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식품에 관한 영업을 시작하시는 여러분께새롭게 식품에 관한 영업을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 식품 관계 영업 신고 안내 ―

　신고는 허가 업종 및 허가와 신고가 불필요한 업종 이외의 모든 영업이 
대상입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 장소를 소관하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팸플릿은 영업 신고 서류 작성법 등에 대해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요점을 해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2018년 6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모든 영업자에게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가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 이외에도 보건소가 그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영업 신고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신고 업종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 위생 시스템

영업 신고 수속

신고 수속의 유의점

신고 후에 필요한 것은?

신고 서류 제출

1  영업 신고서 １통(보관용이 필요한 경우는 2통）
2  식품위생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 (식품위생책임자 수첩 등)

(법인의 경우)
영업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번호에 의해 그 법인의 존립을 확인합니다. 그 때문에 영업 신고서에 
법인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신고 시 수수료는 필요 없습니다.

수속 후에 신고필증 등의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자 보관용이 필요한 분은 영업 신고서에 수취인을 
날인한 것을 돌려주므로 영업 신고서를 2통(제출용, 보관용) 준비해서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허가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 허가 신청에 더하여 영업 신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카페에서 식사 제공에 더해 구입한 포장품 두부(냉장 보관 필요)를 판매한다.
　  ⇒음식점 영업 허가에 더해 두부 물품 판매에 대한 신고가 필요

같은 시설에서 여러 개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인 업종에 대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영업 허가와는 달리 갱신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만,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고(작성법은 p.4 참조), 영업을 폐지한 경우는 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할 때는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야채 과일 판매점에서 야채, 과일 판매 외 포장품 도시락, 식육 등의 판매를 한다.
　  ⇒대표적인 업종(이 경우는 야채 과일 판매업)에 대한 신고가 필요

또한, 영업 신고는 후생노동성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PC로 접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PC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표시를 데스크톱용 표시로 전환해 주십시오.)



영업 신고 작성법
예 １: 개인이 고정 점포에서 야채 등을 판매하는 경우

(表) 新規（신규）에 ○ 표시를 한다.

第57条第1項（제57조 제1항）
에 ○ 표시를 한다.

영업 신고 정보는 국가의 오픈 
데이터로서 공개된다.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이름, 
주소 등도 공개된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주소,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다.

영업 시설 전화번호, 소재지, 
명칭 등을 기재한다.

식품위생책임자의 이름, 자격의 
종류를 기재한다(아래 그림 참조).

대표적인 업종을 기재한다.

신고 수속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한다.(상기 
신고자와 동일한 경우는 불필요) 

영업 시설에서 주로 취급하는 식품 
등을 기재한다.
기타 취급 식품 등의 정보는 ‘자유 
기재’ 란에 기재한다.

【식품위생책임자의 자격】
자격의 종류의 약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하는 자에게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책임자의 양성 강습회를 수강한 분은 「都道府県知事の講習会」에 ○ 표시를 하고, 
수강한 강습회 명칭(도도부현명 등)과 수강 연월일을 기재해 주십시오.
　또한, 기구・포장 용기 제조를 하는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책임자의 기재는 불필요합니다. 

식품위생관리자
선박 요리사 위생관리책임자(도축장법) 식용조류처리 위생관리자

식품위생감시원 조리사 제과 위생사 영양사



영업 신고 작성법
예 2: 법인이 구입한 도시락(포장품) 등을 자동차로 판매하는 경우

(表) 新規（신규）에 ○ 표시를 한다.

第57条第1項（제57조 제1항）
에 ○ 표시를 한다.

영업 신고 정보는 국가의 오픈 
데이터로서 공개된다.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이름, 주소 
등도 공개된다.

본사 전화번호, 법인번호(13자리), 
등기상의 본사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이름 등을 기재한다. 
법인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한다.

【자동차로 영업 등 이동하면서 
영업하는 경우】
시설 소재지는 주요 영업지를 
기재한다.
(주의점) 영업 장소를 관할하는 
보건소마다 신고가 필요하다.

식품위생책임자의 이름, 자격의 
종류를 기재한다.(P2 참조)

영업 시설에서 주로 취급하는 식품 
등을 기재한다.
기타 취급 식품 등의 정보는 ‘자유 
기재’ 란에 기재한다.

대표적인 업종을 기재한다. 
자동차로 영업하는 경우는 비고란에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신고 수속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한다.(상기 
신고자와 동일한 경우는 불필요)



변경 신고 작성법
예: 법인 대표자, 식품위생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참고) 변경 내용에 따라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 경  내 용
결혼, 이혼 등에 의한 이름 변경
영업자 주소(거주지) 변경
법인 명칭(상호) 변경
본사 소재지 변경
대표자 이름 변경

호적 초본
없음

등기사항 증명서
식품위생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식품위생책임자 수첩 등)
자동차검사증 등 새로운 번호를 알 수 있는 것
없음

(개인)

(법인)

식품위생책임자 변경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영업 시설 명칭, 옥호, 기타 항목 변경

필 요  서 류

다음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고 제출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가 필요한 항목을 변경할 
때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가 필요한 항목〉

(개인의 경우) 이름・주소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소재지・　
　　　　　　대표자 이름

〈변경 신고가 필요한 항목〉
【신고자 정보】

영업 형태
【영업 신고】

영업 시설 명칭・옥호 또는 상호
식품위생책임자 이름
주로 취급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포장 용기에 관한 정보
(자동차로 영업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영업 시설 정보】

신고한 영업을 특정하기 위해 
신고자 정보, 영업 시설 정보, 
영업 형태 등을 기재한다.
변경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명에 ○ 표시를 한다.
변경 신고를 제출할 때는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관계 
서류(본 페이지 하부 참조)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제출한다.

법인번호로 확인하므로 법인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법인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