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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
영양군청에서는 모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국번없이 1399번)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인터넷은 물론 우편, 엽서, fax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　소 : 경상북도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위생정책팀
전　화 : 054-680-6791 (fax : 054-680-6789)

※ 신고시 내용별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인지부족이나 고의성이 없이 농수산물을 직접 재배,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에 대한
유용성을 과대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업소의 광고는 행정지도 사안으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별 보상금 포상금액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등 5만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판매 등 30만원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어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판매 등 30만원

판매 금지된 병육을 식품으로 판매한 경우 등 30만원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첨가물) 사용 등 30만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용기·포장 판매 등 30만원

수입 농․수산물을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여 수집․판매하는 행위 30만원

무허가 영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30만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0만원

무신고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10만원

영업신고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기구, 용기․포장 등을 판매하는 행위 15만원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 사용 10만원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10만원

홍보관, 체험방 등 사람들을 유인하여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10만원

무표시 식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식품접객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10만원

휴게·일반음식점 또는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행위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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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synthesis_guide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synthesis_guide/food_sanitation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synthesis_guide/food_sanitation/adulterated_food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하는 해위 7만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하는 행위 5만원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하는 행위 5만원

제조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를 제조·가공하는 행위 5만원

제1군전염병 등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무신고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이 외의 사항으로 과태료,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1만원

신고내용별 보상금 포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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