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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야마 내각
「식품위생법」을 여기에 공포한다.
(2018년 법률 제46호・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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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파일은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78330000&dataType=0)의
2020년 5월 13일 기준 ‘식품위생법’을 번역한 것임. 개정 등의 사유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원문과 대조가
필요할 수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률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필요한 규
제,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음식물의 섭취에 기인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
하고, 이로써 국민건강의 보호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일부개정)
제2조 국가, 도도부현 , 「지역보건법」(1947년 법률 제101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령으로 정한 시(이하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라고 한다) 및 특별구는 교육활동
및 홍보활동을 통한 식품위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의 수
집, 정리, 분석 및 제공, 식품위생에 관한 연구의 추진, 식품위생에 관한 검사능력의 향
상과 식품위생의 향상에 관여하는 인재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꾀하는데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국가,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및 특별구는 식품위생에 관한 시책이 종합적
이고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상호 연계를 꾀해야 한다.
③ 국가는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과 연구, 수입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식품위생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
고 국제적인 연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및 특별구(이하 ‘도도부현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 2항의 책무를 충
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구 제1조의 2에서 뒤로 이동)
2)

제3조 식품 등 사업자(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고, 또는
판매하는 것, 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 수입하고, 또는 판매하는 것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 또는 학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동일)는 그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수여(授与)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판매식품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들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판매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판매식품 등의 원재료의
안전성 확보, 판매식품 등의 자주검사의 실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힘써야 한다.
2) 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② 식품 등 사업자는 판매식품 등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식품 등 사업자에 대해 판매식품 등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한
자의 명칭, 그밖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도록 힘써야 한다.
③ 식품 등 사업자는 판매식품 등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기록의 국가, 도도부현 등에 대한 제공,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원
인이 된 판매식품 등의 폐기,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정확,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도
록 힘써야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구 제1조의 3에서 뒤로 이동)
제4조 본 법률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단,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
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에서 규정한 의약
품, 의약외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본 법률에서 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또는 식품의 가공 또는 보존을 목적
으로 식품에 첨가, 혼화(混和), 침윤(浸潤),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본 법률에서 천연향료란 동식물로부터 얻어진 물질 또는 그 혼합물로 식품의 착향
(着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을 말한다.
④ 본 법률에서 기구란 음식기, 조리기구(割ぽう具), 그밖에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주고받음(授受) 또는 섭취의 용도로 사용되며,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을 말한다. 단 농업 및 수산업의 식품
의 채취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본 법률에서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담거나 싸고 있는 것으로, 식품 또
는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그대로 건네는 것을 말한다.
⑥ 본 법률에서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⑦ 본 법률에서 영업이란 업(業)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것 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
을 말한다. 단 농업 및 수산업의 식품 채취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⑧ 본 법률에서 영업자란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⑨ 본 법률에서 등록검사기관이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의 등
록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년 법률 제113호・1957년 법률 제175호・1960년 법률 제145호・1972년 법률
제108호・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160호・2002년 법률 제152호・일부
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13년 법률 제84
호・일부개정)
(1953

제2장 식품 및 첨가물
제5조 판매(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판매 이외의 수여(授与)를 포함한다. 이
하 동일)를 목적으로 한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진열 및 주고받는(授受) 행위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3조에서 뒤로 이동)
제6조 다음의 식품 또는 첨가물은 이를 판매(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수여하는
판매 이외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
용, 조리,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1) 부패 또는 변패된 것 또는 설익은(未熟) 것. 단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어 섭취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예외다.
2)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거나 부착 또는 이러한 것이 의심되는 것. 단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규정한 경우는 예외
다.
3) 병원미생물로 오염되거나 그것이 의심되고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 이물(異物)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953년 법률 제113호・1972년 법률 제108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
년 법률 제55호・구 제4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7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사람의 건
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확증이 없는 것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이 새롭게 식품으로 판
매되거나 판매되게 된 경우에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러한 것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성 장관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해당물(当該物)의
통상적인 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방법으로 섭취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확증이 없고,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성 장관은 식품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
생한 경우에 해당 피해의 양태(態様)로 보아, 해당 식품에 해당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던 것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④ 후생노동성 장관은 전 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금지한 경우에 후생노동성령의 규
정에 따라 해당 금지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 또는 필요에 따라 해당 금지
물 또는 식품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도록
한다.
⑤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 금지를 했을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다.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
호・구 제4조의 2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8조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견지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성분 또는
물질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한 것(제3항
및 제64조 제1항에서 ‘지정성분 등’이라고 한다)을 함유한 식품(이하 본항에서 ‘지정성
분 등 함유식품’이라고 한다)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그 취급하는 지정성분 등 함유식품
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이하 ‘도도부현 지사 등’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도도부현 지사 등은 전항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신고에 관한 사항
을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사, 치과의사, 약사, 그 밖의 관계자는 지정성분 등의 섭취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
는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피해 파악에 힘쓰는 동시에 도도부현 지사 등이 식품위생상
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성분 등의 섭취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건강 관련 피해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 조사에 관해 필요한 협력을 요청받았
을 때에는 해당 요청에 응하고, 해당 피해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2018년 법률 제46호・추가)
제9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 제조, 가공, 조리 또는 저장
되거나 또는 특정인에 의해 채취, 제조, 가공, 조리 또는 저장되는 특정 식품 또는 첨
가물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식품 또는 첨가물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수 발견된 것, 생산지의
식품위생상의 관리상황, 그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사유로 보아 다음의 식품
또는 첨가물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 정도 함유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사람
의 건강을 해칠 우려의 정도, 그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해
당 특정식품 또는 첨가물에 기인한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특정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것
을 금지할 수 있다.
1) 제6조 각호의 식품 또는 첨가물
2)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식품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첨가물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식품
② 후생노동성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행정
기관의 장(長)과 협의해야 한다.
③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를 한 경우에 해당 금지에 관하여 이
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 또는 필요에 따라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금지된
특정 식품 또는 첨가물에 기인한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하도록 한다.
④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를 했을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다.
(2002년 법률 제104호・추가,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4조의 3에서 뒤로 이동・일
부개정, 2018년 법률 제46호・구 제8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5)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그럴 의심이 있고, 제1호 또는 제3
호의 이상(異常)이 있거나 폐사한 짐승(獣畜)(「도축장법(1953년 법률 제114호)」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짐승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그 밖의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고기, 뼈, 젖, 장기 및 혈액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질병에 걸리거나 그럴 의
심이 있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이상이 있거나 폐사한 가금류(「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 검사에 관한 법률(1990년 법률 제70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조류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그 밖의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고기, 뼈
및 장기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식품으
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 가공, 조리, 저장 또는 진열을 해서는 안 된다. 단 폐사한 짐
승 또는 가금류의 고기, 뼈, 장기로 해당 직원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어 식용
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은 예외다.
1) 「도축장법」 제14조 제6항 각호의 질병 또는 이상
2)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각호
의 질병 또는 이상
3) 전 2호의 질병 또는 이상 이외의 질병 또는 이상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짐승의 고기, 젖 및 장기와 가금류의 고기 및 장기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이
들의 제품(이하 본항에서 ‘짐승의 고기 등’이라고 한다)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되고 전항 각호의 질병에 걸리거나 그럴 의심이 있고, 동항 각호의 이상이 있거나 폐
사한 짐승(獣畜)의 고기, 젖, 또는 장기 또는 가금류의 고기 또는 장기 또는 이들 제품
이 아니라는 것, 그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본항에서 ‘위생사항’이라고
한다)을 기재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식품으로 판매할 목
적으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짐승의
고기 등으로, 해당 짐승의 고기 등에 관련된 위생사항이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
터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후생노동성이 사용하는 컴퓨터(입출력 장치를 포함한다)로 송
신되고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에 기록된 것은 예외다.
(1953년 법률 제113호・1957년 법률 제175호・1972년 법률 제108호・1990년 법률
제70호・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160호・2002년 법률 제152호・일부개
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5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18년 법률 제46호・
구 제9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11조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공정을 관리하기 위
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해당 조치가 강구된 것이 확실한 것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국가
또는 지역 또는 시설에서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이 아니면 이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해서
는 안 된다.
② 제6조 각호의 식품 또는 첨가물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밖에 후
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지의 식품위생상의 관리상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이 규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수출국의 정
부기관이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한 것이 아니면 이
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
(2018년 법률 제46호・추가)
제12조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약사・식품위생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첨가물(천연향료 및 일반적으로 식
품으로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를 함유한 제제
및 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저장 또는 진열해
서는 안 된다.

년 법률 제113호・1972년 법률 제108호・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6조에서 뒤로 이동, 2018년 법률 제4
6호・구 제10조에서 뒤로 이동)
(1953

제13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또는 보존의 방
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하여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
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또는 보존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 또는 수입, 또는 그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③ 농약(「농약단속법(1948년 법률 제82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약을 말한
다. 차조에서 동일),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1953년 법률 제35
호)」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
로 사료(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료를 말한다)에 첨가, 혼화, 침윤, 그 밖의 방법으
로 사용되는 물질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으로 동물을 위해 사용할 목적인 것의 성
분인 물질(해당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된 물질을 포함하고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물질을 제외한다)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으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한 양을 초과해 잔류하는 식품은 이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물질이 해당 식품에 잔류하
는 양의 한도에 대하여 제1항의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
다.
(1953년 법률 제113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
7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13년 법률 제84호・2018년 법률 제53호・일부개정,
2018년 법률 제46호・구 제11조에서 뒤로 이동)

제14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전조 제1항의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으로 식품에 잔류하
는 농약,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
는 사료 첨가물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으로 오로지 동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하 본조에서 ‘농약 등’이라고 한다)의 성분인 물질(해당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의 양의 한도를 정할 때, 동법 제2조 제9항에서 규정
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 오로지 동물을 위해 사용할 목적인 것(이하 본조에서 ‘동물
용 재생의료 등 제품’이라고 한다)이 사용된 대상동물(동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바꿔 읽어 적용된 동법 제14조 제2항 제3항 나에서 규정한 대상동물을 말한다)의
고기, 젖, 기타 생산물에 대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때, 그밖에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농약 등의 성분 또는 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구성세포, 도입유전자, 그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자료의
제공, 그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995년 법률 제101호・추가, 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
호・구 제7조의 2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13년 법률 제84호・일부개정, 2018년
법률 제46호・구 제12조에서 뒤로 이동)

제3장 기구 및 용기포장
제15조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8조에서 뒤로 이동)
제16조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고 또는 부착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또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 닿아 이들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이를 판매하고, 판매를 목적으
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53년 법률 제113호・1957년 법률 제175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
9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17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조되거나 특정인에 의해 제조
되는 특정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8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수 발
견된 것, 제조지의 식품위생상의 관리상황, 그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사유로
보아 다음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 정도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의 정도, 그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특정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인한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
여 해당 특정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조에서 규정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2) 차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3) 차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② 후생노동성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행정
기관의 장(長)과 협의해야 한다.
③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준용
(準用)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식품 또는 첨가물’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바
꿔 읽어 적용하도록 한다.
(2002년 법률 제104호・추가,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9조의 2에서 뒤로 이동・일
부개정, 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18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또는 이들 원재료에
대해 규격을 정하거나 이들의 제조방법에 대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 또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 또는 영업상 사용하고, 그
규격에 맞지 않는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해서는 안 된다.
③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는 성분이 식품에 용출되거나 침출되는 것으로 인해 공중위생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한 재질의 원재료로, 이에 포함된 물질(그 물질
이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된 물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함유되는 것이 허용되는 양 또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
하여 제조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서 용출 또는 침출되어 식품에 혼화(混和)되는 것
이 허용되는 양이 제1항의 규격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
당 물질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약사・식품위생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용출 또는 침출되어 식품에 혼화될
우려가 없도록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가공된 경우(해당 물질이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식품에 닿는 부분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다.
(1953년 법률 제113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
10조에서 뒤로 이동, 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4장 표시 및 광고
(1972

년 법률 제108호・개칭)

제19조 내각총리대신은 일반소비자에 대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공중위생상 필
요한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라는 견지에서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규격 또는 기준이 정해진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 및 첨가물에 관한 표시의 기준에 관해서는 「식품표시법
(2013년 법률 제70호)」의 규정을 따른다.
(1957년 법률 제175호・전부개정, 1972년 법률 제108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
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1조에서 뒤로 이동, 2009년 법률 제49호・2013년
법률 제70호・일부개정)
제20조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해서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1972년 법률 제108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2조에서 뒤로 이동・
일부개정)

제5장 식품첨가물 공정서
년 법률 제175호・장명(章名) 추가,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4장의 2에서 뒤
로 이동)
(1957

제21조 후생노동성 장관 및 내각총리대신은 식품첨가물 공정서(公定書)를 작성하여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첨가물 및 「식품표시법」 제4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첨가물에 관한 해당 기준 및 규격을 수록하도
록 한다.
(1957년 법률 제175호・전부개정, 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
5호・구 제13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09년 법률 제49호・2013년 법률 제70
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6장 감시지도
(2003

칭)

년 법률 제55호・추가・구 제4장의 3에서 뒤로 이동, 2018년 법률 제46호・개

제21조의 2 국가 및 도도부현 등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인한 중독
환자 또는 그것이 의심되는 자(이하 ‘식중독 환자 등’이라고 한다)의 광역 발생 또는
그 확산을 방지하고 광역에 걸쳐 유통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하여
본 법률 또는 본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식품위생에 관한 감시 또는 지도(이하 ‘감시지도’라고 한다)가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상호 연계를 꾀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2018년 법률 제46호・추가)
제21조의 3 후생노동성 장관은 감시지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연계협력 체제를 정
비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도도부현 등, 기타 관계기관으로 구
성된 광역연계협의회(이하 본조 및 제60조의 2에서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
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협의회의 구성원 이외의 도도부현 등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서 협의가 조율된 사항에 관해서는 협의회 구성원은 그 협의 결과를 존중
해야 한다.
④ 전 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
다.
(2018년 법률 제46호・추가)

제22조 후생노동성 장관 및 내각총리대신은 국가 및 도도부현 등이 실시하는 감시지
도의 실시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하도록 한다.
② 지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하도록 한다.
1)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2) 중점적으로 감시지도를 실시해야 하는 항목에 관한 사항
3) 감시지도의 실시체제에 관한 사항
4) 감시지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국가, 도도부현 등, 기타 관계기관의 상호 연계
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③ 후생노동성 장관 및 내각총리대신은 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는 동시에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구 제13조의 2에서 뒤로 이동, 2009년 법률 제49호・20
13년 법률 제44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23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지침에 따라 매년도 다음 연도의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
기포장의 수입에 관하여 정부가 실시할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하 ‘수입식품감
시지도계획’이라고 한다)을 정하도록 한다.
②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은 다음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생산지의 사정,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중점적으로 감시지도를 실시해야 할 항목
에 관한 사항
2) 수입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자주적인 위생관리의 실시 관련 지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감시지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후생노동성 장관은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도록 한다.
④ 후생노동성 장관은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구 제13조의 3에서 뒤로 이동)

제24조 도도부현 지사 등은 지침에 따라 매년도 다음 연도의 해당 도도부현 등이 실
시할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하 ‘도도부현 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이라고 한
다)을 정해야 한다.
② 도도부현 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은 다음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중점적으로 감시지도를 실시해야 할 항목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 사업자에 대한 자주적인 위생관리의 실시 관련 지도에 관한 사항
3) 감시지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국가, 타 도도부현 등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
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감시지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도부현 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은 해당 도도부현 등의 구역의 식품 등 사업자의
시설 설치상황, 식품위생 상의 위해 발생상황, 그 밖의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정해야
한다.
④ 도도부현 지사 등은 도도부현 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는 동시에 후생노동성령・내각부령의 규정에 따라 후생
노동성 장관 및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도도부현 지사 등은 도도부현 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후생
노동성령・내각부령의 규정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구 제13조의 4에서 뒤로 이동, 2009년 법률 제49호・20
13년 법률 제44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7장 검사
(2003

년 법률 제55호・구 제5장에서 뒤로 이동)

제25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첨가물 또는 제18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은 정령으
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등록검사기관이 실
시하는 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표시가 붙은 것이
아니면 판매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으려
하는 자는 검사에 소요되는 실비의 금액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금액의,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는 해당 등록검사기
관이 후생노동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전항의 수수료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것은
국고의,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것은 해당 등록검사
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 전 3항의 규정 외에 제1항의 검사 및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검사 결과에 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1972년 법률 제108호・전부개정, 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87호・1999
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4조에서 뒤로 이동・일부
개정, 2014년 법률 제69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26조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 각호의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발견한 경
우에 이들을 제조 또는 가공한 자의 검사능력 등으로 보아 그 자가 제조 또는 가공하
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그 후 계속해서 해당 각호의 식품, 첨가물, 기
구 또는 용기포장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에 대해 해당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 해당 도도부현 지사 또는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하
는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식품 또는 첨가물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첨가물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4)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식품
5)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6)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7)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② 후생노동성 장관은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전항 각호의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자가 제조 또는 가공한 동종(同種)의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 후생노동성 장
관 또는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성 장관은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생산지의 사정,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제1항 각호의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하
여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전 3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가 아
니면 해당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전항의 통지로 등록검사기관이 하는 것은 해당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 도도부현 지
사 또는 후생노동성 장관을 경유하여 하도록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하
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소요되는 실비의 금액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는
해당 등록검사기관이 후생노동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
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사에 준용한다.
(1972년 법률 제108호・전부개정, 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87호・1999
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5조에서 뒤로 이동・일부
개정, 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27조 판매를 목적으로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그 때마다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신고해
야 한다.
(1957년 법률 제175호・추가, 1972년 법률 제108호・구 제16조의 2에서 앞으로 이
동, 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6조에서 뒤로 이
동・일부개정)
제28조 후생노동성 장관,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고, 해당 직원에게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임검(臨檢)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영업시설,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
나 시험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
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임검검사 또는 수거를 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소지하게 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④ 후생노동성 장관,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
거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시험에 관한 사무를 등록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950년 법률 제26호・1994년 법률 제84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7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06년 법률 제53호・2009년 법
률 제49호・일부개정)

제29조 국가 및 도도부현은 제25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사
(이하 ‘제품검사’라고 한다)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시험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는데 필요한 검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②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및 특별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시험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는데 필요한 검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도부현 등의 식품위생 검사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50년 법률 제26호・1953년 법률 제213호・1957년 법률 제175호・1972년 법률 제
108호・1994년 법률 제84호・1995년 법률 제101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
호・구 제18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30조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직원의 직권 및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의 직
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 장관,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은
그 직원 중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② 도도부현 지사 등은 도도부현 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명한
식품위생감시원에게 감시지도를 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지침에 따라 임명한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
기포장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감시지도를 하게 한다.
④ 후생노동성 장관은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임명한 식품위생
감시원에게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에 관한 감시지도를 하게 한다.
⑤ 전 각항의 규정 외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그밖에 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50년 법률 제26호・1953년 법률 제213호・1957년 법률 제175호・1994년 법률 제
84호・1999년 법률 제87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
구 제19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06년 법률 제53호・2009년 법률 제49호・일
부개정)

제8장 등록검사기관
년 법률 제108호・추가,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5장의 2에서 뒤로 이동・개칭)

(1972

제31조 등록검사기관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감
안하여 정령으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해
야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
제32조 다음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법인은 등록검사기관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해당 법인 또는 해당 업무를 하는 임원이 본 법률 또는 본 법률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
2)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취소일 전 30일 이내에 그 취소된 법인의 업무를 하
는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해당 업무를 하
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1995년 법률 제101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
호・구 제19조의 3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33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이하 본항에서
‘등록신청자’라고 한다)가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할 때에는 해당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1) 별표 제1란의 제품검사의 종류별로 각각 동표 제2란의 기계 기구, 기타 설비를
보유하고, 제품검사는 동표 제3란의 조건에 적합한 지식 경험을 갖춘 자가 실시하
고, 그 인원수가 동표 제4란의 수 이상일 것
2) 다음 제품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 것
가. 검사를 하는 부문에 제품검사의 종류별로 각각 전담 관리자를 둘 것
나. 제품검사 업무의 관리 및 정도(精度) 확보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다. 나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품검사 업무의 관리 및 정도 확보를 하는
전담부문을 설치할 것

등록신청자가 제25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
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고, 판매를 목적
으로 제조, 수입, 가공 또는 진열,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영업자(이하 본호 및 제3
9조의 제2항에서 ‘수검영업자’라고 한다)에게 지배받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가. 등록신청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수검영업자가 그 모법인(회사법(2005년 법률 제
86호) 제8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법인을 말한다)인 것
나. 등록신청자의 임원(지분회사(「회사법」 제57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분회사
를 말한다)의 경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중 수검영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 동안 해당 수검영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을 넘는 것
다. 등록신청자의 대표권을 갖는 임원이 수검영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 동
안 해당 수검영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인 것
② 등록은 다음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장하여 실시한다.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검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3)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품검사의 종류
4) 등록검사기관이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 2005년 법률 제87호・일부개정)
3)

제34조 등록검사기관의 등록은 3년을 밑돌지 않는 정령으로 정한 기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경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31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의 갱신 시에 준용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
제35조 등록검사기관은 제품검사의 실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제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등록검사기관은 공정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

제36조 등록검사기관은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소를 신규로 설치, 폐지하거나 해당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설치, 폐지 또는 변경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후
생노동성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등록검사기관은 제33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사업소의 명칭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
다)의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항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
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9조의 5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37조 등록검사기관은 제품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고 한다)을 정
하여 제품검사 업무의 시작 전에 후생노동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
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② 업무규정에는 제품검사의 실시방법, 제품검사에 관한 수수료, 그밖에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할 사항을 정해둬야 한다.
③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업무규정이 제품검사를 공정하게 실시하는데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
호・구 제19조의 6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38조 등록검사기관은 후생노동성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품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
호・구 제19조의 7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39조 등록검사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재산목
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와 사업보고서(해당 작성을 대신하여 전
자(電磁)적 기록(전자(電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작성된 기록으로 컴퓨터로 정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동일)이 작성된 경우의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차항 및 제79조에서 ‘재
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5년간 사업소에 비치해야 한다.
② 수검영업자, 기타 이해관계자는 등록검사기관의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등록검사기관이 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재무제표 등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謄写)의 청구
2) 전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3) 재무제표 등이 전자(電磁)적 기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
된 사항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이며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
라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의 청구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 2005년 법률 제87호・일부개정)
1)

제40조 등록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또는 과거 이들 직무를 맡았던 자는 해당 제
품검사의 업무 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사무(차항에서 ‘위탁사
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품검사의 업무 또는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등록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
법(1907년 법률 제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9조의 11에서 뒤로 이동・
일부개정)
제41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등록검사기관이 제33조 제1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적
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등록검사기관에 대해 이들 규정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
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9조의 12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42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등록검사기관이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품검사 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
는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기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등록
검사기관에 대해 제품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 또는 제품검사의 방법, 그밖에 업무방법
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

제43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등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본장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제3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3) 제37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업무규정을 따르지 않고 제품검사를 했을 때
4) 제37조 제3항 또는 전 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5)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3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했을 때
6) 부정한 수단으로 제33조 제1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
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9조의 13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44조 등록검사기관은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제품검사에 관하
여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보존해야 한다.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
호・구 제19조의 14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45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시해야 한다.
1) 제33조 제1항의 등록을 했을 때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검사기관의 등록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
3)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
4) 제38조의 허가를 했을 때
5)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령했을 때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
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9조의 15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46조 등록검사기관 이외의 자는 그 실시하는 업무가 제품검사라고 타인을 오인하게
할 만한 표시, 광고, 그 밖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후생노동성 장관은 등록검사기관 이외의 자에게 그 실시하는 업무가 제품검사라고
타인을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

제47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등록검사기관에 대해
그 업무 또는 경리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등록검사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들어가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
호・구 제19조의 16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9장 영업
(2003

년 법률 제55호・구 제6장에서 뒤로 이동)

제48조 유제품,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첨가물, 그밖에 제조
또는 가공의 과정에서 특히 위생상 고려가 필요한 식품 또는 첨가물로 정령으로 규정
하는 것의 제조 또는 가공을 하는 영업자는 그 제조 또는 가공을 위생적으로 관리시키
기 위하여 그 시설마다 전담 식품위생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단 영업자 스스로가 식품
위생관리자가 되어 관리하는 시설은 예외다.
② 영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제조업 또는 가공업을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영위하는 경우로, 해당 시설이 서로 인접해 있을 때에는 식품위
생관리자는 동항 규정과 상관없이 해당 2개 이상의 시설을 통틀어 1명이 맡아도 충분
하다.
③ 식품위생관리자는 해당 시설에서 그 관리를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하여 본 법
률 또는 본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식품 또는 첨가
물의 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를 감독해야 한다.
④ 식품위생관리자는 전항의 규정 외에 해당 시설에서 그 관리를 하는 식품 또는 첨가
물에 관하여 본 법률 또는 본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의 위반 방지 및 식품위생상
의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위생관리의 방법, 그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는 동시에 영업자에게 필요한 의견을 말해야 한다.
⑤ 영업자는 그 시설에 식품위생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위생관
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⑥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식품위생관리자가 될 수 없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수의사
2)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따른 대학, 「구 대학령(1918년 칙령 제388
호)」에 따른 대학 또는 「구 전문학교령(1903년 칙령 제61호)」에 따른 전문학교
에서 의학, 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수산학 또는 농예화학의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자(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동법에 따른 전문직 대학의 전기(前期)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
3)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식품위생관리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
료한 자
4) 「학교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또는 「구 중등학교령(1943
년 칙령 제36호)」에 따른 중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
라 이들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
위생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제조업 또는 가공업에서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또
는 가공의 위생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강
습회의 과정을 수료한 자
⑦ 전항 제4호에 해당되어 식품위생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위생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제조업 또는 가공업과 동종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의 시설에서만 식품위생
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관리자를 두거나 스스로 식품위생관리자가
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해당 식품위생관리
자의 성명 또는 스스로가 식품위생관리자가 된 사실, 그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식품위생관리자를 변경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1957년 법률 제175호・추가, 1972년 법률 제108호・구 제19조의 2에서 뒤로 이동,
1995년 법률 제101호・1998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
년 법률 제55호・구 제19조의 17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14년 법률 제51호・2
017년 법률 제41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1)

제49조 전조 제6항 제3호의 양성시설 또는 동항 제4호의 강습회 등록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정령으로, 수강과목, 그 밖의 동항 제3호의 양성시설 또는 동항 제4호의 강
습회의 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

제50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의 과정에서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이 해당 식품 또는 첨가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영업자(「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식용조류 처리업자를 제외한다)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1990년 법률 제70호・1999년 법률 제87호・1999년 법
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19조의 18에서 뒤로 이동・일부
개정, 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50조의 2 후생노동성 장관은 영업(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영업 및 「식용
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 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식
용조류 처리사업(제51조에서 ‘식용조류 처리사업’이라고 한다)을 제외한다) 시설의 위생
적 관리, 그밖에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이하 본조에서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1) 시설 안팎의 청결유지, 쥐 및 곤충의 구제(駆除), 그밖에 일반적인 위생관리에 관
한 사항
2)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특히 중요한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대처
(소규모 영업자(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영업자 및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용조류 처리
업자를 제외한다. 차항에서 동일),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한 영업자는 그 취급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른 대처)에 관한 사항
② 영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따르며,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③ 도도부현 지사 등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로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018년 법률 제46호・추가)

제50조의 3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영업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그밖에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이하 본조에서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라고 한
다)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1) 시설 안팎의 청결유지, 그밖에 일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제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②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재질 이외의 재질의 원재료만 사용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전항 제1호의 사항에 한한다)에 따라 공중위생상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도도부현 지사 등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로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018년 법률 제46호・추가)
제50조의 4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재질의 원재료가 사용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그 취급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판매 상대에게 해당 취급하는 기구 또
는 용기포장이 다음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1)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한 재질의 원재료에 대해 동조 제1항의
규정으로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라는 것
2)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가공이 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라는 것
②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한 재질의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여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자로부터 해당 원재료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
해진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필
요한 설명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2018년 법률 제46호・추가)
제51조 도도부현은 음식점 영업, 그밖에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영업(식용
조류 처리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정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하여 조례로 업종별로 공중위
생의 견지에서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1953년 법률 제213호・1990년 법률 제70호・1999년 법률 제87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0조에서 뒤로 이동, 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52조 전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는 그 영업시설이 전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합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해야 한다. 단 동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동항의 허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1) 본 법률 또는 본 법률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을 마치거
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고, 그 취소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법인으로 그 업무를 하는 임원 중 전 2호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가 있는 것
③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허가에 5년을 밑돌 지 않는 유효기간, 그밖에 필요한 조
건을 걸 수 있다.
(1995년 법률 제101호・1997년 법률 제105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
년 법률 제55호・구 제21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53조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본조에서 ‘허가영업자’라고 한다)에 대해
상속, 합병 또는 분할(해당 영업을 승계시키는 것에 한한다)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상
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로, 전원의 동의로 해당 영업을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한 경우
에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로 인해 해
당 영업을 승계한 법인은 허가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995년 법률 제101호・추가, 2000년 법률 제91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
구 제21조의 2에서 뒤로 이동)
제54조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영업자가 제6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
지, 제13조 제2항 또는 제3항, 제16조 또는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9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밖에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영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
업자 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영업자에 대해 허위 또는 과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따른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
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953년 법률 제113호・1972년 법률 제108호・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87호・1999년 법률 제160호・2002년 법률 제104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
호・구 제22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06년 법률 제53호・2009년 법률 제49
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55조 도도부현 지사는 영업자가 제6조, 제8조 제1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
조 제2항 또는 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4항, 제48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50조의 2 제2항, 제50조의 3 제2
항 또는 제50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5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상황에 이른 경우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
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기
간을 정해 정지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성 장관은 영업자(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것을 영위
하는 자 또는 법인에 한한다)가 제6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
3조 제2항 또는 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 제26조 제4항, 제50조 제2항,
제50조의 2 제2항, 제50조의 3 제2항 또는 제50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
는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기간을 정해 정지할 수 있
다.
(1952년 법률 제248호・1957년 법률 제175호・1972년 법률 제108호・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87호・2002년 법률 제104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
호・구 제23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56조 도도부현 지사는 영업자가 그 영업시설에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
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정비개선을 명하고, 또는 제52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하거
나 해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기간을 정해 정지할 수 있다.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4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10장 잡칙
(2003

년 법률 제55호・구 제8장에서 뒤로 이동)

제57조 국고는 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 도도부현 또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비용
에 대해 그 2분의 1을 부담한다.
1) 제28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
른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
2) 제30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
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52조 제1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영업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
4) 제54조(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폐
기에 소요되는 비용
5) 제59조 제1항 또는 제2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사체의 해부에 소요되는 비용
6) 본 법률의 시행에 관한 소송사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결과 지불하는 배상의
비용
(1949년 법률 제168호・1950년 법률 제26호・1972년 법률 제108호・일부개정, 2003
년 법률 제55호・구 제26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58조 식중독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는 즉시 인근 보건
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전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 그밖에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하게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③ 도도부현 지사 등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로, 식
중독 환자 등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수 이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한 때에는 즉시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보고해
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정령의 규정에 따라 도도
부현 지사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도도부현 지사 등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정령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953년 법률 제213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
27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59조 도도부현 지사 등은 원인을 조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품, 첨가
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인하거나 기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사체를 유족의 동의를 얻어 해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해당 사체를 해부하지 않으면 원인이 판명되지 않고 그 결과 공중위생
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이를
통지한 후에 그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제 처분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에는 예의를 잃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1950년 법률 제26호・1957년 법률 제175호・1994년 법률 제84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8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60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식중독 환자 등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수 이상으로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광역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식중독의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보
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구 제28조의 2에서 뒤로 이동)
제60조의 2 전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후생노동성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를 열어 식중독의 원인조사 및 그 결과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
관 등의 긴밀한 연계를 꾀하는 동시에 식중독 환자 등의 광역 발생 또는 그 확산을 방
지하는데 필요한 대책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힘써야 한다.
(2018년 법률 제46호・추가)

제61조 도도부현 등은 식중독의 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식품위생의 향상
을 위하여 식품 등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언, 지도, 기타 지원을 하도록 힘쓴다.
② 도도부현 등은 식품 등 사업자의 식품위생 향상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신망이 있고 식품위생의 향상에 열의와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식품위
생추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추진원은 음식점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방법, 그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도도부현 등의 시책에 협력하여 식품 등 사업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이
들에 대한 조언, 그 밖의 활동을 한다.
(1995년 법률 제101호・추가,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8조의 2에서 뒤로 이동・
구 제28조의 3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62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제18조
제3항을 제외한다), 제25조부터 제56조까지(제50조의 2, 제50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
항과 제50조의 4를 제외한다)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영유아가 접촉함으로
써 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장난감에 대해 이
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2조 중 ‘첨가물(천연향료 및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은 ‘장난감의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적 합성품(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로 분해반응 이외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것을 말한다)’으로 바꿔 읽어 적용하도록 한다.
② 제6조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정제로 채소 또는 과일 또는 음식기의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준용한다.
③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 제1항,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50조의 2, 제51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은 영업 이외의 경우로 학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지
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57년 법률 제175호・1972년 법률 제108호・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102호・2002년 법률 제104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9조에서 뒤
로 이동・일부개정, 2009년 법률 제49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63조 후생노동성 장관, 내각총리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는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률 또는 본 법률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의 명칭 등을 공표
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 상황을 밝히도록 힘쓴다.
(2002년 법률 제104호・추가,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9조의 2에서 뒤로 이동, 2
009년 법률 제49호・일부개정)
제64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6조 제2호 단서(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정하려고 할 때,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 금지를 하려고 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려고 할 때,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성분 등을 지정하려고 할 때, 제10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改
廃)하려고 할 때,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정하려
고 할 때, 제13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
정하는 기준 또는 규격을 정하려고 할 때,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확실한 물질 또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을 정하
려고 할 때, 제18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기준 또는 규격을 정하려고 할 때,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을 정하려 할 때,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식품감
시지도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
고 할 때, 또는 제50조의 2 제1항 또는 제50조의 3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을 제정하거
나 개폐하려고 할 때에는 그 취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단,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사전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할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② 도도부현 지사 등은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도부현 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
을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취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
리 주민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③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은 내각총리대신이 제19조 제1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와 후생노동성 장
관 및 내각총리대신이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구 제29조의 2의 2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09년
법률 제49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65조 후생노동성 장관, 내각총리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 등은 식품위생에 관한 시책
에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해당 시책의 실시상황을 공표하는 동시에 해당 시책에 관하여 널리 국민 또
는 주민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구 제29조의 2의 3에서 뒤로 이동, 2009년 법률 제49
호・일부개정)
제65조의 2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장관은 사전에 내
각총리대신과 협의해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제19조 제1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
정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18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또는 제6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또는 규격을 정했을 때,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제19조
제1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09년 법률 제49호・추가, 2013년 법률 제70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65조의 3 후생노동성 장관 및 내각총리대신은 음식물의 섭취에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정보교환, 그밖에 상호간의 밀접한 연계 확보에 힘쓰
도록 한다.
(2009년 법률 제49호・추가)
제65조의 4 및 제65조의 5 삭제
(2018년 법률 제46호 (2019년 법률 제57호))

제66조 제48조 제8항, 제52조,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56조 및 제63조
중 ‘도도부현 지사’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경우 ‘시장’ 또는 ‘구장’으
로 한다. 단 정령으로 정한 영업에 관한 정령으로 정한 처분은 예외다.
(1950년 법률 제26호・추가, 1957년 법률 제175호・1972년 법률 제108호・1994년 법
률 제84호・일부개정, 2002년 법률 제104호・구 제29조의 2에서 뒤로 이동・일부개
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9조의 2의 2에서 뒤로 이동・구 제29조의 2의 4에
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14년 법률 제51호・일부개정)
제67조 전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 중 도도부현이 처리하기로 된 사무
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고 한다) 및 동법 제252조의 22 제1항의 중핵(中核)시(이하
‘중핵시’라고 한다)에서는 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도시 또는 중핵시(이하 ‘지정도시
등’이라고 한다)가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본 법률 중 도도부현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도시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1956년 법률 제148호・추가, 1962년 법률 제161호・1994년 법률 제49호・1999년 법
률 제87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9조의 3에서 뒤로 이동)
제68조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을 제외한다. 차항에서 동일)의
장(長)이 하는 처분(「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
무(차항 및 차조에서 ‘제1호 법정수탁사무’라고 한다)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심
사청구의 재결(裁決)에 불복하는 자는 후생노동성 장관(제54조 제2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것은 내각총리대신.
차항에서 동일)에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사무 중 제1호 법정수
탁사무에 관한 처분을 하는 권한을 그 보조기관인 직원 또는 그 관리에 속하는 행정기
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 위임을 받은 직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위임에 따라
내린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55조의 2 제2항의 재심사청구의 재결이 있을 때
에는 해당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동법 제252조의 17의 4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의 예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재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962년 법률 제161호・추가, 1994년 법률 제49호・1994년 법률 제84호・1999년 법
률 제87호・1999년 법률 제160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9조의 4에
서 뒤로 이동, 2009년 법률 제49호・2014년 법률 제69호・일부개정)

제69조 제25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제1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 제2항(제51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음식점
영업, 그 밖의 판매 영업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허가에 뒤따르는 감시지
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제54조(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9조 제1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는 제1호 법정수
탁사무라고 판단한다.
② 제28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 제2항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음식점 영업, 그 밖의 판매 영업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허가에 뒤따르는 감시지도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9조 제1
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라고 판단한다.
(1999년 법률 제87호・추가,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9조의 5에서 뒤로 이동・일
부개정, 2009년 법률 제49호・일부개정)
제70조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 장관의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후생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본 법률에 따른 권한(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소비자청
청장에게 위임한다.
(1999년 법률 제160호・추가,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29조의 6에서 뒤로 이동, 2
009년 법률 제49호・일부개정)

제11장 벌칙
(2003

년 법률 제55호・구 제9장에서 뒤로 이동)

제71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 제1항 또는
제12조(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3) 제54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
른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바꿔 읽어 적용하
게 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 이하 본호에서 동일)의 명령 또는 제54조 제2항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내각총리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영업자(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
는 식품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55조(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 전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状)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953년 법률 제113호・1972년 법률 제108호・2002년 법률 제104호・일부개정, 2003
년 법률 제55호・구 제30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09년 법률 제49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72조 제13조 제2항(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3항, 제16조(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항(제62
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2조 제1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状)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957년 법률 제175호・추가, 1972년 법률 제108호・2002년 법률 제104호・일부개
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30조의 2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18년 법률 제4
6호・일부개정)

제73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 제25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제4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
조 제1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9조 제1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 제1항(제6
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3)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51조(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
준 또는 제52조 제3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
른 조건을 위반한 자
5) 제56조(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도
도부현 지사(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바꿔 읽어 적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
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영업자(동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
다) 또는 제56조(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950년 법률 제26호・1953년 법률 제113호・1953년 법률 제213호・1957년 법률 제
175호・1972년 법률 제108호・1995년 법률 제101호・1999년 법률 제87호・1999년
법률 제160호・2002년 법률 제104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31조에
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09년 법률 제49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74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등
록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구 제31조의 2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75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
른 해당 직원의 임검(臨検)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8조 제1항(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
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3) 제27조 또는 제48조 제8항(각각 제62조의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4)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952년 법률 제248호・1957년 법률 제175호・1972년 법률 제108호・1999년 법률
제87호・2002년 법률 제104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32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06년 법률 제53호・2009년 법률 제49호・일부개정)
제76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등록검
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검사의 업무 전부를 폐지한 경우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4)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동항 규정에 따
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한 경우
(1972년 법률 제108호・추가, 2002년 법률 제104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
호・구 제32조의 2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77조 식품위생관리자가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
당 시설에서 그 관리대상인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련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위
반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 양태(態樣)에 따라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
과한다. 단 해당 식품위생관리자가 그 행위를 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다.
(1957년 법률 제175호・추가, 1972년 법률 제108호・구 제32조의 2에서 뒤로 이동・
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32조의 3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제7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従業者)가
해당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 대해 해당 각호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 사람에
대해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단 그 사람이 식품위생관리자로서 전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다.
1) 제71조 또는 제72조(제13조 제2항(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제3항, 제19조 제2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1억 엔 이하의 벌금형
2) 제72조(제13조 제2항(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 제19조 제2항(제6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62
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제7
3조 또는 제75조・・・ 각 본조의 벌금형
(1957년 법률 제175호・1972년 법률 제108호・일부개정, 2003년 법률 제55호・구 제
33조에서 뒤로 이동・일부개정, 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제79조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비치하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하고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자는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

부칙

제1조 본 법률은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전부개정)
제2조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음식물, 기타 물품 단속에 관한 법률 (1900년 법률 제15호)」
2) 「음식물, 기타 물품 단속에 관한 법률 및 유독음식물 등 단속령의 시행에 관한
건 (1947년 후생성령 제10호)」
3) 「음식물 영업단속규칙 (1947년 후생성령 제15호)」
4) 「우유 영업단속규칙 (1933년 내무성령 제37호)」
5) 「청량음료수 영업단속규칙 (1900년 내무성령 제30호)」
6) 「빙설 영업단속규칙 (1900년 내무성령 제37호)」
7) 「인공감미질 단속규칙 (1901년 내무성령 제31호)」
8) 「메틸알코올(목정) 단속규칙 (1912년 내무성령 제8호)」
9) 「유해성 착색료 단속규칙 (1900년 내무성령 제17호)」
10) 「음식물 방부제, 표백제 단속규칙 (1928년 내무성령 제22호)」
11) 「음식물용 기구 단속규칙 (1900년 내무성령 제50호)」
(2003년 법률 제55호・전부개정)
제3조 본 법률을 시행할 때 실제로 전조의 규정에 따른 폐지 전의 음식물, 기타 물품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해당 영업이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는 영업인 경우
에는 이를 동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② 제5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대해 준용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전부개정)

부칙 (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54호)
본 법률은 194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68호) 일부발췌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0년 3월 28일 법률 제26호)

본 법률은 195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1년 6월 1일 법률 제174호) 일부발췌
1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48호)
시행기일)
1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식품위생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 본 법률의 시행 전에 식품에 관하여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제13조(특별한 용도
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표시 허가)의 규정에 따라 내려진 허가는 제12조 제1항(특수영양
식품의 표시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내려진 허가로 간주하며, 또 개정 전의 「식품위생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따라 이루어진 표시는 제12조 제4항(특수영양식품
의 표시사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로 간주한다.
(1994년 법률 제84호・구 제4항에서 앞으로 이동)
(

부칙 (1953년 8월 1일 법률 제113호)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3년 8월 15일 법률 제213호) 일부발췌

본 법률은 195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법령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 인가, 기타 처분 또는
신청, 신고, 기타 절차는 각각 개정 후의 상당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또는 절차로
간주한다.
1

부칙 (1956년 6월 12일 법률 제148호)

본 법률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56년 법률 제147호)」의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1956년 9월 1일)
1

본 법률을 시행할 때 해구(海區)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농업위원회의 위원직
에 있는 자의 겸업금지 및 본 법률의 시행에 따른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도도부현의 위원회, 기타 기관이 처리 또는 관리 및 집행하고 있는 사무의 「지방자치
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고 한다) 또는 지정도시의 시장
또는 위원회, 기타 기관에 대한 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각각 「지방자치법
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56년 법률 제147호)」 부칙 제4항 및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의 규정을 따른다.
2

부칙 (1957년 6월 15일 법률 제175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목차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59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60년 8월 10일 법률 제145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961년 정령 제10호로 1961년 2월 1일부터 시행)
(

부칙 (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일부발췌

본 법률은 196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규정은 본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 본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관한 행정청의 부작위(不作為), 그밖에 본 법률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단 본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3 본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訴願),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불복신청(이
하 ‘소원 등’이라고 한다)에 관해서는 본 법률의 시행 후에도 종전의 예를 따른다. 본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소원 등의 재결(裁決), 결정, 기타 처분(이하 ‘재결 등’이라
고 한다) 또는 본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등에 대해 본 법률의 시행 후에 이루
어지는 재결 등에 거듭 불복할 경우의 소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4 전항에서 규정하는 소원 등에서 본 법률의 시행 후에는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처분에 관한 것은 동법 이외의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1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으로 간주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법률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불복신청의 재결 등에 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6 본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본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규정
에 따라 소원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
던 것에 대해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본 법률의 시
행일부터 기산한다.
8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9 전 8항의 규정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1972년 6월 30일 법률 제108호) 일부발췌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검사는 개정 후의 동항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검사로 간주한다.
4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1

부칙 (1990년 6월 29일 법률 제70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제3항 및 부칙 제5조(「후
생성설치법(1949년 법률 제151호)」 제5조 제28호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공포
일부터, 제13조 제3호, 제4장(제16조 제1항, 제2항, 제8항 및 제9항과 제17조 제1항 제4
호(동호에서 규정하는 신고식육판매업자에 관한 신고 관련 부분에 한한다)를 제외한
다), 제25조, 제26조 제3항, 제32조, 제35조,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제42조, 제45조 제3
호 및 제4호, 제46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50조 제2호와 부칙 제3조(「식품위생법」
제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를
따르게 된 경우의 본 법률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

부칙 (1994년 6월 29일 법률 제49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법률 중 제1장의 규정 및 차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994년 법률 제48호)」 중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편 제12장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제2장의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중 「지
방자치법」 제3편 제3장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편 제12장의 개정규정의 시행일=1995년 4월 1일)
(

부칙 (1994년 7월 1일 법률 제84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중 「모자보건법」 제18조의 개정규
정(‘또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를 ‘,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로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
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과 부칙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부칙 제
2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부칙 제39조의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법률 제105호・일부개정)
(

「영양개선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영양개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
명된 영양지도원인 자는 여전히 그 지위를 갖는다.
(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 본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광견병예방법」 및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구가 처리하거나 특별구의 구장
이 관리 및 집행하게 된 사무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당분간 도쿄도가 처리하고, 또
는 도지사가 관리 및 집행하도록 한다.
(1998년 법률 제54호・2005년 법률 제42호・일부개정)
(

기타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본 법률(부칙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해당 규정. 이하 본
조 및 차조에서 동일)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이하 본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본 법률의 시행
(

시에 실제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 등의 신청, 기타 행위
(이하 본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에 대한 본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
의 각각의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부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이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본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의 예를 따르기로
된 경우의 본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제15조 본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
령으로 정한다.
(

부칙 (1995년 5월 24일 법률 제101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
의 규정은 해당 각호에 게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7조의 다음에 2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제7조의 2를
추가하는 부분에 한한다), 동법 제31조 제3호의 개정규정과 차조 및 부칙 제8조의
규정・・・공포일
2)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21조의 다음에 1조를 추가
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22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23조의 개정규정 (‘또는 제2항,
제15조 제3항’을 ‘, 제15조 제4항’으로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
의 규정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날
3)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2조의 개정규정(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동법 제5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16조의 다음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18조,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의 개정규정, 동법 제19조의 4의
개정규정(각호 열기(列記) 이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동법 제19조의
5, 제19조의 13 및 제19조의 15의 개정규정, 동법 제23조의 개정규정(‘또는 제2항,
(

제15조 제3항’을 ‘, 제15조 제4항’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과 동법 제31조의
개정규정(동조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공포일부터 기산하여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
(1996년 정령 제6호로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첨가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후생성 장관은 다음의 첨가물(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과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이하 ‘신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천연향료 및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첨
가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명칭을 기재한 표(이하 ‘기존 첨가물 명부’라고 한
다)를 작성하여 이를 본 법률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1) 본 법률의 공포 시에 실제로 판매되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저장 또는 진열되고 있는 첨가물
2) 본 법률의 공포 시에 실제로 판매되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저장 또는 진열되고 있는 제제(製劑) 또는 식품에 함유되는 첨가물
2 여러 사람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기존 첨가물 명부에 관하여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생성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그 내용을 후생성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후생성 장관은 전항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건의된 첨가물의 명칭을 기존 첨가물 명부에 추가하거나 기존 첨가물 명부에서
삭제하는 동시에 건의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후생성 장관은 전항 규정에 따른 추가 또는 삭제를 한 기존 첨가물 명부를 본 법률
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의 1개월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

제2조의 2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존 첨가물 명부에 그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첨가물에
대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
을 청취하여 해당 첨가물의 명칭을 기존 첨가물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2 후생노동성 장관은 전항 규정에 따라 기존 첨가물 명부에 그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첨가물의 명칭을 해당 기존 첨가물 명부에서 삭제하려고 할 때에는 그 취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단, 식품위생상의 위
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사전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할 여
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3 후생노동성 장관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
하도록 한다.
4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삭제한 기존 첨가물 명부를 지체 없이 공
시해야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
제2조의 3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존 첨가물 명부에 그 명칭이 기재된 첨가물에 관하여
그 판매,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저장 및 진열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첨가물과 이를
포함한 제제 및 식품이 실제로 판매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첨가물의 명칭을 기재한 표(이하 ‘삭제예정 첨가물 명부’라고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2 후생노동성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삭제예정 첨가물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이
를 공시해야 한다.
3 여러 사람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삭제예정 첨가물 명부에 관하여 정정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한하여 그 뜻을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4 후생노동성 장관은 전항의 건의가 있는 경우로, 해당 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건의된 첨가물의 명칭을 삭제예정 첨가물 명부에 추가하거나 삭제예정 첨가
물 명부에서 삭제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해당 건의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2항의 공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삭
제예정 첨가물 명부(전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추가 또
는 삭제를 한 삭제예정 첨가물 명부)에 기재된 첨가물의 명칭을 기존 첨가물 명부에서
삭제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추가)

제3조 기존 첨가물 명부에 기재된 첨가물과 이를 포함하는 제제 및 식품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003년 법률 제55호・2018년 법률 제46호・일부개정)
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부칙 제1조 제3호의 개정규정을 시행할 때 실제로 「구 식품위생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본 법률을 시행할 때 실제
로 「신 식품위생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 식품위생법」 제19조의 12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
하여 1년간은 동조 중 ‘제19조의 4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9조의 4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

영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부칙 제1조 제2호의 개정규정을 시행할 때 실제로 「구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허가(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에 한한다)를 받은 자에
대한 해당 허가 관련 「신 식품위생법」 제5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해당 유효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동조 중 ‘를 위반한 경우, 제5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동조 제3항’을 ‘또는 제52조 제3항’으로 한다.
(2003년 법률 제55호・일부개정)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
른다.
(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제8조 본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
으로 정한다.
(

검토)
제9조 정부는 본 법률의 시행 후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국민의 영양섭취의 상황과
「신 영양개선법」 제17조 및 제17조의 2의 규정의 시행상황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부칙 (1997년 11월 21일 법률 제105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규정한 날
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4조의 규정・・・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된 날
(

부칙 (1998년 5월 8일 법률 제54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중 「지방자치법」 별표 제
1부터 별표 제4까지의 개정규정(별표 제1중 제8호의 2를 삭제하여 제8호의 3을 제8호
의 2로 하고, 제8호의 4 및 제9호의 3을 삭제하여 제9호의 4를 제9호의 3으로 하고, 제
9호의 5를 제9호의 4로 하는 개정규정, 동표 제20호의 5의 개정규정, 별표 제2 제2호(1
0의 3)의 개정규정과 별표 제3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과 부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본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의 예를 따르도록 한
경우의 본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
른다.
(

정령으로의 위임)
제9조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외에 본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과조치
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칙 (1998년 6월 12일 법률 제101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

제1조 본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규정은 해당 각호에
서 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50조의 다음에 5조, 절명(節名)과 2관 및 관명(款名)
을 추가하는 개정규정(동법 제250조의 9 제1항에 관련된 부분(양(兩) 의원 의 동
의를 얻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 중 「자연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244조
의 규정(「농업개량조장법」 제14조의 3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과
제472조의 규정(「시정촌 의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17조
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과 부칙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9조 단
서, 제60조 제4항 및 제5항, 제73조, 제77조, 제15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0
조, 제163조, 제164조와 제202조의 규정・・・공포일
3)

4)

후생성 장관에 대한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경과조치)
제74조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에 관련된 제149조부터 제151조까지, 제1
57조, 제158조, 제165조, 제168조, 제170조,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176조, 제183
조, 제188조, 제195조, 제201조, 제208조, 제214조, 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 제229조 또
는 제238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아동복지법」 제59조의 4 제2항, 「안마 마사
지 지압사, 침치료사, 뜸치료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 「식품위생법」 제29조
의 4, 「여관업법」 제9조의 3, 「공중욕장(浴場)법」 제7조의 3, 「의료법」 제71조의
3,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3조의 2 제2항,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
률」 제51조의 12 제2항, 「클리닝업법」 제14조의 2 제2항, 「광견병예방법」 제25조
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83조의 2 제2항, 「결핵예방법」 제69조, 「도축장법」 제
20조, 「치과기공사법」 제27조의 2, 「임상검사기사, 위생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8의 2, 「지적장애자복지법」 제30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4조 제2항,
「모자보건법」 제26조 제2항, 「유도정복 (整復)사법」 제23조, 「건축물의 위생적 환
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24
조,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 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재
심사청구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

5)

3)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국회의 중(衆)의원, 참(參)의원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
4) 市町村,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5) 整復, 골절이나 탈구로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 정골, 접골이라고도 함.

후생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 기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한 사업의 정지명령,
기타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 본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아동복지법」 제46조 제4항 또는 제59조 제1항
또는 제3항,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치료사, 뜸치료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동법 제12조의 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의
료법」 제5조 제2항 또는 제25조 제1항, 「독물 및 극물단속법」 제17조 제1항(동법 제
22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생연금보험법」 제100조 제1
항, 「수도법」 제39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06조 제1항, 「약사법」 제69조 제1
항 또는 제72조 또는 「유도정복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생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 기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한 사업의 정지명령, 기타 처분은 각각 본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아동복지법」 제46조 제4항 또는 제59조 제1항 또는 제3항,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치료사, 뜸치료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동법 제12조
의 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또는 제23조, 「의
료법」 제5조 제2항 또는 제25조 제1항, 「독물 및 극물단속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생연금보험
법」 제100조 제1항, 「수도법」 제39조 제1항 또는 제2항, 「국민연금법」 제106조 제
1항, 「약사법」 제69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72조 제2항 또는 「유도정복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생성 장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한 사업의 정지명령,
기타 처분으로 간주한다.
(

국가 등의 사무)
제159조 본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의 시
행 전에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정령에 따라 관리하거나 집행하
는 국가, 타 지방공공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사무(부칙 제161조에서 ‘국가 등의 사무’라
고 한다)는 본 법률의 시행 후에는 지방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따른 정령에 따라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하도록 한다.
(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0조 본 법률(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본조 및 부
칙 제163조에서 동일)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
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이하 본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본 법률을 시
행할 때 실제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 등의 신청, 기타
행위(이하 본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로, 본 법률의 시행일에 이들 행위에 관
련된 행정사무를 해야 하는 자가 달라지는 것은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이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 본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2 본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
체의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절차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 법률의 시행일 전
에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본 법률 및 이에 따른 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를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공공단체의 상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절차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본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61조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국가 등의 사무에 관련된 처분으로 해당 처분을 한 행
정청(이하 본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에 시행일 전에 「행정불복심사법」에서 규정
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본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이 있었던 것에 대한 동법
에 따른 불복신청에 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처분청에 계속해서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해당 처분청
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은 시행일 전에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이라고 판단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이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인 경우에
는 해당 기관이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사무는 「신 지방자
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라고 판단한다.
(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2조 시행일 전에 본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따른 명령을 포함
한다)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했던 수수료는 본 법률 및 이에 따른 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것 외에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3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제164조 본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
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

검토)
제250조 「신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에
관해서는 가능한 신규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신 지방자치법」 별표
제1에 게시한 것 및 「신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령에 제시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방분
권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검토를 하여 적절하게 재고하도록 한다.
(

제251조 정부는 지방공공단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주적이며 자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
도록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도
에 관하여 경제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2001년 1월 6일)
1) 생략
2) 부칙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14조 제3항, 제23조, 제28조와 제30조의 규정
・・・공포일
(

별도로 정하는 경과조치)
제30조 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해지는 경과조치
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 「중앙성청(省廳) 등 개혁관계법 시행법 (1999년 법률 160호)」 일부발췌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01조 「중앙성청 등 개혁관계법」 및 본 법률(이하 ‘「개혁관계법」 등’이라고 총
칭한다)의 시행 전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국가기관이 한 면허, 허가, 인가, 승
인, 지정, 기타 처분 또는 통지, 기타 행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 후에는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 후의 법령의 상당규정에
따라 상당의 국가기관이 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기타 처분 또는 통지, 기타
행위로 간주한다.
2 「개혁관계법」 등을 시행할 때 실제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국가기관에 대
해 이루어진 신청, 신고, 기타 행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개혁관
계법」 등의 시행 후에는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 후의 법령의 상당규정에 따라 상
당의 국가기관에 대해 이루어진 신청, 신고, 기타 행위로 간주한다.
3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 전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국가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절차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개혁관계법」 등의 시
행 후에는 이를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 후의 법령의 상당규정에 따라 상당의 국가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절차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 후의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종전의 예를 따르는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02조 종전의 예를 따르도록 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기타 처분 또는 통지, 기타 행위 또는 종전의 국가기관에
대해 해야 하는 신청, 신고, 기타 행위에 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는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 후에는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 후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그 임무 및 소관사무의 구분에 따라 각각 상당의 국가기관이 해야 하거나, 상당
의 국가기관에 대해 해야 한다.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303조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
전의 예를 따른다.
(

정령으로의 위임)
제1344조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1301조부터 전조까지와 「중앙성청 등 개혁관
계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개혁관계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
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95조(「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
하는 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1305조, 제1306조, 제13
24조 제2항, 제1326조 제2항 및 제1344조의 규정・・・공포일
(

――――――――――

부칙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1 본 법률은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0년 법률 제90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2001년 4월 1일)
(

부칙 (2002년 8월 7일 법률 제104호)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2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행정절차 등 상의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2003년 2월 3일)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
른다.
(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제5조 전 3조의 규정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
한다.
(

부칙 (2003년 5월 30일 법률 제55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3년 정령 제349호로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
1) 제4조와 부칙 제9조, 제10조(「식품안전기본법(2003년 법률 제48호)」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안전위원회(이하 본조 및 부칙 제10조에서 ‘식품안전위원회’라고 한
다)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제12조, 제13조 및 제29조의 규정・・・공포일
2) 부칙 제10조(식품안전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식품안전기
본법」의 시행일
(시행일＝2003년 7월 1일)
3) 제2조(차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6조(차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8조(차
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0조와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제16
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
(2003년 정령 제504호로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
4)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개정규정(‘제17조 제1항’을 ‘제28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6조 중 「도축장법」 제19조의 개정규정 및 제8조
중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 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개정
규정・・・2004년 4월 1일
5) 제3조 및 부칙 제34조의 규정・・・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
(2005년 정령 제345호로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
(

등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전조 제3호의 규정을 시행할 때 실제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
위생법」(차조부터 부칙 제5조까지에서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이하 본조, 차조, 부칙 제5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11조에서 「신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후생노동성 장관의 등록을 받은 등록검사기관으로 간주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검사기관으로 간주된 자는 전조 제3호 규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의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3 전항의 자는 전조 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동항의 신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의 조건으로 「신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또
는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 부칙 제1조 제3호 규정의 시행 전에 「구 식품위생법」 제19조의 10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구 식품위생법」 제19조의 4 제2호에서 규
정하는 자가 해임되고, 해임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해당 업무를 하는 임
원으로 있는 법인은 「신 식품위생법」 제32조의 규정과 무관하게 동조 및 「신 식품
위생법」 제43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신 식품위생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하
는 법인으로 간주한다.
제4조 부칙 제1조 제3호 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구 식품위생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사의 신청으로, 부칙 제1조 제3호의 규정의 시
행 시 합격 또는 불합격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관한 합격 또는 불합격의 처분
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식품위생관리자의 양성시설 등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부칙 제1조 제3호의 규정을 시행할 때 실제로 「구 식품위생법」 제19조의 17
제6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의 지정을 받은 양성시설 또는
강습회는 「신 식품위생법」 제48조 제6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
성 장관의 등록을 받은 양성시설 또는 강습회로 간주한다.
(

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9조 본 법률(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관해서는 해당 각 규정. 부칙 제12조에서
동일)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동일)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상당규정이 있는 것은 본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 의견의 청취 등)
제10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본 법률의 시행일 전이라도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
의 「식품위생법」 제1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침을 정하려고 할 때 및 동법 제
13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그 취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 후생노동성 장관은 본 법률의 시행일 전이라도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및 영양개선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첨가물의 명칭을 기존 첨가물 명부에서 삭제하려고 할 때에는 그 취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또는 식품안전위원회 또
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후생노동성 장관은 부칙 제1조 제3호의 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또는 식품
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신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을 정하려고 할 때
4 후생노동성 장관은 부칙 제1조 제5호의 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도 제3조의 규정에 따
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확실한 물질 및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그 취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또는 식품
안전위원회 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시행 전의 준비)
제11조 「신 식품위생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 식품위생법」 제2
5조 제2항 및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액의 인가와 「신 식품위생법」 제37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규정의 인가와 「신 식품위생법」 제48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 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등
(

록절차는 부칙 제1조 제3호 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
른다.
(

정령으로의 위임)
제13조 본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
령으로 정한다.
(

검토)
제14조 정부는 본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 본 법률의 시행상황을 감안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부칙 (2005년 5월 18일 법률 제42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규정은 해당 각호에
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1조 중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
(‘와 제24조’를 ‘, 제24조의 2 제2항과 부칙 제2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
한다), 동법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 동법 제24조를 삭제하고 동법 제24조의 2를
동법 제24조로 하고, 동조의 다음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및 동법 제24조의 4
의 개정규정(‘,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를 삭제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
3조의 규정과 차조와 부칙 제8조(‘,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를 삭제하
는 부분에 한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2006년 4월 1일
(

――――――――――

○「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87호)」 일부발췌

(2005

년 법률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527조 시행일 전에 한 행위 및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를 따르기로 된 경
우의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

정령으로의 위임)
제528조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의 폐지 또는 개
정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칙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일부발췌
본 법률은 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2006년 5월 1일)

――――――――――

부칙 (2006년 6월 7일 법률 제53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2009년 법률 제48호)」의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2009년 9월 1일)
1) 부칙 제9조의 규정・・・본 법률의 공포일
(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본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구 법령’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기타 처분 또는 통지, 기타 행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본 법
률의 시행 후에는 본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이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신 법령’이라고 한다)의 상당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기타 처분 또는 통지, 기타 행위로 간주한다.
2 본 법률을 시행할 때 실제로 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면허의 신청, 신고,
기타 행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본 법률의 시행 후에는 신 법령의
상당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면허의 신청, 신고, 기타 행위로 간주한다.
3 본 법률의 시행 전에 구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절차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 법률의 시행일 전에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본 법률의 시행 후에는 이를 신 법령의 상당규
정에 따라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

명령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구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효된 「내각부설치법」 제7조 제3항의 내각부령 또는
「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 제1항의 성령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본
법률의 시행 후에는 신 법령의 상당규정에 따라 발효된 상당의 「내각부설치법」 제7
조 제3항의 내각부령 또는 「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 제1항의 성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본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의 예를 따르기로 된
경우의 본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
른다.
(

정령으로의 위임)
제9조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
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칙 (2013년 6월 14일 법률 제44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본 법률(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

정령으로의 위임)
제11조 본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
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칙 (2013년 6월 28일 법률 제70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차조 및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관해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정령 제67호로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
(

경과조치)
제16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
한 법률」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건강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처분, 기타 행위로 본 법률에 상당규정이 있는 것은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
른다.
(

정령으로의 위임)
제18조 본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칙 (2013년 11월 27일 법률 제84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64조, 제66조 및 제102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정령 제268호로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
(2013년 법률 제103호・일부개정)
(

검토)
제66조 정부는 본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규정의 실시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 관한 검토를
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처분 등의 효력)
제100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
하 본조에서 동일)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상당규정이 있는 것은 본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
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3년 법률 제103호・구 제99조에서 뒤로 이동)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01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를 따르게
된 경우의 본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2013년 법률 제103호・구 제100조에서 뒤로 이동)
(

정령으로의 위임)
제102조 본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
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2013년 법률 제103호・구 제101조에서 뒤로 이동)
(

부칙 (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3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17조의 규정・・・「약사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3년 법률 제84
호)」의 공포일 또는 본 법률의 공포일 중 시기가 늦은 날
(본 법률의 공포일=2013년 12월 13일)
(

부칙 (2014년 6월 4일 법률 제51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본 법률(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본조 및 차조
에서 동일)의 시행 전에 본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
진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이하 본항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본 법률
을 시행할 때 실제로 본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 등의 신청, 기타 행위(이하 본항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로, 본 법률의 시
행일에 이들 행위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해야 하는 자가 달라지는 것은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본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이에 따른 명령을 포함
한다)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본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본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각
각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간주한
다.
2 본 법률의 시행 전에 본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절차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 법
률의 시행일 전에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본 법률 및 이에 따른 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를 본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규정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상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절차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본 법률에 따른 개
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
른다.
(

정령으로의 위임)
제9조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
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칙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행정불복심사법(2014년 법률 제6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2016년 4월 1일)
(

경과조치의 원칙)
제5조 행정청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부작위(不作為)에 관한 불복신청으로 본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본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
청에 관련된 행정청의 부작위에 관련된 것은 본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종전의 예를 따른다.
(

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본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복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
(裁決), 결정, 기타 행위를 거친 후가 아니면 소(訴)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당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본 법률의 시행 전에 이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경과한 것
(해당 불복신청이 타 불복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 결정, 기타 행위를 거친 후가 아
니면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타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본 법률의 시행 전
에 이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경과한 것을 포함한다)의 소의 제기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2 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법률의 규정(전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를 따
르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처분, 기타 행위로 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의 취소의 소의 제기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

불복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 결정, 기타 행위의 취소의 소로, 본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것은 종전의 예를 따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와 부칙 제5조 및 전 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를 따라야 하는 경우의 본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제10조 부칙 제5조부터 전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칙 (2017년 5월 31일 법률 제41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차조 및 부칙 제48조의 규정은 공
포일부터 시행한다.
(

정령으로의 위임)
제48조 본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
으로 정한다.
(

부칙 (2018년 6월 13일 법률 제46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 정령 제121호로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
1) 부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공포일
2) 제1조의 규정(「식품위생법」의 식품위생법 목차 및 제목의 개정규정, 동법 제6장
의 장명(章名)의 개정규정, 동장 중 제22조의 앞에 2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호와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동법
제60조의 다음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에 한한다)・・・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
(

년 정령 제321호로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3) 제2조의 규정, 제3조 중 「도축장법」 제20조의 개정규정과 제4조 중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 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
2항 및 제40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 규
정・・・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
(2019년 정령 제121호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2018

식품 등의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1조의 규정(전조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차조에서 동일)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이하 ‘신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해서
는 본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적용하지 않는
다. 이 경우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부칙 제4조에서 동일)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 또는 시
설에서 제조하거나 가공된 식품(동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차조에
서 동일) 또는 첨가물(동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첨가물을 말한다)을 수입하도록
힘써야 한다.
(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본 법률을 시행할 때 실제로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이하 본조 및 부칙 제5조에서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의 승인에 관
련된 동항에서 규정하는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을 거친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해
서는 해당 승인의 유효기간(「구 식품위생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에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6
항 중 ‘제11조 제1항’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46
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으로 바꿔 읽어 적
용하도록 한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본 법률을 시행할 때 실제로 판매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거나,
또는 영업(「식품위생법」 제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말한다)상 사용되고 있는
기구(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및 용기포장(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용기포장을 말한다)에 관해서는 「신 식품위생법」 제18조 제3항 및 제50조의 4(제2조
규정의 시행일(이하 ‘제3호 시행일’이라고 한다) 이후에는 동조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이하 ‘제3호 신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5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
는다.
(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신 식품위생법」 제50조의 2 제2항(제3호 시행일 이후라면 「제3호 신 식품
위생법」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구 식품위생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따르
도록 한다.
(

시행 전의 준비)
제9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호 시행일 전이라도 「제3호 신 식품위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지역보건법(1947년 법률 제101호)」 제5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신고를 한 자는 제3호 시행일에 「제3호 신 식품위생법」 제57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본 법률(부칙 제1조 제3호의 규정은 해당 규정. 부칙 제12조에서 동일)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들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동일)의 규
정에 따라 실시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상당규정
이 있는 것은 본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규정에 따라 실시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간주한다.
(

국민 의견의 청취 등)
제11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시행일 전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거나 식품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신 식품위생법」 제50조의 2 제1항 또는 제50조의 3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을
정하려고 할 때
2 후생노동성 장관은 시행일 전이라도 「신 식품위생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성분 등을 지정하려고 할 때 또는 「신 식품위생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그 취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여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하거나 식품안전
위원회 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3호 시행일 전이라도 「제3호 신 식품위생법」 제54조의 후생
노동성령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그 취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고 또는
널리 국민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본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경
우의 본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
다.
(

정령으로의 위임)
제13조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
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

검토)
제14조 정부는 본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관하여 그 시행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를 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부칙 (2018년 6월 15일 법률 제53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 정령 제325호로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부칙 (2019년 11월 27일 법률 제57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법률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33조 관련)
(2003

년 법률 제55호・추가, 2017년 법률 제41호・2018년 법률 제53호・일부개정)

이화학적 검사

1 원심분리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2 순수 제조장치

있을 것.

3 초저온조

1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단기대학을 제외

4 호모지나이저

한다), 「구 대학령」에 따른 대학 또는 「구 전문

5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학교령」에 따른 전문학교에서 의학, 치학, 약학,

6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수의학, 축산학, 수산학, 농예화학 또는 응용화

질량분석계 (식품에 잔

학의 과정 또는 이들에 상당하는 과정을 이수

류하는 「농약단속법」 제

하고 졸업한 후, 1년 이상 이화학적 검사업무에

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일 것.

농약의 검사를 하는 자

2 「학교교육법」에 따른 단기대학(동법에 따른

에 한한다)

전문직 대학의 전기(前期) 과정을 포함한다) 또

7 원자흡광분광광도계

는 고등전문학교에서 공업화학의 과정 또는 이

8 고속액체 크로마토그

에 상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동법에

래프

따른 전문직 대학의 전기 과정의 경우에는 수

4명

료한 후), 3년 이상 이화학적 검사업무에 종사
한 경험이 있는 자일 것.
3 전 2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을 갖
춘 자일 것.
세균학적 검사

1 원심분리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2 순수 제조장치

있을 것.

3 초저온조

1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단기대학을 제외한다),

4 호모지나이저

「구 대학령」에 따른 대학 또는 「구 전문학교령」에

5 건열멸균기

따른 전문학교에서 의학, 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6 광학현미경

수산학, 농예화학 또는 생물학의 과정 또는 이들에

7 고압멸균기

상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1년 이상 세

8 부란기

균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일 것.
2 「학교교육법」에 따른 단기대학(동법에 따른 전
문직 대학의 전기 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고등전
문학교에서 생물학의 과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동법에 따른 전문직 대
학의 전기 과정의 경우에는 수료한 후), 3년 이상
세균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일 것.
3 전 2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을 갖
춘 자일 것.

4명

동물을 사용한

1 원심분리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검사

2 순수 제조장치

있을 것.

3 초저온조

1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단기대학을 제외

4 호모지나이저

한다), 「구 대학령」에 따른 대학 또는 「구 전문
학교령」에 따른 전문학교에서 의학, 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수산학, 농예화학 또는 생물학
의 과정 또는 이들에 상당하는 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한 후, 1년 이상 동물을 사용한 검사업
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일 것.
2 「학교교육법」에 따른 단기대학(동법에 따른
전문직 대학의 전기 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고
등전문학교에서 생물학의 과정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동법에 따른
전문직 대학의 전기 과정의 경우에는 수료한
후), 3년 이상 동물을 사용한 검사업무에 종사
한 경험이 있는 자일 것.
3 전 2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을 갖
춘 자일 것.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