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2월 4일 제 82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

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美식품안전] 美 FDA는 '11년 1월 공포한 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행을 위해 5가지 하위규칙 

최종안을 공표함 ('15년 11월 30일): △ 인체소비용 식품을 위한 사전예방 규칙 △ 동물용 사료를 위한 사전예방 규칙 

△ 생산 안전 규칙 △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 해외공급업체의 제3자 감사인증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미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이행을 위한 규칙 공표

1 개요

ㅇ FDA는 2011년 1월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이

비준된 이후, FSMA 이행을 위하여 7가지 하위규칙을 제안하였음

ㅇ FDA는 2015년 9월 10일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사전예방 규칙 2개의

최종안을 공표한 바 있음

① 인체소비용식품을위한사전예방규칙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② 동물용 사료를 위한 사전예방 규칙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ㅇ FDA는 2015년 11월 13일 생산안전규칙 및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및 해외공급업체의 제3자 감사인증에 관한 최종안을 발표하여 2015년

11월 30일 현재 총 5가지 하위규칙 최종안을 공표함

③ 생산 안전 규칙 (Proposed Rule for Produce Safety)

④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⑤ 해외공급업체의 제3자 감사인증 (Third Party Certification)

ㅇ 더불어 FDA는위생적 수송규칙 및 의도적 불량식품 감시규칙은 2016

년 3월 최종 발표할 예정임을 공표함

⑥ 위생적인 운송규칙 (Sanitary Transportation)

⑦ 의도적 불량식품 감시규칙 (Intentional Adulteration)

2 주요 내용

ㅇ (인체소비용 식품을 위한 사전예방 규칙) 식품의 질병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예방적 통제 전략을수립을 위한 기준

ㅇ (동물용 사료의 사전예방규칙) 동물용 사료에 대한 질병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 예방적 통제 전략을 수립을 위한 기준

ㅇ (생산 안전 규칙) 농산물 생산 안전 규칙은 식품안전에 효과가 있도록

지정된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관한 과학기반 기준

ㅇ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수입업자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여 식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기준 프로그램



ㅇ (해외공급업체의 제3자 감사인증) 제3자 인증 규칙은 FDA의 식품안전

요건에 맞는 해외 시설이 생산한 식품과 그 시설에 인증을 부여하고

식품안전성 감사를 수행할 제3자 인증기관의 인정에 관한 기준

3 관찰 및 평가 

ㅇ 2015년 9월 10일 발표된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사전 예방 규칙은

식품 및 동물사료 제조 시설에 관한 식품안전계획을 마련하여 시

행하여야하며 식품안전계획에는 자사 제품의 잠재적 위해 요소를

기술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실제적으로 위해요소를 제거 할 수 있

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음

ㅇ 2015년 11월 13일 발표된 농산물 생산 안전 및 수입식품에 관한 규

칙은, 농민과 식품 수입업자에 문제 발생에 앞서 이를 예방하기 위

한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규칙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의 잠재적 위

해요인을 파악, 예방하는 책임을 갖는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FDA

는 업계 시스템과 예방 결과를 평가하고,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대응과 식품 안전을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따라서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 (미국내 생산 식품 및 수입식품 포함)

의 거의 모든 식품 제조업체들은 규모에 따라 최장 5년 이내로 FSMA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하고 2016년부터 식품안

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실질적인 이행단

계에 시작되는 것으로 평가됨

※ 내용 관련 문의: 이승용 식약관 (202-939-5650, coedxlee@gmail.com)



[주가]
재경관실

미국 증시)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며 일제히 하락

‘13말 ‘14말 15.9말 10말 11말 12.2 12.3 12.4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983.07 16,049.13 17,755.80 17,798.49 17,888.35 17,729.68 17,477.67 -1.42% -1.80% -2.81%

Nasdaq 4,176.59 4,777.44 4,517.32 5,074.27 5,127.53 5,156.31 5,123.22 5,037.53 -1.67% -1.76% 5.44%

S&P 500 1,848.36 2,080.35 1,884.09 2,089.41 2,090.11 2,102.63 2,079.51 2,049.62 -1.44% -1.94% -1.48%

KOSPI (한) 2,011.34 1,915.59 1,962.81 2,029.47 1,991.97 2,009.29 1,994.07 1,974.40 -0.99% -0.88% 3.07%

NIKKEI (일) 16,291.31 17,450.77 17,388.15 19,083.10 19,747.47 19,938.13 19,939.90 19,504.48 -2.18% -1.23% 11.77%

FTSE100 (영) 6,749.09 6,547.00 5,909.24 6,395.80 6,375.15 6,395.65 6,420.93 6,275.00 -2.27% -1.57% -4.15%

DAX (독) 9,552.16 9,805.55 9,450.40 10,800.84 11,293.76 11,261.24 11,190.02 10,789.24 -3.58% -4.47% 10.03%

[금리]  (단위: %)

‘13말 ‘14말 15.9말 10말 11말 12.2 12.3 12.4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년) 0.78 1.1 0.92 1.05 1.23 1.19 1.23 1.27 0.04 0.04 0.17

T/NOTE (10년) 2.99 2.20 2.05 2.19 2.22 2.15 2.18 2.33 0.15 0.11 0.13

T/NOTE (30년) 3.90 2.76 2.85 2.96 3.00 2.91 2.91 3.07 0.16 0.07 0.31

LIBOR (Dollar,3월) 0.25 0.26 0.33 0.33 0.41 0.42 0.44 0.45 0.02 0.04 0.19

Mortgage Rate
(30년 고정)

4.63 3.86 3.90 3.91 4.01 3.95 3.96 4.07 0.11 0.06 0.21

[환율]

‘13말 ‘14말 15.9말 10말 11말 12.2 12.3 12.4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090.95 1,185.30 1,140.10 1,158.10 1,164.30 1,164.60 1,156.70 -0.68% -0.12% 6.03%

Y / US$ 105.30 119.55 119.95 121.16 122.72 123.06 123.40 122.58 -0.66% -0.11% 2.53%

US$ / EUR 1.3736 1.2128 1.1233 1.0973 1.0585 1.0610 1.0538 1.0938 3.80% 3.33% -9.81%

CNY / US$ 6.0628 6.2184 6.3543 6.3393 6.3960 6.3972 6.3987 6.3958 -0.05% 0.00% 2.85%

RM / US$ 3.2877 3.4908 4.3955 4.2960 4.2640 4.2325 4.2280 4.2240 -0.09% -0.94% 21.00%

[유가]

‘13말 ‘14말 15.9말 10말 11말 12.2 12.3 12.4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8.42 54.12 45.23 46.06 41.71 41.65 41.85 41.08 -1.84% -1.51% -24.09%

Dubai ($/배럴) 107.88 53.60 43.95 44.45 40.37 39.87 39.80 38.29 -3.79% -5.15% -28.56%

* 최종종가 기준 작성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12.04 금)

DOW(1.42% 하락) KOSPI(0.99% 하락) 달러 환율(0.68%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