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식품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입식품 관리법 1992 (이하 ‘동법’)의 요건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동법에 따라 적용되는 표준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 검사체계(IFIS)에 따라 식품은 식품 표준 규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역과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은 다음 두 가지 검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위험



감시

이 항목에 따라 검사 빈도와 적용될 검사가 결정됩니다.
감시식품이 호주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될 때 농업수자원부는 보류 명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류 명령은 동법에 의거한 법적 조치로서, 향후 부적합 식품에 필적할
만한 화물이 반입될 경우 해당 부적합 사유가 시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농업수자원부로 회부합니다.
보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100 퍼센트 검사를 받게 되어 향후 위탁화물을 감시하고 해당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취한 조치가 호주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보류 명령은 그 대상 식품이 호주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화물이 5 번 연속으로 호주 표준을 준수할 때입니다.

최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식품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수입 식품의 소유주는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표준 준수



식품의 등급 하락(해당 경우)



식품의 이출



식품의 폐기

What happens if my food fails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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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이 동법에 따른 해당 표준을 충족하는 것은 수입업체의 책임입니다. 동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동법에 의거 위법 행위입니다.

식품이 보류 명령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식품 화물이 보류 명령 대상일 경우 검사 전 부처에서 발급하는 식품 관리 인증서에 그 내용이
안내될 것입니다. 보류 명령 대상 식품은 검사 또는 검사와 분석을 통과할 때까지 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류 명령 대상인 식품의 공개된 목록은 없습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식품은
농업수자원부가 해당 수입업체에게 알립니다. 농업수자원부는 식품 수입업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 정보는 기밀로 분류됩니다.

보류 명령 대상 식품의 호주 반입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식품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 화물에 대해 보류 명령이 적용한다고 해서 해당 식품이 다음 번 수입될 때 호주 시장에
유통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입업체나 소유주가 애초에 발생한 문제를 시정하고 식품이 검사를 통과하면, 해당 식품은
유통을 위해 반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류 명령에 반하는 통과 허가로 간주됩니다.
일부 라벨 표기 문제는 수입 시점에, 그리고 수입식품 검사체계 담당관의 검사 전에 시정할 수
있습니다.

보류 명령은 어떻게 철회됩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류 명령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위탁화물이 5 번 연속으로 검사 또는 검사와 분석을 통과할 경우



표준 또는 검사 요건이 변경되어 보류 명령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식품이 식품 표준 규정에 부합한다고 입증하는 정보를 호주 농업부 장관에게
제공했을 경우

일단 보유 명령이 철회되면 보류 명령 대상 식품에 대한 회부율이 감시식품 검사율로
회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