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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농산품의
미국 국내 수입

식물 및 식물 제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농해충과 질병들이 각종 육류,
동물, 육가공품, 과일, 채소, 식물, 토양, 종자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 때문에
미국 농무부(USDA) 동식물 검역소(APHIS)에서는 일부
농산물의 미국 내 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되는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자나 중개자로부터
넘겨받기 전에,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일부 식물과 식물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수입 규정은

APHIS의 과일 및 채소 수입규정(FAVIR) 데이터베이스
(www.aphis.usda.gov/favi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FAVIR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상품 또는 국가별로 과일 및
채소에 대해 검색할 수 있어 특정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반입 요건들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식 이름(Approved Name)'이라는 필드에서 원하는 과일
또는 채소 이름을 선택하고 '국가/지역(Country/Region)'
필드에서 원산지 국가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최소화하고 반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벌금이나 상품의 손상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정보
미국 국토안전부 관세 및 국경 보호청(CBP)에서는 제품의
수입항에서 동식물 검역소(APHIS) 규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CBP 농산품 전문가가 수입된 제품들을 검사하고

“0 entries found”—이는 검색한 과일 또는 채소를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

“# entry(ies) found [검색한 상품과 국가명 다음에
나옴].”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면, “CIR”을 클릭하여
상품 수입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o 수입 규정이 “1 Subject to
Inspection…”이라고 나타나면 해당 채소 또는
과일은 검역 후 미국 내 반입이 허용된다는

각각의 항목들에 필요한 허가, 위생 증명서(축산물),
식물위생 증명서(식물류)들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생 증명서와 식물위생 증명서는 해당 수출품이 미국의
식물 및 동물 보건 표준에 부합함을 수출국이 인증하여
발행한 법적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위생 증명서에서는
어떤 제품이 수출 전에 훈증 소독 처리를 받았다거나 각종
농해충이나 우려되는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된 식물 및 동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APHIS가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자로 쓰이기 위해
수입한 씨앗과 장식용으로 사용된 씨앗 모두 규제 대상이
됩니다. 가공처리 및 포장된 제품도 이들을 미국 내로
합법적으로 반입하려면 해당 제품이 미국의 동물 및 식물
보건 표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문서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일부 제품은
미국에는 없는 농해충이나 질병의 발생 위험을 근거로 전혀
수입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것입니다.

			

o 수입 규정이 “Condition of entry
treatment”라고 나타나면, 해당 채소 또는
과일이 미국 내로 들어오려면 수입항에서
추가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함을 뜻합니다.

APHIS에서는 심기 위한 용도의 식물(예: 묘목이나 종자),
농산품(예: 통나무, 면화, 자른 꽃), 식물로 만든 공산품(예:
바구니), 보호 대상 식물 및 식물 제품(예: 난초) 그리고 멸종
위기 식물 등을 포함한 각종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과일, 채소, 식물, 종자 및 식물 제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는 APHIS에 농산물 수입 허가를 신청하고
수출국가로부터 식물위생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식물위생 증명서는, 수출국의 식물 검역 기관이 해당 제품을
수출 이전에 농해충 및 질병 검사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식물의 정확한 학명을 명시하고 해당
반입이 미국의 수입 규정에 부합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미국의 수입자는 제품을 수입하기 이전에 농산품 수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수입 허가를 요청하려면

APHI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USDA-APHIS,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Permit Unit
4700 River Road, Unit 133
Riverdale, MD 20737
전화: (877) 770-5990 또는 (301) 851-2046
전자 메일: permits@aphis.usda.gov
www.aphis.usda.gov/plant_health/permits/index.shtml
육류, 동물성 제품 및 부산품, 살아있는 동물
APHIS에서는 외국의 동물 질병이 미국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류, 동물성 제품 및 부산품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축병이 있는 국가에서 들어온 일부 육류
및 육류 상품(예: 고기파이 및 기타 가공식품), 가금류, 우유,
계란, 낙농 제품(버터 및 치즈 제외)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동물 수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량의 고기, 닭고기
또는 계란 가공 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DA의 식품안전검사국

(FSIS)에서도 소비자가 먹는 육류, 가금류, 계란 제품의
수입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에는 APHIS 동물 보건 규정과 FSIS 공중 보건
규정 모두에 부합되는 보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www.fsis.usda.gov/pdf/Countries_ Products_Eligible_
for_Export.pdf에서 해당 국가 및 상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HIS에서는 일반 동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가축(예: 소,
돼지, 양, 염소, 말, 가금류)의 수입도 규제합니다. 이러한
가축에 대해서는 USDA 수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경로로 하여 다른 나라로 수입 또는 이전되는
대부분의 APHIS 규제 대상 동물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보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종에 대해서는 입국 시
또는 입국 후 격리 검역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 APHIS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 살아있는
동물을 수입할 경우 수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PHIS 사무소 설치 현황이나 규제 대상 동물 종류 및 기타
규정에 대해서는 APHIS 웹사이트(www.aphis.usda.
gov/import_export/animals/animal_import/animal_
imports.shtml)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허가(ePermit) 시스템
APHIS에서는 수입자가 인터넷으로 수입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진행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는 웹 기반 도구인 e허가
(ePermit)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허가
신청서 작성, 데이터 처리, 허가서 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입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www.aphis.usda.gov/permits/learn_epermits.
shtm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허가(ePermit)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www.aphis.usda.gov/permits/eauth_
epermits.shtml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입자 참고 사항: 일부 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
농수산 담당 기관, 야생 동식물 관리 기관 또는 환경 관리
기관으로부터 주 허가서나 기타 정부 문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기관에서 추가적인 허가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성 제품과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정을
보려면 APHIS 동물 서비스 웹사이트(www.aphis.usda.

농산품 밀수 및 교역 규정 준수

gov/import_export/animals/animal_import/animal_
imports.shtml)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미국으로 들어오는 밀수 또는 불법 반입 농산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HIS에서는 금지된
농산품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색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APHIS의 국립 수출입 센터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미국의 농작물, 가축 및 환경에

(NICIE)에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유해 식물 및 동물 질병, 병균

USDA-APHIS-NCIE
4700 River Road, Unit 39
Riverdale, MD 20737
전화: (301) 851-3300, 옵션 5번
팩스: (301) 734-8226
전자 메일: AskNCIE.Products@aphis.usda.gov

APHIS에서는 전국의 시장과 식료품 가게 현황을 점검하고

또는 유해 침입종의 유입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금지된
농산품 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수입된 상품이나
규제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APHIS에서는 해당 항목을
색출하고 타당한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통업자와 식료품 가게 업주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된 제품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산품과 관련된 운송장과 각종 수입 관련 문서들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급업체에서
자신들의 상품이 금지 품목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경우, 현장의

APHIS 담당자는 관련 연방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해당
수입 경로를 추적하여 불법 사실을 파악해낼 것입니다.
식료품 가게 업주는 밀수 의혹이 있는 농산품에 대해서는
즉시 APHIS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농산품의 유입 또는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APHIS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00) 877-3835로 전화를 주시거나 www.aphis.usda.gov/
international_safeguarding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USDA는 공평한 기회와 고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미국 농업의 파수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