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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 포 2020. 5. 29.(금)

담 당 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과 장
김 솔

(☎043-719-6251))

사 무 관
최은주

(☎043-719-6256)

무신고 수입산 커피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사
(국가:일본)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무단
반출량
(kg)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UCC ROKKO
ISLAND
FACTORY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8P 볶은커피 ‘21.4.10 2.5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8P 볶은커피 ‘21.4.8 2.5

UCC FUJI
FACTORY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18P 볶은커피 ‘21.4.17 2.5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18P 볶은커피 ‘21.4.14 10

쇼쿠닝 드립 스위트
모카 블랜드 18P 볶은커피 ‘21.4.21 30

UCC OSAKA
FACTORY

유씨씨 더 블렌드 114 인스턴트커피 ‘23.3.3 20

유씨씨 더 블렌드 117 인스턴트커피 ‘23.4.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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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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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회수 대상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쇼쿠닝드립마일드블랜드 8P

․수입 판매업체(소재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서울강남구)

․제조사(제조국):

UCC ROKKO ISLAND FACTORY

(일본)

․유통기한: 2021.04.10.까지

․제품명:

쇼쿠닝드립스페셜블랜드 8P

․수입 판매업체(소재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서울강남구)

․제조사(제조국):

UCC ROKKO ISLAND FACTORY

(일본)

․유통기한: 2021.04.0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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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쇼쿠닝드립마일드블랜드18P

․수입 판매업체(소재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서울강남구)

․제조사(제조국):

UCC FUJI FACTORY(일본)

․유통기한: 2021.04.17.까지

․제품명:

쇼쿠닝드립스페셜블랜드18P

․수입 판매업체(소재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서울강남구)

․제조사(제조국):

UCC FUJI FACTORY(일본)

․유통기한: 2021.04.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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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쇼쿠닝 드립 스위트 모카

블랜드 18P

․수입 판매업체(소재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서울강남구)

․제조사(제조국):

UCC FUJI FACTORY(일본)

․유통기한: 2021.04.21.까지

․제품명:

유씨씨더블렌드 114

․수입 판매업체(소재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서울강남구)

․제조사(제조국):

UCC OSAKA FACTORY(일본)

․유통기한: 2023.03.0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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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유씨씨더블렌드 117

․수입 판매업체(소재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서울강남구)

․제조사(제조국):

UCC OSAKA FACTORY(일본)

․유통기한: 2023.04.13.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