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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법조항 

소량의 육류 가금류 혹은 가공유제품성분을 함유한 수입식품에 관한 

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시행공지 

수입업자, 중개인 관세국경보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 다른 관계자에게의 서신 

샘플,ＶＳ양식 16-3 ，ＶＳ양식 1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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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G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국민건강보호에 

전념하며 소량의 육류, 가금류 그리고 가공유제품성분을 함유한 수입식품에 관하여 

식품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수입업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반입하는데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 수입업자들은 미국으로 이러한 종류의 

제품을 반입할수 없읍니다. 

배경
G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연방육류검사법, 

가금류제품검사법 그리고 유제품검사법의 법령권한하에 육류 가금류 그리고 

가공유제품을 통제합니다.의도적인 멜라민을 오염시킨 분유가 세계적으로 

유통되었던 것을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낮은 위험식품으로 알려져 왔던 것들에 

대한 최근의 식품안전사고들을 볼때 식품안전검사청은(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관할권내의 모든 제품의 안전을 확실히 함으로서 

미국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빈틈없는 태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연방육류검사법, 가금류제품검사법 그리고 유제품검사법의 법령권한하에, 육류 가금류 

유제품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이들은 이러한 성분들이 승인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승인된 출처라는 것은, 육류 가금류 유제품성분들이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검사하에서，혹은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검사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소량의 

조리된 육류 가금류성분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승인된 출처임에 대한 보증없이 

국내로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2009 년 6 월 22 일부터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은 육류 가금류 혹은 유제품성분이 불량품질로 제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식품안전감사청의 

결정없이는, 소량의 육류 가금류를 함유한 식품수입업자들에게 수입허가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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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 개요
G

본 지침서는 미국내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주 소량의 육류 가금류 가공유제품을 

함유한 제품이 어떻게 처리되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류 가금류 유제품성분은 언제나 승인된 출처에서 들여져 왔었어야 했읍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역할에서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나 국방부， 관세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그리고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와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의 

2 차적인 역할만을 해왔읍니다. 최근 사태는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읍니다. 

2009 년 6 월 22 일부터,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식품이 승인된 출처에서 온 것임을 확인하는데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육류나 가금류제품의 출처에 대해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이 원하는 서류증명이 어떤 것인지, 또한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이 개입함에 따라 

미국으로의 제품수입과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에 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읍니다 

6 월 22 일부터 소량의 육류 또는 가금류제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다음의 두 단계가 

적용됩니다. 

1. 육류, 가금류성분은 승인된 출처에서 온 것이라야 합니다. 예. 

미국안전검사청의 검사하에， 혹은 이와 동등한 외국검사시스템을 거친 인증된 

업체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2.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은 출처국가의 동물질병상태를 이유로 제품에 대해 미국내 반입을 

제한합니다. 그러므로 동물질병에 관련된 제한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수의청, 수출입 국제센터 

에 문의해야 합니다.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은 수입이 미국동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물건강보호법의 법령권한하에 수입을 통제하며 미국으로 육류 

가금류 가공유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수의허가서를 발급합니다．지원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VS 양식 16-3 을 

작성함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동물질병에 관해 위험사항이 

없으며 그러므로 이 경우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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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동등하게 간주되는 국가로부터의 것이어야하며 미국으로의 수출 

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의 것이어야 합니다. 

6 월 22 일 이후 허가를 받으려는 제품들에 대해서,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은 소량의 육류 혹은 

가금류를 함유한 그 제품들이 승인된 출처에서 온 것이라는수입업자의 

증명없이는 허가승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예.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검사하에 생산되었거나 혹은 미국과 

동등한 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국가로부터의 인증된 업체에서 

제조되었다는 것) 

만일 식품에 함유된 육류나 가금류성분이 승인된 출처의 것임을 서류로 증명할수 

있다면, 그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될수 있습니다.일단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이 수입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은 허가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소량의 육류 가금류 혹은 

가공유제품성분을 함유한 어떤 식품은 동물건강에 위험을 주진 않을수도있고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이 발급하는 수의 허가서(양식 16-6A) 승인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이러한 성분들은 불량제품으로 제조되지 않음을 확인할수 있게 고안된 

검사시스템하에서 제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내 반입은 

승인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이들은 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의 허가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을 경우라도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허가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류 가금류성분이 승인된 출처에서 온 것임에 대한 수입업자의 인증을 근거로 

허가서가 발급될수도 있지만 각 제품의 발송때마다 서류증명를 갖추어야 함은 

수입업자의 책임입니다.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승인되지 않은 출처로부터의 소량의 육류 가금류를 함유한 제품이 미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억류할 것입니다. 이것은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시행전략이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진행절차
G

새로운 수입허가지원절차가 마련되기 전에, 2009 년 3 월 19 일에 시작된 2009 년 

6 월 22 일까지 90 일간의 시행단계가 있습니다. 이 90 일의 기간동안,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은, 

규정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에 문의해야 할수도 있을 현행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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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허가에 대한 수정사항 없이, 현재의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은 

현재 만기된 수입허가와 2009 년 6 월 22 일 이전에 만기되는 허가에 대해 90 일 

연장기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2009 년 6 월 22 일 이후부터 수입업자는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허가증이 발급되기 전에, 제품에 사용된 육류와 

가금류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009 년 6 월 22 일 이후부터는, 미국으로 반입된 제품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절차에 

따라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과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수의 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 모두에 대해) 

수입업자는, 요구될 시에, 특정제품에 사용된 육류와 가금류성분이 승인된 

출처로부터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이 

부여한 90 일간의 연장기간이 끝나는 2009 년 6 월 23 일부터, 동식물건강검사청 

(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은 지원서와 VS 양식 16-3 을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으로 보내 육류 가금류성분이 승인된 출처의 것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은 지원서를 검토하며, 지원자의 이해를 도와 필요한 서류를 갖출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승인된 출처의 것임에 대한 내용증명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동식물건강검사청 (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시스템은 증명서류가 첨부되는 것을 허가합니다. 지원자는 허가지원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지원수속에 드는 시간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앞서 명시한대로,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은 서류를 검토하여 육류 가금류식품성분이 승인된 출처의 것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수입자가 식품에 함유된 육류 가금류성분이 승인된 출처의 것임을 내용증명할 수 

있다면, 완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국가의 등급과 무관하게 미국으로 수입가능합니다. 

만일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수입된 식품은 미국상거래로의 수입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며동식물건강검사청 (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은 허가승인을 거절할 것입니다.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으로의 문의사항은 

이메일 permits@fsis.usda.gov 이나 전화 (888)-287-7194 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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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G

수입자는 육류 가금류제품성분이 승인된 출처의 것임을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에 인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육류 가금류 식품성분이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검사를 거쳤거나 동등한 국가의 인증된 업체로부터 온 

것이라는 증명으로 그 인증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서류증명은 여러형태로 

갖추어질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화물인수증, 생산업체로부터의 송장, 혹은 그 

성분이나 완제품의 출처인 국가의 정부로부터 이러한 효력을 가진 진술장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근거가 될만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육류 가금류제품성분의 원산국가
G
 육류가금류제품성분이 처리된 업체
G

추가로, 만일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허가에 지원했다면, 유효한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허가 지원참고번호를 모든 지원서류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이 제품이 승인된 

출처의 것인지 증명하는데에 사용될수 있는 서류 종류의 추가적인 예들은 부록에 

있습니다. 서류증명의 종류에 관해 문의사항은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이메일 permits@fsis.usda.gov 이나 전화 (888)-287-

7194 로 하시면 됩니다.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G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허가서에 지원하는 법
G

APHIS 의 수입허가에 지원하시려면, 수입업자는 허가지원서(VS 양식 16-3)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웹싸이트 http://www.aphis.usda.gov/. 에서 지원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으신후 작성하신 양식을 

팩스로(301) 734-8226 에 보내시면 됩니다. 또한 E-Permit 을 통해서도 지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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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시고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E-Permit 은 웹방식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지원할수 있고 지원상황을 확인하고 발급된 허가서와 다른 사항들을 

일람하실수 있으며, USDA 전자인증이라 불리는 로긴 USDA 와이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서에 E-Permit 을 이용하려면 2 등급 접근방식으로 

전자인증구좌에 등록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페이지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eauth.egov.usda.gov/eauthCreateAccount.html. 

또한 아래의 수출입동물제품 프로그램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VS 수입허가지원, VS 

양식 16-3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USDA, APHIS, VS
 
National Center for Import and Export
 

Products Program
 
4700 River Road, Unit 40
 

Riverdale, MD 20737-1231
 

수입허가지원에 관해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물제품프로그램에 전화 (301)
G
734-3277 나 팩스 (301) 734-8226 로 연락해주십시오.
G
제한동물제품 수입관련 서비스에는 사용비가 청구됩니다. 원료수입, 미생물과
G
병원균매개동물의 운송,수의 허가지원을 하시려면 수속전에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G
수표, 머니오더 (USDA, AHPIS 로 지불되도록),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아멕스,
G
또는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G
APHIS)사용비 크레딧계정을 이용하려 지불하실수 있습니다. 일년에 6 번이상의
G
활동사항이 있으시면 사용비 크레딧계정를 권해드립니다.
G

사용비 크레딧 계정를 개설하시려면 사용비 크레딧지원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G
온라인, 전화 (877) 777-2128 (미국 캐나다) 또는 (612) 370-2291 (사용비관련
G
도움센터); 또는 서면으로 아래의 주소에 요청하시면 사용비 크레딧지원서를 받으실수
G
있습니다.
G
보내실 주소는다음과 같읍니다.
G

USDA, 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Business Services, Minneapolis 

Business Site, Accounts Receivable Team, P.O. Box 3334, Minneapolis, MN 

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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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절차
G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가공된 유제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수개월동안 절차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식품에 가공계란이나 보통계란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더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12 개월에서 18 개월동안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수입업자, 소량의 육류 가금류성분을 함유한 제품제조업자들, 협회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에게로 더욱 활동영역을 넓혀갈 것입니다.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또한 거래에 미치는영향을 평가할 

것이며, 미국으로 소량의 육류 가금류 또는 가공유제품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납품하는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그 성분들이 승인된 출처에서 온 것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성할수 있도록 

연방등록 문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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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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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의 예
G
다음은 수입업자가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과 동식물건강검사청(USDA’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에 제출할 서류들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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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성분표에 명시된 육류 가금류 가공유제품성분의
G
함량에 대한 증거로, 식품성분표가 사용될수
G

있습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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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Product Food Company, Inc.
 

닭수프 성분 

조미료 xx % 

소금 yy % 

탈수치킨 r % 

이스트 q % 

설탕 ss % 

탈수야채 t % 

HVP( 식물성가수분해단백질 ) h % 

조미료 x % 

양념 c % 



      

      

     

 

육류 가금류 가공유제품성분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육류 가금류 가공유제품성분이 가공된 업체를 밝히기 

위해서, 수출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가 사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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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lCT OFFICE
Pel'llOHAflbHblH arAtJl

RFA- 046676
exPORTING COUNTRY
CTpaHlt-:mJoprep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C~¢KlIlle lllt'm.l AiteplfXlf (CiliA)

CERTIFICATE NO, , Ceprnq,.II(aT Nil

COMPEttNT MINISTRY
l(oMneTeHTk~ """'HctepcT80

U.S, bEPARTMENTOF AGRICULT1JR6
MHKhcrepcno cenLCfIOrQ xOl~iicT8a CiliA

ESTAI3L1SHMENT NUMBER 'hHERE TllIS CERTIFICATE ~
HOMep npeAflll~_TI!_. Ha KQTOPOM(lbUllIbI/laH ceptH¢I<I<3T ,_

VeTERJNARY CERTIFICATE FOR BEEF AND BEEF BY-PRODUCTS
EXPORTED FROM THE USA TO THE RUSSIAN FEDERATION I

BeTepJtHapH~H cepTucpa..KaT H2 2KcnopnipyeMble M3 .cWA B
POCCtlKCKYIO¢eAepa4JtIO rOBJl,qHH}' lot rOBmKlsM cy6npoAYKTb'

1. PRODUCT IDENTIFICATION Hf.qeKTHcpMKa4MH npoJIY.~HK

NAME OF. DATE (OR RANGE MJMBCROF KINO OF CERTIFJCATE ESTIPLANT NET v.1OlGHT STORAGEANO
PRODUCT OF OATES) OF pACKAGES PACKAGING NUMBER ON NUMBER ON Bee Herro TRANSPORT CONDI1l0NS
HaMUetloeaHKe PRODUCTION KomNecrso nm yn8tCoalQf PACKI\GE PACKAC3E (lNDICATE IN DeGREeS
npoA~1I AaTa (MIt AOn.!) ynaf«>80K HOMep HQIoCaP CElSIUS)

1lbIpa5onGt cepTH4'1I1C3T8 npeJlnpMlITM" YCIlOmIII XpatfeHltll M
waynaKOIlICe H3 yn3KOllkG TpaHCIIOpnlpoBI<JI .

(~Telmep8TYpy •
rpIIAycax no 4e11l>C11lO)

!OZEN 6EEF Q1EEK CARoBOARo 13500;00 res
:AT f9~ - BoXES - 6t23.6KG -18C27/0812008

~
~ I----

~
~ t-- ---:--.. r----- --2. ORIGIN OF PRODUCTI np0a4CX~eHHe npo.qyKl,(MH..

FSiS APPROVED ESTABLISHMENT NUMBEMioMeP npeAnptlRTlle. 3apentCTpllp0s8HHOe FS1S

-
PROCESSING eSTABLISHMENT PROCESSING/COlDSTORAGE COlD STORAGE FACIUTY NUMBER
NUMBER ESTABLISHMENT NUMBER HoMep XOI1(W1f1bHM«a
HOMeP nepepaGan.lBaIOLilaco npe.q. HOMep nepepalSarblBalQUleco .

. "P"All1" nPeAnp..mAlXonoAl4liblfM~

- NOT APPLICABl.E -
;t.AUGIfTERINGlPROCESSING
~STA6USHMENT NUMBER
IOMep tJoI1Hlf/nepepa6aTl>ll!alOUlero'
peAnpl1l11l1A

, 3. PRODUCT'S POINT OF oesTINATION I KoHS'IHbI" hYttKT A0CTa8~ nPoAYKqM"·

800~.

. . Ilhedatae M••eua"I:II~":>
tdOLl;)lfe wit sisd llWEUm 1!I'{1f~H<1>6

dY1l.'v'lSmOdll3 SIS"f 03M1JNI (ut!HiuMdo) '1:l14UtlbUI ( ~IOt:>3H1'v'NI€lI!JO) 3l:lnlVNOIS



IJAMEANOAOORESS Of CONSIGNEE 
Ha~~~ fII'i!APCCnCUi'f"ti!ITeI1" 

:::'1\';' 

'"' 
. exp¢ltnNGCGlJtfffiY· T):'#~.NlT.E,9 ~t\re:& (\!~}, _, _rO,IS1flCT1""'M1\>I"It1p;rfl1''''''!''''~£'l..an.~~1IIi1!<la oifJ.,iiia~O~Tti· ' • Cboii~ ••• ~ .•••~ •••·(CIlIAI' r ,,', , ., 'I;4ImfE.flf'OUGGtSTR.i9'- .. , 

CQMPETEliTt.\IJ'll:rTRY 
K""'1ttEiiTit&ii"'t<..cri~ , .:~~~~~~r~A~¢ili<,,;,,"~Wi~~~~~ERt!F! 

NMIEOF 1\$1'WEiG!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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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WITH'ITfsCERTfFiED THAT I ~!ICTO~MYAoCTOlie~~TOI: 

··~il~.•~~l~~i~£~~~ 
. ;, .. , ..re~«Ii~~e"hffilj'lif?JaI,§laug/lif#'i~fld,~cmortem ,Y6!enna1Y 'sanitaryexamin'alloRof',~ a.t-!lndmeal bY'-,lllld


, , - , ..:. ~;~~~tt~q~~i.~li!lfl~#t~!!ip.t~~,o(~~~!.i!lrY.~JBi@i., ",-H, ,,--' '... ,'," "" ' ' .,
..-, 
Maco ~W!cHbie eyb"np6t\YKTbI'i"IOJ¥ieHbl ar YOOR,\j'riepepa6~ m.H~ecl\l4 l,I!.opoebiX cSIiHe'i:i,'Koropbie hPOI1Q(O,(Il'IT 113K<tiRiiCTB, '
 

, Ii.);;eCrHoc;e.:i, 6lJln'Oi101iY'lfl~ 110JapaaHblM 6ai.1aiAAM :,,;.Mi!qr.ii~ix:B' T.'+.;a¢pl1KaHcXoii ~};Mec8~ei1. 8 ni4eH~noCileAkl1X 3-r'
 
nsr fjil1'epp.IiT<l.O~itl'~aHb': : RlllYP)" se3l1KyJlRPfioi16oneaHiI cak!l!nl II reye~U1e nocneAHMX 12 M'eCll4ell,H3 TeppHT<lRMIt crP,BHbI;
 

: Xlla,CC!1"et/io" ~y~~'~i1H<:if. !lK~OOT\I~el;!(\)~)' 3"4~~l:i'~eJ:)i1Tt:'CBII\1~i\, (PQIIe.mH Tew~l<a).II ~e~I}'~\oi!C- 12 a
 
:- \oiairAloI};ffiI1~'h1II~N1t.mlP"II~V'~~~;~!l~,"P~!l\.~~~»~f,:II;,,: _';"",
 

?erepljHaplIo-caHl(rap/l<lli 3~eprnJa Wlca 11cyon/lOAYKTOB He'_$IB~na opl>f3I<aKOB ABHooro 3aOOneSaHI<R, ' 

~6J~~~~~~<"-~~1t~~~~~;id~~~~~~~;~~;;:. 
;4m,~R:~ Kit~~~e np' .,..•.. 

o6ir.ipjlK~fi~KJi.liH~itx n~ 

'".,' _::.;: .fI'. ; . 
.., I'J .-r=r. 

; FSlS FQRM 9450-3 (1 H16/20061 PREVIOUS EDITIONS ARE OBSOLET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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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t ~ceiv~~\~ttl:),~~,:ta.\::P9i:kif'lQ;faC!liti~s (Slaug~er hou~es), licensed bythe central ~e!eri~ary service 

orJ'~~~Y{i.". .~~r~.~~~:,}~,h)~ f~!fJ¥)~enecss~ary .velennary san Itary reqtnrernenrs and are unde~permanEnt 

·r:~:t·~~~~~i~~:~~i~;'~~:J,~~6~a;~~~l(:(QOiiHfik),HMe~Uj~xpa3pew~Iifl~:lje!i.TpaJIbH6~.~erep~~~;;~O~i~~~~.' 
qp?!iI!!'();!l~~B!I'e:Ilp(?MJCLif"(.t;!ia,~l(q;lOilr;.C)li.E'l,;i!9I4ft1C~o,£;V.MbIM aerepi1HapKo-caHIHapi'lI;IM rpe50ea.4k,<lM '1 kaxOA-'l14HXCR noA'::::::(:::::~~=h:~:~::::l~:::~rOCZir.gt=::~'~:h~'cf'!he iim~.and.l~mp~~~!0ie··teg!(tde$,···'a~rdin~,t~
lis(ed below (underline wt.)jch}... . , ;., '. . , . " '. 

S 4enRx 'fIl"'1rOlf(e~HiI rpIX~He;;ft 'c~ell:ee '[iw:o ryoA~eAf}liro 3.aM6pQ3~e npK O.qKCM 113,HI>\li<ey~aJaKH6tX pelluiMoa s aKbioll1UHli' 
(Ii'tJO<><i)e.r1QA4ep.u.Y"b}. 

,:1"", .. ::.' ..•~. .; ... 
VeterfnaiY:~€lQiWy:,9hOlina~ot1Rid.not rtiy,!i.af.~.a.ilges )lnl'ui m~,~(d:laractarfstIRgrfoo('~fl(jl~Gifi·C!iSeasean\fo{,.,er cOi'itag[OtiJ. I' 

.disea$·es,'drmfes!afton by- helmihtf]s. Ser~coafs' were,fnliid'll'rid Iymphllltc rio<teS 'were: nor ternb'led.· .< • • ••. , • 

r¥~'i:ip&eAe~~~ MJic,a ~~p6HapYi«e~o M;.r;:~Uiypa 11APyr~k~rePIAHap:Ho.cafnrraPHod·~~p.niJbl 1<3M~He~~~.:~a#~:iT~Pfil>!ic

6oiTeJ'!iew,jl.tli6i<:e·(lppa",eHI1H ren'i.W:"i~;,hj!;··Cepo3Hble'otXind<Mi Ke 3a"",,~ait"C&.lJIw<pant'iecriiiiy3ftbl'tie YA·anlfnHCI,.
 
'.t~,,,:,,~;~~..~~::II~~::.~ . .". : .~t • -r- .. '. ; . =:: v-.: .. :'}: ~~ ' ....It;.~r:~·;'

M~i;~o'd in!iel,b~p..pd~Ic1S ,ha"e /lIJhelpalomas, ullremoYed abcesses, ga~y larvae, n1(ldl~t1icalq,(1!'!n:t[~a~90, ~ot <,If srneill!n,u~u~ 
fOr'me~t:(l!~f;t:'ffl -sfored ~nQ1i'aiispc;rleif if!p.iopikf~mp' mu{ere' ienipef.l{uritnopigner. .~aiclnar~er!fs~1Vq~s:etc;};wiir:ii e7iitii!~;fiitern?l'

. lhai1ini/ltlS .6.d!3'9(ees Celsios; d(l no~contajil preservatives, show no eviderl~ of'iflfection wiih Salmonella or' other bacter:a!lh(ectior1s', 
...~ai:~n.9.t1Jf-H~9Jd i,ei1Ain~}1~;di~t~~li rnj~. ...:_ _ ' . , __ .. .~9fiTlgAubS~~h~$J. ?! UI~f~jj~!~t

M••to·" "'l;¢t,,,,e ~yl)'npo'!\y"'b! He iiMell1T reMaToM. t.e){Aane-Hf(bIX a&:eceoa, 1iH4~Ht$ltCBoAOB, ",exal"".jec!(l,lJ( :laq;R3lf6l.Mit
 
HeCaol~i:TB.eHHOrb 1It~a:cy3llhaxa'.11 tlpI1B~ye.a.(pbl6b'; ,,9KaperneIlH!;I)( Tpa8, il9KapcrReHI.fbiX Cpe,qctB H ,!lJ').); xpatmnl1Cb' Ii
 
.r.pa~ciloP't..l~e;lr:>1C!>c cot:iI1IO'AeH~eM :i:e',(Jiepaf}'HO(O pillKi1 •••.a; "Me~T :rer,mepliryry a 1'Cnwe Mblui~ 'I "00'1>11 tJ:I~'BIolU1e M"~YC
 
8tP.a;I\yqol{4fui~"~'i lie coAepiKaf cp'e,qcre r.ot,<OOpe.ilPOBilHM, He ,OOOeMCHCf<l>I Wil1 Bo~6YA"''retJ!i\I''/lPyr>lX
c$bMoiiennal.\l1
 
6a~.\ep>\aIJI>HDI)( HHctie~1I11P., He o5i?afiaTbl!i'iim1Gb KpaGllO:lI1MI1eel1l!lCT!l3MI:f, HOk0I13l1P)rtOU\11M l<3Jly;leHt19r,n<!rllfY!1brpact!llOJTetOf!blMI1
 
flY':iaMI1'; , .. ' ~ ··· 1 .. _ "', ...., . ".' ' __ ';"'. .
 

Me~t ali~ m!/ai b.y~p[Oducls do nOlipQl)!:iin hamnful;tllSldtiE!:lI of the .~JI~~!lgc:on'lPo:nd~:.ria!J:fl<!i<\t.~Yiltfie~ic:eslt'?9~~12o()r 'horm?Oal
 
suq~~~f~s.'~y(~p$tati¢!".ai1{i?ici!,~.. '.'iW1' :1"~~'~~tl~'fi?;f}~~mpff,~3f;A~:Pf~ .
 
~.e~. .1l).!Hta,!'Jlj).§t, . .' .~Q9!>;:B.;tI.Qt!Q.ttli!tQ.9iliI1.pr nM~ ...grJI1't •....'
~;'...,:=.w~.,.".¢,..~;;.:::~~~
~i;C~~:~I?~~Wa·$ukCV;;;ij~~"~rn.., '(&dd~). '.~oM~pa MRCO~o~~kll%~ ",. -.

P~I.lJ9,Jn~t\!if~!~;pr-eviotiSiy u~seda.rid $alW"~s necessary l;ah~aiy'hY9Iene r~Q\1lr~ents. 
M~tep;;W:iAiI~.ynW<~BKHI1cnOJ1b;'3y9'T'Cl1 anep$b!e 11 YAoaneniopsteT He615i<oi;;i1MbIM caH.rrapHo·f1oIrl-ie~W~eclG1""TpeOOBai"'''IIM. 

Me?osQr'trjiiSpciino(.rrieat,kifi!ip.~,~1!1ti9H .r.~ ,\5.E:,'!;t\lq<ln~pt~pare4j~~s<;pr.E~!1~iw)!t1 !lJ!l'J'1i~~.<!pPri9ii~din the USA 
. TpaHCn,optHble-cpe,il,dtes o6pai5b'-raHbl H·~o#OrO!jJiei'IT;OI·CootBercn.H":cnpH,;~nTM" B>CU:JA-np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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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ottrt crt.llo it¥It .wyen IN, cortif"oc:ala -r 1'8Qlllr\ •. fitw 01110I 
FOOD SAFElY AHf) INSPECTION SERVICE 1I'Ct'e1tlWl"C1,OOQot~._(fIOrmtcrw.""CIwo,......or"""(18U5ClOOIV~ 

. FIElD OPERAnONS pttIoIIIfa lIIiatlrdwb F•••• 1ioIoCI! ~Acl121 use en (bJ (I),. !2a,.., (S). ZI ~c; I1Q 
MEATAHD POULtRy E)(PORT cmnFlcATE OF' '1fld1tlo~~~AclI21 USC~(clll). (2).nlS).~ uscellflOrll'l . WHOU:SOllau:SS ~arflll*'SaI!hIIIltIot~«~~ 

o!Sl'RrcT OFFIce COUNTRYOF DESTlNATION DATE ISSUeD • 
Afameda RepubficOf Korea 0$127107 MPG - 705220 

. PRODUCT EXPORTED FROM: 

CITY 

o @ SlAUGHTeRING PlANT .•.•.. 

o @ PROCE$SING PLANT 

~ @ WAREHOUSE.
 
TOTAL MARJ<ED NET WEJGfiT TOTAL CONTAINERS' o @
 DOCKSIDE 

26020.31bs 1300boxes 

. PRODUCT AS LABELED SHIPPING MARKS JJ 

205 Frozen Beet Chuck
 
Inis Short Rib U.S.DA Select
 

305 Frozen Beef Chuck T8D 6853.2 - - ••
lap U.S.OA Select Ib --! -135 Frozen Beef Rib 11327.8 -
nJs Short Rib U.S.DA Seled Ib ... - ; - .:.' 

--------..-.:~----___1I_-~.+_-~-+_--~....._---t_----.. 

:MARKS .' 

cERTtFY that the meat or meat .food product specified hereOn Is from ailmaIs that received both antemor1em and postrnoMtn·1nsPection .ncf 
~.$GUnd and healtliy atid ChatI rw bMft'lRspec:ted 1m.passed as provfdedby lawand l8gula~ons of the rJepartmenl artd Is sound llId 

::$tT1fY tII8f tile poulZry end pculZry procklds apecificd ebcWe came ttom birds Ihat were offlclally given Ia:Ianfemo(tem and postmortem . ~=~~CCOrdaft08 with appliCabfa laws and regulations of IheUnited States Departmenl of Agriculture and arewf\ole$otne alld 

-
NOT VAllO UNLESS SIGNED BY AN IHSP Y INSPEcnON PROGRAM 

INS 

ThIs ~ Is rec:eivibleln all.CDul1s 01 the Un/fed Stat~ pIfm r ... tnrth of the Itatemants therein cotitalnad. 
.:ni1$~rtiIJCOt~t~lIure-to~mety-wtff:\."'W--Cllt"cauJatm-(~~-S:ta!~U(8 

t, 

'DUPUCATE
 



P.006 

'<:: 
CORRESPONOfNG EXPORT CERTIFICATE (FSIS FaRIA 9OSt:h!.i) 
NO. 

NPG-705220 

eST. NO •.•NAME. AND AOORESS OF COLD STORAGE(S) StAUGHTERDA1lES· (IAut hc:lIde mardh. 4q.lltld 'J(Itir. oa rqa ant 
~)July 11, 2007 TO August 28, 2007 
Pftoa:SSlNG DATES • (MIIIt ~ manIh. dI!'f and)oat. Dat:liIIInQII&are 

~~July 18, 2007 TO August 29, 2007 
CONTA!NSR HUldBER 

,. Tile Unned Stares hll b80n ~ ttom foof and mouUtdfaeasa and hUla. walcular cll&e8Sa'or file past 2 rears; ft haa baGn frH 61)11'
ifn~ contagious bo'llne p/eulQpne~ lumpy aia'nclbeaae, rftIvalley fever, for Itla past S rears. Thole has nOfbeen ant' wcdM.1ion 

agalnstaliyolltwuibOVe cIlI88Sas. ,. . . 
.	 / 

2.	 ThO beef WlJi detMId ftam ca1IIo barn and raised b 111. United Slare. 0( fIom cattleImpolted from UoxIoo In ~ YtfIh U.s. Import
 
requtramen18 and were relJdent In fie Unlfod StaCesft)r at ~ 100'cllVI pckIt to~. .
 

3.	 Tho alaughf« c:aUII wece net IU~ or cOnftnnedBSE cues, or can6tmeclor auspe.:t J)l'OQenlell 01'c:ofIct1G or SSE cas-. as cf6ftned rn 1he
 
TerreAiaJ An!maJ Heallh Code edop(ecf by Che Wodcf OllJanlzallon rot AnImal HaaIlh (OlE).
 . .
 

••• The s&aughl8r cdJe wen. detanalned to be leas Ulan 30 monltlS of age acccrdfng (0 documenfa ~ Idenl/f)' tho age or lit denlfllon.
 

s. Tha ~ cdfoJ rn IfIe es1ab/IIIIInents ~ by the KaI88II oovammant paaaed antemOltam and poatmOr18m Inspeccron condldld by
 
USDA wteMarialll and WII8 cSe1anI\lnod to be &OWldand Ilealln)'.
 

fl. Till slIWgftIarClUlewefOnot IU~ to. ~ ~ pdotto slavghCar, With a device InJecCIno compIessed e1rcrGalnlo!he ~I 
C'aVIfY.«to a pllh!ng ptOC8SS. 

7. Tho beat was proc;;ossecf Wla maMeC 10 provon( CIOntIInInOllon ~ apecI4ed ,,,* matetfa!. 
,-

Il, Sanitary ~g material was csaed to pacbGe!he beet. 

t.	 Baod on IIle U.S. HatIOIIaf ~ Pragnlln, the bee(" "'" of IiarmIuI ~ues oIantilllolic;e. heavy mal8b. pestJcicfo5, and hcmlonss. The beef 
has lICItbeen .fmIdlaIecf CI uv truatad. Tenderiura haw not becnll41dud. 

10. The be&! wa& ~ ICCOl'dIntJ to tile U.S. PIItfIogen RedidonlHACCP S)'6iama ReguIilllOn. 

1. The beet was ptOdIlced. .wed. and tanapo.1ed In • .anlaty manner. 

2. ~ beef Was cfetMd frOmcda abuahtnd In ftIa Unbd sta~ 

.•.... Q. ... 

.~~; ;',: ~\.. ~.. DATE 
.'-' ~. 

.(11/'27/07 .. . . 
..... . 

p~ous EDlnONS ARe OOSOLIiTE 

1===::;===_.-===-=-=====-===-=-=-==-=--==-=--=-======= ...-



11128/2008 15:31 FAX 
.	 " ,',',,' ;t,,\ ,...• ; -.' . '-.~-. -' 

DISTRICT OFfICE COUNTRY OF DESTINATION 

MPH -	 131037,Springdale. Arkansas 
EXPORTED BY (,4ppll~8I?J~ 

~••'!•.;, 

o e S~UGHTERING PLANr 
o C PROCESSING PLANT 

IXOW~E : 
• TOtAl.	 MAAK.a> NET WilGHT TOTAL CONT1meRS ,0 @ OOCK6IDE "
 

51.313ItJg.
 

, EROF	 !, 

mIGHt OF ' PACI<AGe$IN	 itor I U:IT 

Frozen Chicken,SnI~ f,fO Leg Meat 51.l13 -'-	 -
i 

: 

,REMARKS ' 

I4'oduct har'd fr:o'Zen at time uf foaCing. "
 
TM~, haVe been no outbre~ Qf fowl pest (foffl, plague) for at:least 00 delYs 'In !he United' st~; ',.. .
 
Furtner. in the area where blrds fOrexport meat::~er.eprodUoed(s..id1.n ~a !)ejng withiO 'il mi~urn . -'-,-
r~~~of 50 !dIOc'!'et~ fr<1mthe produd:ion fann )r.N~e, disea5e,' :mY'.1 chol!f'~ a.,d other:', ~ ;:' , , T~'.~..	 hW•. OM~~~:~r:gD.~S_- M~~z~~fr$ g~~.mh U~~. ~~"	 ... 

-, 



:- i'iV?~OOB 15: 91 FAX 
, . 

flj004/004 f ... 

. . UNITEDSTAT~~~:i 
fOOD 

. IDfNTlFJCAnON Of PROOUCT 

1.SPf"ClfS .Chicken 

'. 
i.NUMBElt OF PACKAGESO~ PffCE~ 4. NETW~KiHT 

51.31~Ibs. 

ORiGIHOf PROOUCT 

6. NAME. ADDRESS AND ESTABUSHMfNTNtiM8eR 
(For pkstIt.pttlJ1Qriit./lCUI$(\I' ~~) . -

.:. 

r. NAME AM> ADO~Ess OFCONSlGNOR . " . ':' . . '. 
. J.~~. • • . . ' 

. . 

. (.ISO'"' - FSIS :- FO OI~ct Offl~'i"': : '. 
'.' . : 
.• " .••.•• _1.- _ 

'. r: :\.~~~.. 
12. NAMEAND AtioRf$S OF OONSI.GHE£ ...... -

<, • .~ 

'.' . 
. ;.,...y~~:L.: ;.... 

. 

e , 

i 

'=4- ..r: 
, 
}
f· 
I

!. 
i 



u.s. OEPARTMl:NTOF AGRICt!l IVRE AMo..inQIyhlse ~or tN·.allmUon oI.try enrtyonI1U ~C8fe may rmiUII • Citw01110I Ir(lt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than $10.000oc /n'¢sonmenI (orno! mn than We -- ocboIh (IO use 1001). Addi~onal- •• IIi" • flELOOPERAT!ONS ,-- ••••--MEAT AND POULTRY EXPORTCERTlfJCATE Of uIsIlKlIlt(~FodefaI Me8/\n$pecllooAct(21 USC611 (b)(1H2). Jnd{5).21 USC6761 and IIle 

WHOLESOMENESS :!tz,=-=:~~~:a{Cl(1'. (2).lIOa {5~ZI use~611C,un Ul1iulhoiitcd or 

DISTRICTOFFICE COUNTRYOF PESTINATION 

Des Moines etherlands MPH-161179
 
EXPORTED BY {Applicant' Wil
 

~
 
~ ~
 

Q 

!i{i 
gZIPCodeJ 

o @ SLAUGHTERINGPLANT 

~ @ PROCESSING PLANT 

o @ WAREHOUSe 
'OTAl MARKED NET WEIGHT TOTAL CONTAINERS o @ DOCKSIDE
 

11,760lbs
 

NUM6ERQF EST I Pl.ANT NUMBERPRODUCT AS LABELED PACKAGESrN SHlPP!NG MARKS jJ ONPROOUCTLOTlI 

'roliant T5503 
)ehydrated Turkey Greaves 

~.: 
~IFY that ~ meat or meal foOd produ~ ~pecliiO(f hereon 1$from animals that rec8Jved both antamortem and postmortem IOspectlon and 
'ere.foUIld sound and heallhyat1d that It has been inspected and passed 8$ prOvided by.raw and I'8Qu/a\lon$ of the Department and Is sound and 
holeSOlTie. " . . '. '. . 

~ERrIFY thaI ule PoUltry an(f potlllry procfuctsspeclflO(f above came frcm biros that were officiaUy given' an antemortem and posbnortem 
~~~n=~u~ccordan~ wllhappRcable la.WS and regulauons ~ Ihtll!olted Slates Department ofAg.riCUllUreand are wholesome and 

NOT VAUD UNLESS SI.GNED 8Y AN INSPECTOR OF MEAT AND POULTRY INSPECTION PR.:.;:OG;.r.:-AAM;;..;;.;,;~_....,.. _ 
I :, " .: _..•• I: DATE SIGNE()~ 

.By "Mlr of tilt StCfetal'1 D/ Agrlcultwt 10/17/2008 
. ,Thls certJacale Is receIvable In ~II courts of the UnIted 1$ thentIri contained. 

Thlscertiflcate does not excuse faDure to com with an ; :.!~" ••. :." ,-. '_. :. • ;., ar1inent of A rlcullure. 
=QRM 906Q.5 (1211412.O(6) PREVIOUS fOlIlO.NS-OBSOLfllL 

http:Jnd{5).21


United States FO{ld Safety Washington.O.C.
 
Department of and Inspection . 20250
 
Agriculture Service
 

Public Healtb Certificate For Processed Animal Protein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CODsi~ed To The European Community
 

Referencenmnber of'the Public Health Certificate (Certificate Number): MPH 161179 .---------------------------

Heat Treated Shelf Stable 

a Corrugated Bo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IV Health Attestation. 
Thc'Wldersigned, official veterinarian. declares thill: . .
 
- The product meets the requIrements ofDirectfve[SOt1I51EU. . '
 
_ At the time that the product has left the country of origin, samples have been taken to test the product for
 
Salmonella' . .
 
-The result of the test was negative '. . .. '. ".
 
~A&r treatment all precautions bave been made in order to avoid contamination of the treated product,
 . I' .::p8:::~::~_.W:=ith=eu==tren====t:!:Certl=.fi==cate:;;::.==N"-.wn--: :..,-.·-~- : -4.~' -... :~ .•.... :~)10/17/2008 f- ..:-,-,~-·~"';-:"'D- .....••.. ..•.....

. .... '. i '. CEfIDAcAte NO. .L. 
r'. , .* .J511 79*.' 

.' ApPROVED FORT' '•.• 
·.EXP0F:l .. 

Name arid Title of Official vetednadao 

Signature of Official Veterinarian 

:.FSIS fOrm 2630:9 {6/B61 

:.:===:===~=--===================~ ..... 



    

      

   

제품라벨이 육류 가금류 가공유제품으로서의
G
완제품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제품 라벨이 그
G

증명으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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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rrSoup_ThickChkn.ai 

3 

Thick Chicken 
Flavored 

Soup Mix 
artificially flavored 

INGREDIENTS: WHEAT FLOUR, 
CORN STARCH, SALT, SKIM MILK, 
MALTODEXTRIN, SUGAR, 
MONOSODIUM GLUTAMATE, 
PARTIALLY HYDROGENATED 
VEGETABLE OILS (PALM, RICE BRAN, 
SESAME), HYDROGENATED PALM 
OIL, ONION POWDER, ARTIFICIAL 
FLAVOR, SPICE, TURMERIC (FOR 
COLOR), YEAST EXTRACT, LACTOSE 
(MILK), SODIUM CASEINATE, 
DEHYDRATED PARSLEY, 
HYDROGENATED SOYBEAN AND 
COTTONSEED OIL, SUNFLOWER OIL. 

85
00

68
75

 

Nutrition Facts 
Serving Size 2 Tbsp (14g) 
(makes 1 cup prepared) 
Servings Per Container about 4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s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s: 

Calories: 2,000 2,500 
Total Fat Less than 65g 80g 

Saturated Fat Less than 20g 25g 
Cholesterol Less than 300mg 300mg 
Sodium Less than 2,400mg 2,400mg 
Total Carbohydrate 300g 375g 

Dietary Fiber 25g 30g 

Amount Per Serving 

Calories 50 Calories from Fat 5
 % Daily Value* 

Total Fat 1g 

Saturated Fat 0g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Sodium 740mg 

Total Carbohydrate 10g

 Dietary Fiber 0g

 Sugars 3g 

Protein less than 1g 

0% 

0% 

0% 

31% 

3% 

0% 

Vitamin A 0% • Vitamin C 0% 

Calcium 2% • Iron 0% 

NET WT 1.97 OZ (56g)

 Knorr ® Soups for you to enjoy together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WW henever your family is hungry in the evening, you can serve them a variety of Knorr® Soups. 
A thick chicken soup seasoned to perfection with black pepper, onion and parsley. 

H O W  T O  P R E P A R E  
Combine soup powder and 4 cups 
water in a medium saucepan and 
bring to a boil, stirring frequently. 

Reduce heat and simmer 4 minutes, 
stirring occasionally. 

Create your own special recipe by 
adding one small onion (chopped 
and fried to a golden brown) 
to the soup just 
before serving. 

NON VEGETARIAN • Sweet Corn & Chicken Flavor Soup Mix • Hot & Sour Chicken Flavor Soup Mix
 • Mushroom and Chicken Flavor Soup Mix • Chicken Flavor Noodle-Style Soup Mix 

VEGETARIAN • Vegetable & Tomato Soup Mix • Tomato Vegetable Noodle-Style Soup Mix 
• Sweet Corn Vegetable Soup Mix • Hot & Sour Vegetable Soup Mix • Thick Mushroom Soup Mix 

• Mixed Vegetable Soup Mix • Thick Tomato Soup Mix 

#6
84

00
-8

65
06

 3
 

Made in India 

Distributed by
Trade-mark owned or used 
under license by 
UNILEVER CANADA, 
TORONTO, ONTARIO M4W 3R2 
IMPORTED/PRODUCT OF INDIA 

4 SERVES 

SERVING SUGGESTION 

TM 

For Chef Tips visit www.knorr.ca 

Try our other delicious varieties 

® 



    

  

    

 

             

         

         

         

          

    

  
   

 

              

         

          

          

         

          

           

         

 
   

 

        

        

       

         

         

   

        

          

   

식품안전건강청 법규의 관련 조항
G

가금류제품 검사 법조항 

미국코드 21 조 453 항 

453 항 정의 

(f) 가금제품이란 가금류 짐승의 몸통 혹은 그 일부, 또는 가금류몸통이나 그 일부로 

만들어진 생산품을 의미한다. 단, 가금류 성분이 상대적으로 소량으로 함유되어있거나, 

역사적으로 소비자들에세 가금류 식품산업의 제품으로 간주되어 오지 않았던 것으로, 

그런 제품의 가금류 성분이 불량제조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제품이 가금류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장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상태에서 가금류 제품의 

정의에서 면제된 것일때는 제외된다. 

연방 육류검사 법조항 
미국코드 21 항 601 조 

601 조 정의 

(j) 육류식품이란 육류의 전부 혹은 일부로 만들어진 것, 혹은 어떤 가축, 양, 돼지, 

염소의 몸통의일부로 인간식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생산품을 의미한다. 단 상대적으로 

소량의 육류 혹은 그런 몸통의 일부를 함유하고 있거나, 역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육류식품산업의 생산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면서, 그런 제품에 함유된 육류 또는 

그런 몸통의 일부분이 불량제조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제품이 육류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장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상태에서 가금류 제품의 정의에서 

면제된 것일때는 제외된다. 말로 만든 식품에 적용된 이 용어는 가축， 양， 

돼지 염소와 관련하여 앞서 명시된 문장과 상응한 의미를 가진다． 

유제품검사 법조항 
미국코드 ２１조 １０３３항 

1033 항 정의 

（ｆ）유제품이란 첨가성분의 여부와 상관없이， 건조， 냉동， 혹은 액상의 

계란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소량의 계란을 함유한 제품이나， 역사적으로 

장관의 판단으로 보아 소비자들에게 계란식품산업의 생산품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그런 제품의 유제품성분이 불량품질로 제조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제품이 

가공유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장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상태에서 

면제된 것일때는 제외된다. 

연방육류검사 법조항， 가금류 제품검사 법조항 그리고 유제품검사 법조항에 

대한 링크는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웹싸이트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acts_&_authorizing_statutes/index 

.asp 

15
 

http://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acts_&_authorizing_statutes/index


     

    

    

     

소량의 육류, 가금류 성분의 수입식품과
G
가공유제품에 관한 미국 농림부와
G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G
Inspection Service , FSIS)의 시행공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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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육류, 가금류 성분의 수입식품과 가공유제품에 관한 미국 농림부와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시행공지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연방육류검사법, 가금류제품검사법 ,
 
유제품 검사법의 법령권한하에 국내 및 수입 육류, 가금류와 유제품을 통제합니다. 소량의 육류, 가금류와
G
가공유제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모든 식용식품으로서 미국검사시스템이나 승인된 외국통제시스템을
G

통과하지 않은 경우 미국내 반입될수 없습니다 .
 

미국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G
의 동식물건강검사서청은 미국동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물건강보호법의
G
법령권한하에 동물에 근거한 제품의 수입을 통제합니다.소량의 육류, 가금류와 가공유제품을 이용하여
G
만들어진 어떤 식품은 동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수 있고,동식물건강검사서비스가 발급하는 허가
G
(VS 양식 16-6A)에 자격이 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러한 성분이 불량품질로 제조되지
G
않았음을 확신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사시스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미국내 반입이 허가되지 않을수
G

있습니다 .
 
.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법규가, 비교적 소량의 육류, 가금류와 

가공유제품을 함유하고 있는 어떤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검사에서 면제할 권리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이러한 성분이 불량품질로 제조된 것이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으로부터 

면제받은 제품에 사용된 육류, 가금류 그리고/또는 유제품성분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검사 또는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승인을 받은 외국검사시스템하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으로 육류, 가금류 또는 유제품을 수출할수 있는 국가의 리스트는 다음의 

웹싸이트 에 공고됩니다.(예. 소량의 육류, 가금류와 가공유제품 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법적준수의 대상이 

되는 식품) 

http://www.fsis.usda.gov/PDF/Countries_Products_Eligible_for_Export.pdf 

육류와 가금류성분의 원산지 자격요건은동식물건강검사청 (USDA’ 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수의 서비스(VS)가 발행한 허가서에 조건으로 명시되어있으며, 2009 년 3 월 19 일과 그 

이후에 동식물건강검사청(USDA’ 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이 발행한 

허가서는 다음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미국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와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그리고 

검사서비스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면제를 받은 식품에 사용된 육류, 가금류 그리고 유제품성분은 

미국 농무부와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또는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승인을 받은 

외국검사시스템을 거쳐 제조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외국검사시스템과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으로부터 미국수출에 대한 승인을 받은 외국업체에 

관한 연락처는 이메일 permits@fsis.usda.gov : 888 287 7194 또는 전화 888 287 7194 

입니다. 

http://www.fsis.usda.gov/PDF/Countries_Products_Eligible_for_Export.pdf 

수입업자는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의 요구시,
G
동식물건강검사서비스 허가에 명시된 식품에 사용된 육류, 가금류성분의 원산지에 대한 서류증명을
G
할수있어야 합니다.
G

http://www.fsis.usda.gov/PDF/Countries_Products_Eligible_for_Export.pdf
http:permits@fsis.usda.gov
http://www.fsis.usda.gov/PDF/Countries_Products_Eligible_for_Export.pdf


        

             

          

           

           

             

           

   

          

           

             

 

             

            

            

   

      

             

            

          

            

              

          

 

            

            

            

  

             

   

    

  

FSIS 면제 제품 시행 통보서 페이지2 

소량의 육류, 가금류를 함유한 식품에 대한 강화된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2009 년 6 월 19 일 이후 동식물건강검사서비스에 제출된 새로운 

허가지원서를 검토하여육류 가금류성분이 허가된 출처에서 온 것임을 확인하여 수입허가 승인을 할 

것입니다. 수입업자는 미국내 식품반입을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건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수입된 식품은 미국상거래로 수입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수입불가한 제품이 상거래상에서 

발견될시는 제품이 파기됩니다. 

동식물건강검사청 (USDA’ 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는 2009 년 

6월19일과 그 이전에 만기되는 허가에 대해 90일의 연장기한을 제공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90일의 

연장이간이 끝나는 때에 수입업자는 새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앞서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량의 가공유제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강화된 시행프로그램이 곧 수행되어질 것이며,
G
소량의 육류와 가금류를 함유한 제품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량의
G
가공유제품을 함유한 식품에 대한 유효일은 시행전에 미국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G
Agriculture, USDA)가 공고할 것입니다
G

증빙서류는 여러가지 형태일수 있으나 최소한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은 (1) 제품내 육류, 가금류 그리고 가공유제품성분 함량을 제품성분표로 증명하고 (2) 이러한 성분의 

원산지 국가를 밝히며 (3) 이러한 성분들이 제조된 업체를 밝히고(4)다른 육류, 가금류 그리고 

가공유제품성분이 완제품에 혼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5) 육류식품, 가금류식품, 유제품으로서의 

완성된 제품과 다른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6) 성분표에 명시된대로 완제품이 제조된 시설을 밝히고 

(7) 조미된 성분표를 가진 제품은, 그 제품이 실제 육류, 가금류 혹은 가공유제품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있다는 보증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효한허가번호(혹은 지원참고번호) 를 모든 증명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일 식품이 실제로 육류 가금류 혹은 가공유제품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강화된 시행프로그램은
G
육류 가금류 혹은 가공유제품성분을 모방하기 위해 조미된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지하시기
G
바랍니다.또한 이 프로그램은 사람의 식용목적이 아닌 , 애완동물사료나 조제약과 같은 제품은 포함하고
G
있지 않습니다.
G

이 시행공지에 관한 질문사항은 식품안전검사청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G
이메일 ermits@fsis.usda.gov
G
혹은 전화 888-287-7194 로 문의해주십시오 .
 

2009년 3월19일
G

http:ermits@fsis.usda.gov


  

   

    

수입업자, 중개업자,
G
관세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G

Protection ,CBP)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에의 서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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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마케팅 및 

규제 프로그램 

동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 

수의학 서비스 

국립 수출입 센터 
4700 River Road Unit 
40 Riverdale, MD 
20737 

전화 : 301-734-3277 

팩스 : 301-734-8226 

내용: 미국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USDA), 동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수의학 서비스 

(Veterinary Services, VS) 식품 안전 및 검사 서비스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의 육류 및 가금규 성분을 함유한 면제 식품의 수입 허가 절차 변경 

수신: 수입사, 브로커, 세관 및 국토안보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기타 관련자 

2009년 1월 30일에 USDA, APHIS, 와 VS는 USDA, FSIS의 요청에 의해 가금류 성분이 

포함된FSIS 면제 식품에 대해 일부 특정 수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VS는 

소량의 육류 및 가금류 성분이 포함된 모든FSIS 면제 식품에 대해, APHIS, VS, 국립 

수출입 센터 (NCIE)에 제출된 허가신청의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USDA, APHIS 는 미국 동물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위해 동물 건강 보호법 (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해 규정된 

권한으로 동물에서 추출된 제품들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USDA, FSIS 는 국내 

및 수입 육류, 가금류 및 가공된 계란 제품들에 대해 공공 보건을 위해 연방 육류 

검사법, 가금류 제품 검사 법 및 계란 제품 검사법의 권한을 적용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PHIS 와 FSIS 는 수입된 동물에서 추출된 제품이 미국 동물 건강 

또는 공중 위생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정책변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량의 육류 및 가금류 성분을 포함한 FSIS 면제 식제품 

수입자들을 위해 FSIS 와 APHIS 는 그러한 허가의 발급 방식을 수정했습니다. 

최근 허가 절차의 중단으로 인해 신청건들의 처리가 밀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불편을 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싱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접수하는 모든 허가 신청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절차의 일부로, 허가 신청서가 APHIS 에 제출된 후 FSIS 가 이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해야하며 이는 그러한 식품에 함유된 육류 그리고/또는 가금류 성분이 승인된 

출처, 즉, FSIS 의 검사 하에 또는 FSIS 의 승인을 받은 해외 검사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은 외국 시설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업체들은 APHIS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식품에 사용된 육류 그리고/또는 가금류 성분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FSIS 에 직접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만일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FSIS 는 APHIS 에 해당 수입제품이 미국에 상업용으로 수입될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고, 허가증은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VS - 동물안전보호 Health http://www.aphis.usda.gov 국립 수출입 센터 동등한 고용기회 

제공기관 전화 (301) 734-3277, 팩스 (301) 734-8226 

http:http://www.aphis.usda.gov


            

           

           

    

         

      

        

    

   

    

  

     

  

            

      

육류, 가금류 또는 가공된 계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자격이 있는 국가 (즉, 

전체적으로 소량 이상의 육류 또는 가금류 또는 계란가공제품으로 구성된 또는 육류 

식품 또는 가금류 식품으로 분류된 적합한 식품)의 목록을 FSIS 웹사이트인 아래의 

주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sis.usda.gov/PDF/Countries_Products_Eligible_for_Export.pdf 

FSIS 에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permits@fsis.usda.gov 또는 무료 전화번호 (888-287-7194). 

APHIS 에 대한 질문은 크리스토퍼 로빈슨 박사 (Dr. Christopher 

Robinson)에게 Christopher.c.robinson@aphis.usda.gov 로 또는 전화번호 

(301) 734-3277 로 연락하십시오. 

캐런 제임스-프레스톤 (Karen A. 

James-Preston), 부소장, 

수출입을 위한 국립 기술적 무역 

서비스센터 

VS – 동물 건강 보호 http://www.aphis.usda.gov 국립 수출입 센터 동등한 고용기회 제공 

전화 (301) 734-3277, 팩스 (301) 734-8226 

http:http://www.aphis.usda.gov
http:Christopher.c.robinson@aphis.usda.gov
http:permits@fsis.usda.gov
http://www.fsis.usda.gov/PDF/Countries_Products_Eligible_for_Export.pdf


      샘플 VS 양식 16-3 과 VS 양식 16-6A
G
http://www.aphis.usda.gov/import_export/index.s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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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to supply all applicable information can delay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PLEASE TYPE OR PRINT CLEARLY 

No controlled material, organisms or According to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no persons are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vectors may be imported or moved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valid OMB control number. The time required to complete this information The valid OMB control 

interstate unless the data requested on collection is estimated to average .0166 hours per response, including the time for reviewing instructions, number for this information 

this form is furnished and certified (9 CFR searching existing data sources, gathering and maintaining the data needed, and completing and reviewing the collection is 0579-0015, 

94, 95, and 122). collection of information. 0094, 0183, 0213, and 0245.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VETERINARY SERVICES 
National Center for Import-Export, Products Program

4700 River Road, Unit 40 
Riverdale, MD 20737-1231 

APPLICATION FOR PERMIT TO: 

IMPORT OR TRANSPORT CONTROLLED MATERIAL OR 
ORGANISMS OR VECTORS 

1. MODE OF TRANSPORTATION (Please "X"): 

AIR SEA LAND ANY 

2. U.S. PORTS OF ENTRY 

3. IMPORTER (Name, organization, complete address, telephone and fax 
number of individual who will receive and be responsible for the imported material) 

4. SHIPPER(s): (Name and Address of producer/shipper) 

5. DESCRIBE THE MATERIAL TO BE IMPORTED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s applicable: Animal species and tissue of origin of animal product, country of origin of the 
animals from which the raw animal product was sourced, processing country, recombinant system and genetic inserts, antibody immunogens, stabilizers, nutritive factors of animal 
origin in media.) (COMPLETE VS FORM 16-7 for cell cultures and their products.) 

6. QUANTITY, FREQUENCY OF IMPORTATION, AND EXPECTED COMPLETION DATE (estimate) 

7. PROPOSED USE OF MATERIAL AND DERIVATIVES (Also, for animal pathogens or vectors, describe facilities/biosafety procedures) 

8. IF FOR USE IN ANIMALS, SPECIFY THE ANIMAL SPECIES 

9. TREATMENT OF MATERIAL PRIOR TO IMPORTATION INTO THE U.S. (Processing/purification methods, including time at specific temperatures, pH, other treatments, disease 
safeguards, etc.) 

10. METHOD OF FINAL DISPOSITION OF IMPORTED MATERIAL AND DERIVATIVES 

I CERTIFY AS AUTHORIZED BY THE COMPANY/INSTITUTION THAT I REPRESENT, THAT THIS MATERIAL WILL BE USED IN ACCORDANCE WITH ALL RESTRICTIONS 
AND PRECAUTIONS AS MAY BE SPECIFIED IN THE PERMIT. 

11. SIGNATURE OF APPLICANT 

13. DATE 

VS FORM 16-3 (NOV 99) 

12. TYPED NAME AND TITLE 

14. APHIS USER FEE CREDIT ACCOUNT NO. OR METHOD OF USER FEE 
PAYMENT (for VISA or Mastercard include number and expiration date). 



 

 

            

           

  

 

 

 

 

 

  

 

 

  

  

  

 

 

 

 

 

  

 

 

  

  

  

  

 

      
 

 
  

U.S.DEPARTMENT OF AGRICULTUR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VETERINARY SERVICES 
RIVERDALE, MARYLAND 20737 

UNITED STATES VETERINARY PERMIT FOR IMPORTATION 
AND TRANSPORTATION OF CONTROLLED MATERIALS AND 

ORGANISMS AND VECTORS 

PERMIT NUMBER 

C-109257 

Commercial 

DATE ISSUED 

04/29/2009 

DATE EXPIRES 

04/29/2010 

NAME AND ADDRESS OF SHIPPER(S) 

We Got Chicken 

1234 Long Beak Road

Shanghai

CHINA 

CC: 

AVIC, VS, MD (Annapolis, MD)

FSIS, DC (Washington, DC)

FDA (Rockville, MD) 

NAME AND ADDRESS OF PERMITTEE INCLUDING ZIP CODE AND TELEPHONE NUMBER 

Simone J Dedrick 

Chicke Crosses The Road, Inc.

4700 River Road, Unit 40

Riverdale, Maryland 20737

301-734-5890 

U.S. PORT(S) OF ARRIVAL 

AS APPLICABLE 

MODE OF TRANSPORTATION  ANY 

AS REQUESTED IN YOUR APPLICATION, YOU ARE AUTHORIZED TO IMPORT OR TRANSPORT THE FOLLOWING MATERIALS 

Avian - Moon Cakes containing eggs
	

RESTRICTIONS AND PRECAUTIONS FOR TRANSPORTING AND HANDLING MATERIALS AND ALL DERIVATIVES 

THIS PERMIT IS ISSUED UNDER AUTHORITY CONTAINED IN 9 CFR CHAPTER 1, PARTS 94,95 AND 122. THE AUTHORIZED MATERIALS OR THEIR DERIVATIVES SHALL BE US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RESTRICTIONS AND PRECAUTIONS SPECIFIED BELOW (ALTERATIONS OF RESTRICTIONS CAN BE MADE ONLY WHEN AUTHORIZED BY USDA, APHIS, VS). 

o Adequate safety precautions shall be maintained during shipment and handling to prevent

dissemination of disease.
	

o *** THIS PERMIT IS INVALID WITHOUT PERMITTEE'S SIGNATURE ***. "I, Simone J. Dedrick,

certify that this material will be used in accordance with all restrictions and

precautions as are specified in this permit,
	

o ***
	

o *** sign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o ***Each shipment must be accompanied by an ORIGINAL certificate endorsed by a full-time,

salaried veterinarian of the agency responsible for animal health of the GOVERNMENT OF

XXXXXXXXXXXX certifying that: 1) egg is the only ingredient of animal origin in the

exported product, and 2) the egg material in the exported product was heated to a minimum

internal temperature of 80°C, OR heated at a minimum of 180°C for at least 15 minutes OR

the yolks were heated inside the cakes at a minimum of 180°C for at least 30 minutes.
	

o [This certification must CLEARLY correspond to the shipment by means of an invoice number

or shipping marks or lot number or other identification method. An English translation

must be provided.]
	

continued on subsequent page(s).....
	

TO EXPEDITE CLEARANCES AT THE PORT OF ENTRY, BILL OF LADING, AIRBILL OR OTHER DOCUMENTS ACCOMPANYING THE SHIPMENT SHALL 
BEAR THE PERMIT NUMBER 

SIGNATURE Christopher Robinson TITLE 

National Center - Import - Export 

NO. LABELS 

VS FORM 16-6A (MAR 95) Replaces VS Form 16-3A and 16-28 which are obsolete Page 1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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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EPARTMENT OF AGRICULTURE
	
APHIS / VETERINARY SERVICES, RIVERDALE, MARYLAND 20737.


ATTACH TO U.S. VETERINARY PERMIT - C-109257
	

RESTRICTIONS AND PRECAUTIONS: (continued from Permit Form VS 16-6)
	

o ***Product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compliance with this permit may be released

and shipped from the U.S. port of arrival to any address in the United States. The

permittee name and address must appear on shipping invoice/manifest.
	

o Importer is also responsible for obtaining any required authorization from the USDA,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Meat, poultry, or egg product ingredients used in

FSIS-exempted products must be prepared under USDA, FSIS inspection or under a foreign

inspection system approved by FSIS. Contact FSIS via e-mail at: permits@fsis.usda.gov or

by telephone at: (888) 287-7194 for information regarding approved foreign inspection

systems and foreign establishments approved by FSIS to export to the United States. A list

of countries eligible to export meat, poultry or egg products to the U.S. is published on

the FSIS web site at the following address:

http//www.fsis.usda.gov/PDF/Countries_Products_Eligible_for_Export.pdf
	

o Imported material may be subject to regulations enforced by the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Importer must contact the Division of Import Operations and Policy at

Area Code (301) 443-6553.
	

o This permit does not exempt the permittee from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with any other

applicable federal, state, or local laws and regulations.
	

o A copy of this permit must be included with the shipping documents. For imported materials,

these documents must be presented to CBP Agricultural Specialists upon arrival at the U.S.

port of entry.
	

Page 2 of 2
	

mailto:permits@fsis.usda.gov


        

        

       

            

            

          

      

           

       

           

     

          

 

       

  

  

미국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식품안전검사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 나이, 장애, 또한 성별, 결혼여부, 

가족관계, 부모의 지위, 종교, 성적 성향, 유전적 정보, 정치성, 보복성, 모든 개인의 

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회보조프로그에서 오는 경우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합니다.(모든 근거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로 인해 다른 방식의 소통방식(점자, 큰활자, 오디오테이프 등)을 필요로 하는 분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의 타겟 센터로 전화 (202) 720-2600 문의 주십시요. 차별에 대한 불만사항을 

보고하시려면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USDA, Director, Office of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or call 1-800-795-3272 (voice) or (202) 720-6382 

(TDD). 

미국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고용기회 평등 

고용주입니다. 

직원 복지 사무소 (Office of Outreach, Employee) 

교육과 훈련 

2009 년 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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