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사료 Q&A 자료
이 자료는 반려동물 유기사료에 대한 관련 종사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추후 관련 규정 개정 시 일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토일 : 2018.12.01.)

1. 유기사료란?
❍ 유기사료는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 물질, 합성화합물, 호르몬제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사료입니다.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14.1월부터 소・돼지・닭 등 가축 유기사료
인증이 도입되었고 ’17.6월부터는 반려동물(개・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이 시행되었습니다.

2. 반려동물 유기사료의 유기원료 함량은?
❍ 반려동물 유기사료는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95% 유기사료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② 70% 유기사료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 위 ①과 ② 제품에 5% 또는 30% 이내로 사용하는 비유기인
원료는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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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사료 인증 절차는?
❍ 인증 받기를 원하는 사료업체는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서, 인증품
제조・가공 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관 목록, 신청서 서식, 인증절차 등 인증 관련 정보는 친환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조회 가능
❍ 인증기관(농관원 지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모든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유기사료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4.

반려동물 유기사료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원료는?

❍ 반려동물 유기사료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유기원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유기 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②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

가공식품
❍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위 유기원료 외 다음
원료를 제품 중량의 5% 이내(유기원료 70% 이상사료는 30%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유기배합 사료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나목1)과 2))
②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식물성․동물성 사료 원료

※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물질, 합성화합물,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동물용의약품을 유기사료에 첨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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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기사료 인증품의 표시사항은?
❍ 95% 유기사료 : 유기인증 로고(표시도형),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문자표시가 가능하며 주 표시면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에
유기 문자표시가 가능합니다.

※ 주 표시면 :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사료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 지는 면을 의미함
❍ 70% 유기사료: 주 표시면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에 유기문자 표시는

가능하나,
- 유기인증 로고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문자표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0% 유기 제품임(70% 유기, 70% organic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포장재의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 등 인증정보(참고3 참조)와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제조업체와 제품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6.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사료에

‘Made

with

organic’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Made with organic ㅇㅇ’은‘유기 ㅇㅇ으로 만든’과 같은 의미
이므로 국내 유기사료 표시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ㅇㅇ에는 사용한 유기 원료 명칭 또는 유기원료 품목군의 명칭(사용된 원료의
해당 품목군이 모두 유기원료일 때)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Made with organic’은 미국 국가유기인증프로그램의
표시사항이므로 미국 또는 제3국 수출 시에는 해당국가의 법령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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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에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는지?(유기
원료를 사용한 경우)
❍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인증로고나 유기 문자표시, 이와
유사한 표시(외래어 ·외국어 포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 인증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외국어 표시 포함)행위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임
❍ 다만, 유기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유기원료의 함량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합니다.
①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원료인 경우 →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 원료 사용 표시 가능
② 특정 원재료로 70% 미만 유기원료를 사용한 경우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 사용
가능(주 표시면에는 유기 표시불가)
③ 제한적 유기표시를 한 경우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

원료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1) 사용한 원료의 명칭: 유기농 쌀(5%), 유기농 아마씨(3%), 양고기...
(예시2) 사용한 원료의 명칭: 유기농 쌀, 유기농 아마씨...유기농 원료 총함량(13%)
❍ 위 제한적 유기표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유기사료 또는 동등성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
- 따라서, 외국 유기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받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적 유기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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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개․고양이 사료는 언제까지 유기 표시가
가능한지?
❍ 인증 준비기간 등을 고려,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에 한해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외국의 유기인증
표시가 가능합니다.

※ 해당 인증 유효기간이 이미 종료된 제품에 대한 외국 인증 표시, 일부 인증
원료를 사용하면서 최종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는 허용되지 않음
❍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한 경우 친
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9. 수입 유기사료 신고 절차는?
❍ 유기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착항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② 거래인증서 원본, ③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
※ 수입신고 관할 농관원(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참고5를 참조
❍ 신고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착항지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 가능합니다.

※ 수입자는「사료관리법」에 따른 일반사료 수입 신고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사료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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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반려동물 유기사료 표시방법 예시
1. 95% 유기사료

[주 표시면 이외 표시면]

[주 표시면]
○ 제품명에 유기농, 유기사료 표시 가능

○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가능

○ 인증로고 표시 가능

2. 70% 유기사료

[주 표시면 이외 표시면]

[주 표시면]
○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유기농 oo로 만든 등) 가능

○ 유기농 문구 표시 가능

※ 제품명으로 유기농, 인증로고 표기 불가
○ ‘70% 유기’ 등 유기원료 함량 문구 표시

○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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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의 제한적 유기표시 예시
1. 유기농축산물 함량 70% 이상(비인증품)

[주 표시면 이외 표시면]

[주 표시면]

○ 유기농 원료 사용 문구 표시 가능
○ 주 표시면에 유기농 관련 표시 불가능

○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가능
※ 총함량 또는 원료별 유기 함량 비율 의무표시

2. 유기농축산물 함량 70% 미만(비인증품)

[주 표시면 이외 표시면]

[주 표시면]

○ 유기농 원료 사용 문구 표시 불가능
○ 주 표시면에 유기농 관련 표시 불가능

○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만 유기농 표시
※ 총함량 또는 원료별 유기 함량 비율 의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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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포장재 인증정보 표시 방법
인증품의 표시사항
◦ 생산자 : ④
◦ 포장장소 : ⑤

①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②

③

◦ 전화번호 : ⑥
Name of certifying body :

◦ 생산지 : ⑦

Certificate Number:

① 표시 도형
- (도형 내부 문구) ‘유기농’ 글자는 ‘유기사료’ 또는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 농식품부(MAFRA)는 흰색 표시, 활자체 고딕
- (도형 작도법) 녹색이 기본 색상이며 파란색·빨간색·검은색 가능
※ 유기원료 70% 이상 인증품의 제조·가공·취급자는 유기로고 사용 불가
② 인증기관명, ③ 인증번호
-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 표시(인증기관명은 약칭 사용 가능)
-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생산자와 포장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
④ 생산자 :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기재
⑤ 포장장소 :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
⑥ 전화번호 :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번호
⑦ 생산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 표시
※「사료관리법」에 따라 포장재에 표시한 항목이 인증정보 항목과 동일한 경우,
해당 내용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인정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5, 6 및 고시(세부실시요령) 별표4 참고
** 표시도형 파일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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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 인증기관(’18.10.1. 기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주)우리농인증원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055-941-0828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051

033-732-4234

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136길 30

053-326-9895

(주)오씨케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농산물품질평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02-522-4351

1103호(방이동, 대우유토피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062-530-20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7
(화서동) 7층 2-1호

031-298-6615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화양동)

02-450-4200

(주)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

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1길 20 (목천동)

063-856-0907

건국에코써트인증원(주)
주식회사 녹색친환경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주)비씨에스코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단월동,
건국대학교 충주(글로컬)캠퍼스)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2길 3

1599-6259
055-356-627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66 908호,
909호, 910호 (성수동2가, 서울숲드림타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11길 20
(쌍용동)

02-2281-9237
041-562-6265

농업회사법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경상북도 상주시 발산로 31 (초산동)

054-534-7060

주식회사
(주)에코리더스인증원
(사)친환경축산협회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Kiwa BCS Oko Garantie GmbH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0 (도곡동,
양재SK허브프리모)B1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35 (거여동)
한동빌딩 3층

02-393-3922
02-401-6888

18 Eton St Nundah Brisbane , QLD Australia

07-3350-5706

Marientorgaben 3-5Urnberg, Germany

041-562-6265

※ 친환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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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 신고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남지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49번길 16

055-275-2813

인천사무소

인천 연수구 넘말로47번길 30

032-310-3600

평택사무소

경기 평택시 비전동 630-12

031-550-4400

삼척·동해사무소

강원 삼척시 원당로 3

033-574-6060

군산사무소

전북 군산시 조촌5길 59

063-440-7300

목포·신안 사무소

전남 목포시 호남로64번길 19

061-243-6060

순천·광양사무소

전남 순천시 지현길 100

061-742-6060

부산사무소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93

051-868-6060

울산사무소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436

052-265-6060

※ 유기사료가 수입되는 착항지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사무소에 수입 신고
(예시 : 평택항을 통해 수입되는 유기 사료는 농관원 평택사무소에 신고,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유기 사료는 농관원 인천사무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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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7) 수입신고서 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의4호서식]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고시기

A:본신고[
B:사전신고[

]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성분등록번호

한글명

)

(FAX :

)

HSK번호

신고 총중량/총금액
kg/
용도

제품 유형
등록성분명 및 그 함량
년

월
년

일(제조일)부터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제조회사명
수출회사명
수송편 종류
및 수송편명
보관창고

(FAX :

대표자
업 종

명 칭

유통기한

일

대표자
업 종

전화번호:

제품명

월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전화번호:

제조업자

년

]
처리기한

신고인

(제1쪽)

신고일

US$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수출국
주소
주소

수입항

입항일
년

화물관리번호
(전화번호:

월

일

선하증권(B/L)번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신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첨부서류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
증서 사본
2.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한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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