경우 일본이 정한 134Cs와 
137Cs의 최대잔류 허용량을 채택하였다(Table 9). 모든 대상 

식품은 일본의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는 증서가 필요하며, 이
와 함께 주어진 신고서 양식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관

할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특히 후쿠시마, 군마, 이바라

키, 도치기, 미야기, 야마나시, 사이타마, 도교, 지바, 가나가

와 및 시즈오카현의 경우는 중앙정부 관할기관의 승인과 함

께 제3자 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2b). 

같은 해 6월 유럽연합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561/2012 of 27 June 2012으로 대상 지역에 이와테

(Iwate)현을 추가하였으며, 관련 양식을 수정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2c).

Table 9. Maximum levels for food (Bq/kg) and transitional measures as provided in the Japanese legislation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Milk and dairy products Other food, with the 
exception of some foods1)

Mineral water and similar 
drinks and tea brewed 

from unfermented leaves
Sum of 134Cs and 137Cs 50 50 100 10

Transitional measures
- Milk and dairy products, mineral water and similar drinks1) that are manufactured and/or processed before 31 March 2012 shall not contain 

radioactive caesium more than 200 Bq/kg. Other foods, except for rice, soybean and processed products thereof that are manufactured, and/or 
processed before 31 March 2012 shall not contain radioactive caesium more than 500 Bq/kg. 

- Rice harvested before 30 September 2012 shall not contain radioactive caesium more than 500 Bq/kg. 
- Products made from rice that are manufactured, and/or processed before 30 September 2012 shall not contain radioactive caesium more 

than 500 Bq/kg. 
- Soybean shall not contain radioactive caesium more than 500 Bq/kg. 
- Products made from soybean shall not contain radioactive caesium more than 500 Bq/kg.
1) Mineral water and similar drinks; tea brewed from unfermented leaves; and soybean and soybean products
Source; European Commission(2012b)

유럽연합은 10월에 앞의 조치를 개정하여 Commission Imple-
menting Regulation (EU) No 996/2012 of 26 October 2012을 발

표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적용 제외 식품에 HS 2203- 
2208에 해당하는 모든 주류와 개인소비물품으로 확대하였다. 
수입 신고 시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식품을 Table 10과 

같이 축소 조정하였다. 또한 국경에서 검사할 때 분석시료의 

비율을 모든 대상 식품에 대하여 5%로 축소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2d).

유럽연합은 2013년 5월 앞의 조치를 개정하여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495/2013 of 29 May 2013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전 분석 대상 식품에서 

나가노, 니가타와 아오모리(Aomori)현의 버섯류와 그 제품을 

추가하였다. 또한 군마 등의 제품에서 배류(Chaenomeles), 파
파야(Asimina triloba), 배, 일본머위줄기(Petasites japonicus)와 

그 가공품을 삭제하였으며, 신선 쇠고기, 메밀, 연근, 애로루

트와 그 가공품을 추가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3a).
유럽연합은 2014년 또 다시 개정하여 Commission Imple-

menting Regulation (EU) No 322/2014 of 28 March 2014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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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oods for which a sampling and analysis on the presence of cesium 134 and cesium 137 is required by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996/2012 of 26 October 2012

Origin prefecture Products
Fukushima All products taking into account the exemptions 

Shizuoka Tea and processed products 
Mushrooms and processed products thereof 

Yamanashi Mushrooms and processed products thereof 

Gunma, Ibaraki, 
Tochigi, Miyagi, 
Saitama, Tokyo, 
Chiba, Kanagawa 
or Iwate

Fish and fishery products 
Tea, mushrooms, rice, soybeans, Adzuki bean, blueberries, ginkgo nut, Japanese apricot, citrus fruit, Japanese 
persimmon, pomegranate, chocolate vine (Akebia quinata), pome fruit (Chaenomeles), pawpaws (Asimina triloba), 
pears, chestnuts, walnuts, Ashitaba (Angelica keiskei), giant butterbur (fuki), Japanese butterbur scape (Petasites 
japonicus), Japanese ginger (Myoga), edible parts of Aralia sp., bamboo shoot (Phyllostacys pubescens), bracken 
(Pteridium aquilinum), edible parts of Japanese horseradish or wasabi (Wasabia japonica), Japanese parsley (Oenanthe 
javanica), Japanese pepper (Zanthoxylum piperitum), Japanese royal fern (Osmunda japonica), koshiabura (shoot of 
Eleuterococcus sciadophylloides), momijigasa (Parasenecio delphiniifolius), ostrich fern (Matteuccia struthioptheris), 
plantain lily (Hosta montana), uwabamisou (Elatostoma umbellatum var. majus), victory onion (Allium victorialis subsp. 
platyphyllum), thistle (Cirsium japonicum), yobusumaso (Honma) (Cacalia hastata ssp. orientalis), Synurus pungens 
(Oyamabokuchi), field horsetail (Equisetum arvense), Actinidia polygama (silver vine), Taro (Colocasia esculenta), and 
Yacon (Smallanthus sonchifolius) and processed products thereof

All the above 
prefectures Compound products containing more than 50 % of the products in this table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12d)

표하였다. 이 개정에서는 사전 분석대상 지역을 12개 현에서 

15개 현으로 확대하였으나, 대상 식품은 축소하였다(Table 
11). 또한 확인 검사를 모든 식품에서 무작위 검사로 완화하

였다(European Commission 2014a).
이러한 조치의 결과,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이 RASFF에 보

고된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한 일본 식품의 부적합 사례

는 사고 발생 후 2014년까지 25건이 있었으며, 이중 1건만이 

Table 11. Foods for which a sampling and analysis on the presence of cesium 134 and cesium 137 is required by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322/2014 of 28 March 2014 

Origin prefecture Products

Fukushima All products taking into account the exemptions 
Akita, Yamagata 
or Nagano 

Mushrooms, sprouts of Aralia sp. bamboo shoot (Phyllostacys pubescens), bracken (Pteridium aquilinum), koshiabura 
(shoot of Eleuterococcus sciadophylloides), and derived products thereof 

Yamanashi, 
Shizuoka, Niigata 
or Aomori

Mushrooms and processed products thereof 

Gunma, Ibaraki, 
Tochigi, Miyagi, 
Saitama, Chiba, 
or Iwate

Fish and fishery products 
Mushrooms, rice, soybeans, sprouts of Aralia sp. bamboo shoot (Phyllostacys pubescens), bracken (Pteridium aquilinum), 
Japanese royal fern (Osmunda japonica), koshiabura (shoot of Eleuterococcus sciadophylloides), momijigasa 
(Parasenecio delphiniifolius), ostrich fern (Matteuccia struthioptheris), uwabamisou (Elatostoma umbellatum var. 
majus), buckwheat and processed products thereof

All the above 
prefectures Compound products containing more than 50 % of the products in this table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14a)

검사 결과 부적합이며, 나머지 24건은 법령에서 요구한 신고

서 미비의 이유이었다(European Commission 2014b). 

2) 조치에 따른 무역에 영향
일본이 유럽연합에 2013년 수출한 총액은 222.7억 엔으로 

이 중 76.6억엔을 수출한 채소․과실의 조제품(HS21)을 가장 

많이 수출하였으며, 다음이 음료․주류․식초(HS22), 어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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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03), 동식물성 유지(HS15), 채종용 종자 등(HS12)의 순이다.
조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모든 개입이 없는 경우, 

사고와 첫 번째 조치를 하나의 개입으로 가정하였으며, 2012
년 3월의 두 번의 조치는 하나의 개입으로 가정하였으며, 기
타의 조치는 각 조치를 독립된 개입으로 가정하여 시계열 모

델을 조사하였다(Table 12). 

Table 12. Time series models for exports to European Union during 2004 to 2013 of Japan

Commodities Intervention1) Model function

Model fit statistics Residuals Outliers

Stationary 
R2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Normalized
BIC

Ljung-Box  
Q(18) Sig. Number Best fit sets2)

All foods

No ARIMA(1,0,1)(0,1,1) 0.686 8.824 24.423 0.088 3 ALI; ALIT

All ARIMA(0,1,1)(0,1,1) 0.569 10.103 24.499 0.275 1 A; AT; AI; AL; ALI; ALT; 
AIT; ALIT

1 ARIMA(0,1,1)(0,1,1) 0.569 10.103 24.499 0.275 1 A; AT; AI; AL; ALI; ALT; 
AIT; ALIT

2, 3, 4, 5, 6 ARIMA(1,0,1)(0,1,1) 0.686 8.824 24.423 0.088 3 ALI; ALIT

7 ARIMA(1,0,1)(0,1,1) 0.663 8.962 24.493 0.329 2 LI; LIT

HS03

No ARIMA(0,0,1)(1,0,0) 0.774 60.379 22.943 0.231 5 AT; AIT
All ARIMA(0,0,1)(1,0,0) 0.746 61.245 23.007 0.276 4 AT; ALT; AIT; ALIT

1, 2, 3, 4, 5, 6 ARIMA(0,0,1)(1,0,0) 0.774 60.379 22.943 0.231 5 AT; AIT
7 ARIMA(0,0,1)(1,0,0) 0.746 61.245 23.007 0.276 4 AT; ALT; AIT; ALIT

HS12

No Simple seasonal 0.730 23.750 21.566 0.885 0 NC; A; L; I; T; IT; LT; AT; 
AI; LI; AL; ALI; ALT; AIT; 
LIT; ALIT

All Simple seasonal 0.730 23.750 21.566 0.885 0

1, 2, 3, 4, 5, 6, 7 Simple seasonal 0.730 23.750 21.566 0.885 0

HS15
No ARIMA(0,1,1)(0,0,0) 0.716 21.213 21.161 0.455 4

LI; LITAll ARIMA(0,1,1)(0,0,0) 0.716 21.213 21.161 0.455 4

1, 2, 3, 4, 5, 6, 7 ARIMA(0,1,1)(0,0,0) 0.716 21.213 21.161 0.455 4

HS21

No Simple seasonal 0.677 12.931 22.592 0.334 0 NC; L
All ARIMA(0,1,1)(0,1,1) 0.677 13.320 22.810 0.482 2 T; AT; ALT
1 ARIMA(0,1,1)(0,1,1) 0.677 13.320 22.810 0.482 2 T; LT; AT; ALT

2, 3, 4, 5, 6, 7 Simple seasonal 0.677 12.931 22.592 0.334 0 NC; L

HS22

No Winter’s additive 0.698 19.376 21.228 0.398 0 NC; L

All ARIMA(2,1,0)(0,1,1) 0.622 22.382 21.574 0.939 0 NC; A; L; I; T; IT; LT; AT; 
AI; LI; AL; ALI; ALT; AIT; 
LIT; ALIT1 ARIMA(2,1,0)(0,1,1) 0.622 22.382 21.574 0.939 0

2, 3, 4, 5, 6 Winter’s additive 0.698 19.376 21.228 0.398 0 NC; L
7 ARIMA(2,1,0)(0,1,1) 0.717 19.402 21.444 0.154 2 T; LT

1) No=no intervention; All=interventions with all measures; 1=intervention by accident and Regulation (EU) No 297/2011(2011.03); 2= 
intervention by Regulation (EU) No 961/2011(2011.09); 3=intervention by Regulation (EU) No 1371/2011(2011.12); 4=intervention by 
Regulation (EU) No 250/2012 and Regulation (EU) No 284/2012(2012.03); 5=intervention by Regulation (EU) No 561/2012(2012.06); 6 
=intervention by Regulation (EU) No 996/2012(2012.10); 7=intervention by Regulation (EU) No 495/2013(2013.05)

2) A=Additive; L=Levelshift; I=Innovational; T=Transient; NC=not consider outlier

모든 식품의 경우, 모두 ARIMA 모델이나 사고와 수입항의 

지정과 일부 지역에 대한 검사의무화 등을 정한 첫 번째 조치

의 개입을 고려한 경우와 모든 조치를 개입으로 고려한 경우

의 모델은 ARIMA(0,1,1)(0,1,1)이나 나머지 개입이 없는 모델

과 다른 조치는 모두 ARIMA(1,0,1)(0,1,1) 모델이 가장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와 조치가 무역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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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또한 사전 분석대상 식품을 변경한 2013년 5월 조

치를 개입으로 고려한 경우 비록 모델 함수는 동일하나, 정상 

R제곱의 값과 평균 퍼센트 오차 등이 다른 조치를 고려한 경

우와 다르게 나타나 적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사고와 직후의 조치는 무역에 영향이 나타났으며, 이후의 

조치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가 마지막 조치에서 약간

의 영향을 다시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델의 이상값은 2007
년 3월에 나타나 사고와는 무관하게 다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

다. 개입이 없는 경우와 두 번째 조치부터 6번째 조치까지의 

개입의 경우의 모델의 이상값은 2007년 3월 가법, 2008년 11
월 수준이동 그리고 2011년 4월 혁신적 이상값이 나타났다.

어패류(HS03)은 모든 경우에서 ARIMA(0,0,1)(1,0,0)이 최적

의 모델로 나타났으나, 2013년 5월에 취한 조치를 고려한 모델

과 모든 조치를 고려한 모델과 사고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과 

정상 R제곱 등의 값 차이가 있어 2013년 5월의 조치에 영향이 

있었으며, 그 영향이 전체 개입을 고려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조치의 경우는 개입 여부를 불구

하고, 사고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모델을 보여 무역

에의 영향이 미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값은 다른 류보

다 많이 나왔으나, 사고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 등의 경우 4개가 

사고 이전이며, 2013년 8월에 이상값이 나타났으며, 2013년 5월 

조치를 고려한 모델에서는 이상값이 모두 사고 전에 나타났다. 
채종용 종자 등(HS12)과 동․식물성 유지(HS15)는 모든 경우

에서 최적 시계열 모델 함수가 각각 단순계절과 ARIMA(0,1,1) 
(0,0,0)로 나와 사고와 조치의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동․

식물성 유지(HS15)의 경우 모델에서 Fig. 2와 같이 확실한 수

준이동이 보였으나, 2009년 5월에 나타났다. 4개의 이상값도 

모두 사고 이전으로 사고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과실의 조제품(HS21)의 경우, 전체 조치를 고려한 경우

Fig. 2. Exports for HS15 of Japan to the European Union 
with the ARIMA(0,1,1)(0,0,0) model from 2004 to 2013 
with consideration of interventions by the accident and all 
measures

와 첫 번째 사고와 조치만을 고려한 경우에 ARIMA(0,1,1) (0,1,1)
이 가장 적합하였으나, 사고가 없는 경우와 나머지 조치는 모두 

단순계절의 모델로 나타났다. 모델로 보아 사고와 조치의 무역

에의 영향은 처음 나타나고, 이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ARIMA 
모델에서의 이상값은 2011년 6월에 혁신적 이상으로 감소요인

이 0.79이며, 2013년 6월에는 가법에 의한 것이 있었다.
음료․주류․식초(HS22)는 개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최

적 모델은 Winters 가법으로 나왔으나, 모든 조치를 고려한 

경우, 사고와 첫 번째 조치와 마지막 조치를 고려한 경우에 

대하여 ARIMA(2,1,0)(0,1,1)로 나타났다. 다만 마지막 조치를 

고려한 경우는 비록 모델은 동일하나, 정상 R제곱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에 영향은 사고와 처음의 조치가 마지막 조치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의 사건과 조치의 영향

을 보면 어패류(HS03), 채소․과실의 조제품(HS21)와 음료․

주류․식초(HS22)의 경우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결

과는 조치의 주요 대상 식품과 일치하였다. 

4. 호주의 사례

1) 조치의 변화
호주는 사고 발생 34일 후인 4월 14일 조치를 WTO에 통보

하고, 2012년 1월 20일 이 조치를 개정하였다. 호주는 4월 14
일 후쿠시마, 군마, 이바라키, 도치기와 지바현에서 생산된 

신선, 신선 또는 건조 유 및 유제품과 냉동, 건조 해조류, 해
산물(소스와 페이스트 제외), 과일, 채소류에 대한 추가 검사

를 요구하고, 가나와가(Kanawaga), 미야기, 나가노, 니가타, 
사이타마, 시즈오카, 도교와 야마가타현의 경우는 신선, 냉동 

및 건조 채소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입 검사를 권고하였다

(WTO 2011a). 호주는 2012년 1월 20일 앞의 조치를 개정하여 
131I에 대한 검사를 제외시키고, 니가타와 나가노현산의 검사 

요구를 제외시켰다. 또한 검사 대상 식품에서 유 및 유제품을 

제외하고, 신선 또는 건조차와 쌀 및 곡물과 그 가공품을 포

함시켰다(WTO 2012). 

2) 조치에 따른 무역에 영향
일본이 호주에 2013년 수출한 총액은 77.6억 엔으로 이 중 

27.3억 엔 수출한 채소․과실의 조제품(HS21)을 가장 많이 수

출하였으며, 다음이 음료․주류․식초(HS22), 어패류(HS03),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HS19), 육․어류 조제품(HS16)
의 순이다.

조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모든 개입이 없는 경우, 
사고와 2011년 4월의 조치를 하나의 개입으로 가정하였으며, 
2012년 1월의 조치는 두 번째 개입으로 간주하여 시계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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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ime series models for exports to Australia during 2004 to 2013 of Japan

Commodities Intervention1) Model

Model fit statistics Residuals Outliers

Stationary 
R2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Normalized  
BIC

Ljung-Box  
Q(18) Sig. Number Best fit sets2)

All foods
No ARIMA(0,1,1)(1,1,0) 0.648 12.215 22.523 0.399 4

AT; AITAll ARIMA(0,1,1)(1,1,0) 0.648 12.215 22.523 0.399 4
1, 2 ARIMA(0,1,1)(1,1,0) 0.648 12.215 22.523 0.399 4

HS03
No Simple seasonal 0.633 87.279 21.141 0.061 0

NCAll Simple seasonal 0.633 87.279 21.141 0.061 0
1, 2 Simple seasonal 0.633 87.279 21.141 0.061 0

HS16

No Winter’s additive 0.828 28.450 18.049 0.012 0 NC; A; L; I; T; IT; 
LT; AT; AI; LI; AL; 
ALI; ALT; AIT; LIT; 
ALIT

All Winter’s additive 0.828 28.450 18.049 0.012 0

1, 2 Winter’s additive 0.828 28.450 18.049 0.012 0

HS19
No Winter’s additive 0.660 19.880 18.148 0.052 0

NC; AAll Winter’s additive 0.660 19.880 18.148 0.052 0
1, 2 Winter’s additive 0.660 19.880 18.148 0.052 0

HS21

No Winter’s additive 0.729 11.745 20.318 0.441 0
NC; A; L; T; LT; 
AT; AL; ALTAll Winter’s additive 0.729 11.745 20.318 0.441 0

1, 2 Winter’s additive 0.729 11.745 20.318 0.441 0

HS22
No ARIMA(0,0,0)(0,1,0) 0.707 13.916 19.223 0.000 5

AT; ALT; AIT; ALITAll ARIMA(0,0,0)(0,1,0) 0.707 13.916 19.223 0.000 5
1, 2 ARIMA(0,0,0)(0,1,0) 0.707 13.916 19.223 0.000 5

1) No=no intervention; All=interventions with all measures; ‘1=intervention by accident and measure issued at April 2011; ‘2=intervention 
by measures issued at Jan. 2012

2) A=Additive; L=Levelshift; I=Innovational; T=Transient; NC=not consider outlier

델을 조사하였다(Table 13).
호주는 분석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사고와 조치의 무역에

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와 매우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육․어류 조제품(HS16)의 경우, 
정상 R 제곱이 0.828로 모델이 매우 잘 예측할 수 있다고 고

려될 수 있으나, 모든 식품에 대하여는 0.64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체식품의 수출액의 이상값이 ‘11년 6월에 나타

났으나, 유럽연합과 달리 4월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호주가 취한 해산물, 과채류에 대한 검사강

화 조치는 어패류(HS03)과 채소․과실의 조제품(HS21)에서

도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적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대만 사례

1) 조치의 변화

대만은 사고발생 15일 후인 3월 26일부터 후쿠시마, 이바

라키, 도치기, 군마와 지바현에서 생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수입을 잠정 금지하였다(WTO 2011b).

2) 조치에 따른 무역에 영향
일본이 대만에 2013년 수출한 총액은 458.9억 엔으로 이 

중 107.9억 엔을 수출한 채소․과실의 조제품(HS21)을 가장 

많이 수출하였으며, 다음은 과실․견과류(HS08), 곡물․곡분

의 주제품과 빵류(HS19), 육․어류 조제품(HS16), 음료․주

류․식초(HS22)의 순이다. 
대만의 조치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모든 개입이 없는 경

우, 사고와 2011년 3월의 조치를 하나의 개입으로 가정하여 

시계열 모델을 조사하였다(Table 14). 
모든 식품의 경우, ARIMA(0,1,1)(0,1,1)로서 동일한 모델로 

예측이 되었으나, 이상값이 사고 후 2012년 1월에 나타났다. 
과실․견과류(HS08)의 경우, 사고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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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ime series models for exports to Chinese Taipei during 2004 to 2013 of Japan

Commodities Intervention1) Model

Model fit statistics Residuals Outliers

Stationary 
R2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Normalized  
BIC

Ljung-Box  
Q(18) Sig. Number Best fit sets2)

All foods 
No ARIMA(0,1,1)(0,1,1) 0.740 11.294 26.451 0.350 4 A; AI; AL; ALI; AIT; 

ALITAll ARIMA(0,1,1)(0,1,1) 0.740 11.294 26.451 0.350 4

HS08
No Simple seasonal 0.750 66.825 25.125 0.259 0 NC; A; L; AL

All ARIMA(1,0,6)(1,0,0) 0.707 67.544 25.761 0.025 0 NC; A; I; L; AI; LI; ALI

HS16
No Simple seasonal 0.804 25.827 23.304 0.187 0

NC; T
All Simple seasonal 0.804 25.827 23.304 0.187 0

HS19
No ARIMA(2,1,1)(0,1,1) 0.695 11.278 21.828 0.588 4

AL
All ARIMA(2,1,1)(0,1,1) 0.695 11.278 21.828 0.588 4

HS21
No Winter’s additive 0.769 8.076 22.636 0.017 0

NC; L; T; LT
All Winter’s additive 0.769 8.076 22.636 0.017 0

HS22
No ARIMA(0,1,1)(0,1,1) 0.684 13.810 21.866 0.677 1 A; T; AT; AIL AIT
All ARIMA(0,1,1)(0,1,1) 0.684 13.810 21.866 0.677 1 A; T; AT; AI; AIL AIT

1) No=no intervention; All=interventions by accident and measure issued at March 2011
2) A=Additive; L=Levelshift; I=Innovational; T=Transient; NC=not consider outlier

계절 모델이나 사고와 조치를 고려한 모델의 경우는 ARIMA 
(1,0,6)(1,0,0)로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류의 식품의 경우는 모두 사고 전과 후의 모델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모든 식품의 경우와 같이 사고와 조치의 

영향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조치가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금지로 무역에 큰 영

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는 과

실․견과류(HS08)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을 금지한 5개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낮아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6. 미국 사례

1) 조치의 변화
미국은 수입식품을 관할하는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식품안전 경보를 발동하였으나, 이를 WTO에 별도로 통보하

지는 않았다. 미국은 단순 부적합 이력 또는 정보에 의하여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 경보 99- 
33(Import Alert 99-33)로 검사 없이 억류조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대상이라고 발표하고, 이 경고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지침으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조치는 아님을 명

시하였다(FDA 2014a). 미국은 2011년 3월 23일 처음 경고를 

발표한 후 4월 14일, 4월 20일, 4월 21일, 5월 9일, 6월 13일, 

7월 6일, 10월 21일 대상 식품과 지역에 대한 변경이 지속적

으로 있었으며, 이후 2012년 2월 1일, 7월 25일과 2013년 9월 

9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경보의 대상 지역은 후쿠시마, 아오모리, 지바, 군마, 이

바라키,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니기타, 사이타마, 시즈오카, 
도치기, 야마가타와 야마나시현에 대하여 Table 15의 식품에 

대한 억류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11년 5

월 18일에 첫 억류 제품을 시작으로 전체 일본산 전체 억류

제품의 2.6%인 36건의 억류가 있었다. 이중 10건은 방사능 

물질 함유 가능성(RADIONUC)과 미등록 외국시설(FORBIDDEN)
의 이유로 나머지 26건은 방사능 물질 함유 가능성에 근거하

여 억류하였다(FDA 2014b).

2) 조치에 따른 무역에 영향
일본이 미국에 2013년 수출한 총액은 713.9억 엔으로 이 중 

209.4억 엔을 수출한 어패류(HS03)을 가장 많이 수출하였으며, 
다음은 채소․과실의 조제품(HS21), 음료․주류․식초(HS22), 
과실․견과류(HS08),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HS19), 육․
어류 조제품(HS16) 및 음료․주류․식초(HS22)의 순이다. 

조사한 6가지 경우에 대하여 사고와 조치를 고려하지 않

은 모델과 고려한 모델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모든 식품에

서만 나타났다(Table 16). 그러나 모든 식품에서도 사고의 영

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2년 3월의 조치에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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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Foods for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from Japan due to radionuclide contamination set by Import 
Alert 99-33

Prefecture Products
Code; RADIONUC - Based on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Section 402 Adulterated food (a)(1) and Section 801 Imports 

and exports (a)(3))
Fukushima, 
Ibaraki, Tochigi Milk, filled milk, milk-based infant formula, and produce products

Aomori Wild mushrooms
Chiba Shitake mushrooms; Bamboo shoots; Common Carp; Sliver Crucian Carp; Boar

Fukushima

Milk; Wild Aralia Sprout; Azuki Bean; Bamboo Shoot; Non-head type leafy vegetables (i.e. turnip), flower head 
brassicas (i.e. broccoli and cauliflower); Head type leafy vegetables (i.e. Spinach, Lettuce, Celery, Cress, Endive, 
Escarole, Chard, and Collards); Chestnuts; Cultivated Wasabi; Wild Japanese Butterbur Scrape; Japanese Royal Fern; 
Kiwi Fruit; Koshiabura (wild tree sprout); Log-grown Shitake mushrooms; Log-grown Pholiota Nameko (outdoor 
cultivation) Wild Mushroom; Ostrich Fern; Pteridium Aquilinum (bracken fern); Rice; Soybean; Ume; Wild Giant 
Butterbur; Wild Uwabamisou; Yuzu Fruit; Alaska Pollock; Ayu (excluding farm raised); Barfin Flounder; Black 
cow-tongue; Black rockfish; Braddblotched rockfish; Brown hakeling; Salmon (landlocked) (excluding farm raised); 
Common Carp (excluding farm raised); Conger Eel; Crucian Carp (excluding farm raised); Fat Greenling; Flathead; 
Flathead Flounder; Fox Jacopever; Goldeye rockfish; Gurnard; Halfbeak; Black Porgy; Dace; Eel; Sandlance (excluding 
juvenile); Seabass; Littlemounth Flounder; Long Shanny; Marbled Flounder; Nibe Croaker; Northern Sea Urchin; 
Ocellate Spot Skate; Olive Flounder; Pacific Cod; Panther Puffer; Poacher; Red Tongue Sole; Ridged-eye Flounder; 
Rockfish (Sebastes cheni); Sea Raven; Shotted Halibut; Slime Flounder; Spotted Halibut; Starspotted Smooth-hound; 
Starry Flounder; Stone Flounder; Surfperch; Venus Clam; Vermiculated Puffer; Whitespotted Char (excluding farm 
raised); Bear meat; Beef; Boar; Cooper Pheasant; Green Pheasant; Hare Meat; Spot-Billed Duck

Gumna Wild Mushrooms; Salmon (landlocked) (excluding farm raised); Whitespotted Char (excluding farm raised); Bear meat; 
Boar; Copper Pheasant; Venison;

Ibaraki
Log-grown Shitake mushrooms; Tea leaves; Bamboo shoots; Koshiabura (wild tree sprout); Seabass; Eel; Rockfish; Nibe 
Croaker; Ocellate Spot Skate; Channel Catfish(excluding farm raised); Olive Flounder; Pacific Cod; Stone Flounder; 
Sliver Crucian Carp(excluding farm raised); Boar

Iwate

Bamboo shoots; Log-grown Brick-cap mushrooms (outdoor cultivation); Log-grown Shitake mushrooms; Log-grown 
Pholiota Nameko (outdoor cultivation); Wild Mushrooms; Wild Japanese parsley; Buckwheat; Royal fern; Koshiabura 
(wild tree sprout); Wild Pteridium aquilinum (bracken fern); Soybean; Dace; Black Porgy; Seabass; Whitespotted 
Char(excluding farm raised); Bear meat; Beef; Venison; Cooper Pheasant

Miyagi

Buckwheat; Royal Fern; Bamboo Shouts; Koshiabura (wild tree sprout); Ostrich Ferns; Rice; Log-grown Shitake 
mushrooms(outdoor cultivation); Wild Mushrooms; Soybean; Ayu (excluding farm raised); Salmon (landlocked) 
(excluding farm raised); Black Porgy; Dace; Seabass; Olive Flounder: Panther Puffer; Whitespotted Char (excluding 
farm raised); Beef; Bear Meat; Boar meat

Nagano Wild Mushrooms
Niigata Bear Meat

Saitama Wild Mushrooms
Shizuoka Wild Mushrooms

Tochigi

Wild Aralai Sprouts; Bamboo Shoots; Chestnuts; Wild Japanese Peppers; Wild Royal Fern; Koshiabura (wild tree 
sprout); Wild Pteridium aquilinum (bracken fern); Wild Ostrich Ferns; Log-grown Brick-cap mushrooms (outdoor 
cultivation); Log-grown Shitake mushrooms; Log-grown Pholiota Nameko (outdoor cultivation); Wild Mushrooms; 
Whitespotted Char (excluding farm raised); Beef; Boar meat; Venison

Yamagata Bear Meat
Yamanashi Wild Mushrooms
Code; FORBIDDEN - Based on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Section 801 Imports and exports (a)(2)) 309

Japan
Rice, Cultivated, Whole Grain; Milk/Butter/Dried Milk Prod; Filled Milk/Imit Milk Prod; Fish; Clams; Sea Urchin, 
Other Aquatic Species; Meat, Meat Products and Poultry; Fruit/Fruit Prod; Vegetables/Vegetable Products; Coffee/Tea; 
Milk Base Formula Product (Baby); Formula Products (Milk and Milk Substitutes) (Baby); Herbal and Botanical

Source: FDA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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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ime series models for exports to United States of America during 2004 to 2013 of Japan

Commodities Intervention1) Model

Model fit statistics Residuals Outliers

Stationary 
R2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Normalized  
BIC

Ljung-Box  
Q(18) Sig. Number Best fit sets2)

All foods

No Simple seasonal 0.537 6.471 26.050 0.363 0

NC; A; L; I; T; IT; LT; 
AT; AI; LI; AL; ALI;  
ALT; AIT; LIT; ALIT

All ARIMA(1,1,0)(0,1,1) 0.388 7.150 26.391 0.578 0
1, 2 Simple seasonal 0.537 6.471 26.050 0.363 0

3 ARIMA(1,1,0)(0,1,1) 0.388 7.150 26.391 0.578 0
4 Simple seasonal 0.537 6.471 26.050 0.363 0

HS03
No ARIMA(1,0,0)(0,1,1) 0.784 16.378 25.243 0.334 4

LT; ALTAll ARIMA(1,0,0)(0,1,1) 0.784 16.378 25.243 0.334 4
1, 2, 3, 4 ARIMA(1,0,0)(0,1,1) 0.784 16.378 25.243 0.334 4

HS16

No Simple seasonal 0.682 11.035 22.233 0.000 0
NC; A; L; I; T; IT; LT; 
AT; AI; LI; AL; ALI; 
ALT; AIT; LIT; ALIT

All Simple seasonal 0.682 11.035 22.233 0.000 0
1 ARIMA(0,0,0)(1,0,0) 0.283 12.516 22.532 0.573 0

2, 3, 4 Simple seasonal 0.682 11.035 22.233 0.000 0

HS19
No Simple seasonal 0.630 8.000 21.994 0.148 0 NC; A; L; I; T; IT; LT; 

AT; AI; LI; AL; ALI; 
ALT; AIT; LIT; ALIT

All Simple seasonal 0.630 8.000 21.994 0.148 0
1, 2, 3, 4 Simple seasonal 0.630 8.000 21.994 0.148 0

HS21
No Simple seasonal 0.590 8.066 23.496 0.000 0

NC; A; L; I; LI; AL; 
ALIAll Simple seasonal 0.590 8.066 23.496 0.000 0

1, 2, 3, 4 Simple seasonal 0.590 8.066 23.496 0.000 0

HS22
No ARIMA(0,1,1)(1,0,0) 0.600 8.151 21.945 0.817 3

AL; ALI; ALT; ALITAll ARIMA(0,1,1)(1,0,0) 0.600 8.151 21.945 0.817 3
1, 2, 3, 4 ARIMA(0,1,1)(1,0,0) 0.600 8.151 21.945 0.817 3

1) No=no intervention; All=interventions with all measures; 1=intervention by accident and measure issued at March & April 2011; 2= 
intervention by measures issued at Feb. 2012, 3=intervention by measures issued at July 2012; 4=intervention by measures issued at Sept. 2013

2) A=Additive; L=Levelshift; I=Innovational; T=Transient; NC=not consider outlier

Fig. 3. Exports for HS03 of Japa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the ARIMA(1,0,0)(0,1,1) model from 2004 
to 2013 with consideration of interventions by the accident 
and all measures

며, 이의 영향이 전체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Fig. 3). 개별 

식품류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육․어류 조제품(HS16)
은 사고와 그 후 4월까지 이루어진 조치에 대하여는 영향이 

나타났으나, 이후 다시 원래의 모델로 환원하였다. 미국에서

의 이상값은 모두 사고 또는 조치와 관계없는 시기에 발생하

여 다른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의 조치가 수산물과 농산물 등의 검사 전 억류이나, 실질

적으로는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2011년 3월 일본 동쪽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파로 일

어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후 여러 국가

는 식품안전조치를 도입하였다. 이 연구는 일부 국가의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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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조사하고, 사고와 도입한 식품안전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세계무역기

구에 가입한 160개 국가 중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13개의 국가가 식품안전조치를 통보하였

다. 도입된 조치는 수입금지, 검사강화 또는 증명서 제출 등

이 있었으며, 대상 지역을 일본의 일부 지역으로 제한, 일본 

전역 그리고 소수의 국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로 

하였으며, 대상 식품도 모든 식품류에서부터 수산물, 과채류, 
유제품 등 다양하다. 일본의 세계로의 수출은 모든 식품에서 

영향이 나타났으며, 수출액이 많은 5개 류에서는 어패류(HS03)
와 곡물․곡분의 제품과 빵류(HS19)가 영향을 받았다. 유럽

연합이 가장 빠른 2011년 4월 1일에 조치를 통보하였으며, 이
후 2014년 3월까지 8번의 개정을 하였다. 유럽연합은 사고 발

생 14일 후 12개의 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항 지정, 검사 요

건 및 정밀검사 비율을 10%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하였

고, 이후 지속적인 개정으로 15개의 현으로 지역을 확대하였

으며, 후쿠시마현의 경우는 모든 식품을 기타 지역은 수산물, 
버섯류와 일부 채소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조치로 축소하였

다. 이 결과, 어패류(HS03)와 채소․과실의 조제품(HS21)에
서 영향이 있었다. 

호주는 사고발생 34일 후에 13개현의 식품에 유제품, 수산

물, 과채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검사 조치를 취하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11개현으로 축소하였으며, 검사대상 식품과 

항목도 일부 수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경우에는 무역에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대만은 사고 발생 

15일 후 6개현의 모든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잠정 금지하였

으나, 과실․견과류(HS08)을 제외하고는 무역에 영향을 확인

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WTO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으나, 
수입경보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과 품목을 정하여 검사없이 

억류조치 대상을 정하여 발표하였으며, 무역량이 많은 품목

에서는 사고와 조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 식품

에서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사고에 대한 다른 조치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경우도 있으며, 유사한 조치라도 품목과 

국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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