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포장재 구성 요소에 대한
제스프리 식품 안전 요구 사항

제스프리(Zespri™) 키위 제품의 포장 및 라벨링에 사용되는 포장재 구성 요소의 모든 공급업체는 공급되는 제품 및 키위가
판매될 시장과 관련된 식품 접촉 물질(FCM) 규정을 준수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에 재활용 PET(rPET)가 포함되어 있고 식품 접촉에 사용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이 유럽에서 공급되는 경우 :
EU 규정 (스페인, 이탈리아 및 프랑스를 포함한 EU 국가 전체): 전체 및 특정 이송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래에 요약된 모든 규정을 다루는 규정 준수 선언(DoC)을 제출해야 합니다:
– EU 프레임워크 규정, EC 번호 1935/2004
– 식품 접촉 플라스틱에 대한 EU 규정, EU 10/2011 및 개정안
–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EU GMP 규정, GMP 2023/2006
– 재활용 가능한 식품 접촉 플라스틱에 대한 EU 규정, EU 282/2008
제품이 미국에서 공급되는 경우 :
미국 규정: 아래에 요약된 모든 규정을 다루는 FDA 의 LNO(이의 없음 서신)를 제출해야 합니다:
– FDA 식품 직접 접촉 규정, US FDA 21, CFR, 177.1630
– FDA GMP 규정
제품이 아시아에서 공급되는 경우 :
일본:

일본 후생 노동성(MHLW)의 동의서를 아래에 요약된 모든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식품위생법, JP MHLW Act No. 233, 1947
– 일본 식품,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및 기준, JP MHLW 고지 제370호, 1959년 및 개정 고지 2018년 제 46호 및
2020년 제196호
– 재활용 플라스틱에 관한 일본 지침, JP MHWL Shokuan-hatsu 0427 No.2, 2012
싱가포르: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해 수행된 안전성 평가(준수 선언, 이의 없음 서신LNO, MHLW JP의 동의서)를 제시하고
아래에 요약된 요구 사항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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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 SFA 식품 규정 283 장; 규정 37
홍콩:
EU, FDA 또는 중국 본토의 안전 평가 및 규정 준수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홍콩 소비재 안전 조례
rPET 이 포함된 제품들은 다음 나라들에서 금지됩니다:
–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 식품 접촉 적용 분야에서 모든 재활용 PET 금지

귀하의 제품에 원유로 생산한 (Virgin) PET; PP; PE가 포함되며 식품 접촉에 사용된 경우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이 유럽에서 공급되는 경우:


EU 프레임워크 규정, EC No. 1935/2004



식품 접촉 플라스틱에 대한 EU 규정, EU 10/2011 및 개정본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EU GMP 규정, GMP 2023/2006

제품이 미국에서 공급되는 경우:


FDA 직접 식품 접촉 규정, US FDA 21, CFR, 177.1630



FDA GMP 규정

제품이 중국에서 공급되는 경우:






GB 4806.1 - 2016
GB 31603 – 2015 GMP
GB 9685-2016
GB 4806.6 - 2016
GB 4806.7 - 2016

귀하의 제품에 버진 페이퍼/섬유가 포함되어 있고 식품 접촉에 사용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이 유럽에서 공급되는 경우 :


EU 프레임워크 규정, EC No.1935/2004



독일 BFR REC XXXVI 및/또는 CP 지침(독일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 또는 다른 국가에서 그 표준을 채택한 경우)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EU GMP 규정, GMP 2023/2006

제품이 미국에서 공급되는 경우 :


FDA 직접 식품 접촉 규정, US FDA 21, CFR, 177.1630



FDA GMP 규정

제품이 중국에서 공급되는 경우 :






GB 4806.1 - 2016
GB 31603 – 2015 GMP
GB 9685-2016
GB 4806.6 - 2016
GB 4806.8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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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제품에 재생 종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고 식품 접촉에 사용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이 유럽에서 공급되는 경우 :


EU 프레임워크 규정, EC 번호 1935/2004



독일 BFR REC XXXVI 및/또는 CP 지침(독일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 또는 다른 국가에서 그 표준을 채택한 경우)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EU GMP 규정, GMP 2023/2006

제품이 미국에서 공급되는 경우 :


FDA 직접 식품 접촉 규정, US FDA 21, CFR, 177.1630



FDA GMP 규정

제품이 중국에서 공급되는 경우 :


재활용 FCM 에 대한 GB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 섬유를 함유한 제품 금지(중국 광동성 식품 접촉

재료에 대한 국가 참조 연구소)
모든 바이오 폴리머(PBAT; PLA, PHA. PBS)에 대해서는 Zespri International Limited. packaging@zespri.com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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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명에 있어서 제스프리는 포장재 구성 요소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보증에 의존합니다. 제스프리는
진술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만 제공된 정보 및 보증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 대변 또는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제스프리는 이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손상 또는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Frank Bollen 박사
기술 부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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