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반려동물용 식품(사료/간식), 펫푸드 수출 시 적용되는 규제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
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
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
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문의하신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일본에서 강아지 및 고양이용 식품(사료/간식)에 대해서는 반려 동물용 사료(Pet food) 관련 규제가 적용
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동물(가축)용 사료가 아닌 반려 동물용 사료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동물용 사료는 해당 동물이 사람의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려 동물용 사
료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해당 규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육류 유래 제품일 경우 일반 소비자용이 아니어도 육류 통관 관련 규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내 수입업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일본의 반려동물용 사료 규제
일본에서는 가축용이나 식용 동물이 아닌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용 사료(Pet food, ペットフード)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일본 내 제조/수입업체가 농림수산성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1. 관련 기관
# 관할 정부부처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http://www.maff.go.jp / 반려동물사료 페이지 http://www.maff.go.jp/j/syouan/tikusui/petfood/#qa
-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消費・安全局畜水産安全管理課) 반려동물용 사료대책반(愛玩動物用飼料対策班)
문의처: https://www.maff.go.jp/j/syouan/tikusui/petfood/p_toiawase/famic.html (일본어)
# 등록 관련 문의처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 Food and Agricultural Materials Inspection Center)
- www.famic.go.jp / TEL: ++81-(50)-3797-1830
- http://www.famic.go.jp/ffis/pet/nousei_kankyou.html 에서 지역별로 각 지방사무소 전화번호 확인

2. 관련 법률: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약칭: 펫푸드 안전법=ペットフード安全法)
펫푸드(종합 영양식, 일반식 외에 간식이나 스낵, 껌, 보조식품, 미네랄 워터 등 개, 고양이의 식용으로써,
동물용 의약품 등 이외의 것)에 대해 규격 기준과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http://www.famic.go.jp/ffis/pet/hourei/sub1_houritu.html (일본어)

3. 반려동물용 사료 규제 개요: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
-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syouan/tikusui/petfood/#jminasama (일본어) 또는
https://www.maff.go.jp/j/syouan/tikusui/petfood/pdf/160422_leaflet.pdf
-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http://www.famic.go.jp/ffis/pet/index.html (일본어)
A. 기준・성분 규격
농림수산성 대신 및 환경 대신이 정한 성분 규격 및 제조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개 및 고양이용 펫푸드
의 제조・수입・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해 물질 등이 혼입된 펫푸드가 유통되었을 경우, 국가
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폐기나 회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국가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보고의 징수, 농
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에 의한 입회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용 사료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규정
http://www.famic.go.jp/ffis/pet/hourei/sub1_seibunkikaku.html (일본어, 2018.11.30.) 또는
* 반려동물용 사료 내에는 각각의 물질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 류
곰팡이
중금속 등

유기염소계
화합물

농약

첨가물
기타

물질 등
아플라톡신 B1
디옥시니발레놀
카드뮴
납
비소
BHC
DDT
올드린·딜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로에폭사이드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피리미포스메틸
말라티온
메타미도포스
글리포세트
에톡시퀸·BHA·BHT
아질산나트륨
멜라민

상한치(㎍/g) (수분량 10%의 경우)
0.02
2(개용), 1(고양이용)
1
3
15
0.01 (α-BHC, β-BHC, γ-BHC 및 δ-BHC의 합계량)
0.1 (DDD 및 DDE 포함)
0.01 (합계량)
0.01
0.01 (합계량)
10
2
10
0.2
15
150 (합계량) / 개의 경우, 에톡시퀸 75 ㎍/g 이하
100
2.5

- 제조방법 기준
분 류

물질 등

유해미생물

유해미생물 전반

첨가물

프로필렌 글리콜

원료 전반

기타 유해물질 등

기준
가열하거나 또는 건조할 경우, 원재료 등에 유래하며, 또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고양이용에는 사용해서는 안 됨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거나 또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거나 또
는 그러한 의심이 되는 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됨

B, 사업자 신고
펫푸드의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법인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일본 내 주요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농림
수산성 농정국(農政局) 등에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내 사업자가 신고)
- 제출서류: 신고서, 사업자가 실재하는 것을 증명할 서류

C. 기록 보존
펫푸드의 수입업자,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소매를 제외)는 수입 및 판매한 펫푸드의 명칭, 수량, 수입
연월일, 하자 등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컴퓨터에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D. 판매용 개 및 고양이 펫푸드의 라벨링: 일본어로 표시
- 펫푸드의 명칭(견용/묘용 구분)
- 원재료명(원칙적으로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원재료를 사용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시)
- 상미(賞味)기한(취식 가능 기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원산지 국가(최종 가공 공정을 완료한 국가)
참고 : http://www.pffta.org/hyouji/howto.html
참고로, 의약품적인 효능 효과를 표방 또는 암시하는 표시는 약사법에 저촉되며, 그 외에 과대한 경품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 등은 경품표시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제품 등록 방법
- 제출 서류양식 확인 https://www.maff.go.jp/j/syouan/tikusui/petfood/
5. 펫푸드 공정거래 협의회의 표시 사항(회원사가 아닌 한 자율 규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비회원사를 포함
하여 일본 내에서 시판되는 거의 모든 펫 푸드가 해당 표시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
* 펫푸드 공정거래 협의회(ペットフード公正取引協議会): http://www.pffta.org
위 3. D의 5개 항목 외에 아래 사항 표시 (http://www.pffta.org/hyouji/guidelines.html (일본어) 참고)
- 목적(예: 성견용 종합영양식)
- 내용량
- 급식 방법
- 성분

참고
# 그 외에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도 참고해 주십시오.
- 농림수산성 > ペットフードの安全関係（ペットフード安全法 事業者のみなさま向けページ）펫푸드안전관계
https://www.maff.go.jp/j/syouan/tikusui/petfood/
- KATI 농식품수출정보 > 일본 펫푸드 시장 현황 및 한국산 펫푸드 진출안 조사(202.02.07.)
https://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o?board_seq=90160&menu_dept2=48
- KOTRA 해외시장뉴스 > 일본 반려동물 사료 시장 동향 (2020.09.18.)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30&CONTENTS_NO=1&bbsSn=254&pNttSn=184680
위 조사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일본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아래의 현지 기관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 KOTRA 일본 지역 본부 http://www.kotra.or.kr/KBC/japanese/KTMIUI010M.html
나고야 무역관, 도쿄 무역관, 오사카 무역관, 후쿠오카 무역관
-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무역애로상담 1566-5114 http://tradesos.kita.net/trade_sos/tradesos.jsp
도쿄 지부 http://tk.kita.net/ TEL: ++81-3-6826-5170/FAX: ++81-3-6826-5171~2/ jjpp@kita.net
※ 자료 출처
- 일본 동물검역소 > 동물유래제품을 해외에서 일본으로 반입하려면
http://www.maff.go.jp/aqs/languages/bring_meat_kr.html (한국어, 2019.04.22.)
- 일본 동물검역소 > 輸入畜産物の検査手続
http://www.maff.go.jp/aqs/tetuzuki/product/46.html (일본어)
- 일본 JETRO > 食肉および食肉製品の輸入手続き：日本
https://www.jetro.go.jp/world/qa/04M-010887.html (일본어, 2017.04)
- 농림수산성 > ペットフードの安全確保のために
http://www.maff.go.jp/j/syouan/tikusui/petfood/pdf/160422_leaflet.pdf (일본어, 2016.04.22.)
- 농림수산성 > ペットフードの安全関係（ペットフード安全法 事業者のみなさま向けページ）
http://www.maff.go.jp/j/syouan/tikusui/petfood/#qa (일본어)
·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
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