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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559 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7.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수산물 모니터링 검사를 상위법령에 따라 무작위검사로 전환하고,

양식가능어류를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모니터링 검사를 무작위 표본검사로 전환(안 제23조 삭제, 안 별표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라목에서 서류검사

대상의 경우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현행 모니터링 검사를 무작위검사로 전환하고자 함



나.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수산물 조정(안 별표 4)

국내외 양식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수산물 품

목을 조정하고자 함(명칭 변경 8건, 품목 추가 18건)

3. 의견 제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검사

관리과, 전화 043-719-223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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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5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본문 중 “서류검사(별표 1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제외한

다)”를 “서류검사”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가. 어류

가물치류, 가숭어, 감성돔, 강담돔, 강도다리, 갯농어(또는 밀크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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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갈돔, 군평선이, 꼬리큰점바리, 나일선농어, 날쌔기, 넙치, 농어,

능성어, 다금바리, 대농갱이, 대두어, 대문짝넙치(또는 터봇),

도라다(또는 귀족돔), 독가시치, 돌가자미, 돌돔, 동갈돗돔, 동갈민어,

동자개류, 드렁허리, 말쥐치, 메기류(담수산), 무늬바리, 무점매가리,

문치가자미, 미꾸라지, 민어, 방어류, 백련어, 뱀장어, 벤자리, 벵에돔,

병어, 보리멸, 볼락, 부세, 붉돔, 붉은쏨벵이, 붉퉁돔, 붕어류, 산천어,

새눈치, 세네갈서대, 송어류, 숭어, 쏘가리, 쏨뱅이, 어름돔, 연어류,

은어, 잉어류, 자바리, 자붉돔, 자주복, 전갱이, 전어, 점넙치, 점농어,

조니퉁돔, 조피볼락, 종어, 쥐노래미, 쥐돔, 쥐치, 참돔, 참복(또는

검자주복), 철갑상어류, 청돔, 초어, 큰입선농어(또는 바라문디),

큰입우럭(또는 베스), 틸라피아, 파쿠, 홍민어, 홍바리, 황복,

황점볼락, 흉기흑점바리, 흑점줄갱이 및 상기이외 활어류

다. 연체류

전복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수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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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입수산물 위생안전을 위

한 조치) ① 지방청장은 제4조

제1항의 수산물에 대해 동일국

동일 품목별로 연간 2 %를 추

출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

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

링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

니터링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즉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

고 회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인, 보

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

니터링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일

국 동일 품목은 연속적으로 10

회까지 부적합 항목에 대해 정

밀검사를 실시한다.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