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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을 위한 현지실사 대응 및 규제정보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류영진 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

❍ 주제

: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및 주요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

❍ 일시

: 2018. 9. 13.(목), 13:00 ~ 17:30(4시간 30분)

❍ 장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컨퍼런스룸)
:

제외국(미국, 캐나다, 일본 등) 식품수출 관련 업체

주요 교육 내용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식품수출업체를

❍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방안 및 미국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 미국

9월 13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5층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제외국의 식품 수출입 관련 비관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식품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대응 방안과
국가별 규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미국
현지실사 현황 및
활용 방안
▲미국
현지실사 대응 사례 발표 ▲캐나다 식품검사청 현지
실사 현황 및 점검 항목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의도적 오염
완화전략 최종규칙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캐나다 식품안전
규정 제정 내용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현황 등입니다
FDA

HACCP

FDA

‘

’

‘

’

.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나라의 식품안전 관련법과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수출국 현지 실사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이번 설명회는 식품 수출 입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누
구나 사전등록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 1 -

FSMA법 ‘의도적

FDA

실사 대응 사례 발표

오염 완화전략’ 최종규칙 개정 동향

❍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제정과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관련 동향

컨퍼런스룸(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설명회 개요(안)

❍ 참석대상

- 현지실사 사례 및 주요 수출국 식품 규제 개정사항 알림 (

수출지원을 위한 현지실사 대응 및 규제정보 설명회

설명회 일정(안)

시간
발표 내용
비고
13:00∼13:50 50분 ․미국 FDA 현지실사 현황, HACCP 활용 대응 방안
13:50∼14:20 30분 ․캐나다 식품검사청 현지실사 개요 및 점검항목
14:20∼15:20 60분 ․미국 FDA 현지실사 대응 사례 발표
15:20∼15:30 10분 ․휴식
FSMA법 ‘의도적 오염 완화전략’ 최종규칙
15:30∼16:10 40분 ․미국
제정 및 대응방안
16:10∼16:50 40분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제정 현황
16:50∼17:30 40분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현황
※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시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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