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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표준 규정은 어떤 종류의 식품에 적용됩니까?

호주에서 소매 판매용으로 공급되는 대부분의 식품 
(예: 상점이나 시장, 온라인 또는 자판기를 통해 일반에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식품이 포함됩니다.

�� 포장 식품

�� 특정 비포장 식품(생선, 특정 육류, 과일 및 야채, 
견과류, 향신료, 허브, 버섯류, 콩과 식물, 씨앗류 
또는 이들이 혼합된 식품)

특정 식품의 경우 라벨 표시 요건이 면제됩니다. 해당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스토랑 및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

�� 배달 음식, 주문 즉시 포장 및 취식할 수 있는 음식 
(예: 가정으로 배달되는 피자)

�� 조리, 포장, 판매가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음식 
(예: 처음부터 제과점에서 구운 빵)

해당 면제 식품의 자세한 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이 표준은 2016년 7월 1일 호주소비자법(ACL)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호주에서 소매 판매용으로 적합하거나 
제공되는 대부분의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 정보에 
대해 규정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규정에 명시된 원산지 표시 
라벨에 대한 기존 요건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이 과도기 동안 업체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식품 표준 규정의 라벨 표시 요건을 계속 준수

�� 표준의 새로운 라벨 표시 요건을 적용

2018년 7월 1일부터 업체는 표준의 요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업체는 1,000만 달러나 
수익금의 3배 중 더 큰 금액, 또는 수익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연간 매출액의 
10%, 개인은 최대 50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소매 판매용 식품을 공급하는 경우(제조업체, 가공업체, 수입업체 포함) 
2016년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정보 표준 (이하 ‘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http://www.accc.gov.au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6L00528
http://www.foodstandards.gov.au/code/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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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표준은 식품에 대한 세 가지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규정하며, 각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세 가지로 구성된 표준 마크 — 그림과 글자로 이루어진 
라벨이며, 호주에서 재배나 생산 또는 제조된 우선 식품 
품목에 필수입니다.

캥거루 로고

Made in Australia 
from at least 88% 

Australian ingredients

(호주에서 제조
호주산 원료

88% 이상 함유)

막대 그래프

설명문

두 가지로 구성된 표준 마크 — 그림과 글자로 이루어진 
라벨로, 호주에서 포장된 대부분의 우선 식품 품목에 
필수입니다. 또한 호주산 원료를 함유한 수입 우선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Packed in Australia 
from at least 10% 

Australian ingredients

(호주에서 포장
호주산 원료

10% 이상 함유)

설명문

원산지 표기 — 글자만 있는 라벨로서 비우선 
식품 품목에 사용됩니다. 수입 우선 식품도 최소 
요건으로 윤곽이 명확한 네모칸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비우선 식품
Made in USA

(미국에서 제조)

우선 식품
Made in USA

(미국에서 제조)

도움이 더 필요하십니까?
ACCC 웹사이트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에서 만든  
식품 라벨 안내서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자사에 원산지 라벨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적합한 라벨을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도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는  
www.originlabeltool.business.gov.au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 표시 요건 이해
식품의 라벨 표시 요건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선 식품인지 비우선 식품인지 여부

�� 식품이 재배, 생산, 제조, 포장된 곳이 호주인지 다른 
국가인지 여부

웹사이트에서 일곱 가지 비우선 식품 카테고리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류, 과일 및 야채, 
빵, 유제품과 같은 기타 모든 식품은 우선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우선 식품의 경우 추가적인 라벨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주요 용어
�� ‘Grown in’은 일반적으로 신선 식품(예: 과일 및 

야채)에 사용되며 해당 국가에서 실제로 재배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원료를 함유한 식품도 
해당 국가에서 모든 주요 원료가 생산되고 사실상 
모든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그 국가에서 ‘재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Product of’는 해당 국가에서 모든 주요 원료가 
생산되고 사실상 모든 가공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신선 식품과 가공 식품에 
흔히 사용됩니다. 

참고: 식품이 오로지 호주산 원료만 함유하고 
있는 경우 ‘Grown in Australia’ 또는 ‘Produced 
in Australia’와 같은 세 가지 구성의 표준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Made in’ 은 해당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식품을 의미합니다(식품의 원료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특정 
가공법(슬라이스, 통조림, 냉동, 코팅 또는 재포장)
으로 ‘made in’ 사용을 주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 표준에 따라 식품이 포장된 곳에 대한 정보를 
라벨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재배나 생산 또는 제조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식품은 ‘Packed in’ 으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웹사이트: www.accc.gov.au/smallbusiness

�� ACCC 중소기업 상담 전화: 1300 302 021

�� 이메일 알림 전용 네트워크 구독 신청: www.accc.gov.au/media/subscriptions.

�� 중소기업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www.accc.gov.au/cca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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