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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생증명서, ‘태국산 축산물’에도 적용
- 8월 1일부터 태국산 축산물 외 칠레산 식육, 수산물까지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함

** 블록체인 기술 :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하여 서로
연결(‘체인’)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

ㅇ 식약처는 2020년부터 태국 축산개발청과 상호협력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올해 7월 19일 ‘블록체인기술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에 관한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ㅇ 합의문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태국산 축산물 수출입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위생증명서 송‧수신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정보보안 관리 등입니다.
□ 식약처는 그간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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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작년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고, 올해 6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
적용했으며, 이번 8월부터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 수산물***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태국산 축산물 : 전체 식육 수입량 중 11위(‘21년, 3만5,000톤)로, 태국산 축산물 순위는
닭꼬치 등 양념육(1,961건/2만2,000톤) > 닭고기(501건/1만1,000톤) > 달걀(52건/1,000톤) 순
** 칠레산 식육 : 전체 식육 수입량 중 8위(‘21년, 3만톤)로, 칠레산 식육 순위는 돼지고기
(1,807건/2만8,000톤) > 소고기(117건/2,000톤) > 칠면조고기(38건/1,000톤) 순
*** 칠레산 수산물 : 전체 수산물 수입량 중 은 9위(‘21년, 1만4,000톤)로, 칠레산 수산물
순위는 오징어(598건/1만1,000톤) > 연어(149건/2,000톤) > 홍합(36건/1톤)

- 참고로, 식약처는 칠레산 식육의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을 위해
작년 8월‘식약처-칠레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양 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 추진중
이며 이번 8월 1일부터 수산물까지 확대해 본격 시행합니다.
□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Unipass)에서 수입신고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전자위생증명서 수입신고 방법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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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전자 위생증명서 수입신고 방법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수입신고서에
*

수출 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하면 수입신고 가능

* http://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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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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