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식품업체
신고 요건
NSW 식품청은 이중 신고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2015 년
9 월부터 소매 식품업체는 지역 카운슬로 업체 정보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고 관련 변경 사항
식품청은 지역 카운슬에 제공된
식품업체의 정보가 식품 표준 규정과

현행 업체 정보를 카운슬에 제공한
소매 식품업체는 신고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정보
도매업체와 제조업체를 포함한
무면허, 비소매 식품업체는 종전대로
식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식품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03 년 식품법에서 의도한 식품청의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법적 요건 및 신고 결과에 부합하는

식품청 웹사이트의 식품 소매(Retail)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contact@foodauthority.nsw.gov.au

따라서, 식품 소매업체는 이제 더 이상

신고 요건

 www.foodauthority.nsw.gov.au

식품청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레스토랑, 카페, 슈퍼마켓,
보육시설, 이동식과 임시 식품 판매대
같이 지역 카운슬이 식품 안전을
감독하는 소매 식품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해당 지역 카운슬로 업체 정보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를 보유한 식품 업체들은 면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당시
업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소매 식품업체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지역 카운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란, 업체명과 연락처, 위치,
사업주 정보와 해당 식품 사업의 특성
등을 비롯한 업체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허가나 승인을 신청할 때나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카운슬은 이러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업체 정보 제출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역 카운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ore resources at foodauthority.nsw.gov.au

nswfoodauthority

nswfoodauth

 1300 552 406

카운슬이 할 일
소매 식품업체 관련

종전대로 기존 절차를 통해 소매 식품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받고, 여러
웹사이트에서 식품청의 식품 신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참조 링크를 비롯해
해당 자료와 양식을 삭제. 이 외의 조치는 불필요.

비소매 식품업체 관련

비소매 식품업체들에게 식품청 웹사이트 안내

(도매업체, 제조업체 등)

업체가 할 일
기존 소매 식품업체

업체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 카운슬에 통보
웹사이트에서 업체가 소재한 해당 지역의 카운슬 검색:
www.olg.nsw.gov.au/public/my-local-council/find-my-council.

신규 소매 식품업체

업체 정보를 해당 카운슬에 제공

비소매 식품업체

식품청 웹사이트 방문: www.foodauthority.nsw.gov.au

About the NSW Food Authority: The NSW Food Authority is the government organisation that helps ensure NSW food is safe
and correctly labelled. It works with consumers, industry and other government organisations to minimise food poisoning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nd regulating the safe production, storage, transport, promotion and preparation of food.
Note: This information is a general summary and cannot cover all situations. Food businesse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all of
the provisions of the Food Standards Code and the Food Act 2003 (NSW).

6 Avenue of the Americas, Newington NSW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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