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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식품 수입 프로세스

※ 절차별 소요일수
서류준비 : 5일
통관수속 : 2일
항만, 터미널 처리 : 2일
내륙운송 : 2일
*품목 및 선적지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출처 : Doing Business

NO

수입 에이전트 섭외

직접 수입하시나요?
YES
수입식품이 수입할당/ 사전승인이 필요한

YES

수입 전 사전준비

수산물, 쌀, 보리 혹은 전분, 주(酒)류 인가요?

NO
1) 수입할당증명 취득 : 명태, 꽁치, 김 등
수
입
업
체

2) 수입승인 취득 : 고래, 참 다랑어,

수입신고 관련 서류준비

· 상업송장
· 선화증권
· 포장목록, 화물계좌
· 보험증서
· 위생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
· 관세 지불 전표
· 관세 면제 명세서

연어/송어 및 그 조제품 등
3) 사전신고 수행 : 쌀
4) 관세 할당증명 취득 : 보리 및 전분 등

화물 도착

사전확인제도 적용
품목인가요?

5) 주류판매면허 취득 : 주류

수입신고

전자제출인가요?

YES

YES
NO

검역소 심사

검사 불필요
검
역
소

합격

세
관

YES

모니터링

명령검사

행정심사

지도검사 등

후생성 동식물검역소

공인검사기관

합격

식품 등 신고필증 발행
관세 납부 및 수입허가
반출 및 국내 유통

관할 검역소
서면 제출

※ NACCS : 일본 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
수출국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전 적하정보
및 기타 수입신고 서류 제출 필요

검사가 필요한 품목인가요?
NO

NO

NACCS 시스템
사전등록 필요

불합격

폐기 / 반송

일본 주(酒)류 수입 프로세스

주류 도매업 허가 취득하셨나요?
(알코올 함유량 1% 이상만YES
주류로 간주)

NO

YES
NO
주류 소매업 허가 취득하셨나요?
YES
수
입
업
체

YES
·
·
·
·
·
·
·
·
·
·

주류판매업 허가
표시방법 신고서
상업송장
선화증권
포장목록, 화물계좌
보험증서
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관세 지불 전표
관세 면제 명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일반주류도매업면허
• 맥주도매업면허
• 양주도매업면허
• 특수주류도매업면허
* 상세정보 확인 :
https://bit.ly/2QDk9KV

* 관할 세무서 신청
• 통신판매 면허
• 일반 주류 소매 면허
• 주류 도매 면허
• 고정기간 주류 소매 면허
* 상세정보 확인 :
https://bit.ly/2C29aqx

수입신고 관련 서류준비

<주류 라벨링>
· 수입자 회사명
· 수입자의 주소
· 인수 대상 주소
· 용기의 용량
· 주류의 종류
· 알콜 함유량
· 발포성
· 식품 첨가물
· 미성년자의 음주

화물 도착

사전확인제도 적용
품목인가요?

수입신고

전자제출인가요?

YES

YES
NO

검역소 심사

NO

* 주류 내 주의해야할 식품첨가물
• 브랜디 : 메탄올 등
• 리큐어 : 메탄올, 소르빈산, L- 말산 등
• 와인 : 소르빈산,이산화황 등
• 와인 쿨러 : 안식향산 등

식품 등 신고필증 발행
세
관

관세 납부 및 수입허가
반출 및 국내 유통

관할 검역소
서면 제출

※ NACCS : 일본 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
수출국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전 적하정보
및 기타 수입신고 서류 제출 필요

YES

검사 불필요

합격

NO

NACCS 시스템
사전등록 필요

검사가 필요한 품목인가요?

검
역
소

방지 경고 표시
· 용기 식별 표시
· 유기농 표시
· 원자재
· 원산지
· 유통 기한
· 저장 방법

모니터링

명령검사

행정심사

지도검사 등

후생성

공인검사기관

합격

불합격

폐기 / 반송
* 관세율
• 탁주, 청주 : 70.4엔
• 과실주 : 30.8엔
• 약주 : 43.1엔
• 맥주 : 6.4엔
* 부가세(VAT) : 8%

일본 조미료/장류 수입 프로세스

수
입
업
체

조미료/장류는 별도의 사전 수입허가

· 상업송장
· 선화증권
· 포장목록, 화물계좌
· 보험증서
· 위생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
· 관세 지불 전표
· 관세 면제 명세서
· 식물검역증명서
· 식품 등 수입 신고서
· 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
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 시험 성적서

필요없음

수입신고 관련 서류준비

화물 도착

사전확인제도 적용
품목인가요?

전자제출인가요?

수입신고

YES

YES
NO

NACCS 시스템
사전등록 필요

검역소 심사

YES

검사 불필요
검
역
소

Aflatoxin : 10 μg/kg 이하 검출 필요
(Symphytum(comfrey) : 불검출
Radiation Irradiation : 0.10 그레이 이하
검출 필요

합격

관세 납부 및 수입허가
세
관

모니터링

명령검사

행정심사

지도검사 등

후생성 동식물검역소

합격

식품 등 신고필증 발행

반출 및 국내 유통

관할 검역소
서면 제출

※ NACCS : 일본 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처리 시스템.
수출국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 적하정보
및 기타 수입신고 서류 제출 필요

검사가 필요한 품목인가요?
NO

NO

공인검사기관

불합격

폐기 / 반송
고춧가루 : 소매용-7%, 기타-0%
간장
: 0 : 7.2%
간장, 고추장, 기타 장류 : 18.4%

1. 수입 전 사전준비
◦ 일본에서 농식품 수입 시 사전 신고, 면허 취득 등 수입신고 전 사전 처리가 필요한 품
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음
가. 수산물
◦ 수산물 중 일부는 일본 어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 할당 제도에 의해 수입량을 제한
하는 것이 있음

- 수입 할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수입 할당을 신청, 취득한 수입
할당 증명서를 수입 신고 시에 제시해야함

- 수입 할당 해당 품목은 명태, 부리, 꽁치, 관자, 멸치, 활 가리비, 다시마, 청어, 고등어,
명태알, 생 오징어 및 말린 오징어, 말린 해초, 김 조제품, 청어 등이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참조
: www.jetro.go.jp/world/qa/04M-010539.html
◦ 또한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 어획된 고래 및 그 조제품, 신선 또는 냉장 참 다랑어, 연
어, 송어 및 이들 조제품 등은 경제산업성의 수입 승인 혹은 사전 확인 등을 받아야 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참조
: www.jetro.go.jp/world/qa/04A-010176.html
나. 곡류 및 곡류 조제품
◦ 쌀은 일본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고시한 금액에 쌀 수입량을
곱한 금액을 수입업체 사무실의 가장 가까운 농정국·농정 사무소에 납부해야 함

- 따라서 20톤 이상의 정미를 수입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성에 사전 신고가 필요
◦ 한편 맥아(보리)와 일부 전분(밀 전분 제외)류는 관세 할당 대상 품목이므로, 수입 전에 농
림수산성에 관세 할당을 신청하고, 취득한 관세 할당 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제시해야함
다. 주류
◦ 주류를 수입 판매하는 경우 주류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함

- 주류의 범위 및 판매 방법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다르며, 면허의 주류 및 신청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담당 주류 지도관 문의 필요

- 주류 판매업 면허 관련 정보는 하기 참조
: www.nta.go.jp/taxes/sake/menkyo/tebiki/oroshiuri/pdf/01.pdf
◦ 또한 주류의 경우 세관에 표시 방법 신고서 제출 필요

- 주류 수입 판매 업체는 수입 주류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하기의 정보를 표시하고, 통관 항

- 8 -

구의 세관 수납 창구에 주류 판매 면허(또는 통지서)의 사본과 함께 아래의 항목을 기재한
‘표시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 함

- 표시 방법 신고서 기재 내용
·
·
·
·
·
·
·
·
·
·
·
·
·
·
·

수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입자의 주소
주류 판매업 면허에 기재되어있는 판매장의 위치(주소)
용기의 용량(ℓ, ml, 리터 밀리리터 등)
주류의 종류(품명, 맥주, 과실주 등)
알코올 함유량(도 또는 백분율, %)
발포성("발포성, 탄산가스 함유”등)
식품 첨가물(산화 방지제, 합성 보존료 등의 명칭)
미성년자의 음주 방지 경고 표시
용기 식별 표시(스틸, 알루미늄, PET, 종이, 플라스틱 재료로 용기에 대해서는 식별 마
크 표시가 의무화)
유기농 표시(유기 농산물 가공 주류의 경우)
원자재
원산지
유통 기한 또는 품질 보존 기간
저장 방법

2. 수입신고 관련 서류준비
◦ 일본 내 농식품 수입 시 요구되는 제반 서류들은 다음과 같으며, 수출업체와 협업하여
하기의 서류를 준비해야 함
<수입신고 서류>
- 수입 신고서
(식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입자명 및 주소, 생산국 제조자 이름, 항구, 제조 또는 가공방법, 원재료, 첨가물
등의 정보, 화물기구, 용기 포장 등)
- 상업송장
- 선화증권 혹은 항공화물 운송장
- WTO세율 적용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
- 포장목록, 화물계좌, 보험증서 등(필요한 경우)
- 위생증명서(식물, 동물성 농산품의 경우)
- 기타 인증서 및 증명서(타 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 관세 및 소비세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명세서(감면 또는 면제가 상품에 적용되는 경우)
- 관세 지불 전표(물건이 과세될 경우)

출처 : Trade NAVI(www.trade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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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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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신고
◦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였다는 도착통지가 내려진 경우, 수입자 혹은 화주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함. 수입신고는 통관 대리업자를 통해 신고가 가
능함
◦ 수입신고는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NACCS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에 등록 필요
◦ 최초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통상적으로 검역소에서는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 성분표’ 및
‘제조공정설명서’, 제품의 용도, 사용법, 주의사항, 제조자, 제조공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를 요구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유전자변형식품 검사증명서’, ‘광우병 미감
염 증명서’ 등도 요구
◦ 수입업체는 선적하기 전에 수출자 및 해당 검역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서류가 완비
되었는지 확인하여 통관 지연을 방지해야함
◦ 일본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근거리의 경
우 출항 전)까지 전자시스템‘일본 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 을 통해
적하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일본 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 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NACC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적하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NACCS와 계약을 체결한 KTNET, KLNET, Cyberlogitec37 등
을 경유하여 접속한 후 확인할 수 있음
◦ 후자의 경우에는 신청자 ID를 미리 발급받아야 함. ID 취득은 하기 NACCS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함
- www.naccscenter.com/afr/indexj.html
◦ 필수 보고 내용으로는 화물의 내역을 기재한 적하 정보가 있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므로 이를 수출자와 긴밀히 확인할 것
□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시스템
(NACCS : 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 일본 대부분의 통관업자는 NACCS를 사용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부
터는 관련 서류를 PDF 등의 전자매체로 제출 가능

- 11 -

4. 통관 및 검역
□ 검역소 심사
◦ 수입업체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의 수입신고 접수창구에‘식품 등 수입 신고서’와 필요
서류(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 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필요에 따라 위생 증명서와 시험
성적서)를 신고

◦ 수입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은 검역소는 앞에서 설명한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검토 등을 통하
여 주로 아래 항목별로 위생 상 문제가 없는지 또는 시험성적 검사가 필요한지를 심사함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첨가물의 사용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

유독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조자·제조장소 여부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운송 도중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시험성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역소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 검역소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함

- 컨테이너 규모의 대량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소량의 샘플 수입을 통해 시험성적증
명서를 발급받아 본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본선 컨테이너로 수입을 하는 것이 안전함
◦ 검사해야 할 항목은 사전에 검역소에 성분표와 제조공정표 제출을 통해 이메일 또는 직접
상담에 의해 판정받을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 내 지정 검사기관이 있으므
로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임

- 한국을 비롯 해외국의 공인 검사기관 리스트는 하기에서 검색 가능
: www.mhlw.go.jp/topics/yunyu/5/index.html
◦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되,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
◦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통관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동물은 가축전염예방법, 광견병 및 수산자원보호법, 식물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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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검역
◦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伝染病予防法)｣에서는 가축 전염병의 국내 침입 방지를 위하여
수입물품 중 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지정 검역물)을 지정함
- 이들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아 수입검역증을 취득
하거나 농림수산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한국은 현재 구제역 발생국으로 인해 소, 돼지 등의 우제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열처리 사전 승인공장에 한해 일본 수출이 가능함
◦ 동물검역 신청 시 ‘수입검사 신청서’와 수입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검사증명서(Health
Certification)’를 첨부하여 동물검역소에 제출
◦ 동식물의 검역은 원칙적으로 이중 검역제로서 출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일본에서
검역을 받아야 함. 따라서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검사 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동물검역소 검사 결과에 따라 교부받은 수입 검역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 또는 허가를 받았다는 확인 후 통관 가능

- 세관은 우편물 또는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동물검역 합격여부는 용기, 포장에 날인된
‘검역필’도장을 보고 확인

- 동물, 육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보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정 검역물이 아니라도 감시 대
상전염병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거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및 동물검역소에 확인
이 필요함

- 동물성 의약품 기준치 검색은 하기에서 가능
: db.ffcr.or.jp
나. 식물검역
◦ ｢식물방역법(植物防疫法)｣은 병충해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품목, 검사대상 품목, 검사제외 품목으로 구분 관리
◦ 피해가 큰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그 병충해의 기생식물 및 병해충, 흙 또는 흙이
묻은 식물 등은 수입할 수 없음

- 같은 식물이라도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지역에서
야생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기도 함

- 금지품이라도 시험·연구·전시용의 경우 농림수산성의 허가를 받고 수입가능
◦ 식물방역 검사대상 식물류는 야채, 과실, 곡류, 콩류, 건조목초, 절화, 관상용식물, 종자,
묘목, 구근, 관상용 식물, 목재(製木 제외), 향신료, 한방약원료, 목제포장재 등은 검사 후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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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검사 대상이 되나, 가구와 같이 제품화된 것, 차와 같이 고도로
가공된 것, 병해충에 의한 오염 우려가 없도록 병 또는 캔 등에 밀봉된 향신료, 식품 등은
식물방역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목재, 방부 목재, 목공품, 대나무가공품 및 가구 집기, 등나무 및 코르크, 마대,
면, 제차, 건조죽순, 살구, 무화과, 감 등의 건조 과일 등은 무검사 품목임
◦ 검사대상 물품은 일반화물, 휴대품, 국제우편물 등의 운송 형태, 중량, 용도(기념품, 자가
소비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검역대상임

- 검사대상 식물류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검사신청서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
는 검사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식물방역소에 제출해야 함

- 방역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식물검사 합격증명서’, ‘식물 수입허가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통관함

- 세관은 우편물 또는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식물검역 합격여부는 용기, 포장에 날인된
‘식물검사합격증인’도장 등을 보고 확인
◦ 일부 신선 청과물의 경우 해충의 분포 국가와 지역에 따라 일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신선 청과물의 수입 금지 지역 및 수입 요건 검색은 하기 참조
: www.pps.go.jp/eximlist/Pages/exp/condition.xhtml
◦ 농약 기준치 검색은 하기에서 가능
: db.ffcr.or.jp
다. 가공식품 검역
◦ 가공식품 수입신고 시 검역소는 서류심사, 물품검사 절차를 거쳐 적합여부 판정

- 적합판정을 한 경우 검역소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며, 수입자는 이 서류를 세
관에 제출하고 통관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용도를 바꾸어 다른 용도로 통관하는 방법, 재가공 등을 거쳐
다시 적합성을 판정 받는 방법, 폐기처분하는 방법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시키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
◦ 대상 식품

- 수입식품 신고 대상은 판매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포장용품이며 이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사용할 것은 그 대상
이 되지 않음

- 식품위생법에 말하는 식품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 동물성 ․ 식물성 식품부터 가공식품까
지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며, 기호식품, 건강식품, 알콜음료(주류) 등도 포함

- 다만 원염․코프라(코코넛 과육을 말린 것), 식용유 원료 유지, 조당(정제하지 않은 설탕),
조류 알코올(증류주의 원료), 당밀, 채종, 맥아, 호프는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에 의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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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절차

- 제조자가 등록된 식품 등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식품 등의 용기포장에 등록번호 기재,
제조자가 작성한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화물에 첨부, 기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해당식품 등의 등록번호임을 증명

- 후생노동성은 등록번호가 기재된 신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서류심사 종료 후 신고서를
수리하고 신속히 신고서의 복사본을 수입자에게 반환

- 후생노동성은 등록된 식품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수입절차를 중지하고 수입화물을 보류
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입절차를 중지한 경우 후생노동성은 그 이유 및 개선
요청 등에 대해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조자에게 연락함
◦ 첨가물 규제

- 일본 식품첨가물 일반 규정 내 식품첨가물의 표시는‘표지기준부령(府令) 품질표시 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 용기 포장이 된 가공식품은 원칙적으로 사용한 모든 식품첨가물명을 포장용기 외면에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함

-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에서 식품첨가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함

- 일본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식품첨가물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POSITIVE LIST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 허가된 식품 첨가물을 공개함
- 첨가물 기준치 검색은 하기에서 가능
: www.ffcr.or.jp/en/upload/Standards%20for%20Use%202018%20Aug.%2008.pdf
<일본 동·식물, 식품 검역절차 개요도>
산 동물

식육, 햄, 소세지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가축전염병 예방법)

곡물, 야채, 과일

신선 어패류

농림수산성 식물

농림수산성 후생

방역소

노동성 검역소

(식물방역법)

(검역법)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검역소
(식품위생법)

합격

불합격

식품 등 신고필증 발행

폐기 / 반송

관세 납부 및 수입허가
반출 및 국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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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라. 식품 표시
◦ 일본 가공식품 필수 표기 사항은 제품명, 원재료명 및 식품 첨가물, 영양성분, 내용량,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 등의 상호 및 주소, 원산지, 생산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저장
방법이 있음
❙일본 식품 라벨 표시사항❙

·
·
·
·
·
·
·
·
·

제품명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
원산지
영양성분표시
순중량
생산일자
저장방법
생산자, 유통자 정보
주의사항

항목
표기 언어
제품명
원재료명 및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 해당)
영양성분
(가공식품 해당)
내용량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 등의
상호 및 주소
원산지
생산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가공식품 해당)

설명
- 일본어로 표기하는 것이 의무임. 글자 크기는 8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통일됨
- 품명, 종류, 유형 등을 기재해야 함
- 중량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기함. 원재료의 원산지명 및 수출국의
원산지명을 명확히 표기해야 함
- 건강 증진법의 영양 표시 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성분 명시해야 함
- 내용중량(그램, 킬로그램), 내용체적(밀리리터, 리터), 내용수량(개수 등
단위) 중 하나의 방식으로 표기함
-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의 명칭 및 주소를 표기함
- 원산지 국가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개월 미만일 경우 년, 월, 일순으로
표기하며, 3개월 이상일 경우 년, 월만 표기함
- 제품 개봉 전 보존방법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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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사 종류
◦ 서류검사

- 수입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통관 결정
◦ 모니터링검사

- 검역소에서 직접 정밀검사를 수행하여 통관여부 결정
- 검사항목 : 잔류농약, 곰팡이, 방사선, GMO 등이며 문제발생 시 전량회수
- 검사비용은 일본 정부가 부담
- 검사비율은 평균 10% 정도이며, 2회 위반 시 30%로 강화
◦ 명령검사

- 민간 공인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통해 통관여부 결정
- 위반경험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약식품안전국 식품안전부와 감시안전과
수입식품안전대책실에서 매년 명령검사 대상을 설정하여 각 검역소에 통보(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까지)

- 명령검사 대상은 수출국가, 대상 식품, 검사항목 등이 지정되어 있음(리스테리아처럼 치명적인
병균은 별도의 단계 없이 바로 명령검사 시행)

- 명령검사는 등록된 민간공인검사기관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수출자 부담
- 검사기관은 수입식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창고에 가서 시료 채취하여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 통관, 부적합일
경우는 반송 또는 폐기됨
◦ 자주검사

- 규격기준, 적정첨가물 확인 등 후생성에서 제시하는 주요 항목을 수입업자가 민간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것
◦ 포괄적 수입금지 제도(Comprehensive Import Ban)

- 특정국가의 특정품목 부적합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제도
□ 검역 문의 연락처
❙요코하마 식물 방역소❙
◦ 위
치 : 〒231-000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5-57 요코하마 제2 합동청사 내
◦ 서 무 과 : tel : +81-45-211-7150 / fax +81-45-201-2360
◦ 수입문의 : tel +81-45-211-7152 ~ 4 / fax +81-45-211-0611
◦ 국내문의 : tel +81-45-285-7135 / fax +81-45-211-2171
◦ 수출문의 : tel +81-45-211-7155 / fax +81-45-211-2171

- 17 -

❙나고야 식물 방역소❙
◦ 위
치 : 〒455-0032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이리후네 2-3-12 나고야 항만 합동청사 내
◦ 서 무 과 : tel +81-52-651-0111 / fax +81-52-651-0115 (부서공통)
◦ 수입문의 : tel +81-52-651-0112 · 0113 · 0132
◦ 국내문의 : tel +81-52-659-1357
◦ 수출문의 : tel +81-52-651-0114

❙고베 식물 방역소❙
◦ 위
치 : 〒650-0042 효고현 고베시 1-1 고베 제 2지방 합동청사 내
◦ 서 무 과 : tel +81-78-331-2806 / fax +81-78-332-2796
◦ 수입문의 : tel +81-78-331-2386 · 2376 · 4201 / fax +81-78-391-1757
◦ 국내문의 : tel +81-78 -389-5320
◦ 수출문의 : tel +81-78-331-2384

❙모지 식물 방역소❙
◦ 위

치 : 〒801-0841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1-3-10 모지 항만 합동 청사 내

◦ 서 무 과 : tel +81-93-321-1404 / fax +81-93-332-5189
◦ 수입문의 : tel +81-93-321-2601 / fax +81-93-332-5182
◦ 국내문의 : tel +81-93-321-2809 / fax +81-93-321-0481
◦ 수출문의 :tel +81-93-280-4319

□ 관세납부와 수입허가
◦ 납세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된 기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 세관에서 서류 및
검사가 완료된 후에 바로 납부서 교부가 가능함.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세 구역
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없음
◦ 관세나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세관은 즉시 수입을 허가하게 되며, 수입자 또는 화주에게
수입허가증을 발행함
◦ 일본 HS코드 및 그에 따른 관세율 검색은 하기에서 가능
:

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jsessionid=GqV9bDSGcn704G9npFDMyLpf1
H7F69MQQ1TXBJQpGdhdCRJxnVyx!25388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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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
가. 사전신고제도
◦ 수입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7일전부터 신고하는 제도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필
증명서 발급
◦ 검사가 필요 없는 물건은 도착 후 바로 유통 가능하므로 시간이 절약되나, 검사가 요구
되는 물건은 사전신고의 이점이 없음(cf. 한국의 경우 도착 5일전부터 신고)
나. 계획수입제도
◦ 특정 식품을 주기적으로 반복 수입할 경우, 첫 회 수입 시 검역소에 연간 수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증이 발급되며, 일정기간 동안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제도
- 1년간 : 밀, 대두 등 곡물류, 유채씨, 참깨 등(신선채소류는 제외)

- 3년간 : 식품제조용 기계, 기구 또는 용기포장
- 계획수입 취소 :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있다 판단될 경우
- 연간 계획에 따라 정확한 날짜에 수입하는 경우 첫 수입 이후 서류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 있음
- 사업자가 연말에 수입실적을 일괄 제출하여 세관의 수입정보와 검역소 통관정보를
확인점검
다. 수출국 공공검사기관 제도
◦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에서 사전 검사를 받아 그 성적서가 첨부된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해
검역소의 잔류농약 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미생물검사는 생략 제외)
- 운송도중 세균, 곰팡이 등 발생 우려 품목은 제외

- 명령검사 해당 품목은 제외
- 채소류 중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깻잎 5품목 외에는 잔류농약성적서를 한일간 인정
라. 동일식품 계속수입제도
◦ 특정식품 등을 반복 수입할 경우, 처음 수입 때 신고서에 검사성적서가 첨부되고, 심사
결과 문제없으면 일정기간 해당 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다음 수입 시 해당항목의 지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
- 다만, 이력 관리를 통해 수입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할 수 있음(통관 모
니터에 이력자료가 공지되는 경우와, 검사원의 판단으로)
- 동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동일제품이 동일 제조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어야 함

- 원재료, 첨가물 등 성분 및 사용량이 동일해야 함
- 검사명령 품목은 생략 불가능(1차 농산물은 해당 안 됨)
- 아플라톡신(곰팡이 독소), 세균 검사결과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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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전확인제도
◦ 수입되는 식품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하다는 것이 수입 전 사전에 확인되면, 해당 식품에
대해 수입 검사가 일정기간 생략(검사명령 관련 및 모니터링 검사 품목 제외)됨과 동시에
신고 후 신속히 신고 완료 증명이 교부됨
- 대상품목 : 농산물 비가공제품(신선)은 해당사항 없으며, 가공식품 또는 기구류가 해당됨
- 제조자가 수출국 정부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후생성에 제출
-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6개월임
- 한국 업체가 한국정부에 신청하면 검토하여 일본정부에 요청, 일본정부가 등록 수락
- 수출국 현지 실사는 직접 실사 확인 또는 상대국 정부에 관리 위임하기도 함
- 현지실사에 따른 비용 관련한 공식적인 비용청구는 없으며, 실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례상
한국정부 측에서 부담
- 등록효과 : 수출업체 행정업무 간소화, 식품검사비용 절감, 위생․ 안전성 신뢰 구축
- 연 1회 검사 → 3년 1회, 검사비 절감 (2천만 원/연간)
바. 우수공인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AEO 업체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제조업체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NACCS이용,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
-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
-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AEO 대상으로 화물도착 전 신고, 납세신고 전 화물
인수 및 사후납세, 보세지역 반입 전 수출신고, 신고에 의한 보세장치장 설치, 법규 준수
정도에 의한 심사 및 검사비율 경감 혜택을 부여함
□ 통관 및 관세 납부 문의 연락처
❙하코다테 세관❙
◦ 위치 : 〒040-0061 Hokkaido, Hakodate, Kaigancho, 24−4 函館港湾合同庁舎
◦ Tel : +81-138-40-4261
◦ E-mail : hkd-gyomu-sodan@customs.go.jp

❙도쿄 세관❙
◦ 위치 : 〒135-0064 Tokyo, Koto, Aomi, 2 Chome−7−１１ 東京港湾合同庁舎６階
◦ Tel : +81-3-3529-0700
◦ E-mail : tyo-gyomu-sodankan@customs.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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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세관❙
◦ 위치 : : 1-1 Kaigandori, Naka Ward, Yokohama, Kanagawa Prefecture 231-0002
◦ Tel : +81-45-212-6000
◦ E-mail : yok-sodan@customs.go.jp

❙나고야 세관❙
◦ 위치 : 2 Chome-3-12 Irifune, Minato Ward, Nagoya, Aichi Prefecture 455-0032
◦ Tel : +81-52-654-4100
◦ E-mail : nagoya-gyomu-sodankan@customs.go.jp

❙오사카 세관❙
◦ 위치 : 〒549-0011 Osaka Prefecture, Sennan District, Tajiri, 泉州空港中1
◦ Tel : +81-6-6576-3001
◦ E-mail : osaka-sodan@customs.go.jp

❙고베 세관❙
◦ 위치 : 12-1 Shinkocho, Chuo Ward, Kobe, Hyōgo Prefecture 650-0041
◦ Tel : +81-78-333-3100:
◦ E-mail : kobe-sodan@customs.go.jp

5. 반출 및 운송
◦ 제출서류의 하자가 없고 관세 및 세금의 납부가 완료되는 경우 세관은 수입허가증을 발행
◦ 화물선이 도착하면 화물은 컨테이너 야드 또는 컨테이너화물 스테이션 등의 보세 구역
에 반입됨
◦ 수입화물의 인수에는 선박 회사가 발행하는 배달 주문(D/O : Delivery Order)이 필요
하며, 수입자는 선적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을 선박 회사에 및 세관에 제출하고
배달 주문(D/O)을 교부
◦ 이 D/O와 수입허가서를 보세 구역의 담당자(컨테이너선의 경우 컨테이너 야드 사업자 및
컨테이너화물 스테이션 운영자, 벌크 선 등의 경우 본선의 선장)에 제시하고 화물을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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