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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83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

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대한 반영

2. 주요내용

가. 신규 수입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대한 현행화(안 별표 제1호가

목, 제1호나목 제3호가목 및 나목)

1)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핀란드산 가금육을 별표 제1호가목에

추가

2) 포르투칼산 식육가공품을 별표 제1호나목에 신설

3) 핀란드산 식용란을 별표 제3호가목에 추가

4) 태국·핀란드산 알가공품을 별표 제3호나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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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3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

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0, 팩스: 043-71

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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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8-63호, 2018. 8.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안)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네덜란드, 덴마크 및 핀란드의 국가 또는 지역란과 종류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네덜란드
쇠고기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덴마크
쇠고기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핀란드
가금육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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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포르투칼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
(식용돈지에 한함)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것에 한함

별표 제1호나목의 파라과이란 다음에 포르투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프랑스”를 “프랑스, 핀란드”로 한다.

별표 제3호나목 태국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별표 제3호나목의 프랑스란 다음에 핀란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