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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은 식약처가 작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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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온 사업입니다.

○ 작년에는 17개 수출업체를 대상(신생식품업체·소규모 식품업체 중심)
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참여 업체 중

식약처,‘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개최
- 수출업체에 체계적인 맞춤형 규제 상담과 안전성 검사지원 -

개 업체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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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 올해도 미국

,

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중국, 호주 등으로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개 내외의 품목에 대한 맞춤형 규제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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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상대국의 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성 분석을 지원할 예정

설명회’를 1월 27일 개최합니다.

입니다.

○ 주요 내용은 ▲수출식품의 위생·안전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 식약처는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공고(1.27~2.11) 후 참여업체를

▲2021년 참여 업체 지원 결과 공유 ▲2022년 지원사업 참여 방법

모집할 예정으로 업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식품

▲질의응답·의견수렴 등입니다.

수출업체에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수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수출 상대국 식품기준·통관절차 등) 상담과 수출 전 안전성 검사

○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지원 등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국제인증팀(☎043-928-0165~6)에

○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과 대면 방식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원 5층 대강당)으로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붙임>

<

설명회 참여 방법

년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2022

√ (비대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 à 설명회 신청 à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 접속 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채널 검색 후 입장
√ (대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 à 설명회 신청 à 설명회
당일 인증원 설명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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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안내

붙임
□ 참석대상

○ 해외 주요 국가 미국
(

,

중국, 호주 등)에 수출 또는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 일시 및 장소

○ 일시
○ 장소

: 2022.1.27.(

목),

14:00~16:0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5

층 대강당(유튜브 라이브 방송

동시 진행)

* 대면 참여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으며 참석 인원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가 확정된 인원에게만 별도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수출식품의 위생 안전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 년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참여 업체 지원 결과 공유
○ 년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안내
○ 업체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
·

2021

‘

’

2022

‘

’

□ 참가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www.haccp.or.kr)

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hoho0507@haccp.or.kr) 송부
□ 기타문의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23),

인증팀(043-928-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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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