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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문서는 호주의 각 주와 준주의 식품법이 채택한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이하 “코드”)에서 요구하는 

라벨링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소매를 위한 기본적 식품 라벨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안내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식품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코드를 참조하셔서 추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장 또는 진술이 있을 경우 

또는, 

>  해당 식품에 추가 정보를 위한 특정한 라벨링 

요구조건이 있는 경우

이 안내서는 적용 가능한 요구조건과 예외사항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않으며 독립적인 법적 조언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식품 기준 코드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FSANZ) 웹사이트, www.foodstandards.gov.au 

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  꺽쇠 괄호 [1.2.1]의 참고는 코드의 해당되는 기준을 

가리킵니다.

>  이 안내서에서 지칭하는 소형포장이란 총 표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1.1.2]

식품 라벨은 왜 필요한가요?

식품 라벨은 소비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 라벨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말해줍니다.

>  식품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경고를 

해줍니다.

>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알려줍니다. 

>  필요할 경우, 구입한 식품을 어떻게 보관, 준비 및 

조리하는지 설명해줍니다.

>  원재료 및 성분을 나열해줍니다.

>  식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줍니다.

근본적으로, 식품 라벨은 우리가 섭취할 식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식품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벨이 필요한 식품은  
어떤 식품입니까?

케이터링을 위한 식품에 관한 라벨은 어떤 식품인지에 

관한 확인, 의무적 경고, 조언 문구와 신고, 날짜 표시, 

사용 및 보관 방법, 원산지, 유전자 기술로 생산된 식품 

그리고 방사능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공되는 음식에 이러한 정보가 문서로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식품 라벨에 이러한 정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소매로 판매되는 모든 포장된 식품들은 [1.2.1-6, 1.2. 1-7  

및 1.2.1-8]

에 설명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예외의 경우가 

유전자조작 식품, 방사선조사 식품, 발효 분쇄 제조 및 

가공 육류, 카바, 로열젤리 또는 육류 내장을 포함한 

식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코드에 규정된 문서상의 정보가 

라벨에 표시되어 있거나 그 식품과 함께 진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표시되어야 합니까

1. 식품의 이름
포장된 식품의 경우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식품의 

이름 또는 설명이 적힌 라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식품에 관하여는 코드에서 식품명을 규정된 이름으로 

정의해 놓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그 규정된 이름이 라벨에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정된 이름을 가지는 식품들은 [1.2.2-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이름을 가지지 않는 다른 식품의 경우 식품명 또는 

식품 본연의 성질을 알려주는 설명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1.2.2]

2. 생산분과 소재지 표시 [1.2.2]
일반적으로 식품 라벨은 그 식품을 포장하였거나 준비한 

업체와 그 생산분(일회 생산분)을 확인하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일회 생산분이란 보통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준비되고 포장된 식품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표현의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제품에 제대로 날짜가 

표기되어 있고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사업 소재지 

주소가 보여지면 충족됩니다. 

이것이 충분한 식별 정보가 되지 못할 경우,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가 고안한 시스템에 따른 추가적 정보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이름과 주소 [1.2.2]
식품 리콜 및 연락을 위해 라벨은 제조업체, 포장업체, 

판매자 또는 수입자의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사업지 

주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지 주소는 주, 타운 또는 서버브, 도로명, 번지수가 

포함된 완전한 주소여야 합니다. 우편사서함 또는 유사한 

우편주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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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적인 권고 및 경고성 정보 [1.2.3]
의무적인 권고성 문구, 경고성 문구 및 특정 식품 

또는 식품 내 물질에 관한 신고가 라벨에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 1.2.3에 업데이트된 전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5. 성분 라벨링 [1.2.4]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식품 라벨은 성분을 진술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합니다. (성분이라는 용어는 

첨가제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알콜성 음료;포장된 물;소형 포장;

뚜껑에 호일이 감싸진 유리병에 담긴 우유 및 크림 제품 

그리고 식품의 이름 자체가 모든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1.2.4]

일부 소비자들에게 인체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성분 또는 그러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은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가공보조제로서 함유되어 있을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리스트가 [1.2.3-4]

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성분들 그리고 그 제품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상기에 언급된 성분 라벨링에 관한 예외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겉 포장 안의 일회섭취분 포장도 그 일회섭취분 

포장의 표면적이 30cm2 를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모든 성분들은 반드시 포함된 중량의 하향 순서로 

열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분이 목록에서 먼저 기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이 첨가되었다면 그것이 식품 성분을 다시 수화할 목적 

또는 원상 복원할 목적으로 첨가되었거나 또는 이미 

성분리스트에 기재된 육수, 소금물 또는 시럽의 일부로서 

존재하거나 최종 식품의 5% 미만을 차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성분 리스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물과 기타 휘발성 성분의 수치는 제조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후 계산합니다.

식품이 복합 성분을(다른 성분들로 만들어진 성분) 

함유하고 있을 경우, 그러한 복합 성분을 이루는 성분들은 

리스트에 개별적으로 표시하거나 이 예와 같이 복합 

성분명 바로 뒤에 하향 순서로 나열하면 됩니다. 예. 

밀크 쵸콜렛(설탕, 밀크솔리드, 코코아버터, 유화제 476, 

향미제)

복합 성분 안에 포함된 식품과 식품첨가제가 최종 식품의 

5%이상을 차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복합 

성분이 최종 식품의 5% 미만을 차지할 경우는 오직 

기술적 기능을 관여하는 식품첨가제와 일부 소비자들에게 

신체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성분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식품의 일반명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들어“허브”라는 용어는 

로즈마리,타임 그리고 민트의 혼합물을 지칭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성분을 일반명으로 기술하는 

것은 코드의 10조에 열거된 품목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당류”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 용어들을 사용할 경우 특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곡류”또는“녹말”이라는 용어에는 반드시 해당 

곡물의 구체적인 이름이 따라와야 합니다;

> “견과류”라는 용어에는 반드시 견과류의 구체적인 

이름이 따라와야 합니다;

> “지방”또는“기름”이라는 용어가 쓰일 경우 그것이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 지방 

또는 기름이 땅콩, 콩, 또는 참깨에서 얻은 것이면 

그 출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디아실글리세롤 

오일의 경우 반드시 그 이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제품의 경우 사용된 동물성 지방의 출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용어“어류”는 그 성분이 갑각류를 포함하지 않을 때 

사용될 수 있으며 갑각류의 경우는 별도로 구체적인 

갑각류 이름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성분의 성질에 관해 오도되지 않기 위해,  

그 성분의 이름에  수식어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즈 파우더

또는 

말린 아채

식품첨가제의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제는 식품첨가제 

번호가 따라오는 분류명 또는 식품첨가제의 규정된 

이름이 따라오는 분류명으로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소 (102)

또는

색소 (타르트라진)

식품첨가제가 코드에서 정의된 분류명 하나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규정된 이름을 사용해 

신고되어야 합니다. 

향미제의 첨가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향료

또는

향미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향미제의 특정한 이름 또는 

설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품첨가제 620, 621, 
622, 623, 624, 625, 627, 631 또는 635가 향미제로 

쓰여졌을 경우, 그것이 첨가된 사실을 코드 번호 또는 

식품첨가제명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식품에 첨가된 카페인은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식품 성분 또는 식품첨가제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로 대체되기도 

할 경우에는 확실히 대체 또는 대안이 되는 성분 또는 

첨가제가 신고되는 것이라면, 두 가지 다 리스트에 기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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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분리스트는 대안 성분으로서 

“홍화유 또는 해바라기유” 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1.2.4] 

유전자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어떤 성분, 가공보조제 

또는 식품첨가제의 경우“유전자 조작”이라는 신고가 

해당 성분, 가공보조제 또는 식품첨가제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분리대두단백 (유전자 

조작) 

이러한 요구사항에 관한 예외는 새로운 DNA 또는 

단백질이 제거된 고도로 정제된 식품, 가공보조제 및 

식품첨가제입니다. 유전자 기술을 통해 생산된 향미제가 

최종 식품의 1g/kg 미만의 농도로 첨가되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1.5.2]

식품 또는 성분이 방사선 조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라벨에 

별도의 문구로 신고되거나 성분 리스트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온화 방사선 조사 처리됨 

또는

방사선 조사됨 (식품명)

또는

허브류 (방사선 조사됨) [1.5.3]

어떤 성분, 가공보조제 또는 식품첨가제가 유전자 조작을 

거쳤는지 또는 방사선 조사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분 공급자에게 반드시 관련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6. 날짜 표시 [1.2.5]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이 2년 이하인 모든 포장 식품은 

날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포장 식품에“품질유지기간”형식의 날짜표시가 

사용될 것입니다.“품질유지기간”날짜 표시가 되어있는 

식품은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알맞을 경우, 그 날짜가 

지나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품질유지기간”이 사용되는 

경우는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식품 (비스킷, 사탕 및 

과자류, 통조림식품), 냉동식품, 먹기 전에 조리해야하는 

날것 (육류,닭고기,어류) 또는 먹기에 안전치 않게 되기 

전에 눈에 띄는 손상을 보이는 식품을 포함합니다.

제조업자 또는 포장업자가 건강 및 안전의 이유로 특정 

날짜 이후에는 그 식품을 섭취하면 안된다라고 여기는 

경우 날짜 표시는 반드시“유통기한”의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유통기한”으로 라벨이 부착된 식품은 그 날짜 

이후에는 판매될 수 없습니다.

보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식품의 경우 반드시 적어도 

월과 일을  보여주는 날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보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식품은 적어도 년도와 월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을 날짜 표시 기간 동안 잘 보존하도록 하는 보관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보관하여 주십시오

또는

5°C이하로 저장하여 주십시오

보관 기간이 7일 미만인 빵의 경우“유통 기한”날짜 

표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날짜 표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위해 구움 (빵을 구운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날짜)

또는

이 날짜에 구움(날짜)

7.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고 [1.2.6]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식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소비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사항이 필요할 경우 

그러한 지침사항들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개봉후 냉장보관요

코드는 포장된 생죽순과 달콤한 카사바의 경우 어떤 특정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영양 성분표 [1.2.8]
일반적으로, 모든 포장 식품의 라벨은 영양성분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영양에 관한 제출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품은 영양성분표의 요구조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식품은 기금모금을 위한 행사에서 

판매되는 음식;소형 포장;단일 재료로서 판매되는 과일,

야채,육류, 가금류 또는 어류; 알코올성 음료; 허브류, 

허브를 우린 것과 향료; 식초;소금;차와 커피;젤라틴;

규정된 식품첨가제 또는 가공보조제;광천수 또는 샘물을 

포함한 물;잼을 안정시키는 합성물;알코올성 음료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들;카바와 샌드위치, 롤빵, 베이글 및 

유사한 제품입니다.

면제의 대상이 아닌 식품들을 위한 이 안내서에 제시된 

라벨의 예는 표준영양성분표의 형식을 제공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웹사이트 (FSANZ website)  
는 각 표준 영양성분에 관해 영양성분표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물기 등을 가해 원상태로 복원해야하는 식품 또는 섭취 

전 물기를 제거해야하는 식품들의 경우, 영양성분표는 

반드시 원상 복원 또는 물기 제거 후의 영양성분의 

값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표준영양성분표 리스트에 없는 영양소에 대한 주장이 

있을 경우 영양성분표는 그러한 주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영양소에 대한 주장이  소형 포장식품에 

해당될 경우, 코드는 그러한 영양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영양성분표에 콜레스테롤, 지방산, 식이섬유, 당류 및 

탄수화물에 관한 정보가 제출되어 있을 경우 코드는 

반드시 추가로 포함시켜야 하는 정보를 제시합니다. 
[1.2.8]

www.foodstandard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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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성을 이루는 성분  
(퍼센트 라벨링) [1.2.10]

특성을 이루는 재료 또는 성분은 최종 식품에 대한 

퍼센트로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에 제시된 

라벨의 예는 성분표의 퍼센트 신고를 보여줍니다.

어떤 성분 또는 재료는 다음의 경우 특성을 이루는 성분 

또는 재료라고 간주됩니다.

>  그것이 식품의 이름에 언급되었을때;

>  그것이 소비자들이 부르는 식품의 이름과 연관이 있을 

때; 또는

>  그것이 라벨상에서 언어, 그림 또는 그래픽으로 

강조되어 있을 때

다시 원상복귀해야만 하는 식품의 경우 원상복귀된 

식품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로 신고되어야 하며 단 그러한 

사항은 명백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퍼센트는 실제 또는 최소 퍼센트로 신고될 수 있으며 

최소 퍼센트가 사용되었을 경우, 그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포장 식품의 특성을 이루는 성분의 퍼센트를 밝혀야 

하는 요구조건은 기준 1.2.10 - 3에 열거된 품목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원산지 [1.2.11]
라벨은 해당 식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별도의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표현의 형식은 규정된 

바가 없지만“의 생산품”, “에서 제조됨” 또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  “의 생산품”, “에서 생산됨”그리고 유사한 용어는 

각 중요한 성분들이 밝혀진 국가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생산 및 제조의 과정이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그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  “에서 만들어짐”, “에서 제조됨”, “호주에서 

만들어짐” 그리고 그와 유사한 용어들은 원산지라고 

주장되는  그 해당 국가에서 식품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화하였고 적어도 생산비의 50%가 그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는 수식어를 사용한 주장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된 원재료로 호주에서 제조됨

 또는

 현지 원재료 및 수입 원재료로 호주에서 포장됨

그림, 그래픽을 포함한 기타 라벨 정보는 오도해서는 

안되고 기술된 원산지 정보와 상반되면 안됩니다.

과일이나 야채가 통째로 아니면 절단된 상태로 식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분명히 보여주는 포장에 담겨 있을 경우 

반드시 그 포장 자체에나 그 식품과 관련된 표지판에 단수 

또는 복수의 원산지 또는 그 식품에 현지 생산품과 수입 

생산품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1.  제출된 건강정보 (영양, 건강 및  
 그와 관련된 제출 정보) [1.2.7]

제출된 건강 정보(영양, 건강 및 그와 관련된 제출 정보)

는 식품업체에서 식품 라벨(및 광고)에 만들 수 있는 

자발적인 진술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건강 정보는 기준 1.2.7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제출된 정보는 식품에 있어서 

특정한 영양소 또는 물질의 함량에 대한 것으로 그 예로는 

“저콜레스테롤” 또는 “식이성 섬유의 좋은 공급원”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제출된 건강정보는 식품과 건강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출된 건강정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적 수준의 제출된 건강정보는 식품 안에 존재하는 

어떤 영양소 또는 물질과 건강 기능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 예는“칼슘은 뼈와 치아에 

좋습니다”가 있습니다 

>  높은 수준의 제출된 건강정보는 식품 안에 존재하는 

영양소 또는 물질과 심각한 질병 또는 심각한 질병과 

관련된 생물지표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 예는“고칼슘 식이요법은 65세 이상의 

성인에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가 있습니다. 

제출된 건강정보는 영양성분점수기준(NPSC)을 충족하는 

식품에만 허락됩니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FSANZ) 
웹사이트는 식품의 영양성분 점수 산출을 돕는 온라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관련된 제출정보란  보증기관의 허락 하에 만들어진 

영양성분 함량 또는 건강관련 제출정보에 관한 공개적 

지지의 문구입니다.  

상기된 건강정보를 제출하는 것에 관한 조건은 기준 1.2.7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라벨에 나타나면 안되는 것들

라벨은 어떤 식품과 그 식품의 성질을 거짓되게, 오해를 

일으키며 기만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진술, 주장, 그림 및 

그래픽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당 식품이 조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또는 그래픽이 라벨에 있다면 “조리법”, 

“서빙 제안” 또는 다른 문구로 그것을 설명하는 

정보가 따라와야 소비자들이 그 포장 속의 내용물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https://www.accc.gov.au/publications/country-of-origin-food-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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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되는 진술

이전에 설명된 정보에 더하여 다음의 식품들에 관한 

제출정보 또는 진술에는 특정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음료의 라벨링 [2.7.1]

>  비타민 또는 미네랄에 관한 제출정보 또는 진술은 

코드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허락된 제출정보 또는 진술이 사용될 경우, 라벨은 

반드시 코드 [1.3.2]에서 정한 형식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추가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전해질 음료, 유아용 분유, 유아용 식품, 배합된 스포츠 

보조식품에 관한 제출정보는 규제의 대상입니다; [2.9] 

>  다음의 식품의 경우 그 라벨에 코드에서 규정한 추가 

라벨링 진술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육류 내장을 포함한 식품 

- 갈아놓은 육류 (지방 함량이 언급된 경우)

 발효 분쇄 가공된 육류 및 제조된 육류 

-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 또는 다양한 

어류로 만들어진 

- 날어류 제품

- 과일 또는 야채 혼합 주스

- 식용 기름

- 전해질 음료 

- 카바

- 카페인이 함유된 배합 음료

- 유아용 식품

- 유아용 분유 및 이유식

- 배합된 식사 대용식품, 보조 식품, 보조 스포츠 식품

- 나트륨이 감소된 소금

추가 정보

코드를 더 상세히 해석해주고 관련 예를 보여주는 사용자 

가이드와 사실 정보서를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FSANZ) 웹사이트 www.foodstandards.gov.au 의 산업 및 

소비자라는 제목하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서와 링크는 다음을 포괄합니다:

>  식품 라벨링에 관한 개요 

>  원산지 라벨링 (포장되지 않은 제품포함);

>  식품의 묘사(라벨링의 진실성);

>  원재료와 성분 라벨링;

>  퍼센트 라벨링;

>  식품 첨가제;

>  권고 및 경고성 문구들;

>  날짜 표시;

>  영양성분정보표;

>  영양, 건강 및 관련된 제출 정보

>  유전자 조작을 가한 식품;

다음에서도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The Food & Controlled Drugs, 
Department of Health, 
Citi Centre Building, 
11 Hindmarsh Square, 
Adelaide SA 5000 
전화: 8226 7100 
www.sahealth.sa.gov.au/foodstandards

주의, 본 정보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이 문서는 가장 최근에 

공표된 코드와 함께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관련한 추가정보를 이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 관한 원산지 라벨링 요구사항

>  다수 소재지에 걸친 식품업체들의 킬로주울(kJ) 표시 

>  알코올성 음료의 표준음료 라벨링 요구사항

기타 라벨링 관련 법률

다음에 관한 문의는:

중량 및 측정
National Measurement Institute  
22-24 Furness Ave  
Edwardstown SA 5039

1300 686 664

음료 용기 보증금 법률
연락처: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Level 8, Victoria Square, Adelaide SA 5000 
전화: 8204 1180

http://www.sahealth.sa.gov.au/food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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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라벨이 코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더하여 어떤 진술, 주장 또는 기타 정보를 포함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칙 또는 

금지와 관련된 코드를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BEST BEFORE  9 DEC 17
STORE AT OR BELOW -18oC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S PER PACKAGE - 4
SERVING SIZE - 175g

INGREDIENTS
WHEAT FLOUR, MEAT (MINIMUM 
25%), WATER, ANIMAL AND
VEGETABLE FAT, ONION POWDER, 
HYDROLYSED VEGETABLE 
PROTEIN, EGG, THICKENER(410),
SUGAR, MINERAL SALT (450),
SALT, COLOUR (150a), HERBS, 
PRESERVATIVE (223).

FINEFOOD CO,
20 MAIN ST,
ADELAIDE,
SOUTH AUSTRALIA,

PRODUCT OF AUSTRALIA

QUANTITY PER
175g SERVING

1615kJ

25.9g

20.6g

10.0g

23.6g

1.2g

471mg

ENERGY

PROTEIN

FAT – Total

-  Saturated

CARBOHYDRATE

- Sugars

SODIUM

All values are average quantities

QUANTITY
PER 100g

923kJ

14.8g

11.8g

5.76g

13.5g

0.7g

269mg

Meat Pies

700g

식품이 다양한 중량과 

부피로 포장되는 

경우, 한 포장 단위당 

몇 인분인지에 관한 

정보는 킬로그램 또는 

다른 적절한 단위당 몇 

인분인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날짜 표시 및 보관조건

1 인분이라는 용어는 

한 쪽, 한 팩, 한 봉 

또는 계량컵 또는 

계량스푼을 포함한 

흔히 쓰이는 단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및 성분을 

포함된 중량의 

하향순서대로 

언급해주어야 

하며 특성을 

이루는 재료의 

경우 그 퍼센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식품명

중량 및 측정

영양성분표의 정보는 명백하게 그 

값들이 평균치라는 것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어떤 값들이 최대치 또는 

최소치일 경우 그러한 값들이 최대치 

또는 최소치라는 사실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내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주소와 별도의 

원산지 기재

SERVING SUGGESTION

가독성 및 인쇄 크기

모든 요구되는 단어, 진술 또는 표현은 반드시 영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된 정보를 무효화하거나 모순되게 

하지 않는 다면 다른 언어로 된 정보가 허락됩니다.  

경고성 문구를 제외하면 특정한 인쇄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정보는 반드시 그 문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고 배경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드에서 요구하는 경고성 문구는 타이핑 크기가 3mm 보다 작으면 안되며 소형포장의 경우 1.5mm보다 작으면 

안됩니다. 기준 1.2.1 구분 6 1.2.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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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The Food and Controlled Drugs Branch 
Department of Health
Citi Centre Building 
11 Hindmarsh Square
Adelaide, SA 5000
전화: 8226 7100
www.sahealth.sa.gov.au/foodstandards

이 웹사이트에서 알코올성 음료의 표준음료 라벨링 요구사항 

관련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Public – I1 – A1

영어사용자가 아닌 분들은: 
영어외 다른 언어로 된 정보를 얻으시려면 남호주 보건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식품기준 부분에서 라벨링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www.sahealth.sa.gov.au/food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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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 식품 및 규제약물 지부.

소매용 포장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안내서.

2007년 5월 초판 발행. 2014년 5월 업데이트 및 인쇄.

국제표준도서번호  978-1-74243-989-1

1. 식품 - 라벨링 - 기준 -남호주. 

I. 남호주. 보건부. II. 제목. 

363.192962099423

http://www.sahealth.sa.gov.au/foodstandards
http://www.sahealth.sa.gov.au/foodstandards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5/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