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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of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1. Background

(a).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

heries and the Management of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Et

c(Act No. 16551, Promulgation Aug 27, 2019, Enforcement Aug 2

8, 2020), partly amended and entered into force containing that pe

nalty surcharge is imposed on habitual violations of certificate req

uirements, prescribes matters delegated and necessary for enforce

ment of the act such as developing detailed procedures to impose

and collect penalty surcharge equivalent to half of the amount of

total sales for a business entity revoked its certificate more than

2 times for the recent 3 years because whether it receives certific

ates on organic food, pesticide-free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e

d food from pesticide-free agricultural products used as ingredien

ts, and antibiotic-free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in a false or

other unjustifiable manner, or whether its commodity including or

ganic food, pesticide-free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ed food fro

m pesticide-free agricultural products used as ingredients, and an

tibiotic-free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whose pesticide MRL

exceeds the MRL standards publicly announced by Minister of Fo

od and Dru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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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purpose of the amendments is to provide for matters delegate

d by this act a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of and Support for Org

anic Foods, Etc(Act No. 16551, Promulgated Aug 27, 2019, Enforcemen

t Aug 28, 2020) is partly amended, stipulating that upper limit of admin

istrative fines is subdivided into types of violation case.

2. Main Content

(a). Developing new detailed guidelines for calculation of expenses in

relation to penalty surcharges to habitual violations and detailed s

tandards for collection of such expenses (Article 3-2, Table 1)

(i) Prescribing detailed matters regarding imposing and collection o

f penalty surcharges as laying the basis for imposing penalty su

rcharges

(b). Developing detailed standards for placing administrative fines the a

mendments contains subdividing of upper limit (Table 2)

(ii) Setting specific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con

cerning those violated and importance of matters under the ame

ndments to the act, in particular upper limit of administrative fines

(c). Amending regulations on delegation of authority of each agency

under the amendments to this act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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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eveloping specific regulations on delegation including research

and evaluation on actual condition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resources and environment, designation of and monitoring agen

cy for education and training, imposing and collection of penalt

y surcharges

3. Notes

(a).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mission

(b). Budgetary measure : Additional measures are not necessary

(c). Others : (i) the table for comparison of new and old articles,

attached documents

(ii) Advance notification of legislation(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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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을 “유기식품

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ㆍ무항생제수산

물”로,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또는 유기식품등”을 ““무항생제

축수산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필요에 따라 유기식품 또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소관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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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

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

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에 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

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

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

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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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

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

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 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4

항”으로, “(비식용유기가공품은”을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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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

제2항제1호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제5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

제3항제1호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1항”으로, “유기식품등”

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을 “비식

용유기가공품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명령”을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의4 중 “취소ㆍ정지”를 “취소, 자격정

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27조제2호”를 “법 제27조제1항제2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법 제27조제4호”를 “법 제27조제1항제4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27조제5호”를 “법 제27조제1항제5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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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인증

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로,

“인증사업자”를 “인증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2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으로,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를 “평가ㆍ등급결정, 결과 공표 및

등급결정 결과에 따른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으로 하며, 같은 항

에 제2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무농약농수

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의2 및 제23호의3을

각각 제23호의3 및 제23호의4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의5부터 제23호의1

0까지를 각각 제23호의8부터 제23호의13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

의2, 제23호의5, 제23호의6 및 제23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3호의3(종전의 제23호의2) 및 제23호의4(종전의 제23호의3)

중 “유기농어업자재”를 각각 “유기농업자재”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의1

3(종전의 제23호의10) 중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공시사업자”를 “판매․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조사, 공시사업자등”으로, “공시사업자에”를 “공시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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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의2 및 제25호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의4부터 제2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6호의2 중 “유기농어업자재”를

“유기농업자재”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

28호 중 “법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 중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을 “교육훈련기관

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교육훈

련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원

1의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

6의2.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

유기가공품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의 신고 수리

8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1의5.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8.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

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8의3.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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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인증품등

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20의3.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23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인 무농약 표시의 허용

23의5. 법 제41조의2제2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23의6.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조사

23의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5의2. 법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조

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

과 통보

25의3. 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조

치 명령, 유기농업자재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25의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25의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5의6.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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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 제54조에 따른 인증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진 및 필요 자금

지원

29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인증 취소 및 공시사업자

의 공시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청문

제5조제5항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을 “법

제20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으로, “재심사”를 “재심사,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재심사 결과 통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1조제2

항 및 제3항”을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

다)까지의 규정”으로, “갱신 및”을 “갱신,”으로, “연장”을 “연장, 재심사,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심사 결과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명령”을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4 중 “취소ㆍ정지”를 “취소, 자격정지 또는 시정

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항 제12호 중 “법 제27조제2호”를 “법 제2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

은 항 제13호 중 “법 제27조제4호”를 “법 제2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

은 항 제14호 중 “법 제27조제5호”를 “법 제27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

은 항 제16호 중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인증품에 대한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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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조사”를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로, “인증사업자”를

“인증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지

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의2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평가ㆍ등급

결정 및 결과 공표”를 “평가ㆍ등급결정, 결과 공표 및 등급결정 결과에

따른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수

리”를 “수리 및 통지”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의

2 중 “유기농어업자재”를 “유기어업자재”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다

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따른”을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따른 교육․훈련, 교

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원

1의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

8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1의5.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8.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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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

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8의3.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인증품등

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26.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7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인증 취소에 대한 의견제

출 기회 부여 및 청문

제5조제5항제28호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8항”으로, “제27

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

제6항제1호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인

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를 “인증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9조제4항”을 “법 제49조제7항”으로,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를 “공시사업자등”으로 한다.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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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 “별표와”를 “별표 2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를 한 인증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2회 적발된 당시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유기식품등․무

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으로 판매한 물량(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 중인 물량은 제

외한다)으로 하며, 3회 이상부터는 이전에 부과한 물량을 제외하고 해당 인증

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으로 한다.

2.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

가. 판매금액은 제1호다목의 부과 대상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통관 단계 인증품의 판매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인증사업자 3곳 또는 판매업체 3곳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동일 품목의 인근 판매업체 3곳의 평균 판매가

격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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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ᆞ가공 또는 취급 실

적을 알리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1호

30 50 100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

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2호

30 50 100

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

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

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

시를 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1호

150 300 500

마.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3호

3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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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2호

150 300 500

사. 법 제26조제5항 본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4호

30 50 100

아. 법 제26조제5항 단서(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중요 변경사항을 승인받지 아니

하고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2호

100 200 300

자. 법 제27조제1항제3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차.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4호

150 300 500

카.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3호

100 200 300

타.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여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ᆞ관리하

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파. 법 제27조제2항제2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법 제62조

제2항
15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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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제5호

하. 법 제27조제2항제3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여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6호

150 300 500

거.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

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7호

150 300 500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8호

150 300 5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
300 500 1,000

러.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

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9호

150 300 500

머.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4호

100 200 300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기관

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를 

법 제62조

제3항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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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제1호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ᆞ가

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4항

제1호

30 50 100

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

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2호

30 50 100

저. 법 제41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3제1항

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

법 제62조

제1항
300 500 1,000

커.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5호

100 200 300

터. 법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

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4항

제4호

30 50 100

퍼. 법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

요 변경사항을 승안받지 아니하고 변경

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2호

100 200 300

허.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고.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

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

법 제62조

제2항
15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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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자 제4호

노.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

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

니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3호

100 200 300

도.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불

시 심사 결과를 기록ᆞ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고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7호

150 300 500

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8호

150 300 500

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 300 500 1,000

소.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기관의 지

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

니한 자

법 제62조

제2항

제9호

150 300 500

오.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

제3항

제4호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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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어

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

도) ---------------------

------------------------

------------------------

------------------------

------------------------

--- 제16조제1항-----------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

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

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

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3.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

제축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

--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이라

한다)-------------------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생 략)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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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소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

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

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

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

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

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

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에 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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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

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

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

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

상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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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

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

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

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

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니한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

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

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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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4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 다.

제4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

------------------------

------------------------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

------------------------

-----------------------.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비식용유기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신고

1.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4항

-------------(비식용유기

가공품 및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료는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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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제2항제1호의 실태

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제3항제1호의 실태

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6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

농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

6. 법 제16조제1항-- 유기식품

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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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

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

-------------제3조제1항제2

호-----------------------

------------------------

---------------.

1.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ㆍ훈

련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원

<신 설> 1의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

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1의2. (생 략)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4.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

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

용유기가공품의 신고의 수리

6의2.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

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사료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

료의 신고 수리

6의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

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

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6의3. --------------------

------------------ 비식

용유기가공품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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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명

령

7. ----------------------

-----------------------

------------------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

징금의 부과․징수

9. ∼ 11의3. (생 략) 9. ∼ 11의3. (현행과 같음)

11의4.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11의4. -------------------

-----------------------

-----------------------

---------- 취소, 자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신 설> 11의5.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심사원의 교육

12. 법 제27조제2호(법 제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

공의 요청

12. 법 제27조제1항제2호-----

-----------------------

-----------------------

-----------------------

-------

13.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13. 법 제27조제1항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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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

-----------------

14.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14. 법 제27조제1항제5호-----

-----------------------

-----------------------

-----------------------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

지 처분 및 그 처분사실의 인

터넷 홈페이지 게시

16. ---------------------

-----------------------

-----------------------

----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

는 시정조치 명령 ---------

---------------

17.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사업장에 대

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

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

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7. ---------------------

-----------------------

-------------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

--------------- 인증사업

자등----------------

18. 법 제31조제4항(법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18.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

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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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8의2. 법 제31조제5항(법 제34

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삭 제>

<신 설> 18의3.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

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

치 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조

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20. ---------------------

-----------------------

-----------------------

--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0의2. 법 제32조의2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

과 공표

20의2.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

---- 평가ㆍ등급결정, 결과

공표 및 등급결정 결과에 따

른 인증기관의 관리․지원․

육성

<신 설> 20의3. 법 제33조제2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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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

고의 수리 및 통지

21. 삭 제

2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

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

22. ------------------ 무

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3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인 무농약 표시의 허용

23의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23의3. ------------------

유기농업자재-------

23의3.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의 지정, 지정 신청의 접수, 지

정 갱신, 지정 변경 신청의 접

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

령

23의4. -------------------

-----------------------

유기농업자재 ------------

-----------------------

-----------------------

-----------------------

--

23의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및 판매금지 처

분

<삭 제>

<신 설> 23의5. 법 제41조의2제2호에 따

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

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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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제공의 요청

<신 설> 23의6.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

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

관에 대한 조사

23의5.ㆍ23의6. (생 략) 23의8.ㆍ23의9. (현행 제23호의5

및 제23호의6과 같음)

<신 설> 23의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3의7. ∼ 23의9. (생 략) 23의10. ∼ 23의12. (현행 제23

호의7부터 제23호의9까지와

같음)

23의10. 법 제47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

이지 게시

23의13. ------------------

-----------------------

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

치 명령 ----------------

-------

2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

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공시사

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4. ------------------ 판

매․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

기농업자재에 대한 조사, 공시

사업자등----------------

---------------- 공시사

업자등에 ---------------

--

25.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

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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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공시기관에 조치 요

청

25의2. 법 제50조에 따른 공시

기관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25의2. 법 제49조제4항부터 제6

항까지에 따른 공시사업자등

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재검

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

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25의3.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및 공시기관의 지

위 승계 신고의 수리

25의3. 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

항까지에 따른 공시사업자등

에 대한 조치 명령, 유기농업

자재의 압류 조치 및 조치 명

령의 내용 공표

<신 설> 25의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신 설> 25의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

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신 설> 25의6. 법 제51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26의2.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

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

템의 구축ㆍ운영

26의2. -------------------

-- 유기농업자재 ---------

------------

27.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 27. 법 제54조에 따른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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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인증사업자, 공시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대

한 자금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진 및

필요 자금 지원

27의2. (생 략) 27의2. (현행과 같음)

28. 법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

수료의 수납

28. 법 제56조제2항---------

-----------------------

--------

2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인

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

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29. ------------------ 교

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

심사원의 자격 취소, -------

-------------

<신 설> 29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인증 취소 및

공시사업자의 공시취소에 대

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청

문

30. (생 략) 30.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

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⑤ ----------------------

------------------------

------------------------

---제3조제1항제1호--------

------------------------

------------------------

------.

1.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따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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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

정․관리 및 지원

<신 설> 1의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

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1의2. (생 략) 1의3. (현행 제1호의2호와 같음)

2. 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 인증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2. 법 제20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

-----------------------

-----------------------

재심사, 재심사 여부 결정 통

보, 재심사 결과 통보 --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의 갱신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

-----------------------

-- 포함한다)까지의 규정---

-- 갱신, ---------------

연장, 재심사, 재심사 여부 결

정 통보 및 재심사 결과 통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명

령

7. ----------------------

-----------------------

------------------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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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금의 부과․징수

9. ∼ 11의3. (생 략) 9. ∼ 11의3. (현행과 같음)

11의4.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11의4. -------------------

-----------------------

-----------------------

---------- 취소, 자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신 설> 11의5.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심사원의 교육

12. 법 제27조제2호(법 제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

공의 요청

12. 법 제27조제1항제2호-----

-----------------------

-----------------------

-----------------------

-------

13.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3. 법 제27조제1항제4호-----

-----------------------

-----------------------

-----------------------

-----------------

14.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에 대한 불시 심사 및 그 결과

의 기록ㆍ관리

14. 법 제27조제1항제5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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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

지 처분 및 그 처분사실의 인

터넷 홈페이지 게시

16. ---------------------

-----------------------

-----------------------

----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

는 시정조치 명령 ---------

---------------

17.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사업장에 대

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

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

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7. ---------------------

-----------------------

-------------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

--------------- 인증사업

자등----------------

18. 법 제31조제4항(법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18.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

사결과 통지, 재검사 요청 접

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18의2. 법 제31조제5항(법 제34

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삭 제>

<신 설> 18의3.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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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까지(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

치 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조

치 및 조치 명령의 내용 공표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20. ---------------------

-----------------------

-----------------------

--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0의2. 법 제32조의2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

과 공표

20의2.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

---- 평가ㆍ등급결정, 결과

공표 및 등급결정 결과에 따

른 인증기관의 관리․지원․

육성

21. 법 제33조제2항(법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21. ---------------------

-----------------------

-----------------------

-----------------------

---- 수리 및 통지

2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

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

22. ------------------ 무

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 비

사용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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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ㆍ24. (생 략) 23.ㆍ24. (현행과 같음)

24의2.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

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

템의 구축ㆍ운영

24의2. -------------------

-- 유기어업자재 ---------

------------

25.ㆍ25의2. (생 략) 25.ㆍ25의2. (현행과 같음)

26.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수료

의 수납

26.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7.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인

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

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

문

27. -------------- 따른 교

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

-----------------------

--

<신 설> 27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인증 취소에 대

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청

문

28.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

태료[법 제20조제5항(법 제34

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법 제

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인증

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

28. ---------------------

---법 제20조제8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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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

장한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

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

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

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및 제36조(인증을 받지 아

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

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

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의 부과ㆍ징수

-----------------------

-----------------------

-----------------------

-----------------------

-----------------------

--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

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

2호 및 제3호-------------

-----------------------

-----------------------

-----------------------

-----------------------

-----------------------

-----------------------

-----------------------

-----------------------

-----------------------

-----------------------

-----------------------

-----------------------

-----------------------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 중 수산업 및 수산물에 관한

⑥ ----------------------

------------------------

------------------------



- 40 -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보고(제5조제6항제1호의 실태

조사 및 평가에 한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삭 제>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업, 축산업, 임업 및

농림축산물에 관한 업무를「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

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친환

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이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ㆍ훈

련 중 농업인 및 친환경농수

산물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훈

련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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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발굴ㆍ홍보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

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①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

치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

무

2. 법 제16조제1항----------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제5조에 따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② ----------------------

------------------------

------------------------

------------------------

------------------------



- 42 -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

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

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

<신 설>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

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

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제7항----- 인증

사업자등----------------

----------------------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

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제7항----- 공시

사업자등----------------

-----------------------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

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와 같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별표 2와 --------------

-----------.

<신 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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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

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를 한 인증사업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2회 적발된 당시 인증의 유효기

간 동안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

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이하 “인증품”이라 한

다)으로 판매한 물량(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 중인 물량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3회 이

상부터는 이전에 부과한 물량을 제외하고 해당 인

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으로 

한다.

2.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

  가. 판매금액은 제1호다목의 부과 대상 물량에 판매가

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통관 단계 인증품

의 판매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인증사업자 3

곳 또는 판매업체 3곳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

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동일 품목의 인근 

판매업체 3곳의 평균 판매가격에 50퍼센트를 가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판매금액의 100분의 5

0으로 한다.

[별표] <개정 2016.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

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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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

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

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

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ᆞ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

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5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1호

50 100 150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ᆞ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

리지 않은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2호

10 20 30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법 제

62조
10 20 30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

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

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

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ᆞ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

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

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

62조

제3항

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ᆞ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

리지 아니한 자

법 제

62조

제4항

제1호

30 50 100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법 제

62조
3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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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제1항

제3호

라.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

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

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4호

100 300 500

마. 법 제23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5호

10 30 50

< 신 설 >

바. 법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

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

받지 않고 변경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6호

100 300 500

< 신 설 >

사. 법 제27조제3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

지 않은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3호

100 300 500

아.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

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7호

100 300 500

< 신 설 >

다)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4항

제2호

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

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1호

150 300 500

마.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

한 자

법 제

62조

제4항

제3호

30 50 100

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

을 위반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2호

150 300 500

사. 법 제26조제5항 본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사항

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

62조

제4항

제4호

30 50 100

아. 법 제26조제5항 단서(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요 변

경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

경한 자

법 제

62조

제3항

제2호

100 200 300

자. 법 제27조제1항제3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관련 자

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차.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

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

으로 보고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4호

150 300 500

카.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

법 제

62조

제3항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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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불시 심사 결과

를 기록ᆞ관리하지 않은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3호

100 300 500

< 신 설 >

< 신 설 >

차.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

거나 폐업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8호

100 300 50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

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9호

100 300 500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

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9호

100 300 500

파.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10호

100 200 300

< 신 설 >

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

하지 아니한 자
제3호

타.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불시 심

사 결과를 기록ᆞ관리하지 아니

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파. 법 제27조제2항제2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5호

150 300 500

하. 법 제27조제2항제3호(법 제35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

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6호

150 300 500

거.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

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7호

150 300 500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

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8호

150 300 5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

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300 500 1,000

러.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9호

150 300 500

머.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

62조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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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

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

한 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4호

100 300 500

거. 법 제3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5호

10 30 50

너.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

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1호

100 200 300

더.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

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ᆞ가공 또는 취급 실

적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2호

50 100 150

러.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

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3호

50 100 150

< 신 설 >

< 신 설 >

머.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5호

100 300 500

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 법 제 100 300 500

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의 지위

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

지 아니한 자 

제3항

제4호

< 삭 제 >

< 삭 제 >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

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

한 자

법 제

62조

제3항

제1호

100 200 300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

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

산, 제조ᆞ가공 또는 취급 실적

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

62조

제4항

제1호

30 50 100

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

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

62조

제4항

제2호

30 50 100

저. 법 제41조의2제3호를 위반하

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

3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

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300 500 1,000

커.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

62조

제3항

제5호

100 200 300

터. 법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 법 제 3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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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

62조

제1항

제6호

< 신 설 >

서.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

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3호

100 300 500

어.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

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7호

100 300 500

< 신 설 >

저.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

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ᆞ관리

하지 않은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3호

100 300 500

처.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

지 않고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8호

100 300 500

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

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9호

100 300 500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

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제9호

100 300 500

퍼.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등

기관이나 공시등사업자의 지위

법 제

62조
100 200 300

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2조

제4항

제4호

퍼. 법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

여 중요 변경사항을 승안받지 아

니하고 변경한 자

법 제

62조

제3항

제2호

100 200 300

허.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

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고.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

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4호

150 300 500

노.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

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

62조

제3항

제3호

100 200 300

도.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

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ᆞ관리

하지 아니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3호

150 300 500

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

지 아니하고 공시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7호

150 300 500

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

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

62조

제2항

제8호

150 300 500

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

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ᆞ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

62조

제1항
300 500 1,000

소.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기

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

법 제

62조
15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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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

지 않은 자

제1항

제10호

< 신 설 >

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2항

제9호

오.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사

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

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

62조

제3항

제4호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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