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정책설명회 자료집

2022. 5.

서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의 전문성 제고와 현장 소통을 위한 ‘2022년도
수입식품·위생용품 정책설명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자료 배포로 대체
하여 실시합니다.

본 자료는 수입식품·위생용품 관련 규정 최근 개정사항, 수입검사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의 수입검사 및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2022년 5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의 내용은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 경인식약청 수입관
리과(☎ 02-2110-8159, 8160)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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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현황

 식품등 검사현황
최근 5년간 수입검사 현황[전국]

’21년 품목군별 수입검사 현황
품목군
합

계

건수(건)

중량(톤)

금액(천달러)

814,617

18,978,379

33,387,869

농․임산물

73,545

8,832,265

6,261,881

가공식품

317,792

6,433,559

9,455,954

건강기능식품

14,572

23,076

1,098,611

식품첨가물

41,695

436,522

1,209,475

기구 및 용기․포장

155,924

493,156

2,830,716

축산물

118,151

1,616,824

8,052,248

수산물

93,029

1,142,977

4,47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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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검사현황
최근 3년간 수입검사 현황[전국]

’21년 품목별 수입검사 현황
품목
합

건수(건)

중량(톤)

금액(천달러)

계

14,383

109,356

346,156

세척제

1,213

6,324

59,159

13,170

103,032

286,998

일회용 컵

1,298

15,612

32,858

일회용 젓가락

1,649

24,103

32,466

소 계

기

일회용 이쑤시개

305

718

1,609

타

일회용 타월

359

4,232

12,801

일회용 빨대

1,298

3,327

13,210

위
생
용

일회용 종이냅킨

427

1,151

2,649

품

화장지

215

1,290

2,561

일회용 면봉

853

2,897

11,361

5,865

47,950

166,664

901

1,753

10,819

일회용 기저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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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주요 변경사항

 사전안전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제도 시행
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동등 수준의 안전관리를 적용하기
목적

위해 수입식품의 제조·생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관리
하여 수입 전 사전안전관리 확보

적용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시행시기 ’21년 7월 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증원(인증기관)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신청
▪전자우편: haccp@haccp.or.kr
신청방법 ▪누리집: (국문) www.haccp.or.kr>HACCP 인증 및 교육신청>심사신청/접수)
(영문) www.haccp.or.kr/eng/main.jsp
※ 문의: ☎ 043-928-0127~9, 팩스 043-928-0019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제출서류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
적용기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기준서 작성 ▶

인증절차

신청서 제출 ▶

선행요건 및
HACCP계획서
HACCP관리
및 신청서
해외제조업소

서류검토
위해요소,
중요관리점

▶

현지실사 등
실시상황
평가표로 판정
인증원

▶

인증서 발급
적합 시 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법률 제17245호, ’20.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대통령령 제31672호, ’21.5.4.)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5(총리령 제1713호, ’21.6.30.)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고시 제2021-58호, ’21.7.1.)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고시 제2021-80호, ’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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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 상표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 관련: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자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2조제8호
*상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상표법」 제2조제1호)

▪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가 아닌 상표를 표시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제조·가공업소에서 계약의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주문자
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해당됨
*등록상표: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상표법」 제2조제10호)

▪ 「수입식품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를
사용한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므로, ’22.1.1.부터는 등록상표가 아닌
상표를 표시한 경우에도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 등의
상표를 삭제하여야 함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관련 안내
▶ 배경
❖ ｢수입식품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이하 ‘OEM 수입식품 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 등을 사용한 경우 부당표시에 해당*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21.3.14. 시행)
✔ 위반 시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 OEM 수입식품 등 관리제도 개요
❖(목적) 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OEM 수입식품등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위생관리 제고

❖(대상)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가공을 위탁하여

②

주문자 상표*를

①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

③

한글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2조제8호)
*상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상표법」 제2조제1호)

❖(수입자 의무) ①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② 자가품질검사
③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④ OEM 표시
- (위생평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점검주기별 1회 이상 실시
-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법｣ 상 자가품질검사(세관 신고필증 발급일 기준)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수입신고 시 제출
- (OEM 표시) 원산지 : OO(위탁생산제품), 원산지: OO(OEM) (14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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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 수입식품 등 관리 제외대상
① 국내 업체의 외국 현지설립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외국 다국적기업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지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③ 농·임·수산물 및 축산물

▶ OEM 수입식품등 관리대상인 ‘상표부착’의 범위
❖ ｢상표법｣ 상 ‘상표’의 정의, 국내소비자 보호 등 제도취지 고려 시 특허청에 등록
되지 않은 ‘상표’ 부착제품도 OEM 관리대상에 해당
- OEM 수입식품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상표’ 표시 불가  삭제 필요
* 다만, 상표삭제로 인한 영업자 부담완화 및 OEM 수입식품등 관리제도 정착 유도를
위해 ’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수입자 확인 및 조치사항

▶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사례
❖ 수입업소의 상표를 표시한 경우
(사례1) 가공식품의 주표시면(포장지 앞면)에 수입업소의 ‘로고’를 표시
✔ OEM 수입식품등이 아닌 제품에 ‘로고’를 포장지 주표시면 등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사례2) 가공식품의 주표시면(포장지 앞면)에 ‘수입업소명’을 표시
✔ OEM 수입식품등이 아닌 제품에 ‘업소명’을 포장지 주표시면 등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 수입업소명 등을 제품명으로 표시한 경우
(사례3) 가공식품의 ‘제품명에 수입업소명 등을 포함’하여 표시
✔ OEM 수입식품등이 아닌 제품의 ‘제품명에 수입업소명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 수입업소 ‘가나다 푸드’에서 수입하는 김치의 제품명을 ‘가나다 김치’로 표시 등

❖ 수입업소의 상표를 한글표시 스티커에 표시한 경우
(사례4) 가공식품의 한글표시 스티커에 수입업소의 ‘로고’를 표시
✔ 수입업소의 ‘로고’를 한글표시 스티커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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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 수입식품등 관리의무 관련 규정
｢수입식품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
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의무사항(1)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의무사항(2)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4.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
사유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 의무사항(3)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식
품등은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농·임·축·수산물로서
자연상태의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과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
한다.). * 의무사항(4)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
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
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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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른 위생증명서 제출
국가

대상품목

제출서류

시행일

약정체결

’21.9.23.

노르웨이
수입 수산물

위생증명서

필리핀

’20.9.23.

선적분부터~
’22.6.20.
선적분부터~

’21.12.20.

관련 규정
제2021-23호)
(’21.3.17.)1)
제2022-26호
(’22.3.31.)2)

* 1)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 2)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 수산물 위생약정
❖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 9개국과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 등록시설 통보관리 및 위생증명서 첨부 의무
국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약정연도
2000년 일반수산물
2013년 활수생동물
(2017년 통합)
2001년 일반수산물
2004년 활수생동물
2005년

국가

약정연도

국가

약정연도

태국

2006년

칠레

2019년

러시아

2013년

노르웨이

2020년

에콰도르

2014년

필리핀

2021년

수입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22.1.1. 선적분부터)
❖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를 제출
 수출국 위생증명서 협의 현황 확인
- 수입식품 정보마루(impfood.mfds.go.kr) >안전정보 >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 >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축산물)·수출업소>국가명 입력, 약정시설 체크(☑)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정책정보 >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
&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총리령 제1713호, ’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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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생증명서 운영
❖ 수입자 등이 종이 위생증명서 제출 없이 유니패스 관세청 연계로 수입신고 가능
✔ (현황) ① 호주산 식육 적용(’21. 9월~), ② 칠레산 식육 시범운영 (’22. 4월),
③ 칠레산 수산물 시스템 구축 중

자사제조용 원료 수입신고시 ‘품목제조보고서’ 간편 확인 안내
❖ 수입식품 중 용도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인 제품은 수입신고서 작성 시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면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신고일반 화면에서 ‘자사제품제조용’ 선택 후
‘품목보고번호’ 기재
* 품목보고번호(제품)가 다수인 경우 콤마( , )로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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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기식품의 전자수입증명서 발급방식 변경(’22.1.1.부터)
❖ 2022년 1월 1일부터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NAQS 전자
수입증명서’ 발급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수입증명서만 유효
 수입증명서 양식:
농관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 동등성 인정 수입 유기가공식품
❖ 수입 검사
✔ 해외 생산 유기식품을 판매나 영업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단계에서 유기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유기식품은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서식의 유기식품등 여부에 ‘예[√]’로 체크, 유기식품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검사 대상
✔ (동등성 인정제품)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미국․EU․영국)의 유기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
* 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수산물 원료가 50% 이상인 제품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

✔ (국내법 적용 인증제품)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 수입신고 제출서류
✔ (동등성 인정제품)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국(미국․EU․영국) 인증기관이 발급한 유기
인증서 사본, 전자수입증명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
✔ (국내법 적용 인증제품) 농관원 지정 인증기관 발급 인증서 사본, 거래인증서
(Transaction Certificate) 원본
❖ 인증마크(로고) 표시
✔ 한국의 유기 로고와 수출국의 유기로고를 선택적으로 표시 가능함
* 영국의 EU 로고 표시는 ’22.12.31.까지 허용
✔ 한국 및 수출국 외 제3국의 유기 로고는 직접 인증을 받아 유기인증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표시 가능함(통관 시 해당 인증서류 추가 제출)
✔ 이외에도 해당 제품을 인증한 유기인증기관 로고 표시 가능
❖ 비유기원료 사용 유기식품의 표시
✔ 비유기원료의 제품명 사용 금지
✔ 원재료 함량 표시란에 유기원료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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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사명령 지정 및 운영 현황(’22.5.16. 기준)
❖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No.

시행일
(접수일 기준)

국가

대상 식품

검사항목

1

16.2.29.
~23.2.28.

인도, 파키스탄

천연향신료

금속성 이물

2

17.8.30.
~22.8.29.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드럼스틱(이명: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형태의 제품

금속성 이물

3

18.6.25.
~22.6.24.

중국

향미유

벤젠

18.10.22.
~22.10.21.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4

5

19.12.24.
~22.12.23.

베트남(2개소),
인도네시아(1개소),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제품 제조업소
① VIETNAM PHARMACEUTICAL
JOINT STOCK COMPANY(베트남),
② HUNG PHAT TEA
CORPORATION(베트남)
③ PT. HUMAN BIO TEKNOLOGI

방사능
(요오드, 세슘)

금속성 이물

(인도네시아)

6

19.4.23.
~23.4.22.

러시아

능이버섯

방사능
(요오드, 세슘)

농약 8종

7

19.8.30.
~22.8.29.

태국, 베트남

쿨란트로

8

19.11.25.
~22.11.24.

독일, 중국

보리순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

(사이퍼메트린, 옥사디아존,
옥시플루오르펜,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프로페노포스,
피라클로스트로빈)

금속성 이물
농약 7종

9

20.4.23.
~23.4.22.

중국

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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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타미프리드, 클로로벤주론,
트리플루뮤론, 클로르피리포스,
프로클로라즈, 비펜트린,
플루디옥소닐)

No.

시행일
(접수일 기준)

국가

대상 식품

검사항목
농약 3종

10

20.6.25.
~22.6.24.

11

20.9.1.
~22.8.31.

12
13

20.10.22.
~22.10.21.
21.3.31.
~23.3.30.

태국

바질(잎)

미국(1개소)

PROHERB LAB社 남극 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

중국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일본
(수출국 기준)

참다랑어(생식용 수산물)

14

21.6.1.
~22.5.31.

중국(5개소)

15

21.10.22
~22.10.21

인도(7개소)

16
17

21.12.24.
~22.12.23.
22.3.31.
~23.3.30.

이탈리아

(사이퍼메트린,
아세타미프리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금속성 이물
살모넬라
(Salmonella spp.)

5개 제조업소 김치
① HEZE AKANG FOOD CO., LTD,
② QINGDAO MENGYONGJIE
FOOD CO., LTD,
③ QINGDAO XIANGHE
RUIJIA FOOD CO., LTD,
④ WUGANG TONGYUAN
FOOD CO., LTD,
⑤ YANTAI JIAZHENG FOOD
CO., LTD
7개 제조업소 과자(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① AASWAD FOODS
② BIKAJI FOODS
INTERNATIONAL LIMITED
③ BIKANERVALA FOODS PVT LTD
④ BIKANERVALA FOODS
PVT LTD
⑤ HALDIRAM BHUJIAWALA LTD.
⑥ HALDIRAM FOODS
INTERNATIONAL PVT
LTDIUNIT KASANA)
⑦ HALDIRAM SNACKS PVT.LTD.
EMILIO MAURI S.P.A
(CE IT 03 48)社 치즈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기타소금

불용분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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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세균수

2022년 1월 1일 시행되는 신설 및 기준 강화되는 식품유형
식품유형

내 용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유함유
가공품

✔ 기존의 ‘기타가공품’으로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할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유함유가공품’으로 수정 후 신고하여야 함

&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3호, ’20.1.14.)
❖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간편조리
세트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98호, ’20.10.16.)
 간편조리세트 Q&A: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등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98호, ’20.10.16.) 첨부화일

❖ 제조업자 자신이 직접 절단한 식육 또는 직접 제조한 식육가공품을 주재
료로 하고, 이에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 등을 부재료로 구성하여,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식육간편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 구성 재료 중 육함량이 60% 이상(분쇄육인 경우

조리세트

50% 이상)인 제품
&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79호, ’21.9.30.)
 식육간편조리세트 관련 Q&A: 수입식품 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알림자
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

❖ 영양성분 섭취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이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조리된 식품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조합하여 도시락 또는 식단형태로 구성한 것, 소비자가 직접 조리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

하여 섭취하도록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조리법과 함께 동봉한 것 또는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제조한 것
❖ (종류) 당뇨환자용 식단형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식품
&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114호, ’20.11.26.)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관련 Q&A: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제·개정고시등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114호, ’20.11.26.)
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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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가능 국가(’22.2.18.기준)
종류

수입가능 국가

천일염
(26개국)

그리스,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미국, 베트남, 벨기에, 북한, 스리랑카,
스페인, 슬로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리바시공화국, 태국,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암염
(13개국)

독일, 러시아, 몽골, 미국, 볼리비아, 오스트리아, 이란, 중국, 이집트, 칠레,
파키스탄, 터키, 스위스

호수염
(5개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파키스탄, 호주

지하수염
(3개국)

라오스, 스페인, 터키

자연상태 식품 날짜표시 및 투명 포장된 제품의 표시방법 개선(’22.1.1. 시행)
❖ 자연상태 식품의 날짜표시는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로 표시하여야 함
❖ 자연상태 식품의 최소 판매단위 용기·포장이 비닐랩 등으로 포장하여 관능으로 내용
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포장인 경우,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내용량
표시’는 생략 가능(진공포장 제외)
&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37호, ’20.5.12. 개정, ’22.1.1. 시행)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1-88호, ’21.11.5. 개정, ’22.1.1. 시행)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2.6.30.까지 계도기간 부여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23.1.1. 시행)
❖ 식품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2023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
✔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는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제목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다만,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불가.
&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21.8.17. 개정, ’23.1.1. 시행)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2-25호, ’22.3.31. 개정, ’2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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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검사
수입식품등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시행(’22.2.22. 시행)
❖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수입식품 등의 구분
기준(총리령 제1371호, ’17.2.22 개정, ’22.2.22. 시행)
▶ 5년 주기 정밀검사 계산 방법
✔ ’17년 2월 22일 이전 선적되어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17년
2월 22일 이후 선적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처음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
✔ ’17년 2월 22일 이후 선적되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 기준
으로 5년을 계산
✔ ’17년 2월 22일 이후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무작위표본검사를 받고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계산

▶ 5년 주기 정밀검사 계산 방법
✔ 수입식품 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
수입신고 진행상황에서 영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과거 수입신고 이력,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
* 다만,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았더라도 검사항목이 GMO, 방사선조사 등 중점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실적인정을 위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농·임·수산물
제외)
농·임·수산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만, 주류(「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를 말함)의 제품명은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
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봄)
✔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가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 색상(식품 등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원료 및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
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식육·원유·식용란: 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그 외 축산물: 생산국,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제품명, 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 검사 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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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에서 제외된 정밀
검사 대상
❖ 수입 통관단계 부적합 발생으로,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에서 제외되어 정밀검사로 변경
국가

품목

시행일

이탈리아

볶은커피

’21.10.20. 접수분부터

미국

볶은커피

’22.4.8. 접수분부터

브라질

볶은커피

’22.5.13. 접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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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검사 관련 규정 개정사항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해외제조업소 등록 기준 정비
❖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에 허가ㆍ
등록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13호, ’21.6.30. 개정, ’21.7.1. 시행)
현 행

개 정

법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수입 법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
----------------------------------------------------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 등록신청서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제출하여야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한다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
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 목적: 수입식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정보를 확보하고 수입식품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시정 요구를 위한 정보 수집
▶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여야 함.
*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 생산·가공하는 선박 포함)

▶ 등록 유효기간: 등록한 날로부터 2년
▶ 등록시 확인사항:
✔ 등록 신청 시 ‘현지실사 동의’ 체크
✔ ‘신청정보가 사실이다’는 내용 체크
✔ 수입자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등록 신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
음을 체크
 거짓 등록 확인 시 등록 취소 & 영업자 행정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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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시 제출서류

<해외제조업소 등록 흐름도>

✔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제조업
소가 수출국 정부로부터 식품 생산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증빙 서류(수출국 발행 공장 확인서
(영문)) 제출
- 해당 서류에는 업소명, 소재지 등 관련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해외제조
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수출국 정부 언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경우 공증번역 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번역 공문(영문으로 작성된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정보 포함)을 첨부
- 공장확인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서류로 공장
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이 해당. 중국의 경우 해당
공장의 대외무역경영자표안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HACCP, ISO 등의 제3자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
서는 국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아님
[단, 공장확인서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영업 형태, 생산품목) 등의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등록 취소 주요 사유
✔ 실제 제품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수산물 선박 포함)하는 시설이 아닌 수출
회사(유통, 무역회사 등 포함)로 확인된 경우
✔ 제조업소 폐업, 도산, 파산, 소재지 이전 등으로 시설운영이 중단된 경우
▶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참고자료
☎ 등록 문의: 식품정보원 1811-6496
 등록 관련 참고자료
✔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5개 언어 제공
수입식품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 첫 화면에서 e-book 제공
✔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방법(동영상)
수입식품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회: 수입식품 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 >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축산물)·수출업소 > 업소명 등으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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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대상으로 추가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관리
영업자로 관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800호, 22.3.2. 개정, 22.9.3. 시행)
현 행

개 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자의 구분관리)

시행규칙 제26조(영업자의 구분관리)

1, 2(생략)

1, 2(생략)

3. 특별관리영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

---------------

가.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1)ㆍ 가.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1)ㆍ
2)ㆍ4)ㆍ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2)ㆍ4)ㆍ5) 및 같은 Ⅱ. 개별기준의 제8호바
발생한 날(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날(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변경등록 신청기한 명시
❖ 영업등록 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신고)토록 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800호, 22.3.2. 개정, 22.9.3. 시행)
현 행

개 정

시행규칙 제17(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 시행규칙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
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략) 별지 ---------------------------------------------------------------------------------------------(생략)
② 법 제15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영업등록을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한 자가 영 제3조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대하여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 식의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등록증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등록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 (생략)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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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정보공개 범위에 수입자 정보 추가
❖ 수입검사 적합 제품 정보 공개 범위에 수입신고인 정보 추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800호, 22.3.2. 개정·시행)
현 행

개 정

시행규칙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① 식 시행규칙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①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2(생략)

1. 2(생략)

3.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 3.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
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유통기한이 없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유통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
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와 같다.

1. 2(생략)

1. 2(생략)

3. 제1항제3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3. 제1항제3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ㆍ수출업소, 제조국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ㆍ수출업소, 제조국
ㆍ생산국,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원재료 ㆍ생산국,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원재료
정보(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정보(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해당한다) 및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해당한다),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
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에는 그 대행을
의뢰한 영업자를 말한다) 및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법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8444호, ’21.8.17. 개정, ’22.2.18. 시행)
법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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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출처: 식약처 페이스북>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대상 위생교육 실시 주기를 매월에서 매분기로 완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13호, ’21.6.30. 개정, ’22.1.1. 시행)
현 행

개 정

시행규칙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

시행규칙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

1. 공통사항

1. 공통사항

가, 나(생략)

가, 나(생략)

다.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 다.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
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 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
하여 매월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이하 하여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생략)

(이하 생략)

OEM 현지 위생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13호, ’21.6.30. 개정, ’22.7.1. 시행)
현 행

개 정

시행규칙 [별표 16] 과태료 부과금액

시행규칙 [별표 16]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

1차

2차

3차이상

위반

위반

위반

50

100

150

한 경우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 20 -

1차

2차

3차이상

위반

위반

위반

200

250

300

검사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검사명령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8444호, ’21.8.17. 개정, ’22.2.18. 시행)
현 행

개 정

법 제46조(과태료)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면제조항 신설
❖ 동일 해외제조업소에 2개소 이상의 우수수입업소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공동 위생
점검 가능,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기간 내에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 현지실사
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위생점검 면제
&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고시 제2021-60호, ’21.7.18. 개정·시행)
현 행
고시 제8조 ① (생략)
<신설>

개 정
고시 제8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가 해외제조업
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에 동
일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한 우수수입업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공
동으로 점검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④(현행 ②, ③) (생략)

②, ③ (생략)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
<신설>

제조업소가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기간
내에 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현
지실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수
수입업소가 위생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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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수입업소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란
✔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 후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제도
& 관련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1-60호)

▶ 등록대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식품* 및 첨가물
* (제외) 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절단, 탈피, 건조, 염장 등)
-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

▶ 등록절차
✔ 우수수입업소 등록절차

<출처: 식품안전나라>

*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식약처에 갱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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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대한민국 수입인지 28,000원)
* 수입식품등에 관한 서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 기구 또는 용기·포장: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결과보고서
* 해외제조업소가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우대혜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제외
✔ 등록인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도안 표시
✔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 해당 요건 충족 시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품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수입검
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 수리(서류 및 현장검사 생략)
* 계획수입 신속통관 충족 요건:
제품의 부적합 이력이 없고,

①

우수수입업소 등록제품으로,

②

최근 3년간 해당

③

해당 수입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다만,

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속적으로 수입신고한 제품

<출처: 식품안전나라>

▶ 준수사항
✔ 매년 1회 이상 해당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자체점검하고 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식약처에 보고
* 등록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 우수수입업소 정보 찾는 방법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법령 및 제도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우수수입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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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및 검사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 완화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800호, ’22.3.2. 개정·시행)
현 행

개 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
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
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
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입
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에 대한 요건 완화
❖ 최초로 수입하면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
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도 5년간 동일사ㆍ동일수입식품 등으로 인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13호, ’21.6.30. 개정, ’21.7.1. 시행)
현 행

개 정

시행규칙 [별표 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4. 동일사 동일식품등

4. 동일사 동일식품등

가.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가.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
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이하 생략)
후 5년(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
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하 나목부터 마목까지 같다)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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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입검사 제외 대상 축소
❖ 최근 2년 이내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 등은 모두 조건부 수입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식품 등의 제조·
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조건부 수입 검사 대상에서 제외
토록 완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13호, ’21.6.30. 개정, ’21.7.1. 시행)
현 행

개 정

시행규칙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시행규칙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
해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
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
해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
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 2.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
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
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
(해당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식품등의 제
조ㆍ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입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토록 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13호, ’21.6.30. 개정, ’22.1.1. 시행)
현 행

개 정

부칙 <총리령 제1253호, 2016.2.4.>

부칙 <총리령 제1253호, 2016.2.4.>

제2조(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 위생증명서 제2조(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규정(축산물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규정(축산물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외의 축
산물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는 수출 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외의 축
산물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는 수출 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 위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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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조정
❖ 5년간 부적합이력이 없는 독일산 과실주 등 가공식품 3개 품목·국가를 인정범위에
추가,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캔디류(젤리) 1개 품목 인정범위 제외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62호, ’21.7.15. 개정·시행)
구분

대상 품목(국가)

추가(3품목)

과실주(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초콜릿가공품(벨기에)

삭제(1품목)

캔디류 중 젤리(미국)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조정(65종→69종)
❖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에 부적합 발생 농약 8종 추가,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년간 평균 10회 미만인 농약 4종 제외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62호, ’21.7.15. 개정·시행)
구분
추가(8종)

대상 항목
델타메트린(Deltamethrin), 메티오카브(Methiocarb), 뷰타클로르(Butachlor),
아이소프로카브(Isoprocarb),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디니코나졸(Diniconazole),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삭제(4종)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캡탄(Captan), 포스멧(Phosmet, PMP),
펜헥사미드(Fenhexamid)

선박 벌크형태 농산물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선
❖ 선박의 벌크형태 농산물에 대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전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 둘 이상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공동검체로 취급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62호, ’21.7.15. 개정·시행)
고시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벌크 농산물에 대하여는 보
세구역 등에의 반입전에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확인증은 수입검사가 완료되고 보세구역 등에의 반입이 완료된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
고시 제6조(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등)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벌크 농산물을 둘 이
상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검체를 공동검체로 한다.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부적합 항목 검사 반영
❖ 부적합 후 재수입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부적합 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검사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62호, ’21.7.15. 개정·시행)
고시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 ⑤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및 대상 중 별표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1항의 중점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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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의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의 신청·승인시기 확대(연1회→연중)
❖ 안전이 확보된 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우수수입업소의 계획된 수입 물량에 대한
신청·승인을 연1회에서 연중으로 확대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2-19호, ’22.3.8. 개정·시행)
현 행

개 정

제7조의2(검사 생략 절차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차년도 계
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
표 9 제2호나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다
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
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검사 생략 절차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제2호나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다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등록
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연간 계획수
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계획 수입량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 개요
✔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관련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7조의2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10조제2항

▶ 신청요건
✔ 식약처에 등록된 ①우수수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으로서 ②신청인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③최근 3년간 해당 품목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절차

(매월 1~15일)

<출처: 식품안전나라>

▶ 우대 조치
✔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하는 경우, 검사의 전부 생략

▶ 수입신고 시 유의사항
✔ 계획수입 확인서가 발급된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대상’ 여
부를 ‘예’로 신고하여야 하며,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를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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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 관리 강화, 신속 통관 지원 규정 마련 등
❖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동일사 동일축산물의 경우 다음 수입 5회
연속 현장검사 실시
❖ 원료 수급‧물가조절 긴급 수입 축산물에 대한 신속 통관 지원 규정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기준‧규격 신설‧강화 관련 정밀검사 항목 공개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115호, ’21.12.29. 개정,
’22.1.1. 시행)
현 행

개 정

제16조(부적합 수입 축산물 등의 처리)

제16조(부적합 수입 축산물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①~④ (생략)
<신 설>

⑤ 지방청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 축산물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사항 등)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제20조(행정사항 등)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이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료의 수급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수입 축산물이 (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
있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를 이유로 수입식품 하는 축산물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사에 해당될 경우 그 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아니 된다.

있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수입 축산물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를 이유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② (생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

1. (생략)

1. (생략)
<신 설>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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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 표시·광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개선
❖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토록 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21.8.17. 개정, ’23.1.1. 시행)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2-25호, ’22.3.31. 개정, ’23.1.1. 시행)
* 우유 등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음.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법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첨가물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3. 건강기능식품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출차: 식약처 블로그>

⌕ 식품 소비기한 도입 관련 FAQ
*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영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그간의 민원
질의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응답 내용이며, 추후 관련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에 따라 안내
내용이 변경‧추가될 수 있습니다(’22.2.9. 기준).
질 문
◆ ‘소비기한’이란?

답 변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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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답 변
✔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
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소비기한을 시행일
이전에 우선 적용하여

✔ 시행일 이전(’22.12.31)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기한을 우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표시할 수 있는지?
◆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과

✔ 시행일 이전(’22.12.31)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소비기한을 함께

하고, 자율사항으로 소비기한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표시해도 되는지?

영업자 책임하에 가능하나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등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
* ① ○○년○○월○○일까지, 소비기한: ○○○○년○○월○○일,
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위치 명시 등

◆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유통기한 제목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등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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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EXP’, ‘Sell by date’로

답 변
✔ 수출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표시된 수입식품의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비기한 설정 기준이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Best before’로 표시된

✔ 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표시 방법은?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정보 제공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광고 >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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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포함
❖ 식품 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 금지 대상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학용품으로 정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21.8.17. 개정, ’21.9.18. 시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738호, ’21.10.12. 개정,
’21.9.18. 시행)
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출처: 식약처 블로그>

시행규칙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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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 주의 문구 및 카페인 함량 표시
❖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대상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모든 액체 식품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22.1.1.부터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 주의
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42호, ’20.9.9. 개정, ’22.1.1. 시행)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Ⅰ. 공통사항
4.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가. 표시대상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나. 표시방법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다.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
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영유아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마련
❖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식품 등에 대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42호, ’20.9.9. 개정, ’22.1.1. 시행)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고’
현행

개정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기준치 표에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

단위) 단위로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
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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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확대(115품목→176품목)
❖ 식품 등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등의 범위를 확대(17종 115품목→46종 176품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701호, ’21.5.27. 개정)
✔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기존] 17종 115품목
1.
2.
3.
4.
5.
6.
7.

[추가] 29종 61품목

레토르트식품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빵류 및 만두류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제외)
8. 면류
9. 음료류(다류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 제외)
10. 특수용도식품
11.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
조리식품
13.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
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제외)
14. 시리얼류
15. 유가공품 중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분
유류․ 치즈류
16.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17. 건강기능식품

18.
19.
20.
21.
22.
23.
24.
25.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물성크림
다류 중 액상차
발효식초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
미식품)
26. 카레(카레(커리))
27. 향신료조제품
28. 김치류(김칫속, 배추김치)
29. 절임류(절임배추 제외)
30. 조림류
31.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32.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3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34. 기타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35. 베이컨류
36. 건조저장육류
37.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38. 식육추출가공품
39. 식육함유가공품
40. 알가공품류(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
공품)
41. 산양유
42. 어육가공품류(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43.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44. 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45. 조미김
46. 기타수산물가공품
[42.~46.: 수산물 100% 제품은 제외]

✔ 시행시기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

시행시기

120억원 이상 (배추김치는 300억원 이상)

2022.1.1.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배추김치는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2024.1.1.

50억원 미만

2026.1.1.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1.1. 시행사항에 대해 2022.6.30.까지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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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강조표시에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기준 신설
❖ “설탕 무첨가” 등의 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1-88호, ’21.11.5. 개정·시행)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아. 영양성분등 3) 영양강조표시
다)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설탕 무첨가”,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 다만, 당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제외)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 젤리, 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4) 농축, 건조 등으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말린과일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를 사용
하지 않은 제품
(5)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
❖ 필수지방산 3종(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DHA)의 기준을 추가하는 등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반영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2-25호, ’22.3.31. 개정·시행)

‘천연’ 또는 ‘자연’ 표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 광고 범위 개정
❖ 영업소의 명칭,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사용한 ‘천연’ 또는 ‘자연’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개정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 제2021-89호, ’21.11.10. 개정‧시행)
제2조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이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광고.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천연케이싱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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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
❖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랩 등으로 포장한 농·임·축·수산물은
한글표시 생략이 가능하였으나, 동 고시 시행일(’22.1.1.) 이후 생략 불가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표시를 자연상태 식품에 적합하도록 규정 정비
❖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에 ‘포장일’ 추가,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중 선택하여 표시 가능
❖ 투명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하지 아니한 제품은 날짜 표시
생략 가능
❖ 투명하게 포장(진공포장 제외)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표시 생략 가능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임·수산물의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단, 생산연도 표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투명 포장 식품은 한글 표시 생략 가능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 자연상태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
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경우, 개개의 제품별 표시 생략 가능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37호, ’20.5.12. 개정, ’22.1.1. 시행)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1-88호, ’21.11.5. 개정, ’22.1.1. 시행)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터. 자연상태 식품
2) 표시사항
가)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제품명의 경우 내용물의 명칭 포함)
나) 업소명(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다) 생산연도, 생산연월일(채취·수확·어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또는 포장일
라) 내용량[다만,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이하 “투명포장”이라 한다)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마)~사) (생략)
아) 기타표시사항
(1)~(2) (생략)
(3)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생산연도, 생산
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생략할 수 있다.
(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제외한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생산
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생략할 수 있다.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자연상태 식품 중 투명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에 한한다)의 경우 표시 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1.1. 시행사항에 대해 2022.6.30.까지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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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의 표시규정 정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는
자연상태 식품 표시사항 적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37호, ’20.5.12. 개정, ’22.1.1. 시행)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 방법 신설
❖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 신설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37호, ’20.5.12. 개정, ’22.1.1. 시행)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바. 원재료명 1) 나)
(1)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외래
어의 경우 한글표기법에 따른 외국어 명칭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형태학적 분류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민어과에 대해서는 (1)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1) 또는 (2)에 따라 표시한 명칭 바로 뒤에 괄호로 생물 분류 중 “OO속” 또는 “OO
과”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긴가이석태(민어과)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류의 표시방법 개정
❖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류 원재료에 대한 명칭 표시방법 정비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37호, ’20.5.12. 개정, ’22.1.1. 시행)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바. 원재료명 2)
라)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혼합제제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명칭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 명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 대신 [표 5]
또는 [표 6]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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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 식품에 알코올 함유 표시 방법 개선
❖ 비알코올 식품에 알코올 함유에 대한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방법 개선 및 문구 정비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1-88호, ’21.11.5. 개정, ’24.1.1. 시행)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카.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
하여야 하며,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비알코올, Non-alcohol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No alcohol
added(성인용)”,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대상에 ‘아질산나트륨’ 추가
❖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에 '아질산나트륨' 추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724호, ’21.8.24. 개정, ’22.1.1. 시행)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2. 식품첨가물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
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아질산나트륨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
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
구를 표시해야 한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표시 강화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37호, ’20.5.12. 개정, ’22.1.1. 시행)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차. 특수용도식품 2) 표시사항 거) 기타표시사항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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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주표시면 영양·기능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신설
❖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주표시면에 영양성분 또는 기능
성원료의 명칭만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움
❖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지표)성분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회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54호, ’20.6.23. 개정, ’22.1.1. 시행)
제5조 2. 표시장소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6조
제6호가목(1일 영양성분기준에 대한 비율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의 표시
사항을 주표시면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의 표시장소 규정 개정
❖ ‘영양‧기능정보’와 ‘섭취시 주의사항’이 제품설명서에 표시되어 포장된 경우에는 소비
자가 구매 시 확인 어려움
❖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정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54호, ’20.6.23. 개정, ’22.1.1. 시행)
제5조 3. 글씨크기
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제4조제3호·제4호·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섭취시 주의사항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섭취시 주의사항은 제품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타 원료 표시 관련 규정 신설
❖ 기타 원료의 함량 또는 사진, 이미지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기타 원료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있음
❖ 원료명 및 함량란에 주원료와 기타 원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기타 원료의
함량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제6조 9. 원료명 및 함량
다. 기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원료명을 주원료와 기타원료로 구분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원료의 성분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기타원료 D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원료 : A, B
기타원료 : C, D 00%

❖ 원료명 및 함량란에 주원료와 기타 원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타 원료의 사진 및
이미지 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제6조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아. 제9호다목 이외에 기타 원료(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기타 원료의
사진, 이미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54호, ’20.6.23. 개정, ’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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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스티커 사용 표시 가능 범위 확대, 내용량 및 날짜 표시
방법 등 개정
❖ 공통표시기준 중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내용량의 표시방법 개선
✔ 위생용품의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량의 표시방법을 삭제하여, 위생용품의 특성
등에 따라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내용량 중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종이냅킨의 허용부족량 완화
(별표 제4호)
✔ 내용량을 길이로 표시할 때 함께 표시하는 너비의 오차는 3 mm, 수량(매수)으로
표시할 때 함께 표시하는 가로 및 세로의 오차는 각각 5 mm로 완화함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방법 개선(별표 제5호 및 제6호)
✔ 제조연월일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의 수입 위생용품 제조연월일 표시방법 신설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 명시 또는 안내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별표]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5. 제조연월일
다. 제조연월일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하여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제조연월일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글표시사항에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제조연월일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
조연월일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유통기한
사.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
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원재료 또는 성분명 중 향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별표 제7호)
✔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향료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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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향료의 명칭과 해당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은 해당 원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별표]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7. 원재료 또는 성분명
다. 원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
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향료를 사용한 경우 그 향의 명칭[예시 : ○○향]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향료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알레르기 유
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
○○향(명칭)].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제3조 관련)>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분명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아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알코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올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틸 2-옥티노에이트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CAS 등록번호
122-40-7
100-51-6
104-54-1
5392-40-5
97-53-0
107-75-5
97-54-1
101-85-9
118-58-1
104-55-2
91-64-5
106-24-1
105-13-5
103-41-3
4602-84-0
80-54-6
78-70-6
120-51-4
106-22-9
101-86-0
5989-27-5
111-12-6
127-51-5
90028-68-5
90028-67-4

※ 다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79호, ’20.9.2. 개정, ’22.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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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및 규격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乳)성분 함량이 유가공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식품유형의 필요로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3호, ’20.1.14. 개정, ’22.1.1. 시행)
18. 유가공품류
18-14 유함유가공품
1) 정의
유함유가공품이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8-1 ∼ 18-13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유함유가공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은 살균 또는 멸균을 거친 것이거나,
최종제품 완성 전에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성상 :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 : 적합하여야 한다.
(3)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살모넬라 : n=5, c=0, m=0/25g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8)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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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 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보존·유통기준,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98호, ’20.10.16. 개정, ’22.1.1. 시행)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31) 식육, 기타식육 또는 수산물을 구성재료로 포함하는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는 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3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단순해동 또는 해동 후 절단하여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의 재료로 구성하는 경우
로서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해동된 냉동
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재냉동하지 않고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단, 식육
함량이 구성재료 함량의 60% 미만(분쇄육의 경우 50% 미만)인 제품에 한한다.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2. 즉석식품류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1) 정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라 함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
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
식품, 간편조리세트를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간편조리세트 제품은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가열, 세척 또는 껍질제거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도록 제공되는 채소류 또는 과일
류는 살균·세척하여야 한다.
② ‘식용란’, ‘가금육’ 및 ‘가열조리없이 섭취하는 농·축·수산물’은 다른 재료와 직접 접촉
하지 않도록 각각 구분 포장하여야 하고, 그 외 재료의 경우에도 비가열 섭취재료와
가열 후 섭취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③ 식용란을 포함하는 경우 제2. 4. 13)에 따라 물로 세척된 식용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다른 제조업자가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성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2) 즉석섭취식품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 혼합하여 섭취 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비빔밥 등의 식품을 말한다.
(3) 즉석조리식품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단순가열 등의
가열조리과정을 거치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국, 탕, 수프, 순대 등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간편조리세트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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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편조리세트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5) 규격
항목

유형

간편조리세트*

(3) 대장균

n=5, c=1, m=0, M=10

(4) 황색포도상구균

1 g 당 100 이하

(5) 살모넬라

n=5, c=0, m=0/25 g

(6) 장염비브리오

1 g당 100 이하 (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7) 장출혈성대장균

n=5, c=0, m=0/25 g(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 제품에 한함)

*주1.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재료 중 다른 재료와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포장된 농·
축·수산물 재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재료를 모두 혼합하여 규격을 적용

⌕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관련 Q&A
▶ ‘간편조리세트’란 무엇인가요?
✔ 간편조리세트란 시중에서 통상 밀키트라 불리는 형태의 제품으로서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소스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제조된 제품을 말함.
✔ 이번에 신설되는 간편조리세트는 품목제조보고를 필요로 하는 가공식품의 한 종류로서, 품목
제조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따로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단순히 합포장한
제품 또는 농산물 등 자연산물을 단순처리한 재료만을 합포장하는 제품)은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지 않음.
✔ 또한 제품의 식육 알 유고형분 함량이 축산물가공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 식육 함량
60% 이상 등) 축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되므로 현재로서는 일반가공식품인 간편조리세트로
제조할 수 없음.
▶ 간편조리세트와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는 제품 중 식육, 야채, 생선 등 자연산물(손질, 세척 후 절단
등 단순처리된 자연산물 포함)이 조리세트의 재료로 포함된 제품을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함.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된 조리 세트는 현행처럼 면류 떡류 등 적절한 가공식품의 유형으로 분류
하거나 또는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함.
✔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목적은 손질된 자연산물을 포함하고 있어 가공식품의 위생규
격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므로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하지 않음.
✔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면 제품에 구성된 가열조리되는 자연산물은 미생물 규격을 제외 받는
잇점이 있지만, 가열 없이 섭취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즉석섭취식품에 준하는 강화된 미생물 규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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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므로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된 경우 현행과 같이 즉석조리식품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기존의 라면, 호떡믹스 등과 같이 소비자가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조리하는 제품은 앞으로
모두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나요?
✔ 신설되는 간편조리세트의 상위 분류인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정의에는 ‘따로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외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 것은 현행처럼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여야 함. 다만, 제품 구성 재료에 야채 등 손
질된 자연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함.
 (자료)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등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98호, 20.10.16.) 첨부파일

<출처: 식약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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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체계 확대 개편
▶ 특수의료용도식품 대분류 신설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상향하여 독립된 식품군으로 개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114호, ’20.11.26. 개정, ’22.1.1. 시행)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
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
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 환자용식품의 질환, 특성별 유형 세분화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 기존 환자용식품은 식품유형을 세분화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표준형과 맞춤형 영양
조제식품으로 재분류
❖ 만성질환자를 위한 가정간편식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114호, ’20.11.26. 개정, ’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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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형·맞춤형 영양조제식품과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차이점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 주로 주요 영양성분을 규정된 양만큼 배합하여 제조하는 분유형태의 분말제품 또는 이를 물
등에 혼합하여 액상으로 제조한 음료형태의 유동식 제품이 해당됨(종전 특수의료용도등식
품이 대부분 이에 해당함)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1끼를 온전히 대체하여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즉석섭취형 또는 즉석조리형 제품으로서
병원급식으로 영양관리를 받는 입원환자와 달리 만성질환자는 주로 가정에서 자기관리에
의존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임.

 (자료)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등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0-114호, ’20.11.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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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 식육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79호, ’21.9.30. 개정, ’22.1.1. 시행)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7.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7-7 식육간편조리세트
1) 정의
제조업자 자신이 직접 절단한 식육 또는 직접 제조한 식육가공품을 주재료로 하고, 이에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 등을 부재료로 구성하여,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
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 구성 재료 중 육함
량이 60% 이상(분쇄육인 경우 50%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 ‘식육간편조리세트 관련 Q&A
▶ ‘식육간편조리세트’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등으로 소비트랜드가 변화하고 밀키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축산물을 주원료 하는
밀키트의 경우 축산물 관련 영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신설**된 축산물의 유형으로,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21.8.10) / ’22.1.1
✔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
물과 가공식품을 부원료로 구성하여,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간편하게 조리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 이상)의 밀키트 제품을 말함.
▶ 식육간편조리세트와 간편조리세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조리법에 따라 직접 조리해 섭취하는 밀키트라는 점은 동일하나, 육함량 60% 이상의 경우
(분쇄육은 50% 이상) 식육간편조리세트로, 육함량 60% 미만의 경우(분쇄육은 50% 미만)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됨

 (자료) 수입식품 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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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류의 명칭 및 식품유형 분류 개정
❖ (명칭) ‘자연치즈’의 유형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자연치즈→치즈)
❖ (유형) 원료 치즈를 가열·유화하여 재가공한 것만 ‘가공치즈’로 분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2-16호, ’22.2.21. 개정, ’24.1.1. 시행)
* 향후 치즈로 변경되는 제품은 시행일 전이라도 치즈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경우 개정사항을 미리 적용 받을 수 있음
구분
원유로부터 제조
(1차 치즈)

제조방법

현행

원유, 응유효소 등 필수재료 및 허용 첨가물
그 외 기타 첨가재료

제조 후 추가 공정 다른 식품 단순 혼합(토핑, 코팅 등)
(2차 치즈)

가열(살균)하여 완전히 녹인 후 재성형
현행

자연치즈
가공치즈

개정
치즈
가공치즈

개정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9. 유가공품류

19. 유가공품류

19-9 치즈류

19-9 치즈류

1) 정의

1) 정의

치즈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

치즈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

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

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

가열, 농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가공한

가열, 농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가공한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를 말한다.

치즈 및 이를 원료로 가열·유화하여 제조·
가공한 가공치즈를 말한다.

4) 식품유형

4) 식품유형

(1) 자연치즈: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1) 치즈: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응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제조한 것을 말

후 유청을 제거하여 제조·가공한 유고

한다. 또한, 유청 또는 유청에 원유,

형분 18% 이상(다만 응고 공정 이후

유가공품 등을 가한 것을 농축하거나

추가된 유고형분은 제외)의 것을 말한다.

가열 응고시켜 제조한 것도 포함한다.

또한, 유청 또는 유청에 원유, 유가공품

<신설>

등을 가한 것을 농축하거나 가열 응
고시켜 제조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가공치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공치즈: 자연치즈를 원료로 하여 이에

(2) 가공치즈: 치즈를 원료로 하여 가열·유화

유가공품,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과정을 거쳐 제조·가공한 것으로 원료

가한 후 유화 또는 유화시키지 않고

치즈 유래 유고형분 18% 이상인 것을

가공한 것으로 자연치즈 유래 유고형분

말한다.

18% 이상인 것을 말한다.

- 49 -

<현행>

<개정>



크릴유 지표규격 신설
❖ 크릴유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크릴류의
지표 지방산인 리놀레산 규격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2-16호, ’22.2.21. 개정, ’24.1.1. 시행)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7. 식용유지류
7-2 동물성유지류
5) 규격
(10) 리놀레산(%): 3(크릴유에 한함)

산양유의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 산양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79호, ’21.9.30. 개정, ’22.4.1. 시행)
현행
대상식품
제조·가공 직전의
원유 및 우유류

개정
기준(㎍/㎏)

대상식품

기준(㎍/㎏)

0.50 이하

원유
우유류, 산양유

0.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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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대한 일률기준 강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40호, ’20.5.27. 개정, ’22.1.1. 시행)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8)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 적용
⑤ 식용동물 등에 대해 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
한다.(현행과 같음)
㉰ 항균제에 대하여 축･수산물(유, 알 포함)
및 벌꿀(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포함)의
잔류기준을 0.01 mg/kg 이하로 적용
<출처: 식약처 블로그>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기준 적용방법 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54호, ’21.6.29. 개정, ’24.1.1. 시행)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8)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⑤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
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0.01 mg/kg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성장보
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을 적용한다.

어류 ‘에톡시퀸’ 유예기간 종료(’22.6.30)에 따른 기준 적용
❖ 사료를 통해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에 대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19-57호, ’19.7.3. 개정, ’19.9.4. 시행(갑각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79호, ’21.9.30. 부칙 개정)
[별표 6]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99) 에톡시퀸(Ethoxyquin, ㎎/㎏)
◎ 잔류물의 정의 : Ethoxyquin 및 Ethoxyquin dimer의 합
어류

1.0

갑각류

0.2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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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조(에톡시퀸 기준적용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5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6의 (99) 에톡시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어류에
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첨가물]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 여러 가지 식용색소을 혼합 사용할 경우,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 16품목에 대한 혼합사용기준 신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0-117호, ’20.12.1. 개정, ’22.1.1. 시행)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2. 일반사용기준
6)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를
2종 이상 병용할 경우, 각각의 식용색소에서 정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병용한 식용색소의 합계는 아래 표의 식품유형별 사용량 이하이여야 한다.
식품유형
빙과

사용량
0.15 g/kg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0.2 g/kg

과자, 츄잉껌, 빵류, 떡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과·채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청주(주정을 첨가한 제품에
한함),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소시지류, 즉석섭취식품

0.3 g/kg

캔디류, 기타잼

0.4 g/kg

기타 코코아가공품

0.45 g/kg

기타설탕, 당시럽류, 기타엿, 당류가공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
공품, 소스,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절임
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당절임(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전분

0.5 g/kg

가공품, 곡류가공품, 어육소시지,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기타수산물
가공품, 만두, 기타가공품
초콜릿류,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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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g/kg

[첨가물] 향료물질 정비
❖ 향료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료
물질 추가 등 향료물질 정비
✔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향료 품목 신설
✔ 천연향료 기원물질 중 중복되는 4종 삭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2종 추가, 일반명 등
3개 수정
✔ 합성향료물질 7종 이명 수정 및 58종 추가 지정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57호, ’21.7.1. 개정, ’22.7.1. 시행)
* Ⅱ.4.가. 향료 중 [표1] 천연향료물질에 사용가능한 기원물질 목록, [표2] 합성향료물질 목록에
대한 사항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첨가물등에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4. 품목별 성분규격
가. 식품첨가물
향료
Flavoring Substances
정

의

이 품목은 식품에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천연향료물질 및 합성향료물질을 단독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품질보존,
희석, 용해, 분산 등을 위하여 물, 주정, 식물성기름,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아세틴, 글리세린,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전분, 변성전분, 아라비아검, 고결방지제(결정셀룰로스, 규산마그
네슘, 규산칼슘, 분말셀룰로스, 이산화규소에 한함), 유화제, 산화방지제를 첨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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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용기․포장]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
❖ 안전성이 입증된 재활용 합성수지의 식품용으로 허용 확대 필요
❖ 식품용기의 식품접촉면에 물리적 재활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기준 마련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76호, ’21.9.7. 개정, ’22.1.1. 시행)
현행

개정

Ⅱ. 공통기준 및 규격

Ⅱ. 공통기준 및 규격

1. 공통제조기준

1. 공통제조기준

나. 제조·가공기준

나. 제조·가공기준

<신 설>

1) 공통기준

다. 재활용 기준

2) 재활용 기준

1)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재활용

가)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기준

합성수지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로부터 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

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은 불순물

(ethylene terephthalate), PET) 및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폴 리 에 틸 렌 나 프 탈 레 이 트

관리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poly(ethylene naphthalate), PEN)를

나)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식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는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중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해물질이 이행되어 식품에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신규 원재료로부터

혼입될 우려가 없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발생한 자투리는 불순물 등이 오염되지

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식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된 경우 원료로

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다음의

사용할 수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다층
구조 등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부분에는 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사용할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수 있다. 다만, 유해물질이 이행되어

다시 중합(화학적 재생, chemical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도록 제조되

recycling)한 경우

어야 한다.

(2) 물리적으로 재생된 폴리에틸렌테레

<신 설>

프탈레이트(PET) 재질의 재활용
합성수지로서, [별표 4]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활용 합성
수지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재활용 공정 중 사용하는
원료(플레이크 등)는「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식품용
재활용 원료로 인정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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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 등재
❖ 스테아린산칼슘, 아스코브산칼슘 및 스테아린산마그네슘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의 원료로 추가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25호, ’21.3.25. 개정, ’22.3.26. 시행)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5 칼슘
1) 제조기준
(1) 원료
(파) 스테아린산칼슘(Calcium Stearate)
(하) L-아스코브산칼슘(Calcium L-Ascorbate)
1-16 마그네슘
1) 제조기준
(1) 원료
(차) 스테아린산마그네슘(Magnesium Stearate)

[건강기능식품]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어 환산 기준 변경
❖ 필수아미노산 필요량을 국제 기준값으로 변경, 아미노산스코어 계산 예시 추가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25호, ’21.3.25. 개정, ’22.3.26. 시행)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7 단백질
4) 시험법
[아미노산스코어 환산을 위한 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
(단위 : mg/g 조단백질)

구 분 히스티딘
조성

15

이소
로이신

로이신

라이신

메티오닌
＋시스틴

30

59

45

22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티로신
38

23

6

발린
39

※ 아미노산스코어 계산 예시
구 분 히스티딘

이소
로이신

로이신

라이신

메티오닌
＋시스틴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티로신

발린

조성

15

30

59

45

22

38

23

6

39

분석값

14

29

50

40

20

36

20

6

38

백분율

93

97

85

89

91

95

87

100

97

☞ 환산한 백분율 중 가장 적은 아미노산 비율이 로이신의 85 이므로 아미노산스코어는 8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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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비타민 A의 전환계수 및 일일섭취량 단위 변경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비타민 A의 전환계수 및 일일 섭취량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65호, ’21.7.29. 개정, ’24.1.1. 시행)
현행

개정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 영양성분

1-1 비타민 A

1-1 비타민 A

1) 제조기준

1) 제조기준

(3) 베타카로틴의 비타민 A 전환계수는

(3) 베타카로틴의 비타민 A 전환계수는

1/2을 적용함(다만, 1-2. 1) (1) (다)

1/2을 적용함(다만, 1-2. 1) (1) (다)

식품원료를 분말화 하거나 물 또는

식품원료를 분말화 하거나 물 또는

주정으로 단순히 추출하여 베타카로틴을

주정으로 단순히 추출하여 베타카로틴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의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의

경우 1/6을 적용함)

경우 1/12을 적용함)

3) 제품의 요건

3) 제품의 요건

(2) 일일섭취량: 210∼1,000 μg RE

(2) 일일섭취량: 210∼1,000 μg RAE

(699.93∼3,333 IU)

(699.93∼3,333 IU)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의 학명 변경 및 프로바이오틱스
수의 한글병행기재
❖ 국제 공인기관의 Lactobacillus 속 학명 재분류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 중
Lactobacillus 속 7종 학명 개정 및 프로바이오틱스 수 숫자 외에 한글 병행 기재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65호, ’21.7.29. 개정, ’24.1.1. 시행)
현행

개정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2. 기능성 원료

2. 기능성 원료

2-51 프로바이오틱스

2-51 프로바이오틱스

1) 제조기준

1) 제조기준

(1) 원재료: 다음의 미생물 또는 이를

(1) 원재료: 다음의 미생물 또는 이를

혼합한 균과 균 또는 배양체를 배양

혼합한 균과 균 또는 배양체를 배양

시키기 위한 배지 및 보호제

시키기 위한 배지 및 보호제

종
Lacto
bacillus

류(학

명)

종

L.acidophilus, L.casei, L.gasseri,
L.delbrueckii ssp. bulgaricus,
L.helveticus, L.fermentum,
L.paracasei, L.plantarum, L.reuteri,
L.rhamnosus, L.saliv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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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o
bacillus

류(학

명)

L.acidophilus, L.gasseri,
L.delbrueckii ssp. bulgaricus,
L.helveticus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Lacto
coccus
Entero
coccus
Strepto
coccus
Bifido
bacterium

Lacticasei
bacillus
Limosilac
tobacillus
Lactiplan
tibacillus
Ligilacto
bacillus

L.casei, L.paracasei,
L.rhamnosus
L.fermentum, L.reuteri
L.plantarum
L.salivarius

Lacto
coccus
Entero
coccus
Strepto
coccus
Bifido
bacterium

Lc.lactis
E.faecium, E.faecalis
S.thermophilus
B.bifidum, B.breve, B.longum,
B.animalis ssp. lactis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생균을 100,000,000 CFU/g 이상

생균을 100,000,000(1억) CFU/g

함유하고 있어야 함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3) 최종제품의 요건

3) 최종제품의 요건

(2) 일일섭취량

(2) 일일섭취량

100,000,000(1억)∼10,000,000,000

100,000,000∼10,000,000,000 CFU

(100억) CFU

[건강기능식품] 7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등 개정
❖ 2020년에 수행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엠에스엠(총 7
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95호, ’21.11.23. 개정, ’22.11.24. 시행)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인삼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홍삼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클로렐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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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난소화성덱스트린
엠에스엠

(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강기능식품]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및 클로렐라 규격 개정
❖ 2020년에 수행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 난소화성말
토덱스트린의 일일섭취량 변경 및 클로렐라의 중금속 규격 강화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95호, ’21.11.23. 개정, ’22.11.24. 시행)
구분

현행
(2) 일일섭취량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클로렐라

개정
(2) 일일섭취량

(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줄 수 있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11.9∼30 g (액상

식이섬유로서 4.0∼30 g (액상

원료는 11.6∼44 g)

원료는 4.0∼44 g)

(나)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나)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줄 수 있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12.7∼30 g (액상

식이섬유로서 5.0∼30 g (액상

원료는 12.7∼44 g)

원료는 5.0∼44 g)

(다)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다)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수 있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2.5∼30 g (액상

식이섬유로서 4.2∼30 g (액상

원료는 2.3∼44 g)

원료는 4.2∼44 g)

납(mg/kg) : 3.0 이하

납(mg/kg) :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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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명칭, 일회용 컵 적용 범위 등 개정
❖ 세척제 유형 명칭 개정(’23.7.1. 시행)
✔ 세척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영업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숫자 개념의 유형 명칭을 세척대상으로 명명
✔ 새로운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명확화
✔ 세척제 사용농도에 따라 ‘pH’, ‘비소’, ‘중금속’ 규격 적용대상 및 방법 명확화
❖ 일회용 컵 적용범위 개정(’23.7.1. 시행)
✔ 물 또는 음료, 과일 등 다양한 식품을 담을 수 있는 일회용 컵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일회용 면봉과 화장지의 적용범위 및 제조기준 개정
✔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화장품을 사용한 면봉과 화장지가 현행 기준·규격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개정 및 제조 기준 마련
❖ 위생물수건의 안전관리 기준 및 규격 강화(’23.7.1. 시행)
✔ 형광증백제 사용금지 기준 및 불검출 규격 신설
❖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정비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112호, ’21.12.23. 개정)
현행

개정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1. 세척제

1. 세척제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야채, 과일, 식품의 기구·용기, 식품 제조·

채소, 과일, 식품의 기구·용기, 식품 제조·

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가공용 장치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製劑)에 적용한다.

제제(製劑)에 적용한다.

2) 위생용품의 유형

2) 위생용품의 유형

(1)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1) 과일·채소용 세척제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세척제를 말한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2) 2종 세척제는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2)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식품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 용기를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용기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를 씻는데 사용
되는 세척제

(3)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

(3)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식품의 제조·가공장치 등을 씻는데 사용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되는 세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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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영업자 안내사항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
변경등록 및 신고
❖ 변경해야 하는 사항: 영업소 소재지, 영업자(대표자), 영업소 명칭, 영업장 면적
❖ 변경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변경등록․변경신고
* 소재지: 변경된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변경등록

✔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도로 수입식품등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에 의해 영업등록의 말소가 가능함.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수입신고서(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 PASS)의
사업자등록번호 현행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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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위생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2년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께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9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
협회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세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
시기 바랍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www.kfia21.or.kr)

(www.edu.khsa.or.kr)

(safetyfood.or.kr)

(문의) ☎ 02-3470-8150

(문의) ☎ 031-628-2300

(문의) ☎ 02-2051-7006

* 세부적인 교육 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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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2년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께서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은 한국식품정보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세스코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세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자 위생교육 기관 】
교육기관

주소

연락처

교육형태

한국식품정보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GL메트로시티 A동 1006호

042-820-9000

집합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로)

1577-0091
(내선 4번)

집합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02-2140-0288

온라인
(상시)

(https://foodi.com)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sub.ktr.or.kr/edu)

㈜세스코
(http://cescoacademy.co.kr)

* 세부적인 교육 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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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 활용

●

●

●

수입식품
정보마루
로그인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전진단
(자주찾는
서비스)

수입식품 검사지시 및 구비서류 확인 등
❖ 수입식품 검사지시  안전정보 > 수입검사 관련정보 > 통관단계 검사지시
❖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안전정보 > 수입검사 관련정보 > 증명서 제출

❖ 수입신고 진행현황 확인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마이페이지(오른쪽 상단) > 나의
민원현황 > 수입신고 진행상황
❖ 수입신고 정정신청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마이페이지(오른쪽 상단) > 나의 민원
현황 > 수입신고 진행상황 > 정정 신청할 수입신고서 선택 > 정정 > 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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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련 공지사항
관련 규정 및 정보
▶ 위생용품 관련 규정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위생용품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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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업체·제품 검색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제품 및 업체 검색 > 수입위생용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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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
- 위생용품 수입신고 과정시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
- 세척제, 헹굼보조제의 적용범위 및 성분 사용 신청방법 등
안내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세척제’에 대한 해설서 수록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 ‘2022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 공무원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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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전화상담 안내
❖ 수입식품 관련 전화상담 번호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신고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전자민원 이용자 지원을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 내 수입시스템 상담센터(1811-6496) 운영(20.8.3.~)

❖ 담당업무
- 수입관련 영업 신고, 수입신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수출업소 등록 등 수입관련 전자민원 안내

정밀검사 수수료 확인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유니패스): 검사항목, 결재금액 확인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통관단일창구 > 전자지불 > 전자지불 처리현황 > 관세청
신청번호 입력

❖ 뱅크페이: 결재일자, 결재금액, 이용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뱅크페이(www.bankpay.or.kr) > 거래내역 조회 > 거래일자, 금융기관명, 생년월일, 계좌
번호 입력 후 조회

잔여 검체의 반환
❖ 반환 대상 잔여검체
- 수거한 검체 중 시험·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잔여검체(시험·검사결과 적합 판정된 검체에 한함)로서, 수입자가 반환 신청한 검체

❖ 신청서류
-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 수거 당일에 검사관에게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 제출(반환 검체 사용
용도 명시)
- 필요한 경우 위임장, 품목제조보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

❖ 반환 절차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 접수(수입식품 정보마루) → 반환 검체 사용용도 검토 → 검사 완료
후 검체인계(사전 연락 후 방문 요망, 반환신청 검체 관리대장 작성)

& 관련 규정: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식약처 예규 제110호,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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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 관련 정보 제공
▶ ‘식품표시 FAQ’ 개설
- 제품명, 원재료명, 영양성분, GMO 건강기능식품, 주요
공지(유권해석 등) 식품에 관한 주제를 11개로 세분화하여
전체 또는 주제별 검색 가능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식품표시 FAQ

▶ ‘식품 표시봇’ 개설
- 식품 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
하고 표시 도안 형태로 연습하여 표시 제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식품 표시 도안 프로그램 제공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식품표시봇

<출처: 식품안전나라>

▶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정보 제공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

▶ ‘한 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방법, 자주하는 질문 등을 알기
쉽게 제공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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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탁금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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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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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메일서비스(PMS: Policy Mail Service) 안내
수입식품 등 검사지시, 법령 제·개정 사항, 민원설명회 및 간담회 일정 등 영업자분들께 이메일을 통해 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식품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아래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팩스 050-2604-7954로 보내 주시면 정책메일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메일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성명
2. 회사명
3. 이메일주소
4. 전화번호
①수입판매업
5. 업종

② 수입판매업(축산물)

④수입업(위생용품) ⑤신고대행업

③수입판매업(수산물)

⑥보관업 ⑦기타(

)

▶개인정보 수집 안내 내용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입식품 등의 관련정보(검사지시, 설명회 등)에 관한 정책메일, 뉴스레터를 위해
수집·이용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항목] : 성명, 회사명, 이메일, 전화번호, 업종
3. 개인정보 보유기간 : 3년(단, 수입식품등에 관한 정책메일 서비스 해지시 즉시 삭제)
4. 개인정보 동의 거부 권리가 있으나, 거부시 정책메일 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3년 이상 메일서비스 개봉이 없을 경우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문화체육관광부

성명, 회사명, 이메일,
전화번호, 업종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메일, 뉴스레터
발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3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일반개인정보)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정책메일, 뉴스레터 발송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뉴스레터 수신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메일을 읽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신다면 아래
“동의 합니다”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성명

문의: ☎ 02-2640-1442 (서울청 수입관리과 정책메일서비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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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