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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책자의  품목·국가별 수출검역 요건은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제품의 성분, 공정에 따라 상대국가의 요구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 전 상대국가의 요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정보와 관련된 최신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동물·축산물 

수출검역 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이트 : http://eminwon.qia.go.kr/수출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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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축산물 수입허용 절차Ⅰ
1. 우리나라 축산물 수입허용 절차

단계별 주 요 업 무 비고

1단계
○ 상대국에서 수입허용 요청
○ 수입허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 수입위험평가 실시

2단계

○ 가축위생설문서 작성 및 송부
 - 수입위험평가에 필요한 설문서를 작성하여 상대국에 송부
   (가축위생분야와 축산물위생분야로 구분)
 *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축산물 안전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

(’13.3.23)

3단계
○ 수입위험평가 실시
○ 필요시 추가 또는 보완자료 상대국에 요구

4단계
○ 현지 조사단 파견
 - 상대국에서 제공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현지 가축위생실태 조사
○ 수입위험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5단계
○ 수입허용여부 결정
 - 위험평가결과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수입허용 결정

6단계
○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수입위생조건안을 상대국에 제시 및 협의

7단계
○ 수입위생조건(안) 입안예고 및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관보게제)

8단계
○ 상대국이 승인 요청한 수출작업장 승인
○ 상대국이 제시한 검역증명서 서식(안) 협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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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축산물 수입허용 절차(9CFR 327 수입식품 수입절차 참조)

단계별 주 요 업 무 비고

1단계
○ 미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미국 농업부(USDA) 식품안전

검사청(FSIS)에 공식적으로 수입허용 요청

2-1단계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에서 수출희망국에 수출자체평가표

(Self-assessment tool)과 미국법령 제공

2-2단계
○ 수출희망국은 수출자체평가표 등을 기초로 자체평가실시

(미국 식품안전청은 조언, 가이드 제공)

3단계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에서 서면심사(Document analysis)

4단계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에서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및 수출희망국

에서는 답변 제출

5단계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에서 최초 동등성 평가

6단계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에서수출희망국에 대한 현장실사

(On-site audit)

7단계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의 서면, 현장심사 완료

8단계 ○ 미국 수출 요건 충족시 연방관보에 입안 예고

9단계 ○ 연방관보에 수출가능국가(품목) 등재

* 9단계는 미국 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아니며, 미국 동등성평가지침을 정리하면서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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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축산물 수입허용 절차(유럽연합 의회·이사회 규정[EC No 178/2002] 참조)

단계별 주 요 업 무 비고

1단계
○ 보건소비자총국(DG-SANCO)에 공식 수입허용 요청
   (수출 동·축산물 종류, 수출량, 가공 요건, 수출작업장 종류와 숫자 

정보 포함)

2단계
○ 보건소비자총국에서 수출희망국에 질문서
   (Pre-mission questionnaire) 송부

3단계
○ 수출희망국에서 답변서, 잔류물질 계획, 관련법령 제출

(가금·가금육은 살모넬라 통제 프로그램 포함)

4단계 ○ 보건소비자총국에서 답변서 검토

5단계 ○ 수의식품국(FVO)의 현지조사(On-the-spot inspection)

6단계 ○ 현지조사 보고서를 관련당국, EU의회, 회원국에 송부

7단계 ○ 요건 충족 시 보건소비자총국에서 법령 초안 준비

8단계 ○ 보건소비자총국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후 집행위에서 논의

9단계
○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법령 채택 및 관보 등재
   (수출가능국가와 품목, 위생증명서, 잔류물질 모니터링프로그램, 

작업장)

* 9단계는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임의적으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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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축산물 수입허용 절차(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 및 농림수산훈령 제13호 참조)

단계별 주 요 업 무 비고

1단계 ○ 수출희망국에서 농림수산성에 수입허용 요청

2단계 ○ 농림수산성에서 수출희망국에 질문서 송부

3단계 ○ 농림수산성에서 답변서 검토, 추가질문

4단계 ○ 농림수산선에서 답변 확인

5단계 ○ 농림수산성에서 수출희망국에 접수 통지

6단계 ○ 수출희망국에 대한 현지조사

7단계 ○ 농림수산성에서 위험평가보고서 작성

8단계 ○ 농림수산성의 가축위생부회의 자문

9단계 ○ 농림수산성의 가축위생부회의 위험평가**

10단계 ○ 가축위생부회에서 농림수산성에 위험평가 결과통지

11단계 ○ 수출희망국과 가축위생조건 협의

12단계 ○ 수출희망국과 가축위생조건 체결

* 12단계는 ’12.7월 일본농림수산성 관계자와 우리본부 세미나 자료 ‘일본의 국경검역 및 수입검역

제도’에 근거함

** 가축위생상 영향이 큰 안건은 가축위생부회의 의견 청취 또는 보고



Ⅱ 수출검역 관련 규정

1. 가축전염병예방법

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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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예방법 41조 (법률 제12048호, 2013.8.13.)

제41조(수출 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 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관이 가축 

수출검역 관련 규정Ⅱ
1. 가축전염병예방법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역방법 및 절차는 

수입국의 검역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1) 지정검역물

  - 동물(조류 및 포유동물(고래제외)) 

  - 유가공품(원유, 살균처리되지 않은 우유, 분유, 버터, 치즈 등 가공한 유제품) 

  - 난가공품(식용란, 멸균처리 되지 않은 난백, 난분 등 가공한 알제품) 

  - 육가공품(식육, 멸균처리 되지 아니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한 육제품) 

  - 동물사료(동물성 원료를 포함하는 애완동물 사료 등) 

  - 비식용 축산물(육골분 및 우모분) 

 2) 의뢰검역물 

  -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으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동물검역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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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 투약, 예방접종한 것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5>

  ⑤ 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제42조(검역시행장) 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물 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물이 시설·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집하장에 있을 때

  3.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기간, 시설기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原皮) 가공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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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42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2014.2.14.)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0.12.30, 2011.7.25, 2012.2.8, 2014.2.14>

  1.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 오리 및 타조 등), 실험동물 및 돼지 등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가.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나. 초생추 검역시행장

    다.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라. 소·돼지 검역시행장(수급안정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의 동물의 검역시행장(국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단기체류하는 동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수입 식육, 털·원피·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나.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다. 털·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라. 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마. 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바.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한다)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사. 종란 검역시행장

    아.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3. 수출동물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4.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②「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작업장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작업장을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개정 

2006.5.8, 2008.2.5, 2010.11.26, 2011.6.1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시설에는 관리수의사를, 제2호의2의 시설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은 경우, 그 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5, 

2008.12.31, 2010.12.30, 2011.6.15, 2013.3.23, 2014.2.14>

  1. 수입동물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2의2.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

  3. 수입원피 또는 수입모피의 가공장

  4. 수입동물의 털의 가공장

  5. 수입 천연케이싱 보관장

  ④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0.11.26, 2010.12.30>

  1. 동물검역시행장 :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축산물검역시행장 : 2년 이내. 다만, 종란의 경우는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모피류 등의 가공장은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12.31, 2010.11.26, 2010.12.30, 2011.6.15, 2012.12.11, 2013.3.23>

  1.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의2의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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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한다)

    나. 시설 평면도

    다.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검역시행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하고, 수입 30일 전에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축사로서 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역본부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검역시행장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본부장은 제4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변경된 사항을 검역시행장지정서의 뒤쪽에 

적은 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의 면적변경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원피 및 모피류의 보관 또는 가공장이 장비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관리·운용하거나 

모피류의 탈지세척 등 같은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공동검역시행장

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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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51호, 2013.12.20.)

제6장 수출축산물검역

제37조(검역신청) ①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출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출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검역신청서

  2. 선적관련 서류 등

  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도축검사 등)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7 제1항 다호에 따라 수출용도축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대국 요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가축의 검사) 및 제12조(축산물의 검사)에 준용하여 실시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용도축검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① 검역관은 수출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 및 상대국의 요구조건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역관(관리수의사 포함)은 검역물의 가공과정별 전염성질병 오염여부, 위생적 

처리여부 등 현장검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처리, 건조

처리 등으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정밀검사 및 시료채취) 수출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시료채취는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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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뢰검역물 등의 검역) ① 수출검역물 중 법 제41조제2항의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공처리공정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및 검역물의 견본확인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은 가공처리공정, 사용원료 

등 품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사진으로 견본확인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물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에 편리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수출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검역 신청된 의뢰검역물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42조(검역물의 운송 및 선적확인) ① 검역관은 도축검사 등을 실시한 후 가공검사 

등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를 

해당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검역관은 통보된 

검역물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축산물의 선적확인 및 지시는 제2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3조(최종집합장소에서의 검역) ① 수출검역물 중 최종 집합장소(식육축산물보관장 

등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 선, 담즙, 장기 등 부산물(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와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현물확인 후 검역)

  2. 의약품, 화장품, 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간, 선, 담즙, 췌장 등 부산물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포장육 등은 현물확인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상대국과 협의된 위생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제2항과 관계없이 상대국 

위생조건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Ⅲ 축산물 수출검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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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검역 절차Ⅲ
▎수출 검역절차

1. 상대국 수출조건 확인

● 수출하려는 품목이 수입국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입국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수입국의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 수출되는 경우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정부와의 수출위생조건 및 검역증 서식 협의 

후에 수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검역시행장 지정

● 시설·장비 등 검역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장 및 보관장 등에 대하여 국내 가축방역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으며,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동물검역기관에서 인정하는 장소로서 검역시행장을 지정합니다. 

● 지정받으려는 경우 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동물검역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출작업장 등록

● 수입국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출작업장으로 등록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ex) 일본 열처리돈육 수출작업장, 베트남 가금육 수출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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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축검사 

● 검역관이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가축에 대한 생체·해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출을 목적으로 축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도축(계)검사 신청서를 

현장에 파견된 검역관에게 제출합니다. 

● 다만 간, 선, 장기 등 부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역시행장 입고

●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 또는 동물검역기관이 지정한 검역시행장

에서 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으로 안전한 상태로 

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공처리 공정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및 검역물의 견본확인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에 

편리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합니다. 

6. 검역신청

●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검역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역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① 검역신청서 

   ② 선적관련 서류 등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별도의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사전에 각 지역본부(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 검역관은 수출검역 신청시 검역물의 가공과정별 전염성 질병 오염여부, 위생적 처리여부 

등 현장검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합 니다. 

※ 이화학적 처리, 건조처리 등으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검사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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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검역증 발급

●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출자는 선적전에 제품에 요구되는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선적 

후에 발행된 동물위생증명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선적확인

● 검역 후 선·기상 적재시는 검역실시 내용과 화물 대조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재를 지시합니다. 

● 수출검역증명서와 검역물 확인, 검역필 날인하고 상차작업 후 봉인합니다. 

● 검역을 필한 검역물이라 할지라도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때까지는 검역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검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관이 재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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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출국가명 검역물구분 비고

유가공품(원유, 살균처리되지 않은 우유, 분유, 버터, 치즈 등 가공한 유제품) 

1 과자류의 유당 성분(lactose) 미국 의뢰

2 과자류의 유청분말 성분(whey powder) 미국 의뢰

3 과자류의 크림 성분(cream) 미국 의뢰

4 과자류의 탈지분유 성분(skim milk powder) 미국 의뢰

5 라면류의 유청분말 성분(whey powder) 미국 의뢰

6 아이스크림 믹스류 미국 의뢰

7 우유가 포함된 음료 미국 의뢰

8 유제품 중국 의뢰

9 유제품 필리핀 의뢰

10 프리마 러시아 의뢰

알가공품(식용란, 멸균처리 되지 않은 난백, 난분 등 가공한 알제품) 

11 계란분말 중국 지정

12 식용란 싱가폴 지정

품목별·국가별 수출검역 요건Ⅳ
1. 품목별 수출요건 개요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특별한 위생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수입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 여기에는 수출 실적이 있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요건 및 증명내용 등을 개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성분, 공정에 따라 상대국가의 요구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전 상대국가의 요구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물위생증명에 관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물건이 수출항(또는 사무실)을 관할하는 각 

지역본부(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품목별 수출위생조건 및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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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출국가명 검역물구분 비고

13 식용란 홍콩 지정

14 계란이 포함된 제품 미국 의뢰

15 과자류의 계란 성분(egg) 미국 의뢰

16 라면류의 계란 성분(egg powder) 미국 의뢰

17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다시다류(soup stock) 미국 의뢰

18 라면류(stock powder) 호주 의뢰

19 마요네즈 러시아 의뢰

육가공품(식육, 멸균처리 되지 아니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한 육제품)

20 가금육 베트남 지정

21 가금육 일본 지정 현재 수출 중단

22 열처리 돈육 일본 지정

23 열처리된 소화관, 방광, 자궁 일본 지정

24 돈육 일본 지정 현재 수출 중단

25 가금육 홍콩 지정 현재 수출 중단

26 육포 홍콩 지정

27 돈육 홍콩 지정 현재 수출 중단

28 식육가공품 홍콩 지정

29 돈육부산물 태국 지정 제주도에 한함

30 돼지고기 및 돼지지방 몽골 지정 현재 수출 중단

31 가금육 가공품(삼계탕) 싱가폴 의뢰

32 삼계탕 미국 의뢰

33 게맛살 미국 의뢰

34
라면류의 우골 추출물 성분
(beef bone extract)

미국 의뢰

35 라면류의 우육 성분(beef soup stock) 미국 의뢰

36 육류가 포함된 다시다류(soup stock) 미국 의뢰

37 Beef Extract가 포함된 식품 미국 의뢰

38 어유추출물 미국 의뢰

39 기타육가공품 호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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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출국가명 검역물구분 비고

40 런천미트 호주 의뢰

41 열처리 훈제육 호주 의뢰

42 우육가공품(Beef soup/retort) 호주 의뢰

43 우육이 포함된 다시다류(stock powder) 호주 의뢰

44 삼계탕 대만 의뢰

45 오징어 간파우더 대만 의뢰

46 삼계탕 일본 의뢰

47 KRILL MILL 일본 의뢰

48 오징어 간분 베트남, 이란, 인도 의뢰

49 오징어 간유 베트남 의뢰

동물사료(동물성 원료를 포함하는 애완동물 사료 등) 

50 개사료 말레이시아 지정

51 개사료 필리핀 지정

52 개사료 홍콩 지정

53 사료용 돼지귀 일본 지정

54 사료용 어골 일본 의뢰

55 사료첨가제 중국 의뢰

56 애완동물사료 대만 의뢰

57 양어사료 미국 의뢰

비식용 축산물(수모류 등) 

58 소원피(COWHIDE SCRAP) 일본 지정

59 젤라틴/콜라겐 각국 지정

60 깃털제품 인도네시아 의뢰

61 수모류(깃털류) 중국 의뢰

62 수모류(깃털제품) 대만 의뢰

63 증제피혁분, 증제피혁분 복합비료 일본 의뢰

64 효소제
태국, 대만, 페루, 

인도네시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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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품목)별 검역협상 추진 현황

국가명 품목 진 행 사 항 비고

중국

유가공품
살균유 품목 등록을 위한 중국측 조사단 현지
점검(’14.8월~9월 방한 예정)

열처리 돼지고기 수입위험평가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중

가금육
수입위험평가 절차 완료, 가축위생실태조사 
일정 협의 중 

삼계탕
우리나라에서 송부한 가축위생설문서 답변서 
내용 검토(중국)

사료(첨가제)
수입위험평가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13.12.26.)

캄보디아 가금육 수출검역증명서 부속서 협의 중

싱가폴 삼계탕 수출업체(진한식품·체리부로) 서류 보완 중

EU 삼계탕
수출업체(농협 목우촌) 설명자료 제출(’13.7.) 
및 국내 잔류물질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14.7.)

일본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조건 협의 중(우리측 검토 회신)

가금육 가축위생실태 조사(’13.12.02.~12.05.) 완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유가공품
가축위생실태조사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송부
(’13.6.~7.)

대만 가금육
수입위험평가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13.5.30.)

베트남 돼지고기(부산물)
가축위생실태조사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및 
수출희망 업체 자료 송부(’13.2.)

러시아 등 쇠고기·돼지고기
수출재개 요청(러시아·필리핀·베트남)
신규 수출 희망 요청(미국·일본·홍콩·대만)

’14.06.30.



유

가

공

품

Ⅳ. 품목별·국가별 수출검역 요건

29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

1
❱❱❱
과자류의 유당 성분(lactose)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열처리 관련 사항 : The milk product in the exported material was subjected to 

a minimum heating of 72℃ for 15 seconds follwed by a second heating to a minimum 

of 72℃ for 15 seconds.

 2) 선적관련 정보 : 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허가서에 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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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자류의 유청분말 성분(whey powder)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ex> This product was heated to a minimum temperature of 75℃ for 15 seconds 

followed by a second heating to a minimum temperature of 180℃ for 2 seconds.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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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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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자류의 크림 성분(cream)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열처리 관련 사항 : The milk product in the exported material was heated to a 

minimum temperature of 90℃ for 15 seconds follwed by a 

second heating to a minimum temperature of 110℃ for 20 

minutes.

 (2) 선적관련 정보 : 선기명, 인보이스번호, 선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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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자류의 탈지분유 성분(Skim Milk Powder)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열처리 관련 사항 : The milk product in the exported material was heated to a 

minimum temperature of 73℃ for 15 seconds following by 

a second heating to minimum temperature of 80℃ for 15 

seconds, then followed by a spray drying at a minimum 

temperature of 180℃ for 3 seconds, prior to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2) 선적관련 정보 : 선기명, 인보이스번호, 선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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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라면류의 유청분말 성분(whey powder)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가열(살균)온도 및 가공공정 표기

    ex> This product was heated to a minimum temperature of 75℃ for 15 seconds 

followed by a second heating to a minimum temperature of 180℃ for 2 seconds.

 (2) 가공공정 상의 타 동물성 성분 혼입여부 확인

    ex> During and after processing the product was not exposed to or commingled 

with any other animal or poultry product.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유

가

공

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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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아이스크림 믹스류

미국  

○ 영어품명 : Ice bar, Ice cake, Red bean ice bar, Ice sandwich, Ice candy,

Drinks containing milk ingredient (bovine)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동물성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ex> the milk/milk products originated from canada

 (2) 가열(살균)온도 및 가공공정 표기

    ex> The milk/milk product in the exported material was subjected to a minimum 

heating of 72℃ for 15 seconds follwed by a second heating to a minimum 

of 72℃ for 15 seconds.

    ex> the egg material in the exported product was heated to 100℃ for 20 minutes 

prior to the importation into the U.S.

 (3) 인보이스번호, 선기명, B/L번호, 컨테이너 번호표기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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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우유가 포함된 음료

미국  

○ 적용대상 : 우유가 포함된 음료. (예시) 바나나 우유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해당품목의 성분 중에서 동물성 원재료명 표기

    ex> The milk/milk product is the only ingredient of animal origin in the exported 

material.

 (2) 가열(살균)온도 및 가공공정 표기

    ex> The milk/milk product in the exported material was heated to a minimum of 

78℃ for 2 minutes follwed by a second heating to a minimum of 135℃ for 

4 seconds.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유

가

공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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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유제품

중국  

○ 동물검역기관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 홈페이지 : www.aqsiq.gov.cn

○ 검역시행장 지정 : 불필요 

○ 수출작업장 요건 : 우리정부의 중국 관련기준 부합여부 확인 후 중국정부에 등록신청

 ※ 구체적인 절차는 관계기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식약처) 협의 중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조건 : 질병 비발생, 열처리

 - 농장 4대질병 비발생 : 브루셀라, 결핵, 요네병, 탄저병

 - 열처리 : UHT(132℃ 1초 이상), HTST(72℃ 15초 이상)

○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사항은 중국 정부에서 승인한 작업장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기업명칭, 등록번호, 주소 등

 ※ 대 중국 유제품 수출업체 중국정부(CNCA) 등록 현황('14.7.10.)

 - 영유아 조제분유 제조 업체(3개소) :

http://www.cnca.gov.cn/ywzl/gjgnhz/jkzl/imports-list/milk/Korea.pdf

 - 멸균유 등 기타유제품(43개소) :

http://www.cnca.gov.cn/ywzl/gjgnhz/jkzl/imports-list/dairy/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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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유제품

필리핀  

○ 동물검역기관 : Department of Agriculture, Bureau of Animal industry (농업부, 동물산업국)

 ※ 홈페이지 : http://www.da.gov.ph/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작업장 등록 : 불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예시)

 - A sterilization process applying a minimum temperature of 132℃ for at least one 

second(ultra-high temperature[UHT]), or

 - If the milk has a pH less than 7.0, a sterilization process applying a minimum temperature 

of 72℃ for at least 15 second (high temperature - short time pasteurization [HTST] 

or

 - If the milk has of pH 7.0 or over, the HTST process applied 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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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프리마

러시아  

○ 동물검역기관 : 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ray Surveilance

 ※ 홈페이지 : http://www.fsvps.ru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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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계란분말

중국  

○ 동물검역기관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 홈페이지 : www.aqsiq.gov.cn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조건 : 안전위생표준 및 감시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 잔류물질 8항목, 미생물 8항목, 반추동물유래성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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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식용란

싱가폴  

○ 동물검역기관 : Agri-Food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 홈페이지 : www.ava.gov.sg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육류작업장 지정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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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식용란

홍콩  

○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 www.fehd.gov.hk 

○ 검역시행장 지정 :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검역실시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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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계란이 포함된 제품

미국  

○ 대상 : 계란이 포함된 제품 (예시) 우동, 후리가케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해당품목의 성분 중에서 동물성 원재료명 표기

    ex> Egg is the only animal origin ingredient in the exported product.

 (2) 가열(살균)온도 및 공정 표기

    ex> The egg in the exported product was heated to a minimum of 80 C for at 

20 minutes.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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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류의 계란 성분(egg)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해당품목의 성분 중에서 동물성 원재료명 표기

    ex> The exported product contains eggs as ingredients of animal origin

 (2) 열처리 관련 사항

  - The egg were pasteurized at a minimum temperature of 110℃ for 30 minutes

 (3) 인보이스번호, 선기명, B/L번호, 컨테이너 번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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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라면류의 계란 성분(egg powder)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가열(살균)온도 및 가공공정 표기

    ex> This product was heated to a temperature of 160℃ for 35 seconds.

 (2) 가공공정 상의 타 동물성 성분 혼입여부 확인

    ex> During and after processing the product was not exposed to or commingled 

with any other animal or poultry product.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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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다시다류(soup stock)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동물성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ex> The milk/ milk product in the exported material was sourced from animals 

of United States origin.

 (2) 가공공정 상의 타 동물성 성분 혼입여부 확인

    ex> During and after processing the product was not exposed to or commingled 

with any other animal or poultry product.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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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라면류(stock powder)

호주  

○ 적용대상 : 라면류(stock powder)

○ 동물검역기관 :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qis.gov.au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동물과 그 생산물의 원산지 확인

   ※ 호주산 우육: 우리나라로 수출될 때 발급된 검역증명서 번호 기재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 첨부문서의 각 페이지에 검역증번호 및 발급일 기재

○ 검역증과 첨부문서의 총 페이지 수 및 각 페이지 번호 기재 

   ex> TOTAL 3 PAGES (PAGE 1 OF 3)

○ 제품별 수입요건 데이터베이스 참조

http://www.aqis.gov.au/icon32/asp/ex_queryconten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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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마요네즈

러시아  

○ 동물검역기관 : 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ray Surveilance

 ※ 홈페이지 : http://www.fsvps.ru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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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가금육

베트남  

○ 동물검역기관 : National Agro-Forestry-Fisheries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 홈페이지 : http://www.nafiqad.gov.vn/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육류작업장 지정(HACCP 승인)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 : 도축계획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도축검사(검역관)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신규 수출작업장 신청방법 : 작업장 소재 지역본부(사무소)에 APPENDIX 1,3을 업체 직인 

찍은 원본 제출 및 APPENDIX 3과 관련하여 해당 가금육 제품 가공공정(공정 흐름도) 

포함해서 제출하면 동물검역과에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으로 직접 서류 송부(신청서 

HACCP 인증서는 필수임)

○ 베트남의 경우 가금 머리, 목, 위장은 비식용으로 허가 품목에서 제외시켰으나 '13.10.14.일 

승인시 머리, 목, 발은 승인해주고 위장은 허가 안해줌

○ 구비서류 :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도계검사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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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가금육

일본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aqs/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상대국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수출도계검사 신청: 각 검역소(사무소)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 : 도축계획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도축검사(검역관)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도축검사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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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 돈육

일본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aqs/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상대국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캔 제품(열처리 돼지고기 가공품)은 수입위생조건 적용제외, 

일본 도착시 동물검역소(AQS)에서 열처리 시간과 온도(열처리 가공절차), 포장과 보관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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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된 소화관, 방광, 자궁

일본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aqs/

○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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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일본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aqs/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상대국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 : 도축계획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도축검사(검역관)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도축검사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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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

홍콩  

○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 WWW.FEHD.GOV.HK  

○ 도축장 및 가공장은 검역시행장(수출작업장) 지정 받은 후 홍콩측에 수출작업장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

○ 검역증명서 부속서(검역위생조건) : 붙임참조 

○ 검역절차 : 도축계획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도축검사(검역관)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도축검사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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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홍콩  

○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i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 www.fehd.gov.hk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포에 대한 홍콩으로 수출이 가능여부 회신내용

(2010.11월, 2013.1월)

 - 육포는 가공처리된 것으로 사전 허가 등이 필요치 아니함

 -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고‘식용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권고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사항 :‘해당 제품은 식용에 적합하다’는 문구를 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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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i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 www.fehd.gov.hk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작업장 등록 

○ 수출도축검역신청 : 각 검역소(사무소)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2014년 4월 10일자로 대 홍콩 신선 냉장 냉동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수출 가능

  - 홍콩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증(import permit)을 받고 도축장 가공장은 우리정부로부터 

수출검역시행장으로 등록된 후 홍콩 정부에 통보하면 바로 수출가능



육

가

공

품

124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육

가

공

품

Ⅳ. 품목별·국가별 수출검역 요건

125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



육

가

공

품

126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8
❱❱❱
식육가공품

홍콩  

○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www.fehd.gov.hk 

○ 검역시행장 지정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 제품의 모든 부위가 70℃에 도달되도록 열처리한(Fully cooked) 식육가공품(쇠고기·돼지

고기·닭고기 등)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시 리마크란에 해당제품은 식용에 적합하다

(This product is fit for human consumption) 문구 기재

  * 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은 홍콩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 국내 구제역 발생관련 구제역 열처리 육제품(식용) 수입허용 요건('10.12월) 　

 - 현행 대홍콩 축산물 수입조건을 충족하고 OIE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된 제품으로 공식 수출검역증명서를 동봉한 제품 

 - 열처리 돈육의 경우 OIE 구제역 사멸온도 조건 준수(중심부 온도 70도에서 최소 30분 

이상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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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육부산물

태국  

○ 동물검역기관 :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축산개발부)

 ※ 홈페이지 : http://www.dld.go.th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상대국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 : 도축계획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도축검사(지자체 

도축검사관)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도축검사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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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돼지고기 및 돼지지방

몽골  

○ 동물검역기관 : The General Agency Specialized Inspection 

 ※ 홈페이지 : http://www.@inspection.gov.mn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상대국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검역절차 : 도축계획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도축검사(검역관)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 확인

○ 구비서류 :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도축검사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질병 비발생 확인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기타(제품생산과 관련된 세부서류, 정밀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몽골로 돼지고기 및 돼지지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로부터 수출 도축장 및 

가공장으로 승인을 받은 후 몽골 정부로부터 수입허가증(Import Permit)을 받은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검역 신청

 - '14.4월 현재 몽골 정부로부터 수출받은 도축장 및 가공장은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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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가금육 가공품(삼계탕)

싱가폴  

○ 동물검역기관 : Agri-Food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 홈페이지 : www.ava.gov.sg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육류작업장 지정 : 필요

○ 확인사항 

 - 수출승인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체 및 해체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닭고기

 - 기밀성 있는 용기에 밀봉하여 멸균조건 이상 열처리

 - 수의감독기관의 통제하에 위생적으로 포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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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삼계탕

미국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대미 작업장 승인 필요)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부속서에 포함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수출승인작업장(2014.7.현재)

 - 도축장 : (주)하림, 디엠푸드충주공장

 - 가공장 : (주)하림, (주)마니커 에프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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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맛살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영어명 : frozen imitaion crab sticks(crab meat)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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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라면류의 우골 추출물 성분(beef bone extract)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해당품목의 성분 중에서 동물성 원재료명 표기

    ex> Beef bone extract os the only ingredient of animal origin in the exported product

 (2) 동물성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ex> The beef bone extract in the exported product originated from Australia

 (3) 가열(살균)온도 및 가공공정 표기

    ex> The material(beef bone extract) is heated and extracted at a temperature of 

115℃ or above for 35 minutes.

 (4) 가공공정 상의 타 동물성 성분 혼입여부 확인

    ex> During and after processing the product was not exposed to or commingled 

with any other animal or poultry product.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 동물성 제품 수입가능국가 확인

http://www.fsis.usda.gov/PDF/Countries_Products_Eligible_for_Ex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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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라면류의 우육 성분(beef soup stock)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해당품목의 성분 중에서 동물성 원재료명 표기

    ex> The exported product contains only beef and whey powder as ingredients 

of animal origin.

 (2) 가열(살균)온도 및 가공공정 표기

    ex> extracted at 120℃ 8 hours and 1.3kg/㎠, reached a minimum internal temperature 

of 100℃.

 (3) 동물성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ex> country fo origin : New Zealand

 (4) 가공공정 상의 타 동물성 성분 혼입여부 확인

    ex> During and after processing the product was not exposed to or commingled 

with any other animal or poultry product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 동물성 제품 수입가능국가 확인

http://www.fsis.usda.gov/PDF/Countries_Products_Eligible_for_Ex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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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육류가 포함된 다시다류(soup stock)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해당품목의 성분 중에서 동물성 원재료명 표기

    ex> The exported product contains only beef and milk as ingredients of animal 

origin.

 (2) 가열(살균)온도 및 가공공정 표기

    ex> The beef tallow was heated to 90 C for at least 12 minutes and the beef 

bone extracted at 110 C for at least 3 hours.

 (3) 동물성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ex> The milk ingredients originated from Germany.

 (4) 가공공정 상의 타 동물성 성분 혼입여부 확인

    ex> During and after processing the product was not exposed to or commingled 

with any other animal or poultry product.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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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Beef Extract가 포함된 식품

미국  

○ 적용대상 : Beef extract가 포함된 식품. (예시) 냉면, 수제비, 떡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해당품목의 성분 중에서 동물성 원재료명 표기

    ex> The exported product contains only beef extract powder and beef bone extract 

powder as ingredients of animal origin.

 (2) 동물성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ex> The beef extract powder and beef bone extract powder originated from New 

Zealand

 (3) 가공공정 상의 타 동물성 성분 혼입여부 확인

    ex> During and after processing the product was not exposed to or commingled 

with any other animal or poultry product.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롯트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 동물성 제품 수입가능국가 확인

http://www.fsis.usda.gov/PDF/Countries_Products_Eligible_for_Ex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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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어유추출물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작업장 지정 : 필요 없음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육

가

공

품

Ⅳ. 품목별·국가별 수출검역 요건

157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



육

가

공

품

158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39
❱❱❱
기타육가공품

호주  

○ 적용대상 : 기타육가공품 (예시) 돈육가공품, 계육가공품

○ 동물검역기관 :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qis.gov.au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동물과 그 생산물의 종류(학명) 확인

 (2) 도축·도계시 수의사의 검사여부 확인

 (3) 해당 품목제조보고서와 제품 확인

 (4) 소를 제외한 우제류 동물의 생산물 사용에 관한 확인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 첨부문서의 각 페이지에 검역증번호 및 발급일 기재

○ 검역증과 첨부문서의 총 페이지 수 및 각 페이지 번호 기재 

   ex> TOTAL 3 PAGES (PAGE 1 OF 3)

○ 제품별 수입요건 데이터베이스 있음

http://www.aqis.gov.au/icon32/asp/ex_queryconten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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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런천미트

호주  

○ 동물검역기관 :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qis.gov.au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작업장 등록 : 불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육

가

공

품

Ⅳ. 품목별·국가별 수출검역 요건

161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



육

가

공

품

162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41
❱❱❱
열처리 훈제육

호주  

○ 동물검역기관 : Austrailia Qu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qis.gov.au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호주측 수입 사전허가 필요 

○ 수출 작업장 지정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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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우육가공품(Beef soup/retort)

호주  

○ 적용대상 : 우육가공품 (예시) 곰탕(Beef soup/retort)

○ 동물검역기관 :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qis.gov.au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 동물과 그 생산물의 원산지 확인(소 및 우육, 우육가공품의 원산지)

   ※ 호주산 우육 및 우육가공품: 우리나라로 수출될 때 발급된 검역증명서 번호 기재

○ 첨부문서의 각 페이지에 검역증번호 및 발급일 기재

○ 검역증과 첨부문서의 총 페이지 수 및 각 페이지 번호 기재 

   ex> TOTAL 3 PAGES (PAGE 1 OF 3)

○ 제품별 수입요건 데이터베이스 참조

http://www.aqis.gov.au/icon32/asp/ex_queryconten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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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우육이 포함된 다시다류(stock powder)

호주  

○ 적용대상 : 우육이 포함된 다시다류(stock powder)

○ 동물검역기관 :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qis.gov.au

○ 수출 전 해당기관에 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 확인사항 [검역증명서(부속서) 기재 사항]

 (1) 동물과 그 생산물의 원산지 확인 : (예시)

   - The beef in this product was derived from bovine animals that have been born, 

raised and slaughtered in Australia only.

   - The above mentioned products contain beef or beef products sourced only from 

Australia and no other beef or beef products sourced from other countries have 

been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se products. 

   - The beef used to produce these products were imported into Republic of Korea 

on Australian export certificate number ○○○○○○○.

   ※ 호주산 우육: 우리나라로 수출될 때 발급된 검역증명서 번호 기재

○ 검역증 상에 선적관련 정보(선기명, 인보이스번호 등) 포함되어야 함

○ 첨부문서의 각 페이지에 검역증번호 및 발급일 기재

○ 검역증과 첨부문서의 총 페이지 수 및 각 페이지 번호 기재 

   ex> TOTAL 3 PAGES (PAGE 1 OF 3)

○ 제품별 수입요건 데이터베이스 참조

http://www.aqis.gov.au/icon32/asp/ex_queryconten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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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삼계탕

대만  

○ 동물검역기관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 홈페이지 : http://www.baphiq.gov.tw/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예시)「These products were treated by heat to the central temperature of 120℃ 

for more than 4 minutes after s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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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오징어 간파우더

대만  

○ 동물검역기관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 홈페이지 : http://www.baphiq.gov.tw/

○ 영문 품명 : squid liver powder, squid liver paste, squid liver oil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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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삼계탕

일본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aqs/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예시)

 - Retort samgyetang made by ○○○ factory were heat treated at the temperature 

of 121℃ for 60 minutes. 

 - These products were treated by heat to the central temperature of 120℃ for more 

than 4 minutes after sealing.」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대상품목

○ 삼계탕 : 중심온도 120℃에서 4분 이상 가열처리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처리된 용기 

파손이 없는 냉동 또는 냉장 삼계탕의 수입 허용(상온 장기 보존이 가능한 

통조림 레토르트 제품은 수입정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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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KRILL MILL

일본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aqs/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예시) This krill meal produced in processing plants(factory vessel) dedicated only 

to krill meal production where no material of animal origin other than krill 

meal protein being used. The krill meal was transported in a manner to avoid 

commingling with other animal.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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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오징어 간분

  베트남, 이란, 인도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확인사항 : 반추동물 유래단백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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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오징어 간유

 베트남  

○ 동물검역기관 : National Agro-Forestry-Fisheries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 홈페이지 : http://www.nafiqad.gov.vn

○ 수출작업장 지정 : 필요 없음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원료가 BSE 관련품목이 아니며 80℃이상 열처리 증명



육

가

공

품

Ⅳ. 품목별·국가별 수출검역 요건

177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



동

물

사

료

178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50
❱❱❱
개사료

 말레이시아  

○ 동물검역기관 :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 홈페이지 : http://dvs.gov.my/home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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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개사료

 필리핀  

○ 동물검역기관 : National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dvs.dai.da.ph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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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개사료

 홍콩  

○ 동물검역기관 :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velopment 　

 ※ 홈페이지 : www.fehd.gov.hk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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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사료용 돼지귀

 일본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aqs/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사항

 - processing temperature : 105℃ 

 - moisture heating duration: 2 hours

 - There is no risk of the spread of contagious diseases. 

 - Ante- and post-mortem inspection was conducted with all pigs.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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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사료용 어골

 일본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aqs/

○ 수출작업장 지정 : 필요 없음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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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사료첨가제

 중국  

○ 동물검역기관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 홈페이지 : http://www.aqsiq.gov.cn/

○ 검역증명서 부속서 : BSE FREE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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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애완동물사료

 대만  

○ 동물검역기관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 홈페이지 : http://www.baphiq.gov.tw/ 

○ 수출작업장 사전등록 : 필요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 BSE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의 생산물은 BSE 발생국에서 유래하지 않았음 　 

 - 제품은 특정 온도 및 시간동안 열처리 되었음 　 

 - 제품은 생산 및 포장 과정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았음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 대만의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조건(검역검사과-1454, '13.3.5.)에 따름

○ 애완동물 사료에 우제류, 조류의 동물성 성분이 함유된 경우 

 - 대만의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애완동물 사료 수입검역 조건 : 해당 작업장은 대만 정부에서 현지점검 등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은 중심부 온도 기준으로 70℃에서 30분 이상 가열 등

○ 애완동물 사료에 젤라틴만 함유되어 있고, 우제류, 조류의 동물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대만 정부에 별도로 작업장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수출검역증만 

첨부하면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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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양어사료

 미국  

○ 동물검역기관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홈페이지 : www.aphis.usda.gov

○ 검역시행장 지정 : 불필요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예시) This fish feed contains fish meal as the only animal origin ingredient and 

the processing facility does not receive, store, or process any ruminant material 

sourced from BSE countries.

 - This certificate corresponds to an invoic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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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소원피(COWHIDE SCRAP)

 일본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aqs/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수출시 컨테이너 번호, 씰 번호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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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젤라틴/콜라겐

각국  

○ 동물검역기관 : 각국 검역기관 (뉴질랜드, 미국, 이란, 일본, 그리스, 베트남, 호주, 이집트, 

대만, 필리핀, 태국 등)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THE ABOVE MENTIONED "GELATIN" WAS DERIVED FROM COW HIDE SPLITS(미국)

 - THIS PRODUCT IS DERIVED FROM COW SKIN(일본) 표기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상대국가 수입허가 필요여부 확인 필요

○ 상대국 점검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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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깃털제품

인도네시아  

○ 동물검역기관 : Ministry of Agriculture, Directorate General of Livestock &Animal Health 

Services, Directorate of Veterinary Public Health &Post Harvest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수출작업장 등록 : 불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예시)

 ※ 증명사항 : 120℃(2㎏/㎠)에서 30분 이상 처리 등 

　 ex> THE DUCK FEATHERS WERE DRIED BY HEATING WITH HIGH TEMPERATURE 

OF 120 DEGREE CENTIGRADE(2㎏/㎠) FOR 30 MINUTES TO ERADICATE 

BIRD-FLU EPIDEMIC. OIL & FAT ≤ 1%, OXYZEN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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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모류(깃털류)

중국  

○ 동물검역기관 :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 홈페이지 : http://www.aqsiq.gov.cn/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요건 : 120℃(2㎏/㎠)에서 40분 이상 가열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예시)『The products were sterilized in a steam dryer at a steam temperature of 

120℃(2㎏/㎠) for at least 40minutes  before packing and never been contacted 

with those from same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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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수모류(깃털제품)

대만  

○ 동물검역기관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 홈페이지 : http://www.baphiq.gov.tw/

○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소독필요(두가지 방법중 1개 선택)

 1) 포장 전 밀폐된 소독창고에서 포르말린 훈증소독(1㎠당 포르말린 22㎖ + 과망간산칼륨 

13g 혼합) 24시간 이상 실시

 2) 세척, 열처리(2기압, 120℃, 40분 이상) 및 건조과정을 거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한 것

○ 검역증명서 부속서 있음(소독증명서)

 ※ 부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검역증명서 비고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수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생산된 것에 한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함

 - ex> The products were sterilized in a steam dryer at a steam temperature of 120℃

(2㎏/㎠) for at least 40minutes before packing and never been contacted with 

those from same origin.

○ 검역절차 : 검역신청 → 역학조사(기재사항, 첨부서류 및 상대국 요구조건 충족 확인)

→ 현물검사 → 검역증명서 발급 → 컨테이너 선적확인

 - 지정검역물의 검역장소는 원칙적으로 검역시행장(검역원 구내창고 포함)임

○ 구비서류

 -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1부

- 축산물검사성적서 1부(지정검역물에 한함)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기타(제품생산 관련 서류, 소독일지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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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증제피혁분, 증제피혁분 복합비료

일본  

○ 동물검역기관 : Min 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aqs/

○ 검역시행장 지정 및 상대국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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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소제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페루  

○ 동물검역기관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 홈페이지 : http://www.baphiq.gov.tw/

○ 검역증명서 추가기재 사항 

 - (예시) This product is certified that 제품명 has non undesirable substances and 

can be safely used in animal feedstuffs as feed additives.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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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 관련 민원 질의·회신Ⅵ
Q1 가금류 부산물 수출관련 질의(2012.11.9.)

○ 안녕하세요. 가금류 부산물에 대한 수출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역 등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지정검역작업장이나 

저장소는 없습니다. 다만, 각지 도계, 도압 또는 도축장으로 부터 축산부산물을 

수급하여 냉동포장 후 해외로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지정검역작업장이나 검역저장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지정검역장이나 

저장소와 검역 및 저장계약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정장소에서 대체검역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가금육(부산물)과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

(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역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산 냉장·냉동 가금육(부산물)은 홍콩․베트남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상대국 정부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도축·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도축장에서 가금육(부산물)을 수집(집하)하여 냉동 포장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검역시행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 상대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가금육(부산물) “수출가공장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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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가금육 수출가능 여부 질의(2013.8.29.)

○ 국내산 통오리, 뼈를 발골한 통오리(완포), 오리꼬치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산 가금제품의 수입을 재개하고자 한국에 있는 도축, 가공장의 실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한 제품이 일본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요? 

   2. 가금이라 함은 오리뿐만이 아니라 닭고기도 포함이 되어 닭고기 제품도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인지요? 

   3. 정육만 수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장등 부산물도 수출이 가능한가요? 

   4. 지금 현재 위에서 언급한 국내산 통오리, 뼈를 발골한 통오리(완포), 오리꼬치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지요? 있다면 검역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오리고기(부산물 등)과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

(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반드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수출 검역은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가금은 닭, 오리, 칠면조, 메추리, 꿩 등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산 가금 및 가금육 

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측과 수출위생조건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협상과정의 하나로 

일본측 검역관이 우리나라 가축위생실태 조사를 위해 우리나라를 현지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지조사 이후에는 양국간에 우리나라산 가금 및 가금육 제품의 대 일본 수출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출위생조건안 협의·입안예고·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 승인 

등을 협의한 후 일본으로 가금 및 가금육 제품 수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홍콩으로 신선 냉장·냉동 통오리(whole duck with bone) 및 뼈를 발골한 

통오리, 그리고 열처리 가금육(오리꼬치 등)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신선 냉장·냉동 통오리 및 뼈를 발골한 통오리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오리꼬치와 같은 열처리 가금육은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상기와 같은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검역시행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에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인 검역시행장으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은 후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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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미국, 중국 등 가금육 수출가능 국가 및 검역조건 질의(2014.4.4.)

○ 냉동 닭(부분육) 제품의 수출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드립니다. ◯◯◯에서는 

국내 매장뿐만이 아닌 여러 국가에 해외매장을 파트너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홍콩에 소스, 밀가루 

및 부자재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추가로 냉동 닭(부분육) 가슴, 다리 부분을 가공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이미 국내에서는 포장되어 매장별로 납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홍콩 각 국가별 수출 가능여부와 통관 규정 등에 대한 문의를 드리오니 부디 빠른 

시일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냉동 닭(부분육) 가슴, 다리 부분과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반드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수출검역은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 검역증명서(부속서)를 

발급합니다.

현재 냉동 닭(부분육) 가슴, 다리 부분과 같은 가금제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에서 사육·도축·가공된 경우에만 홍콩과 베트남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상기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검역

시행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에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인 검역시행장으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은 후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홍콩 및 베트남으로 가금육 수출이 가능한 도축·가공장은 우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qia.go.kr → 인터넷검역검사시스템 → 수출검역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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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난황분말 수출가능 여부 질의(2013.11.21.)

○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 당사는 한국에 닭 계란의 노른자로 난황분말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닭가공품은 조류독감때문에 해외수출에 문제가 없는지요?(구제역 

발생국가의 소돼지 등은 수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만약 한국에서 생산한 가금류 제품군의 수출이 문제가 된다면 제주도에 만약 

공장을 짓는다면 제주도에서는 별정으로 해외수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난황분말 등과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

(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반드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수출검역은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난황분말의 경우 중심부 온도 7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여 

식용인 경우에 한하여 홍콩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국가는 난황분말에 대하여 별도의 수출위생조건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동·축산물을 수출할 경우 질병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제주도)이 

아닌 국가(대한민국) 단위로 수출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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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냉동생지(frozen dough) 수출검역 절차 질의(2013.8.9.)

○ 안녕하세요. 제빵회사에 근무중인 ◯◯◯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냉동생지(Frozen dough, 빵을 만들기위한 냉동반죽 상태의 품목)를 베트남

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베트남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위해 동물검역증과 식물검역증을 

모두 요청하고 있습니다. 냉동생지의 경우 동물성과 식물성 중 어느 유형으로 

분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이 두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냉동생지의 주원료로는 밀가루, 버터, 계란, 우유, 설탕, 이스트 등이 포함됩니다. 

   

회신내용

○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역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냉동생지의 경우 버터, 계란, 우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동물성 제품)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지정검역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나라산 냉동생지를 베트남으로 수입 시 동물검역증 

및 식물검역증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사무소)에 동물 수출검역 및 

식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 2종류의 수출검역증을 발행받은 후 수출하시기 바랍니다. 



288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Q6 대 중국 삼계탕 수출가능 여부 질의(2013.11.5.)

○ 당사는 삼계탕 통조림을 중국에 처음 수출하려고 합니다. 

중국정부의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물 : 닭(삼계탕용). 인삼, 대추, 밤, 찹쌀 첨가 

포장용기 : 캔(800ml) 

포장단위 : 12캔 박스

회신내용

○ 삼계탕과 같은 축산물을 수출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역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산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정부와 중국정부간에 “대 중국 삼계탕 수출위생조건”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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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대 중국 가금육 및 열처리 가금육 수출가능 여부 질의(2014.3.28.)

○ 중국에 우제류를 제외한 가금류는 국내산 신선(냉장·냉동) 또는 열처리된 축산물

가공품 및 부산물의 수출이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부산물 포함) 및 열처리 가금육과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역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정부에 우리나라산 가금 및 가금제품(육가공품 포함)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해제토록 요청 중에 있으며, 중국정부는 우리나라산 가금 및 

가금제품에 대한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산 가금, 신선 냉장·냉동 및 열처리된 가금제품(육가공품 포함)은 

중국과의 검역조건이 완료될 때까지 중국으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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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멸균 및 열처리 육가공 수출검역 질의(2014.4.7.)

○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 운영중인 열처리 

육가공제품(냉동만두, 냉장햄, 캔햄, 캔닭가슴살) 수출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아래 내용으로 문의 드리니,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① 이번 협정된 미국 가금육 수입허용 관련하여 삼계탕 외, 열처리 가금육제품

(ex. 닭가슴살캔, 냉동만두 등)의 허용대상 포함여부 

  ② 기존 삼계탕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 열처리 가금육 가공제품 수출 가능여부 

  ③ 열처리 돈육 수출가능 국가(일본, 홍콩)/열처리 가금육 수출가능 국가(베트남, 

홍콩)외 기타 추가 수출가능 국가(열처리 상품 대상) → 현재 통계를 보면, 일본/

홍콩/베트남 외 기타에도 수출실적이 확인 되는데 어떤 국가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④ 현재 협의중인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 획득시 수출범위(수출 가능국가, 품목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 가능한지? 

  ⑤ 쇠고기 제품의 경우 열처리 가공이든 어떤 경우든 수출이 불가한지? 

상기의 내용으로 간단하게라도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 하시기 

바라며,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내용

○ 현재 우리나라산 삼계탕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03.26. 미국 농업부에서 우리나라를 가금육가공품(삼계탕 등) 

수입허용 국가 목록에 추가하는 법률을 확정·공포하였으며, 공포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 협의 등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삼계탕 이외의 가금육가공품의 

수출도 미국 정부와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산 삼계탕의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싱가폴, 일본, 홍콩, 대만, 호주 및 

베트남 등이며, 홍콩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수출이 가능하며, 이외의 열처리 가금육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상대국과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 현재 일본과 홍콩으로 열처리 돈육 수출이 가능하며, 쇠고기는 모든 부위가 70℃ 

도달하도록 열처리한 경우 홍콩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Ⅵ. 축산물 수출 관련 민원 질의·회신

291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

○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년 5월 제82차 OIE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OIE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경우라도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 상대국가와 

별도의 위생조건 및 검역부속서 등의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산 축산물의 수출 가능 국가 및 검역조건 등에 관련된 정보는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 인터넷검역검사시스템 → 수출검역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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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대 대만 보조사료 재수출 관련 절차 질의(2013.9.13.)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8월에 taiwan으로 보조사료를 수출하였습니다. 

본래 이 화물은 작년 6월에 미국에서부터 생산되어 한국에 수입된 물건이였으나, 

한국에서 업체간 계약이 끝나서 다 판매되지 못한 물품을 다시 taiwan으로 수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taiwan에서는 현재 이 화물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관에서 발행한 healthy certi가 없기 때문에 

이 화물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화물이 한국으로 반송되어서 들어온다면 수입으로 잡지 않고 반송화물로 

신고되어 검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검역 후에 다시 taiwan으로 돌려 

보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수입 화물이 아니라 수출 화물로 검역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축산물이 포함된 보조사료를 수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역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지정검역물의 수출을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검역시행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에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인 검역시행장으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은 후 지역본부

(사무소)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시면 관련서류를 검토 및 현물확인 등을 거쳐서 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다만, 수입검역시행장에 수입 당시 원상태로 보관·유지되어 있는 보조사료를 제3국

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검역조건에 따라 보조사료가 보관되어 있는 수입검역

시행장에서 재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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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수입돈육 재수출 검역여부 질의(2013.7.18.)

○ 현재 돈육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법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외국에서 수입돈육 

수입 후 재수출시에도 수출검역이 필수 사항인지 궁금하며, 필수 사항이라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축산 시장의 경기 악화로 축산업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에서 판로도 

찾지 못하고, 또한 통기한은 임박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입우육은 수출시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돈육은 왜 수출검역을 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국가이기 때문인지요? 구제역이라는게 

소나 돼지에서 모두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가요? 국내에 돼지에게만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돈육수출시 검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수출 검역시 

수출검역시행장도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출검역시행장은 매우 

소수이며, 그 소수 시행장도 국내제품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기 위한 소규모 장소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입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수출검역시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수입육일 경우 수입검역시행장에 그대로 두고 수출검역을 진행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수출은 가능하나, 수출하기 위한 길이 너무 아득하기만 합니다. 국내 

수입육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좀 더 완화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검역이 완료된 돈육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검역절차는 우리나라산 제품의 

수출검역절차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역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정검역물의 수출을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검역시행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에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인 검역시행장으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은 후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시면 관련서류를 검토 및 현물확인 등을 거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검역이 완료되지 않고 수입검역시행장에 수입 당시 원상태로 보관·유지되어 있는 

돈육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검역조건에 따라 돈육이 보관되어 있는 

수입검역시행장에서 재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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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오리근위 및 발 수출가능 여부 질의(2013.8.29.)

○ 안녕하세요. 

국내산 오리의 ‘근위’와 ‘발’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제품은 냉동상태로 포장은 15kg 비닐 벌크팩 후 종이상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오리 근위와 발은 축산물이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한 국가와 불가능한 국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제품이 수출 가능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참고로, 베트남과 홍콩에서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2. 혹시 국내수출검역 없이도 수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오리고기(부산물 등)과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반드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수출검역은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오리 근위 및 발은 식용인 경우에 한하여 홍콩 및 베트남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비식용인 경우의 오리 근위 및 발은 수출위생조건(부속서)에 

따라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홍콩 및 베트남으로 가금육(부산물 포함) 수출이 가능한 도축․가공장은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 인터넷검역검사시스템 → 수출검역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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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수출검역절차 질의(2013.11.28.)

○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의 수출검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도축시설, 보관창고 

등 위생조건에 관하여 각 국가별 요구하는 검역의 종류 등 위생조건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각 국가의 요구 위생조건을 확인하는 기관 및 방법 등 안내 부탁드립니다. 

   2. 수출을 위한 검역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제출 자료 안내 부탁드립니다. 수출검역 

(법 제41조) 지정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상기 법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하지 않는다면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도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4. 위에서 지칭하는“지정검역물”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리스트 혹은 고시 등이 

있다면 안내 바랍니다. 

회신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지정검역물)에 

따라 우제류 및 기제류의 동물, 개·고양이 및 닭·칠면조·오리·거위 등 고래를 

제외한 포유동물 및 포유동물의 생산물은 지정검역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과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반드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수출검역은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만약, 수입국에서 지정검역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출검역이 필요치 않다고 우리정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할 경우 수출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2010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없으며, 

돼지고기 경우 부산물만 태국 정부에서 승인한 제주도의 도축·가공장에서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태국으로 돼지고기 부산물 수출이 가능한 도축·가공장은 우리

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 인터넷검역검사시스템 → 수출검역정보)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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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대 일본 삼계탕 및 열처리 가금육 수출검역절차 질의(2012.11.29.)

○ 안녕하십니까 나라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사는 일본에 식품을 수출

하는 회사로서 일본 수출시 필요한 검역조건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리니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 일본에 삼계탕과 같은 레토르트 제품, 가열조리된 계육제품을 수출

가능한지? 

자사에서 사전에 정보를 확인한 결과, 

   1. 닭고기수출사업단에 문의결과 등록된 가열처리시설에서 생산하여 일정된 가열

조건을 만족하고, 농림수산검역본부로부터 위생증 (Health certificate)를 

발급받은 제품은 수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다만 저희 관계사가 일본 농림수산성 검역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0년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하여 가금육 등의 수입중지국가이며, 

등록된 가공처리시설 역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우촌 등 국내 대기업 유명 브랜드 들은 현재 일본으로 삼계탕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사에서 확인한 2번 금지정보가 삼계탕과 

같은 레토르트제품에는 해당되지 않아 수출이 가능한건지? 

예외적용이 된다면 레토르트인 경우에만 예외적용 되는 건가요? 적용되는 가열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출하고자 할 경우 국내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당사의 영업 및 한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해외의 조류 독감 발생에 따라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일시 정지하고 있는 

국가(지역) 

   - 한국 7차 중지 : 10년 10월 18일 (중지) 

海外における鳥インフルエンザの発生に伴い、家きん、家きん肉等の輸入

を一時停止している国（地域 

   - 韓国 7回目H22年10月18日（停止） 

  ▸ 가금류의 고기 등의 처리 시설 

   - 한국 (조류 독감 발생에 따라 수입 중지) 

家きんの肉等の処理施設 

   - 韓国（鳥インフルエンザの発生により輸入停止中） 

http://www.maff.go.jp/aqs/topix/im/hp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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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열처리된 삼계탕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에 따라 삼계탕을 

생산하는 작업장(가공장)은 관할 우리본부의 지역본부에 수출검역시행장을 신청

하여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② 지정 받은 작업장(가공장)에서 멸균조건〔습열 121℃ 60분 이상 가열한 다음 

제품을 포장(sealing) 후 중심부 온도 120℃ 4분 이상 가열〕을 충족하여 생산된 

삼계탕이고

  ③ 동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일본 열처리 가금육의 경우 현재 우리정부와 일본정부가 위생조건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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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수출관련 검역증 발행여부 질의(2013.9.17.)

○ 국제 무역업체인데 중계무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완제품 

가죽(피혁을)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도네시아에는 

수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선적서류에 검역증(Health Certificate)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검역증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 재 수출을 

하여야 하므로 수출자와 수입자를 변경해서 검역증을 한국에서 재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검역소에 가니까 해결을 할수가 없어서 질의하오니 협조 요망합니다. 참고로 

원산지는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재발급을 받아서 보냅니다. 지금 제품이 추석 후 

현지에 도착하는데 바쁘시겠지만 협조 요망합니다. 

회신내용

○ 축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검역시행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에 수출

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인 검역시행장으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은 

후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시면  검역관이 관련서류 검토 및 현물

확인 등을 거쳐서 가축방역상 문제가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생산된 검역물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검역관이 해당 검역물에 대하여 현물확인 등 수출검역을 할 수 없으므로 수출

검역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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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축산물수출 가능여부 질의(2014.3.24.)

○ 안녕하십니까? 제가 축산물 중국수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업무진행 중 몇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출하려고 하는 축산물은 1. 축산물(가축)의 고기(육) 

및 뼈를 포함한 고기(육)중 가열하여 살균처리한 제품(레토르토, 캔, 진공비닐포장 

등) 2. 상기 축산물의 가식부산물중 가열하여 살균처리한 제품(포장방법 동일) 

상기한 제품들이 현재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기이외에 수출가능품목이 

무엇인지? 또한 귀부의 싸이트를 통하여 상기한 제품 및 기타 농수축산물의 각 

나라별 수출가능 품목의 조회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 축산물가공품 및 부산물과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규정에 따라 검역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검역은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등 수입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내산 신선(냉장·냉동) 또는 열처리된 축산물가공품 및 부산물은 

중국으로 수출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2014년 5월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

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다음 수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와 

검역조건을 협의·체결한 이후에 축산물 수출이 가능합니다.

○ 각 나라별 수출가능 품목은 http://eminwon.qia.go.kr/intro/ipstInfo/list.jsp?show=Y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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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대 필리핀 돼지고기 수출가능여부 질의(2013.6.20.)

○ 안녕하세요.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주도산 냉동돼지고기 부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등과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규정에 의거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수출검역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역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0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 등 수입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산 돼지고기(부산물) 등은 필리핀으로 수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를 획득한 다음, 수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와 검역조건을 협의·체결한 이후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비발생국 지위획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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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몽골 수입제한 해제 처리 관련(2014.8.8.)

○ 안녕하세요, 몽골로 돼지고기 함유된 제품 수출자입니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 등의 

질병으로 몽골 감독관에서 한국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해제는 한국 당국에서 몽골로 공문등으로 내용이 접수되어야 몽골에서 

해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조건일때 

취해지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2014년 7월 23일 경북 의성지역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출검역을 잠정중단 조치

(단, 수출상대국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 몽골 정부에서 우리나라산 돼지고기 수입중단 해제조치는 우리나라가 OIE(세계동물

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청정국 지위회복한 이후에 우리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몽골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구제역 백신청정국 지위회복 조건은 구제역바이러스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 : NSP)항체 검출에 기초한 혈청학적 예찰에서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살처분 정책, 긴급 백신접종과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생이후 6개월 경과 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지위회복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Ⅶ 수출 관련 기관 및 
단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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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련 기관 및 단체 연락처Ⅶ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검역정책과 044-201-2077 044-868-0449

축산정책과 044-201-2322 044-868-0415

축산경영과

한우 044-201-2332

044-868-0127

양돈 044-201-2336

가금 044-201-2338

낙농 044-201-2340

사료 044-201-2342

수출진흥팀 044-201-2178 044-868-9123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본부 동물검역과 031-467-1914, 1762 031-467-1717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032-740-2673 032-740-2081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51-600-6254 051-600-6267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32-722-8232 032-887-9194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2-2650-0617 02-2650-0659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63-460-9432 063-443-1013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64-728-5361 064-728-5359

관련단체 및 협회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2-6300-1444 02-6300-1600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031-394-8147 031-394-8150

축산물수출연구소 02-450-3688 02-455-1044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02-588-1459





축산물 수출검역 안내서

2014년  9월   일   인쇄

2014년  9월   일   발행

▮ 발행처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031)467-1914

▮ 인쇄처 (주)아르빛

(02)503-3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