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홍콩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2020년6월)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대만 : 특이사항 없음
2. 홍콩
□ 인도·이탈리아 일부 지역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6월)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20년 6월,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이탈리아 일부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국가

인도

지역
카르나타카 주 일부 지역
(Karnataka State)
마디아프라데시 주 일부 지역
(Madhya Pradesh State)
케랄라 주 (Kerala State)
트레비소 일부 지역
(Treviso)

이탈리아
만토바 일부 지역
(Mantua)

내용

비고

고병원성
('20.1~3) 對 인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냉동가금육 및 가금류 알
(H5N1)
수입 없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20.1~3) 對 이탈리아
(H7N1)
냉장 가금육 : 약 100kg
냉동가금육 : 약 140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류 알 수입량: 6,000개
(H5N3)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홍콩 식품 안전센터(CFS), 수입 연어 샘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음성
❍ 최근(6월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조사 중 연어를
자르는 데 사용된 도마에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됨
❍ 홍콩 식품안전센터, 수입 연어 샘플 채취 및 시험 결과 발표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해당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함
- (샘플 채취) 6월 15일, 예방 조치를 위해 수입 및 도매 단계의 다양한 장소에서 16종의
연어 샘플을 채취함
* 식품(수산물 포함)을 통해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샘플을 채취함

- (결과 발표) 6월 16일, 노르웨이, 칠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및 덴마크 등 국가에서 수입
단계 및 홍콩 도매상에서 수집한 16종의 연어 샘플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16종 모든 샘플에서 음성 결과가 나옴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수입된 연어는 없음
- 최근 항공 물류를 통해 홍콩으로 수입되는 냉장 연어는 대부분 미국산 및 노르웨이산
이며, 중국 본토에서 수입된 기록은 없음

❍ 음식(수산물 포함)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없음
- CFS 대변인은 현재까지 음식(수산물 포함)에 의한 인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밝힘
- 세계 보건기구(WHO)와 세계 식품 안전 평가 관계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품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여김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대만 : 특이사항 없음
2. 홍콩
□ 4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5.29)
❍ 2020년 4월, 약 11,400개의 식품 샘플이 시험되었음. 결과는 15종의 샘플을 제외하고
만족스러웠으며 전체 만족스러운 비율은 99.9%였음
❍ 미생물 테스트는 병원균 및 위생지표를 다루며, 화학 테스트에는 잔류 농약, 방부제, 금속
오염, 식용색소, 동물성 의약품 잔류물 등이 있음
❍ 미생물 테스트를 위해 약 1,000개의 샘플을, 화학적 테스트를 위해 약 2,800개의 샘플을, 그리고
나머지 7,600개(일본산 수입 식품 샘플 7,200개 포함) 샘플은 방사능 수치 조사를 위해
수집·시험함
❍ 4월에 시행된 시험에 대한 샘플의 품목별 수는 아래의 표와 같음
<2020년 3월 시험 샘플 품목>

시험 샘플 품목
채소 및 과일
곡물 및 곡물 제품
육류·가금류 및 가공제품
우유·유제품 및 냉동 당과제품
수산물 및 가공식품
음료·베이커리류 및 스낵
합계

시험 샘플 수
2,800개
600개
600개
800개
1,200개
5,400개
11,400개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 대만 통관 거부사례 (6월)

(2020.5.30~2020.06.26 현재 기준)

❍ 2020년 6월, 한국 농식품 위반 사례 없음

□ 홍콩 리콜 사례 (6월)

(2020.5.30~2020.06.26 현재 기준)

❍ 2020년 6월 홍콩 식품 라벨링 규정 위반 사례
- 2020년 6월, 총 2건의 한국 농식품 라벨링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음을 발표
발표
일자

제품

가공

6.10

말린 무화과
(Taylor Dried Figs)

한국

가공

6.16

랍스타살 & 게딱지장
(Lobster Meat
with Crab Paste)

한국

분류

원산지

문제 사유

내용

설탕 함량
불일치
나트륨 함량
불일치
이산화황
(sulphur dioxide)
라벨링 미기입

라벨링: 19.6g/100g
검출치: 44.3g/100g
라벨링:105 mg/100g
검출치:190 mg/100g

샘플
회수처
슈퍼마켓
(Tsim Sha Tsui)

슈퍼마켓
라벨링에는 기입
정보 없으나 검출됨 (Quarry Bay)

조치
내용
리콜

리콜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