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중국/상하이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가. 공개적으로 <식품표식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 [食品标识监督管理办法
(征求意见稿)]>의 의견수렴에 관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
总局)의 통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
례> 법률, 법규의 실행, 식품라벨 표기의 규범화, 소비자와 식품생산경
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표
식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의 기초(起草)를 책임지고 2019년 11월 21
일에서 12월 20일까지 사법부(司法部) 홈페이지[중국정부법제정보사이
트(中国政府法制信息网)]를 통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수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근거로 당국은 <식품표식감독관리방법(의견
수렴안)>을 수정(별첨)하였고 사회에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
하고 있음. 식품생산경영자, 유관 기업 및 개인이 적극적으로 수정의견
을 제출하되 2020년 8월 26일전까지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전달해주기를
바람. 아래 경로와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http://www.samr.gov.cn)를 등록
하고 메인 페이지의 “互动“(“소통”) 코너 중 “征集调查“(“수렴 조사”)에
의견을 제출
2. 이메일로 의견을 spscszhc@samr.gov.cn에 발송하되 메일 제목
은 “《食品标识监督管理办法（征求意见稿）》公开征集意见“이라고 표명
3. 우편물로 의견을 北京市西城区三里河东路8号，市场监管总局食品
生产司（邮政编码：100820）[북경시 서성구 삼리하동로8호 시장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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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총국 식품생산부서(우편번호:100820)]에 발송하되 봉투에 “《食品标识
监督管理办法（征求意见稿）》公开征集意见“이라고 표명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20년 7월 27일

별첨1:《식품표식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
자료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날짜: 2020.07.27
출처: http://www.samr.gov.cn/hd/zjdc/202007/t20200727_320262.html
나. 글루타민 아미노전이효소(蛋白质谷氨酰胺酶) 등 “삼신식품(三新食品)
“에 관한 공고
(*삼신식품: 新식품원료, 식품 유관 신품목, 식품첨가제 신품목)

<식품안전법>의 규정을 따라 평가·심사기구는 전문가를 모집하여 글루
타민 아미노전이효소 등 5가지 식품첨가제 신품목의 안전성평가 자료를
심사하였고 통과시켰음.
위와 같이 공고함.

국가위생건강위원회
2020년 7월 30일

별첨2: 글루타민 아미노전이효소 등 5가지 식품첨가제 신품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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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날짜: 2020.07.30
출처: http://www.nhc.gov.cn/sps/s7890/202008/093a12a711a04ff98bfd2b10be90f2db.shtml
다. <GB/T 10784-2020 통조림식품 분류> 2021.08.01.부터 실시

별첨3: <GB/T 10784-2020 통조림식품 분류>
자료원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날짜: 2020.07.21

출처:http://openstd.samr.gov.cn/bzgk/gb/newGbInfo?hcno=32007F8A407BB1
F721559A0A50CB5A17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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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2020년 7월)
발생
일자

7월

상품명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2103300000

허니머스타드 소스

954

칭다오

1. 영양강화제 킬레이트 철 사용범위
초과

2501001100

천일염 굵은 소금

750

칭다오

1. 염화나트륨 함량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음

2501001100

천일염 구운 소금

500

칭다오

1. 염화나트륨 함량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음

HS코드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 안전국
날짜 : 2020.08.19
출처 :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76/wzrjdspxx57/3248212/index.html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없음
2. 관련규정
◦ 해당 없음
3. 주요내용(건의 및 애로사항 등 포함)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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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항
반송
또는
소각
반송
또는
소각
반송
또는
소각

[별첨1]《식품표식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표식에 대한 표기를 규범화하고 식품표식의 감독, 관리를 강화시키며 기업
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에 따
른 실시조례 등의 법률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경 내에서 생산, 운영하는 식품의 표식 표기와 그 관리 방
법에 대해서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의 “식품표식”이란, 식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되어 있거나 인쇄,
표시 또는 동봉되어 식품의 기본 정보나 특징 또는 속성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문자나
기호, 숫자, 도안 및 기타 설명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식품표식에는 라벨과 설명서가
포함된다.
제4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전국 식품표식 감독, 관리의 지도를 책임진다.
현(县)급 이상의 지방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표식에 관한 감
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식품표식 기본 요구사항
제5조 식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식을 해야 하지만,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표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제외한다.
식품표식은 뚜렷하고 눈에 띄며 오래 되어도 잘 보여야 하고 쉽게 알아보고 식별해
야 한다.
제6조 식품표식은 최소판매단위의 식품포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판매단위의 포장을 통해서는 포장내의 각 소포장 식품표식의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은 판매 단위의 포장에 각각 표기해야 한다. 각 소포장식품표식의 내용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은 판매포장에 해당 내용을 중복적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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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식품표식의 표기 글자체와 마크 색상은 배경색과 대비가 뚜렷해야 한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잘 보이게 표기해야 하는데 백색 배경색의 포장 면에 인쇄해
도 된다. 레이저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한다면 글자는 똑똑해야 한다. 제조일
자, 유통기한의 글자높이는 3밀리미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제8조 식품표식에 사용되는 문자는 표준 한자여야 한다.
식품표식은 소수민족의 문자나 중국어 병음 또는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한 외국 문자 글자크기는 대응 중문보다 커서는 안 된다.
제9조 식품표식에 사용되는 계량 단위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된 계량 단위여야 한다.
제10조 식품표식에 강제 표기된 내용의 글자의 크기는 1.8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식품 또는 그 포장의 최대 표면 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보다 작을 경우, 그 표식은
식품명칭,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실질적인 중량,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만을 표기해도
된다.
제11조 수입식품에는 중국어 표식이 있어야 하고, 중국어 표식은 직접 식품의 최소 판
매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표기해야 하며, 중국어 표식을 외국어 표식위에 다시
붙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관련법규, 규정과 식품안전표준 등 규정이 없는 식품은 표식에 제품이 영유아
나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특정인에게 적합하다고 명시, 암시 또는 강조하는 문구 또
는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식품표식 표기내용
제13조 식품표식 내용은 진실, 정확해야 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과학적이고 규정
에 부합해야 한다.
제14조 식품표식은 식품명칭을 표기해야 하며, 식품명칭은 식품의 실제 속성을 분명하
게 밝혀야 하고 동시에 다음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6 -

(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안전지방표준 또는 기타 식품표준에 식품명칭에 대한 규
정이 있는 것은 표준에서 규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二)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안전지방표준 또는 기타 식품표준에 식품명칭에 대해 규
정이 없는 것은 소비자 오해소지가 없게 흔히 사용하는 명칭 또는 속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三) “새로 개발한 명칭”, “독특한 명칭”, “음역(音译)”한 명칭, “상호명칭”,
“지역속어명칭” 또는 “상표명칭”등 사람이 식품속성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표기한 명칭 인접한 부분에 동일한 문자크기를 사용해 본 조항 (一),
(二)에서 규정한 명칭이나 해당 식품의 실제 속성을 반영하는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四)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식품원료가 혼합을 통해 형성되어 있으며, 외관이
균일하여 분리가 어려운 식품의 명칭은 그 식품의 혼합 속성을 반영해야 하며, 1가지
에서 2가지 주원료 명칭을 사용하여 이름을 정해도 된다.
(五) 식물성원료로 하여 동물성 식품을 모방해 제작한 식품은 명칭 앞에 “방(仿)”,
“인조(人造)” 또는 “소(素)”등의 단어를 붙여야 하며, 해당 식품의 실제 속성을 나
타내는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六) 식품명칭의 앞이나 뒤에 식품의 실제 속성,

물리적 상태, 제조방법, 풍미 등을

반영하는 단어 또는 구절을 추가해도 된다.
제15조 식품표식은 식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하고 다음 요구에 부합해
야 한다.
(一) 식품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모두 년, 월, 일의 순서로 표기해야 한다. 연도는 4
자리 숫자 또는 끝의 2자리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년, 월, 일 사이에 빈자리, 빗금, 대
시 등 기호로 띄워줘도 된다. 년, 월, 일 사이에 띄우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월, 일이
2자리 숫자 미만일 경우, 숫자 앞에 0을 붙여야 한다.
(二) 식품의 유통기한이 72시간 또는 72시간 미만인 식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시간까지 표기해야 하고 24시간제로 표기해야 한다.
(三) 유통기한은 “****년 **월 **일 전 섭취(음용)시 최적” 또는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 등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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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여러 겹 형식으로 포장된 단일 식품은 식품의 외포장에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의 제조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五)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포장 식품이 있는 경우, 제조일자는 포장 완료일짜
를 표기해야 하고 유통기한은 개별 식품 중에서 유통기한이 제일 빠른 것으로 표기해
야 한다. 개별 식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각각 표기해도 된다.
(六) 소분 포장 형식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의 경우, 소분 된 식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혹은 제조일자에 소분 포장 날짜를 표기하고, 유통기한에는
소분 포장된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七) 에탄올 함량이 10% 또는 10%이상인 음료주, 고체 식초, 요오드를 첨가하지 않
은 식염, 글루탐산모노나트륨은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제16조 식품표식에는 생산업체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생산업체의 이
름과 주소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식품품질안전책임을 질 수 있는 생산업체의 명
칭, 주소여야 하고 연락처는 실질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수입식품은 원산지 및 경내 수입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도 표기
해야 한다.
식품표식은 이 제품을 생산한 생산업체의 주소와 연락처만 표기하거나 그룹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만 표기해도 된다.
다음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면,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표기를 해야 한다.
(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회사나 그 계열 회사는 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각각 표기해야 한다.
(二)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회사 및 계열 회사 또는 그 회사
의 생산기지는 해당 회사와 계열 회사 또는 생산기지의 명칭과 주소를 각각 표기해야
한다.
(三) 소분 포장된 식품은 소분포장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해야 한다.
(四) 다른 기관에 식품 생산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와 위탁받은 업체의 명칭과 주
소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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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식품표식에는 성분 또는 배합을 표기하여야 한다.
배합중의 각 배합 재료는 식품을 제조할 때 첨가량(질량으로 계산)의 감소 순서에 따
라 표기해야 한다. 첨가량이 2%미만인 것은 감소 순서에 따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배합중의 식품첨가제는 구체적인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감미료, 보존료, 착색료, 유
화제, 증점제 등 용도유형 명칭을 표기하는 경우, 그 뒤에 식품첨가제의 구체적인 명칭
을 표기해야 한다.
소분 식품의 배합은 소분 된 식품의 원시적 배합을 표기해야 한다.
제18조 정량 포장식품표식에는 순수함량을 표기해야 하고, 관련 규정 요구에 따라 규
격 또한 표기해야 한다. 고체, 액체 두 가지 상태의 물질을 함유한 식품은 순수함량 외
에 고형물의 함량도 표기해야 한다.
순수함량은 식품명칭과 함께 식품포장의 동일한 표시 면에 표기되어야 한다. 순수
함량의 표기는 <정량 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 방법>에 부합해야 한다.
제19조 식품표식에 제조된 식품이 집행하는 제품표준번호(产品标准编号)를 표기해야 한다.
제품표준번호(产品标准编号)란, 제품이 집행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안전지방표
준, 식품안전기업표준, 식품국가표준, 식품업계표준, 식품지방표준, 식품단체표준 또는
식품기업표준의 코드, 순서번호 및 발포연도번호이다.
제품표준번호를 표기 할 때에는 제품표준의 번호와 순서번호만 표기해도 된다.
수입식품은 집행한 제품표준번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제20조 식품표식에는 저장조건을 표기해야 한다. 저장조건이 온도에 대한 요구가 있다
면 상온저장, 냉장저장 또는 냉동저장을 표기해야 한다. 냉장저장 또는 냉동저장을 표
기한 것은 또한 구체적인 냉장 또는 냉동의 온도범위를 표기해야 한다.
저장조건이 습도, 광조 등에 기타 요구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21조 식품표식에 식품생산허가증번호를 표기해야한다. 소분 포장되어 제조되는 식품
은 소분포장업체의 생산허가증번호를 표기해야 하고 위탁 생산되는 식품은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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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업체의 생산허가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수입식품은 식품생산허가증번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제22조 영유아와 기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主食)과 보조식품은 해당 식품 안
전국가표준에 규정된 항목과 순서에 따라 주요 영양소와 그 함유량을 표기해야 한다.
제23조 식품표식은 해당 식품의 국가 표준 규정에 따라 경고표시나, 경고문 또는 주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제24조 식품첨가제는 라벨, 설명서와 포장이 있어야 한다.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
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명칭, 규격, 순수함량, 제조일자, 성분 또는 배
합,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유통기한, 제품표준번호, 저장조건, 생산허가증번호
를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 사용량, 사용방법도 표기해야 하고
라벨의 주요 전시면에 눈에 확 뜨이게 “식품첨가제”라고 뚜렷하게 표기해야 한다.
식품첨가제의 라벨에 내용을 완정하게 표기할 수 있다면 별도로 설명서를 동봉하지
않아도 된다.
제25조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 및 운영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식품표식에 뚜렷하게
“유전자 변형”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제26조 방사선 조사 처리된 식품을 생산한다면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 표기
해야 하고 “방사선 조사 처리”라고,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방사선 조사 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식품원료가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쳤다면 배합에 해당 원료 명칭 뒤에 “방사선 조
사 처리”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제27조 요오드를 첨가한 식염은 식품 포장의 주요 전시면에 “요오드 첨가”라고 표기
하는 동시에 요오드 함량도 같이 표기해야 한다. 식염에 요오드를 첨가하지 않았다면
“요오드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기해야 한다.
제28조 환원유(复原乳)를 액상 우유의 원료로 사용하였다면 제품명칭에 뒷 이은 인근
위치에 “환원유” 단어를 표기해야 하고 제품 배합 중 환원유의 원료 및 비례를 진실
하게 표기해야 한다. 표기한 “환원유”단어는 눈에 잘 뜨이어야 하고 해당 글자 크기
는 제품명칭의 글자 크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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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식품경영자는 벌크 포장 식품 판매 시, 벌크 포장 식품의 용기, 외포장에 식품
의 명칭, 제조일자 또는 제조 로트 번호, 유통기한 및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제30조 식품경영업체가 식용 농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포장 또는 판매장소의 뚜렷
한 위치에 식용 농산품의 명칭, 원산지 또는 유래, 공급업체의 명칭 등 정보를 진실하
게 표기해야 한다. 식용 농산품의 포장, 신선도 유지, 저장 중에 사용된 선도 유지제,
보존료 등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였다면 식품첨가제의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식용 농산품의 포장 또는 판매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제품의 수확날짜 또는 포장날
짜, 저장조건 및 최적 식용기간 등 내용을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31조 식품생산업체가 식품표식에 저유(低油), 저염(低盐), 저당(低糖) 또는 무당(无糖)
의 제시어 표기를 권장한다.
제32조 식품표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기할 수 없다:
(一) 질병예방, 치료기능에 대한 명시와 암시 및 언급
(二) 비(非) 보건식품이 건강 기능을 명시하거나 암시
(三) 속이거나 오도(误导)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묘사하거나 소개
(四) 제품에 대한 설명이 그 근거를 입증할 수 없는 것
(五) 식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 “첨가하지 않았다”,
“0 첨가”, “함유하지 않다” 또는 유사한 문구로 함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물질을 강조하는 것
(六)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유전자 변형 함유하지 않다”,
“非 유전자 변형” 또는 유사한 문구로 식품을 소개
(七) 도덕적 윤리 또는 공공질서 행위에 어긋나는 식품명칭과 문자 묘술을 사용
(八) 이미 등록된 의약품명을 식품명칭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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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 “특별 제공(特供)”, “특별 제조(特制)”, “특수(特需)”, “감제(监制)” 등 단
어를 사용하여 식품을 소개
(十)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서 금지표기 된 내용
제33조 다음과 같은 식품표식 위법 행위를 금지한다：
(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위조 또는 허위 표기
(二) 다른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칭
(三) 생산허가증번호, 특수식품 등록번호 또는 비안번호를 위조, 사칭 또는 변조
(四)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4장 특수식품표식의 특별요구
제34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의 라벨, 설명서
는 유관 법률, 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 및 유관 제품 등록, 비안관리의 규정에 부합해
야 하고 등록증서 또는 비안 증빙내용과 관련되는 것은 성(省)급 이상 식품안전감독관
리부서에서 공포한 특수식품라벨, 설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특수식품 설명서와 라벨에
대응되는 내용은 일치해야 하고 라벨에 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설명서
를 동봉하지 않아도 된다.
제35조 보건식품표식은 제품명칭, 원료와 보조료, 기능성분 또는 대표적 성분 및 함량,
적용대상, 부적합대상, 건강기능, 섭취량 및 섭취방법, 규격과 순수중량, 저장방법,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 유의사항, 보건식품기업표준의 코드, 고객상담센터 번호, 서비스 기간
등 정보, 보건식품 마크, 보건식품 등록번호 또는 비안번호, 경고문 구역 및 경고문 용
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 보건식품표식은 다음 특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특수 규정이 없는 것은 식품
표식 통용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一) 보건식품 마크, 제품명칭, 등록번호 또는 비안번호는 보건식품 포장물(용기)의
잘 보이는 표시면(이하, 주요 전시면)에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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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제품명칭은 등록 또는 비안된 제품명칭대로 표기한고 글씨체, 색과 글자 크기는
같아야 한다.
(三) 원료와 보조료는 등록 또는 비안한 내용과 순서에 따라 모두 열거해야 한다.
(四) 부적합대상, 유의사항은 잘 보이게 표기해야 한다.
(五) 기능성성분 또는 대표적 성분 및 함량은 100g당, 100mL당 또는 최소제제 단위
로 그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六) 제품규격과 순수중량은 주요 전시면에 표기해야 하되 주요 전시면의 밑선과 평
행해야 한다. 제품 규격이 최소제제 단위의 질량 또는 체적일 경우, 순수중량은 판매포
장이 함유한 제품의 질량, 체적 또는 최소제제 단위의 수량이다.
(七) 저장조건은 등록 또는 비안된 내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八) 유의사항은 “본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성명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
것만 제한하지 않는다.
(九) 고객상담전화의 글씨체는 건강기능 항목의 글씨체, 글자 크기와 일치해야 한다.
(十) 표식에 제품명칭 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포장의 코너 위치에 표기해야 하고
글씨체를 한 글자의 면적으로 계산 하는데 제품명칭의 글씨체의 2분의 1보다 커서는
안 된다.
(十一) 보건식품 판매포장의 최대표면면적은 20제곱센티미터보다 작을 경우, 최소한
보건식품마크, 제품명칭, 등록번호 또는 비안번호, 규격과 순수함량, 유통기한, 유의사
항, 저장방법, 생산업체명칭, 생산허가증번호, 제조일자,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 단독
으로 판매되지 않은 포장은 최소한 제품명칭, 규격, 제조일자, 생산업체명칭을 표기해
야 한다.
(十二) 보건식품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은 ****년 **월 **일”의 방식을 사용하여 서
술한다. 날짜의 표기는 별도로 붙이거나 보충인쇄 또는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 날짜 표
기를 "포장물의 어느 위치 참조” 형식을 사용한다면 정확하게 포장물의 구체적인 위
치를 표기해야 한다. 년, 월, 일 사이는 본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띄워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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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건식품 경고문 구역은 최소판매포장 포장물(용기)의 주요 전시면에 있어야 하
고 차지면적은 그 면의 2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경고문 용어는 볼드체로 인쇄하되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고 약물을 대체하여 질병을 치료
할 수 없다.
주요 전시면의 표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또는 100제곱센티미터 미만 일 경우, 글자
높이는 6.0밀리미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주요 전시면의 표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보
다 작을 경우, 글자 높이의 최소치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등비례로 변화하는데 1.8밀리
미터보다 작어서는 안 된다.
제38조 보건식품마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한 도안이여야 하고 등비례로 주
요 전시면의 외쪽 상방에 표기해야 하고 똑똑하고 알아보기 쉬워야 한다. 주요 전시면
의 표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보다 클 경우, 보건식품마크 제일 넓은 곳이 세로 2센티
미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표시면의 표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또는 100제곱센티미
터 미만 일 경우, 보건식품마크 제일 넓은 곳이 세로 1센티미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보건식품 등록번호 또는 비안번호는 보건식품마크 아래쪽에 표기해야 하고 보건식품마
크와 붙어있어야 하며 똑똑하고 알아보기 쉬워야 한ㄷ다.
제39조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라벨의 주요 전시면에는 제품명칭, 순수중량(규격), 제품
유형, 등록번호, 적합대상, 그리고 "의사 또는 임상 영양사의 지도하에 사용”을 표기
해야 한다.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의 라벨, 설명서는 제품 중의 영양소에 대해 기능 서술을 하면
안 된다.
제40조 영유아조제분유 라벨의 주요 전시면에는 제품명칭, 순수함량(규격),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는 도안을 넣어도 되고 주요 전시면의 코너에 등록한 상
표를 표기해도 된다.
제품명칭은 상품명칭과 통용명칭으로 구성되고 매 제품은 하나의 제품명칭밖에 있을
수 없다. 같은 시리즈, 월수가 다른 영유아에게 적합한 조제분유의 상품명칭은 똑같거
나 유사해야 한다. 한 글자의 면적으로 계산 할 때, 상품명칭 글자 크기는 통용명칭이
사용한 글자 총면적의 2분의 1보다 커서는 안 되고 상품명칭 글자 크기는 통용명칭보
다 작아야 한다. 통용명칭은 뚜렷하고 잘 보여야 하고 통용명칭은 분리하여 표기해서
는 안 된다.
상품명칭 외의 등록된 상표를 사용 할 경우, 그 면적(구형법)은 통용면적이 사용한
글씨 면적의 4분의 1보다 커서는 안 되고 상품명칭 면적보다 작아야 하며 상품명칭과
연이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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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0-6개월 영유아에 적용하는 영유아조제분유는 함량 서술과 기능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영유아조제분유는 필수 성분에 대해 함량
서술과 기능 홍보를 해서는 안 되고 선택적인 성분은 문자의 형식으로 非 주요 전시면
에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허락한 함량서술과 기능홍보를 할 수 있다.
제42조 영유아조제분유의 라벨, 설명서에서 원유, 분유원료 등 원료의 내원에 대해 서
술 할 경우, 진실하게 구체적인 내원 지역과 내원 국가를 표기해야 한다. 제품명칭 중
동물성 내원이 있다면 배합에 사용한 원유, 분유, 유청(단백)분 등 유제품 원료의 동물
성 내원을 사실대로 표기해야 한다.
사용한 유제품 원료에 두가지 이상의 동물성 내원이 있을 경우, 각 동물성 내원의
원료 차지 비율을 표기해야 한다. 식용식물유을 사용하는 경우, 첨가량의 감소 순서로
구체적인 품목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베이스 파우더를 원료로 생산한 영유아조제분유
는 배합에 “베이스 파우더“라고 표기하고 베이스 파우더의 원시 배합을 괄호 안에
첨가량의 감소 순서로 표기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43조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표식을 검사하고,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一) 식품명칭, 제조일자, 유통기한의 표기상황
(二) 식품명칭과 배합의 표기 및 대응상황
(三) 영유아와 기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보조식품 라벨의 주요영양성분 및
해당 함유량을 명시한 상황
(四) 특수식품 라벨, 설명서의 규범성과 완전성, 그리고 등록 또는 비안된 라벨, 설명
서의 일치여부의 상황
(五) 본 방법 제32조, 제33조가 규정한 상황
제44조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감독, 검사하는 과정에서 식품표식이 본 방법의 제33조의 규
정을 위반하는 상황 발견 시, 위법 제조, 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를 차압, 압수해야 한다.
제45조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감독, 검사하는 과정에서 식품표식에 식품안전에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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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소비자를 오도할만 하지 않은 문제 또는 흠집을 발견 시, 식품 생산경영업체에
제한 기간 내에 시정을 명해야 한다. 시정을 거절한다면 행정 처벌한다.
제46조 인터넷을 통해 전시, 판매되는 식품일 경우, 식품 품질안전 유관 내용 소개와
식품표식 이미지는 실제 판매되는 식품의 표식내용과 일치해야 하는데 제조일자와 유
통기한 등 동태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7조 허위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표기했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
산경영 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8조 식품생산경영업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현(县)급 이상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一) 식품표식에 허위, 과장, 소비자의 오해를 사기 쉬운 문자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二) 의약품명을 식품명칭으로 하(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한약재인 물질, 영양강화
제인 물질, 그리고 원료명칭으로 명명 또는 사전 보건식품 등록 승인이 된 것은 제외)
거나, 식품표식에서 질병예방이나 치료기능을 다루는 경우
(三) 일반식품을 보건식품의 명칭으로 표기하거나,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이 있다고 서
술하는 경우
(四) 일반식품을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의 명칭으로 표기하거나, 일반식품이 특수의학
용도조제식품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
(五) 배합 및 기타 강제성 표시 내용을 허위 표기한 경우
(六) 식품에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여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하는데 표기하지 않았거
나, 식품첨가제를 표기하는 방식이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표준규정에 부합하지 않
는 경우
(七) 식품표식이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결함에 속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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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수입식품에 중국어라벨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九) 보건식품라벨이 주장하는 건강 기능이 등록 또는 비안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
나 질병예방 및 치료기능과 관련짓는 경우
제49조 식품생산경영업체가 식품표식, 설명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현(县)급 이상의 시
장 감독관리 부서에서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위행위에 속한다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0조 본 방법의 제25조, 제32조부터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县)급 이상의
시장 감독관리 부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51조 본 방법의 제5조부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9조,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 현(县)급 이상의 시장 감독관리 부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2조 본 방법의 제46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생산경영업체 또는 인터넷 식품
거래 제3방 플랫폼 제공자가 식품표식 유관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县)
급 이상의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경고를 주고 시정을 요구한다. 식품생산경영업체가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 현(县)급 이상의 시장 감독관리 부서에서 만 위안 이상, 3만 위
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7장 부칙
제53조 본 방법은 국가시장감독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54조 본 방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舊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

포한 <식품표식관리규정>, 舊 위생부가 발포한 <보건식품표식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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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글루타민 아미노전이효소(蛋白质谷氨酰胺酶) 등 5가지 식품첨가제 신품목

I. 식품공업용 효소제 신품목
연번
1

효소
글루타민 아미노전이효소

내원

Chryseobacterium proteolyticum

식품공업용 효소제의 품질규격요구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식품공업용효소제
제>(GB 1886.174)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II.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 확대
연번

1

2

명칭

식품 분류

기능

dl-주석산

번호
04.02.02.03

산도조절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유화제

식품명칭

최대사용량

절인 야채
당면,

06.05.02.01

(g/kg)
3.0

납작 당면
풍미발효유

01.02.02

(风味发酵乳)

비고
주석산으로

2.0

계산

1.5

-

III. 식품공업용 가공보조제 사용범위 확대
연번
1

보조제 명칭
황산망간

보조제 영문명칭
Manganese sulfate

기능
발효용 영양물질

사용범위
발효기술

IV. 식품영양강화제 사용범위 확대
연번

명칭

기능

식품 분류 번호
01.01.03

01.03.02
6S-5-메틸테트라
06.06

1

(6S-5-methyltetr

영양

ahydrofolate

강화제

14.02.03

사용량(g/kg)

(임산부용 조제유에만 한함)
조제분유
(아동용 분유에만 한한)
조제분유
(임산부용 분유에만 한함)
즉석시리얼,

히드로엽산
칼슘염

식품명칭
조제유

사용량은 GB
14880 중 엽산
유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압착 귀리(슬라이스) 포함
과채즙(육)음료
(발효형제품 등 포함)

calcium,

엽산의 내원으로

C20H23CaH7O65

사용할 수

H2O)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13.03

(13.01중 유관 품목 제외)

있으나 사용량은
GB 29922 중
엽산 유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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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GB/T 10784-2020 통조림식품 분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GB/T 10784-2020 (GB/T 10784-2006 대체)

통조림식품 분류

1 범위

본 표준은 통조림식품의 분류원칙과 유형을 규정하였다.
본 표준은 통조림식품의 생산, 판매, 과학연구, 교육 및 기타 유관 영역에 적용된다.

2 분류원칙

원료, 생산기술과 제품특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한다.

3 유형

3. 1 축육류 통조림 canned meat
3. 1. 1 브라인 축육 통조림 canned meat with brine
손질한 원료를 직접 용기에 넣고 통조림 안에 품종에 따라 소금, 후추, 양파와 월계
수 잎 등을 넣어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브라인 돼지고기, 오리지널 돼
지고지, 브라인 소고기 등 통조림이 있다.
3. 1. 2 양념류 축육 통조림 canned meat with sauce
손질, 미리 조리 또는 요리한 고기 덩어리를 통조림 안에 넣고 양념장을 넣어 만들
어진 캔 저장 식품. 이 유형의 통조림은 요리한 방법에 따라 또 간장조림(红烧), 오
향(五香), 농즙(浓汁), 유탕(油炸), 발효콩양념(豉汁), 카레, 사차(沙茶), 유침(油浸)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장조림 돼지고기, 오향소고기, 간장조림 소고기, 농
즙 갈비 등 통조림이 있다.
3. 1. 3 절임류 축육 통조림 canned cured meat
손질한 원료를 혼합 염(식염, 아질산나트륨, 설탕 등을 일정한 비례로 조성한 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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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 등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햄, 스팸, 절인 소고기, 절
인 양고기, 라창(腊肠) 등 통조림.
3. 1. 4 훈제류 축육 통조림 canned smoked meat
손질한 원료를 사전 절임, 훈제를 거쳐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햄에그,
훈제 갈빗살 등 통조림.
3. 1. 5 소시지류 축육 통조림 canned sausage
손질한 원료를 양념에 제우고 향신료를 추가하여 고기를 다져 소시지 케이싱에 넣은
다음 스모크(굽기)를 거쳐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소시지, 두이장(对肠)
등 통조림.
3. 1. 6 내장류 축육 통조림 canned edible offal
돼지, 소, 양 등 내장 및 부산품을 원료로 처리, 양념 또는 절임을 거쳐 가공된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돈설(猪舌), 돼지 내장 조림 등 통조림.
3. 1. 7 기타류 축육류 통조림 other canned meat
상술 유형외의 육류 통조림, 예를 들면 짜차이고기(榨菜肉丝)통조림, 고깃국류(肉汤
类) 통조림 등.
3. 2 가금류 통조림 canned poultry
3. 2. 1 브라인 가금 통조림 canned poultry with brine
손질한 원료를 썰거나 썰지 않고 통조림에 넣고 소량의 소금(또는 묽은 염수) 등 절
차를 거쳐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닭 브라인 통조림 등.
3. 2. 2 뼈를 발라낸 가금 통조림 canned poultry without bones
손질한 원료를 뼈를 발라내고 썰고 미리 조리한 후 양념소금(정제소금, 후춧가루, 글
루탐산모노나트륨)을 추가하는 등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뼈를 발라낸 닭, 뼈를 발라낸 오리 등 통조림.
3. 2. 3 조미류 가금 통조림 canned dressing poultry
손질한 원료를 썰어(또는 썰지 않고) 양념하여 미리 조리(또는 튀긴다)한 후 통조림
에 넣는다. 그리고 육수, 기름 등을 넣어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이 유형의 제품은
또 간장조림(红烧), 카레, 튀긴, 진피(陈皮), 오향(五香), 소스(酱汁), 통째(整只), 버섯
등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닭고기 간장조림, 카레 닭고기, 튀긴 닭고기,
통닭 등 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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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4 기타 가금류 통조림 other canned poultry
상술한 유형외의 가금류 통조림.
3. 3 수산류 통조림 canned aquatic product
3. 3. 1 유침(훈제)류 수산 통조림 canned aquatic animal product with oil
손질한 원료를 미리 조리(또는 훈제)한 후 통조림에 넣고 식물성 오일을 넣어 만들어
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유침 고등어, 유침 훈제 장어 등 통조림.
3. 3. 2 양념류 수산 통조림 canned dressing aquatic animal product
손질한 원료를 소금에 절여 탈수(또는 유탕)한 후 통조림에 넣고 양념을 넣어 만들어
진 캔 저장 식품. 이 유형의 제품은 또 간장조림(红烧), 토마토소스(茄汁), 파 구이(葱
烤), 즉시 구운(鲜烤), 오향(五香), 발효콩(豆豉), 간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
면, 토마토소스 고등어, 파 구이 붕어, 발효콩 황어

등 통조림.

3. 3. 3 찜류 수산 통조림 canned aquatic animal product
손질한 원료를 미리 조리하여 탈수(또는 레몬수에 담구어)한 후 통조림에 넣어 정제
소금, 글루탐산모노나트륨을 넣어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찐 새우, 찐
게, 오리지널 바지락 등 통조림.
3. 3. 4 조류 통조림 canned algae
신선, 냉장 또는 건조 잘 된 조류를 골라 가공처리, 미리 조리 또는 미리 조리 하지 않
고 분리·전충 후 양념 또는 양념하지 않은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미역 통조림 등.
3. 4 과일류 통조림 canned fruit
3. 4. 1 헤비시럽형 과일 통조림 canned fruit with heavy syrup
손질한 원료를 시럽으로 가용성고형물이 45~55% 될 때까지 끓이고 통조림에 전충한
다. 그리고 고농도 시럽을 넣어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액상 미졘 통조림(液态蜜饯)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럽금귤 등 통조림.
3. 4. 2 시럽형 과일 통조림 canned fruit with syrup
등급을 나누고 껍질(또는 씨)을 제거, 정돈, 분리 등 손질을 끝낸 과일 원료를 통조
림에 전충하고 농도가 다른 설탕물을 넣어 만들어진 캔 저장식품. 예를 들면, 설탕물
귤, 설탕물 파인애플, 설탕물 리치, 설탕물 코코넛 과육 등 통조림.
3. 4. 3 과즙형 과일 통조림 canned fruit with juice
등급을 나누고 껍질(또는 씨)을 제거, 정돈, 분리 등 손질을 끝낸 과일 원료를 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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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 전충하고 물과 과즙의 혼합액을 국물로 넣어 만들어진 캔 저장식품.
3. 4. 4 혼합형 과일 통조림 canned fruit mixed liquid
등급을 나누고 껍질(또는 씨)을 제거, 정돈, 분리 등 손질을 끝낸 과일 원료를 통조
림에 전충하고 과즙, 백설탕, 시럽, 감미료 네가지 중 두가지보다 적지 않게 수용액
을 국물로 넣어 만들어진 캔 저장식품.
3. 4. 5 단맛형 과일 통조림 canned fruit with sweetener liquid
등급을 나누고 껍질(또는 씨)을 제거, 정돈, 분리 등 손질을 끝낸 과일 원료를 통조
림에 전충하고 감미료의 수용액을 국물로 넣어 만들어진 캔 저장식품.
3. 4. 6 청수(清水)형 과일 통조림 canned fruit with water
등급을 나누고 껍질(또는 씨)을 제거, 정돈, 분리 등 손질을 끝낸 과일 원료를 통조
림에 전충하고 물을 넣어 만들어진 캔 저장식품.
3. 4. 7 건장(干装)형 과일 통조림 canned fruit in solid pack
사전처리, 토막 내기(또는 껍질과 씨를 제거한 온전한 과실), 진공처리, 탈수 또는 탈
수하지 않고, 통조림에 전충 등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건장
사과 통조림 등.
3. 4. 8 젤리 및 잼류 과일 통조림 canned jam
3. 4. 8. 1 과일젤리류 통조림 canned jelly
손질한 과일에 물을 부어 또는 붓지 않고 끓이고 압착, 착즙, 여과, 청징(澄清)을 거
쳐 백설탕, 레몬산(또는 사과산), 펙틴 등 보조료를 넣어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3. 4. 8. 2 잼 통조림 canned jam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급속 냉동한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과일을 원료로 사전처리,
다지다(슬라이스로 썰다), 배합, 농축, 통조림에 전충, 밀봉, 살균, 냉각 등 절차를 거
쳐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딸기잼, 복숭아잼, 종합과일잼 등 통조림.
3. 4. 8. 3 과일 크러시 통조림 canned crushed fruit
신선 또는 급속 냉동을 거친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과일을 원료로 가공을 거쳐 만
들어진 페이스트형태 또는 퓨레 형태 캔 저장 식품.
3. 4. 9 과즙류 통조림 canned juice
요구에 부합하는 과실을 파쇄, 착즙, 채로 여과 또는 침출취즙(浸提取汁) 등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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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9. 1 농축과즙 통조림 canned concentrated juice
과즙원액을 두배 이상(질량으로 계산) 농축하여 만든 과즙 통조림.
3. 4. 9. 2 과즙 통조림 canned fruit
신선한 과실로 착즙(또는 침출)한 과즙 또는 농축과즙을 물로 복원한 과즙 통조림.
청즙(清汁)과 탁즙(浊汁)으로 나눈다.
3. 4. 9. 3 과즙음료 통조림 canned ade
과즙에 물, 당액(糖液), 레몬산 등을 넣어 조제하여 만든 캔 저장 식품.
3. 4. 10 과일음료 통조림 canned fruit drink
물, 신선, 냉장, 급속 냉동 또는 캔 저장 과일을 주요 원료로 하고 기타 원료 또는
보조재와(또는) 식품첨가제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으며 가공처리, 통조림에 전충,
국물 추가, 밀봉, 살균, 냉각을 거쳐 만든 고형물함량이 같은 유형 과일 통조림보다
작은 캔 저장 식품.
3. 5 채소류 통조림 canned vegetable
3. 5. 1 브라인 채소 통조림 canned vegetable with brine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급속냉동이 잘 된 채소를 취하여 가공처리, 미리 끓여 헹구어
(또는 미리 끓이지 않는다), 분류 및 캔 전충(填充)하고 묽은 염수 또는 당, 염 혼합
액을 넣어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강낭콩(青刀豆), 맹물죽순(清水笋), 맹
물올방개(清水荸荠) 등 통조림.
3. 5. 2 초절임류 야채 통조림 canned vegetable with vinegar
신선하고 연한 염절임 채소를 원료로 가공정돈, 썰어서 캔 전충(填充)을 거쳐 향신료
및 초산, 식염혼합액을 넣어 만든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오이 피클, 새콤달콤 염
교 등 통조림.
3. 5. 3 염절임(장절임) 채소 통조림 canned salted vegetable
신선한 야채를 취하여 토막(슬라이스)으로 썰고(또는 절임) 통조림에 전충한다. 그리
고 설탕, 식염, 글루탐산모노나트륨 등 국물(또는 소스)을 넣어 만든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중국 갓(雪菜)，상추절임(香菜心)등 통조림.
3. 5. 4 양념류 채소 통조림 canned vegetable with dressing
신선한 야채 및 기타 보조료를 취하여 토막(슬라이스)로 썰고 가공·조리(유탕 또는
유탕하지 않음)한 후 통조림에 전충하여 만든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죽순볶음(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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焖笋)， 서류통조림(薯类罐头) 등 통조림.
3. 5. 5 야채즙(잼) 통조림 canned vegetable juice and vegetable jam
요구에 부합하는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신선한 야채를 착즙(또는 잼으로)하고 조제,
캔 전충(填充) 등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토마토즙, 케첩,
당근즙 등 통조림.
3. 6 식용균 통조림 canned mushroom
신선, 냉장 또는 건조가 잘 된 식용균을 원료로 취하여 가공처리, 미리 끓여 헹구고
(또는 미리 끓이지 않음), 분류 및 캔 전충(填充) 후 양념 또는 양념하지 않은 캔 저
장 식품. 예를 들면, 양념 식용균 통조림, 유침(油浸) 식용균 통조림, 브라인 식용균
통조림, 염절임류 식용균 통조림, 식용균잼 통조림.
3. 7 견과 및 씨앗류 통조림 canned nuts and seeds
요구에 부합한 견과와 씨앗류를 주요원료로 하고 고르기, 껍질 제거, 살균 또는 유탕
하고 소금(설탕 또는 당의)을 묻히거나 구워/볶아 만든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땅
콩, 밤 통조림, 호두 등 통조림.
3. 8 곡물과 잡곡 통조림 canned cereals and pulses
곡물과(또는) 잡곡을 주요원료 하고 과일(건조 과일 포함), 야채, 유제품, 육류 등 원
료 중의 하나 또는 여라 가지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처리 및 캔 전충(填充)을
거쳐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죽류, 팔보반(八宝饭), 카오푸(烤麸), 쫑쯔(粽
子), 우유미푸딩(牛奶米布丁) 등 통조림.
3. 9 난류 통조림 canned egg
가금 난류를 주요원료로 하고 가공을 거쳐 만든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메추리알
통조림 등.
3. 10 영유아이유식 통조림 canned infant supplementary food
식품원료가 처리, 전충, 밀봉, 살균 또는 무균 캔 전충(填充)을 거쳐 상업무균에 도달
하여 실온에서 저장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영유아가 식용하기 적합한 캔 저장 식품.
퓨레(페이스트) 형태, 과립 형태, 즙 류, 슬라이스(큐브) 형태 등 캔 저장 식품.
3. 11 기타 유형 통조림 other canned food
3. 11. 1 탕류 통조림 canned soup
요구에 부합한 육, 가금, 수산 및 야채 등을 원료로 하고 토막(슬라이스 또는 채)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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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리 등 가공을 거쳐 캔 전충(填充)하여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물고
기탕, 돼지 위탕, 소꼬리탕 등 통조림.
3. 11. 2 장(醬)류 통조림 canned paste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식물성 또는 동물성 식품을 원료로 하고 처리, 조제, 캔 전충
(填充), 밀봉, 살균, 냉각 등을 거쳐 만들어진 캔 저장 식품.
3. 11. 3 혼합류 통조림 canned mixed food
동물과 식물류 식품 원료를 각각 가공처리를 하고 조제, 살균을 거쳐 만든 캔 저장
식품. 예를 들면 짜차이고기(榨菜肉丝)통조림, 차오산스(炒三丝)통조림 등.
3. 11. 4 기타 통조림
상술한 유형에 속하지 않은 통조림은 기타 유형 통조림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자
라 젤리(龟苓膏) 통조림, 제비집(燕窝)통조림, 부유(腐乳)통조림, 알로에통조림, 음료류
통조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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