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Ⅰ

8 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정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알코올 음료의 임신 경고 라벨 부착 의무화 재확인
◦ 2020년 7월 17일에 진행된 호주, 뉴질랜드의 식품규제 각료회의에서 여성들이
임신 중 알코올 섭취 금지 권고를 적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코올
음료에 임신 경고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겠다고 밝힘
◦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임신 경고 라벨 디자인 초안의 색상과
표시 문구(signal wording) 초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건강 경고(HEALTH WARNING)'에서 '임신 경고(PREGNANCY WARNING)'로
표현 문구를 변경하고, 시행을 위한 계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제안

·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 1.2.1-24에 명시된 일반 가독성 요건에 따라
대조적인 색상을 가지도록 하고, 임신 경고 라벨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

◦ 제안된 개정안은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지만, 남호주와 뉴사우스웨일즈 및
퀸즐랜드가 지지를 표명
◦ 포럼은 제안된 임신 경고 라벨 기준 초안을 인정하고, 임신 경고 라벨에 대한
기준를 관보에 공고할 예정. 라벨 규정이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에 포함
되는 것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3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 후 이루어질 예정
* 출처 : 2020년 7월 18일,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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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식품의 건강별점제(Health Star Rating, HSR) 검토
◦ 호주, 뉴질랜드의 식품규제 각료회의에서 식품기준청(FSANZ)으로부터 건강 별점제
시행 5년에 따른 중간 보고서를 제출받고, 해당 검토를 뒷받침하는 모델링의 평가를
착수할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식품규제 상임위원회(FRSC)에 다음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
·

최소로 가공된 과일 및 채소, 무가당(unsweetened)의 향미가 나는 물에 대한 정의

·

건강 별점제 계산기의 당 및 나트륨 수준

·

중간 섭취 목표(interim uptake targets)

◦ 각료회의는 또한 식품규제 상임위원회에 검토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별점제
시스템에 따라 식용 가능한 기름을 처리하는 방법을 요청하였음
◦ 각료회의는 또한 건강 별점제에서 고려해야 할 유제품 대체 음료의 최소 칼슘
함량을 현재 수준에서 100mg/100ml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 100% 신선 과일과
채소 주스(무첨가당)는 자동적으로 건강 별점제 5점을 받거나 '최소로 가공된 과일
및 채소'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호주 정부의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이번 각료
회의에서는 채택되지 않음
◦ 각료회의는 식품규제 상임위원회에게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다음 회의에서 인공
적으로 감미된 음료 및 100% 채소 및 과일 주스 음료 처리에 대해 추가적인 권고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
* 출처 : 2020년 7월 18일,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3. 호주 시트러스 협회, 건강별점제가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
◦ 호주 시트러스협회(Citrus Australia)는 7월 개정된 건강별점제 시스템에 따라
무첨가당의 신선 주스에 대한 5성 등급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에 매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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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최된 호주 식품규제포럼(Food Regulation Forum)은 연방 농업부 장관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의 신선 주스에 대한 5성 등급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거부
하였음. 신선 주스는 2014년 건강별점제가 시행된 이후 5성 등급을 받아왔음
◦ 무가당, 무첨가물의 100% 신선 주스는 2성을 받게 되며, 100% 신선 주스는
첨가물 및 보존제가 함유되고 어떠한 영양학적 이점이 없는 다이어트 콜라보다
더 적은 개수의 별을 받게 됨. 현 상태로 개정된 건강별점제에 따라 다이어트
콜라는 4성을 받음
◦ 호주 시트러스 협회는 새로운 건강별점제를 뒷받침하는 알고리즘이 신선 주스의
당 함량만을 평가하고 비타민C, 칼륨, 엽산 등의 필수 영양소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
◦ 이는 더 섭취해야 하는 식품 항목에 신선 주스를 포함한 호주 식이지침
(Australian Dietary Guidelines, ADG)과 모순된다고 밝힘
* 출처 : 2020년 7월 20일, Fresh Plaza

4. 남호주 의회, 유전자 변형 작물 금지 해제 후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에 관여
하지 않는 것을 고려
◦ 남호주 정부는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자율화를 결정하고,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를 금지한 관련 법안의 개정을 검토 중. 남호주 산하 킹스턴 지방 자치
의회는 해당 지역에서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를 허용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지지
하였고, 현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진행
◦ 남호주 정부는 2020년 5월 캥거루 섬(Kangaroo Island)을 제외한 주 전역에
걸쳐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금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11월 15일까지 남호주
정부에 신청해야 함. 11월 15일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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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가 2020년 6월 약 200명의 농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의회가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지지
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로 농업적 이점, 기술적 특성 개발, 재배 농가에 대한 선택과 유연성의
증가 등을 들었으며, 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 불이익과 오염 위험을
언급했음
* 출처 : 2020년 7월 14일, indaly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호주 농업수산환경부, 2020년 7월 1일부터 조리되지 않은 새우에 대한 호주의
수입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 안내
◦ 호주 농업수산환경부는 비조리(uncooked) 새우 수입업체, 관련 업계 관계자
및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수입허가 조건 변경사항을 안내
◦ 2020년 7월 1일부터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로 수입되는 모든 비조리 새우는
내장이 제거되어야 함. 새우의 등골 부분을 따라 최소한 마지막 껍질 부분까지
남아있는 내장을 제거해야 함. 해당 변경사항은 미포자충(Enterocytozoon
hepatopenaei, EHP)과 관련된 생물감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중국, 덴마크,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태국, 미국 및 베트남 당국이 조리되지 않은 새우에 대한 호주의 수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농업수산환경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음
◦ 새우 수출국가는 2020년 7월 1일부터 호주에 도착하는 조리되지 않은 모든
수입 새우(양념된 것 포함)는 내장이 제거되어야 하며 미포자충과 관련된 생물
검역을 위해 적절한 위생 증명서(health certification)를 제출해야 함
* 출처 : 2020년 7월 16일, 농업수산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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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1. 통관문제 사례
검출일

제품

제조사

검출물질

검사결과

관련규정

21/05/2020

명란젓

㈜대상

Vitamin C

허용되지 않은
물질

FSC
1.3.2

2. 리콜 사례
1) 고소한 누룽지 뻥

·
·
·
·
·
·

·

회사명 : 진성무역(Jinsung Trading Pty Ltd Puffed Rice Cracker and Snack
제품명 : 누룽지 뻥
영문명 : Healthy King Cracker Puffed Rice 60g, Puffed Rice Snack 160g.
리콜일시 : 2020년 7월 9일
유통지역 : 호주 NSW주 아시안 식료푸점
유통기한
- Healthy King Cracker Puffed Rice 60g : 13/06/2021
- Puffed Rice Snack 160g : 08/09/2021
리콜사유 : 신고되지 않은 물질 검출(W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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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우유

·
·
·
·
·

·

Ⅳ

회사명 : KFBW PTY LTD
제품명 : OKF Brand Rice Milk 500ml, OKF Brand Rice
리콜일시 : 2020년 7월 22일
유통지역 :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의 아시안
유통기한
- OKF Brand Rice Milk 500ml : 26 JUL 2021, 29 AUG
- OKF Brand Rice Milk 1.5 L : 15 APR 2021, 06 AUG
리콜사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우유)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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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k 1.5 L
식료품점
2021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