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리콜과 회수
식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식품의 리콜과 회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소매상은 리콜된 식품을 판매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식품 리콜이란?
식품 리콜은 식품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때 취해지는 조치로, 해당 식품은 판매에서
제외됩니다. 식품 리콜은 보통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서
실시하며, 반드시 주정부 및 연방 정부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수란?
회수란 식품에 공중 보건이나 안전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음식을 판매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회수의 사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공공 보건에 위험이 되지는 않지만, 식품의 품질
불량, 중량 미달, 또는 라벨 표기의 불규칙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 공중 보건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 세부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대비책으로 시행. 공중 보건 위험이
판명될 경우 해당 식품은 리콜됨.
회수 시에는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 리콜 시작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청(FSANZ)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는 모든 식품 리콜을 조율합니다. NSW 식품
당국은 NSW의 식품 리콜 감독과 제조 업체 연락을
책임집니다. 당국은 또한 필요한 경우 식품 리콜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 리콜은 식품 생산 감독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거나, 대중의 불만 접수에 대한 대응책, 또는 정부
실험 결과에 따라 업체에 의해 착수됩니다.
만일 식품 리콜이 타당할 만큼 문제가 심각할 경우
당국의 리콜 담당관(Recall Coordinator)은 리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협력하게
됩니다 .

식품 리콜의 유형
업계 차원– 물류 센터와 도매업체에서 물품을 회수하는
경우. 또한 병원, 레스토랑 및 기타 주요 케이터링
업체 및 아울렛과 같이 즉각적인 소비를 위해 제조된
식품이나 해당 장소에서 조리되는 식품을 파는 곳도
포함될 수 있음.
소비자 차원 –영향을 받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생산, 유통 및
소매 네트워크/체인점의 모든 지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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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원의 리콜 –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식품 리콜을
시작하는 경우.
강제적 리콜 –NSW 식품 당국의 국장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게 식품 리콜을 요구하는 경우.

식품 리콜 실시
식품 안전 표준(Food Safety Standards)의 표준 제
3.2.2조, 제 12절에 의거하여, 제조업체, 도매업체 및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위험한 식품을 확실히 리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해당 체계를 문서화 하여, 정부 관리가 요청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위험한 식품을 리콜할 때 이 체계를 준수.
FSANZ는 사업체의 식품 리콜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식품 업계 리콜 프로토콜 - 식품 리콜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안내서 (Food Industry Recall Protocol - A guide to
writing a food recall plan conducting a food recall, 제6
판)’를 발간했습니다.
본 책자는 전화 1300 652 166, 이메일 advice@
foodstandards.gov.au, FSANZ 웹사이트
(www.foodstandards.gov.au/foodmatters/foodrecalls/)를
통해 FSANZ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FSANZ 리콜 페이지에는 또한 모든 주정부 및 특별구의
리콜 담당관들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 리콜 목록
최근의 전국 소비자 식품 리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foodstandards.gov.au/consumerinformation/
foodrecalls/currentconsumerlevelrecall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소매업체
모든 식품 소매업체들은 리콜 대상 상품을 판매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리콜된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NSW 식품 당국 안내
NSW 식품 당국은 NSW주의 식품 안전성 및 정확한
표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부 기관입니다.
NSW 식품 당국은 소비자, 기업 그리고 기타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식품의 안전한 생산, 보관, 배송,
홍보 및 준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하여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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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생산 혹은 유통된 제품의 리콜을 고려하는 사업체는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 1300 552 406번의 NSW 식품 당국의 리콜
담당관에게 연락
• NSW 식품 당국 웹사이트
www.foodauthority.nsw.gov.au/industry/foodstandards-and-requirements/recalls/recalls/
주의
본 정보는 일반적인 개요이며 모든 상황을 아우르지는
못합니다. 식품 사업체들은 식품 표준 규정(Food
Standards Code)과 2003년 식품법(NSW)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