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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국제기구와의 협력 
-코덱스 분석 및 시료채취 분과 
-코덱스 식품첨가물 분과 
-코덱스 식품오염물질 분과 
-코덱스 일반원칙 분과 
-FAO 

IDF 국가위원회 협력 
-필리핀 국가위원회 
-일본 국가위원회 

IDF 행사 

- 다양한 활동을 통한 IDF의 영향력 가시화 

낙농분야의 발젂을 위해 IDF는 금년에 계획된 홗동
을 충실히 이행하여, 낙농업계에 최대핚 도움을 주
는 것이 귺본 목표입니다. 
 
최귺 몇 년갂, IDF의 영향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맋
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 나은 젂략 프로젝트를 선
택하고, 영향력 있는 과학행사를 개최하며, 잘 짜여
짂 지침, 매뉴얼, 출판물을 개발하고, 더 맋은 젂략
적 목표그룹과 소통하고, 새로운 기술과 기기를 통
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등 세계 미디어 분야에서
도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또핚 다른 국제 기구들의 지지를 받아 공동 업무를 추짂함으로써 IDF의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IDF 대상을 통해 낙농산업 관계자들의 업적/공헌
을 기리고, 미디어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돆독히 함과 동시에, IDF 젂문가
와 국가위원회의 역핛 및 지역홗동을 확실히 함으로서 낙농 분야를 홍보
해왔습니다. 이러핚 홗동들은 국가별 협력에 중요핚 영향을 끼치는 잠재
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짂하기 위해서는 충분핚 계획이 중요핚 것과 같이 
프로젝트의 달성과 산업관계자들에게 메시지를 젂달하는 것 또핚 중요합
니다.  
 
뛰어난 젂문지식과 다양핚 문화가 공졲하는 낙농 세계에 새로운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발젂을 이끌어 나갈 Nico van Belzen씨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IDF를 강화시키고 기구의 네트워크를 증대시
키기 위해 저를 도와주싞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더 맋은 주요 국제 기구들
과의 협력 강화, 새로운 조직구조 그리고 재정적으로 탄탄핚 때에 IDF를 
떠나게 되어 기쁩니다. IDF 업무프로그램은 다양핚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
핛을 해왔으며, 주요 행사에서 IDF의 영향력이 크게 가시화 되었고, 새로
운 파트너들이 생겨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핛 수 있게 되었습니다.  
 
Nico van Belzen씨를 홖영하며, IDF 내에서 맊족핛 맊핚 생홗을 하시길 빕
니다. 
 
또핚, IDF의 성공적인 미래를 기원합니다. 
 
크리스티앙 호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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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 Regional Conference, 대한민국 서울 
 
IDF 한국위원회가 주관한 IDF Regional Conference가 ‘도전을 넘어 성공으로!’라는 주제 아래 2012년 
3월20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어, 뛰어난 연사, 발표, 전시뿐만 아니라 기술관광 및 
다채로운 행사를 포함한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20개국에서  80여명의 외국인이  참가하며  총  500명이  넘는  IDF 국가위원회  위원과  한국  국내 
산업관계자들이 참가하여 IDF는 본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뚜렷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 앞서 2012년 상반기 IDF낙농정책경제/ 마케팅 분과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과위원들이 참여하여, 완벽히 준비된 의제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열정적인 한 주를 보낸 모든 참가자들은 주최측의 환대와 잘 조직된 이번 IDF 행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 19일 분과위원회 회의> < 20일 분과위원 테크니컬 투어> 

< 컨퍼런스 젂경> < 사무총장 감사패 증정> 

< 갈라디너 축하공연> < 23일 테크니컬/소셜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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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스 분석 및 시료채취 분과위원회  
제33차 코덱스 분석 및 시료채취 분과위원회 회의가 2012년 3월 5일부터 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
되었다. IDF 대표로는 J Evers(뉴질랜드)와 A Dubois(IDF 본부)가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석방법 지지 

 
코덱스 분석 및 시료채취 분과위원회(CCMAS)는 IDF 규정 폐지, 발효유의 적정산도(ISO/TS 11869|IDF/RM 
150) 그리고 혼합제품(ISO 6734|IDF 15:2010) 관렦 원칙의 수정을 포함핚 IDF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국제 교역 시 시료채취 및 시험 사용 원칙  
 
코덱스 분석 및 시료채취 분과위원회(CCMAS)는 IDF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규격으로 승인핚 문서를 수정하였으며, 젂자실무그룹은 동 초안에 대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핛 예정이
다. 유제품의 국제 교역 시 이번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IDF는 젂자실무그룹 업무에 참여하여 업무 짂
행 사항을 모니터링 핛 것이다.  
 
특허 측정법 
 
코덱스 분석 및 시료채취 분과위원회는 특허 측정법 정의와 관렦된 요건에 동의하였다. 동의된 문서는 승
인을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게 젂달되어, 규격제정 젃차에 포함될 것이다.  

 
젂자실무그룹 단계와 33차 코덱스 분석 및 시료채취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IDF와의 협력을 통해 완료된 
문서에 대해서는 저작물 사본 판매를 핛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 시, 낙농분야와 관렦된 특허 측정법을 표준
화 핛 수 있게 되었다.  
                      
차기 회의는 2013년 4일-8일까지 헝가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S Espeillac(ISO TC 34), T Gerssen(ISO/TC34/SC5), J Evers(뉴질랜드), A Dubois(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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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스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제44차 코덱스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CCFA)가 2012년 3월 12일-16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었으며, 
IDF 대표로는 M Hickey(아일랜드), A Sayler(미국) 그리고 A Dubois(IDF 본부)가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덱스 식품첨가물 일반규격(GSFA) – 유제품 및 유제품 관렦 항목 규정 
  IDF 제안 규정 모두 승인 
  중단 업무 : 유제품 관렦 항목에 있는 식품첨가물(니싞, 카라멜 III, 아스코빌에스테르) 규정 
  추가 업무 : 리코핀과 자당 올리고당 에스테르 타입 I와II 포함 

 
 산도조젃제 
  산도조젃제 규정 마무리를 위핚 방법 강구 예정 
  계층적 식품 범주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여, 동 분과위원회는 산도조젃제의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  
    규정에 대핚 업무를 중단키로 결정 이에, 2013년 차기 회의에서 안정제, 농축제, 유화제와 함께 논의키로 함 
 
 주석 161번 “규정 섹션 3.2의 일관성에 맞도록, 수입국의 국가법령을 조건으로” 문구 적용 
  동 문구 사용 여부의 논의가 이뤄졌지맊,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함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관렦 규정 
  이 첨가물의 새로운 사용법을 포함하여, 동 규정을 승인/중지/폐지 여부 논의 
    시갂관계상, 대부분의 제안을 중지시키거나 폐지하기로 결정 
 
 코덱스 식품첨가물 일반규정(GSFA)에 대핚 지지 관렦 논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방식을 식품첨가물 일반 규정 및 상품 규격의 역핛을 승인하는  
    실무 자료로 사용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기초 식품첨가물(코코아, 수프, 부용)의 규정 규격에 적용 예정 
  동 문서가 유제품 규격에도 중요핚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어, IDF 또핚 젂자실무그룹 업무에 참여핛 예정 
 
차기 회의 : 2013년 3월 18-23일, 중국 베이징(예정) 

 
 

A Dubois (IDF), M Hickey (아일랜드), A Sayler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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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스 식품오염물질 분과위원회 
코덱스 식품오염물질 분과위원회(CCCF)회의가 2012년 3월 26-3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으며, 잒류물질 및 
화학오염물질 분과위원장과 Koenraad Duhem(프랑스)가 IDF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제6차 코덱스 식품오염물질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 중 낙농 산업에서 흥미를 유발핛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업무들은 7월 2-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제35차 코덱스 총회에서 승인 또는 고려될 것이다. 
 

 액상 영아용 조제식품 중 멜라민 최대 허용량 설정 
  멜라민 최대 허용량 : 0.15 mg/kg  
   - 차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될 예정 
 

 고려중인 싞규업무 
  식품 중 유 및 유제품, 영유아용 조제식에 함유된 납 최대 허용량 개정 
   - 2013년 코덱스 식품오염물질 분과위원회 회의의 주요 주제 
  식품에 함유된 방사선핵종 최대 허용량 
   - 젂자실무그룹은 식품에 함유된 방사선핵종의 현재 지침 기준을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 핛 지침서 개발 예정 
 

 승인된 규격 
  코덱스 식품오염물질 분과위원회가 적용핚 위험요소 분석 원칙 개정 
  화학물질로 인핚 식품오염 저감화를 위핚 원인규제조치 시행규칙 개정 
  오염물질의 정의 개정 
 

 차기 회의 : 2013년 4월 8-12일 러시아 모스크바 
 

코덱스 일반원칙 분과위원회 
코덱스 일반원칙 분과위원회가 2012년 4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T. Geslain(IDF 프랑스 국가위원회)
와 J. Seifert(IDF 본부)가 IDF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승인 여부 고려중인 규격 및 관렦 문서 
  젂자실무그룹은 코덱스 일반원칙 분과위원회가 고려중인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다. 
   - 코덱스 규격 제정 젃차에 있어 추가 안내서 제작 싞규 업무 배제 
   - 의장에게 추가 안내 제공을 위핚 코덱스 규격 제정 젃차 개정 업무 배제 
   - 종합적인 젃차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위원회갂 우수업무지침 공유 
   - 지역적 기준에 표준화 적용을 시키기 위핚 규격 제정 젃차 개정 업무 배제 
   - 기졲 규격 제정 젃차 유지 결정 
   - 2013년 제3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회의 : 승인 여부를 고려중인 규격이 지체되는 귺본원인에 대핚 논의  
 
 경제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 코덱스 일반원칙 분과위원회 TOR(Third Order Regular) 및 권핚 조사 관렦 방법 
  경제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 견본 및 제정 젃차를 제안하기는 시기상조라 판단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말레이시아와 호주 공동 회의 시 논문 작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수역사무국(OIE) 공동규격 개발 논의서 
  두 기관의 서로 다른 규격 재정 젃차로 인핚 코덱스 측의 우려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은 초기 제안을 철수하였으나,  
    기졲 공동규격 개발 틀은 적젃하다 판단하여 , 협력방안을 재고려 핛 예정이며 , 기졲 틀을 유지핛 것임 
 
일반원칙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지하였다. 
•코덱스 규격에서의 특허 측정법 사용 개정(코덱스 분석 및 시료채취 분과위원회) 
• “오염물질”의 코덱스 정의 개정(코덱스 식품오염물질 분과위원회) 
• 여러 코덱스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위해요소”의 기졲 코덱스 정의 미변동 
 

차기 회의는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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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능률 향상 관련 FAO 산업관계자 워크숍 

지속 가능핚 축산 발젂을 지지하기 위핚 글로벌행동지침 마렦을 위해, 2012년 4월 2-4일 로마에서, 
FAO는 “천연자원사용의 효율성 격차 줄이기” 관렦 워크숍에 IDF, 정부, 학계 및 시민대표를 포함핚 
축산분야의 관계자들을 초대하였다.  
 
 
IDF 대표로는 IDF 회장 리차드 도일과 직원 Stanislav Jaš이 참가하여 낙농분야에서 천연자원사용
의 효율성 향상과 관렦된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짂행 중인 업무를 홍보하였다. 
 
 
IDF가 제시핚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 상황에 따라 발생핛 수 있는 변화에 대핚 이해 
• 낙농가들은 천연자원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낙농가 상호갂 보완 필요 
• 현졲하는 모든 낙농수급망의 업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낙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그 지역의 효율성 격차를 줄이는데 사용 해야 함 
• 낙농분야에서 천연자원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목장경영관리를 향상시키고 생산을  
  최적화 시키는 것이 중요 
 
 
이번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측정 방법 및 글로벌 행동지침을 개발하기 위핚 도젂, 더 맋은 노력을 
쏟아 부으며 새로운 방법 개발 등 기졲에 짂행중인 다양핚 홗동들이 논의 되었다.  
 
 
또핚 회의 후 일년 안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논의된 업무들에 대해 추짂 여부를 논의키로 동의하였
으며, 현재 짂행되고 있는 업무 상황을 점검핛 예정이다. 글로벌 행동 지침은 글로벌 낙농 행동지
침을 포함핚 현졲 업무를 통합핛 예정이다.  
 
 
 향후 계획  
  “Reduced discharge” : 4월 24-27일, 대핚민국 서울 
  “Restoring value to grassland” : 5월 7-10일, 브라질 브라질리아 
 
 
글로벌 행동지침의 공식 런칭은 2012년 9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산업 관계자들은 자원사용의 효
율성 격차 줄이기, 초원 복구 및 분비물 감소(거름 관리)에 대해 약속하게 될 것이다. 
 
 
자세핚 사항은 웹사이트 참조 및 IDF 직원 Stanislav Jaš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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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 국가위원회 협력 
필리핀 국가위원회 방문 

서울에서 열린 Regional Conference직후, 크리스티앙 
호벨은 정치적인 변화, 새로운 경영 및 지방 당국과 낙
농분야 갂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필리
핀 농업장관인 Alcala 박사를 맊났다.  
  
이번 회의는 필리핀 낙농 당국 위원장인 Grace Cenas
씨와 부위원장인 Naomi Torreta씨의 지원 하에 이뤄
졌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IDF 사무국장은 IDF 회원국
들이 IDF내 제공하는 다양핚 기회와 이점에 대해 알리
는 계기가 되었다. 

 
IDF 필리핀 국가위원회 갂사 Judith Platero씨의 도움
으로IDF 지지자들인 네슬, 폰테라, 테트라팩, 랜드오레
이크를 비롯해 지역 공급회사의 대표들 또핚 참석하였
다.  
  
마닐라에서의 짧은 여정이었지맊, 그린페이퍼에 지속 
가능핚 낙농분야의 성공적인 성과에 대해 소개함과 동
시에, 필리핀 국가위원회와의 협력 관계를 키울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왼쪽부터 : Sally Bulatao (기술고문), Grace J Cenas      
       (낙농당국위원장), Proceso J Alcala, Christian  
       Robert, Naomi K Torreta (낙농당국부위원장),  
       Judith Platero (IDF 필리핀 국가위원회 간사) 

일본 국가위원회 방문 
 IDF 사무총장은 2013년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세계낙농연차총회 준비를 위해 일본 요코하마
를 방문하였다. 총회가 개최 될 요코하마의 컨
퍼런스 센터는 현대식 기술로 꾸며짂 최싞식 장
소였으며, 교통이 편리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 
 
“우유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2013년 10월/11
월에 개최될 IDF 행사를 위해 주요 산업관계자
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을 물색하며, 일본 측 조직위
원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요코하마와 도쿄에
서 몇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외에도 총회 조직위원회로 홗동하는 메그밀
크 스노우 브랜드, 메이지유업, 모리가나와 야
쿠르트와 같은 주요 일본 회사의 회장들을 개별
적으로 맊나기도 하였다.  
  
이 후에도,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에 
개최되는 요코하마 총회에 대핚 열정을 보여준 
보건부 및 농림부와의 맊남도 가졌다. 
 

내년도 요코하마 총회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산업관
계자들 및 총회 지지자들이 2012년 4월 도쿄에서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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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 행사 
IDF 치즈 숙성 및 기술 심포지엄 

-2012년 5월 21-24일, 미국 위스콘싞 주 메디슨 
 

3일갂 짂행될 이번 심포지엄은 5개국의 12 주요 연사들의 발표뿐맊 아니라, 포스터 발표 및 기술관광이 짂행될 예정이다.  
 

젂통에 따라 4년 마다 짂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젂역에서 300여명의 과학자 및 연구자를 불러모을 것이며, 낙농
산업 관계자들에게 다양핚 발젂 기술 및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배우고 논의핛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주요 주제 : 단백질분해, 지방분해, 미생물 생태학, 치즈 싞짂대사/이화작용, 치즈과학기술, 세포막 기술, 재료과학,  
               구강에서의 저작, 관능평가, 치즈 안젂, 유젂자 발현, 바이오 유제품, 프리바이오틱스 및 영양게놈학 
 

미국 프로그램 위원회 위원장인 Rusty Bishop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세계 최고 치즈 과학자들의 최싞 연구결과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치즈 산업과 관렦학회가 교류핛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젂했다.  
 

심포지엄에 대핚 자세핚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2012년 IDF/ISO 분석주간 

- 2012년 6월 4-8일 이스라엘 텔아이브 
 

IDF/ISO 분석주갂은 유 및 유제품의 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의 표준화 분야의 젂문가들이 모이는 연갂 행사이며, 분석 
및 시료채취와 관렦된 분야를 비롯핚 여러 분야를 다루게 될 것이다.   
 
현재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조기등록은 5월4일 마감된다. 분석주갂 프로그램 또핚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분무건조유제품 관련 국제심포지엄 

-2012년 6월 19-21일 프랑스 상말로 
 

이번 행사의 목적은 분유 생산과 식품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이러핚 제품들의 기능 관렦 상호보완적인 과학과 기술 
분야에 있어 새로운 발젂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12년 3월 31일 이젂에 등록하면 500유로 젂체등록이 가능하다. 
 
더 맋은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IDF 세계낙농연차총회 

-2012년 11월 4-8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모든 낙농 분야의 젂문가가 핚 곳에 모이는 중요핚 세계 낙농 행사에 참여하세요! 
초록 제출기핚은 5월 31일로 연기되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초록 제출 가능하다.  
자세핚 사항과 최싞 브로슈어 또핚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