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중 화 인 민 공 화 국 국 가 표 준
GB 13432-2013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 식품 라벨

2013-12-26 발표

2015-07-01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발표

서 문
본 표준은 GB13432-2004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 식품 라벨 통칙」을 대체한다.
본 표준은 GB13432-2004와 비교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표준 명칭을 수정되었다.
- 특수식이용도식품의 정의가 수정되었고 포함된 식품 유형(범위)이 명확해졌다.
- 기본 요구 조건이 수정되었다.
- 강제 표시 내용의 일부 요구 조건이 수정되었다.
- 허용 표시 내용과 추천 표시 내용이 통합되었고 선택 표시 내용이 수정되었
다.
- 에너지와 영양 성분 함량 강조 조건이 수정되었다.
- 에너지와 영양 성분 비교 강조가 삭제되었다.
- 에너지와 영양 성분 기능 강조 용어가 수정되었다.
- 원래 표준의 부록 A가 삭제되었다.
- 부록 A 특수식이용도식품의 유형이 추가되었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 식품 라벨
범위
본 표준은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 식품 라벨(영양 라벨 포함)에 적용된다.
1.

용어와 정의
GB 7718에서 규정한 경우 및 다음 용어와 정의는 본 표준에 적용한다.
2.

특수식이용도식품
특수한 신체 혹은 생리적인 상황과(혹은) 질병, 교란 등 특수 영양 수요 만족을
위하여 전문 가공 혹은 조제한 식품이다. 이 식품들은 영양소와(혹은) 기타 영
양 성분 함량이 일반 식품과 다르다.
특수식이용도식품에 포함되는 식품 유형은 부록 A를 참조한다.
2.1

영양소
식품에 특정 생리적 기능이 있으며 섭취자의 성장, 발육, 활동, 번식 및 정상적
인 대사에 필요한 물질을 유지할 수 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및
비타민 등이 여기에 속한다.
2.2

영양 성분
식품 중 영양소와 영양소 외의 영양 및(혹은) 생리적 기능을 갖춘 기타 식품 성
분을 말한다.
2.3

권장 섭취량
특정 성별, 연령 및 생리적인 상황에서 절대 다수의 개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섭취 수준이다.
2.4

적정 섭취량
영양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건강
한 자의 영양소 섭취량이다.
2.5

기본 요구 조건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라벨은 GB7718 규정의 기본 조건과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언급하지 않는다.
-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에 해당하는 제품 표준 중 라벨, 설명서 관련 규정
에 부합해야 한다.
- 0~6개월 영아에 대한 조제식품 중 필수 성분에 대한 함량 강조와 기능 강조
를 금지한다.
3.

강제 표시 내용
4.1 일반 조건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라벨 표시 내용은 GB 7718 중 관련 조항에 부합해
야 한다.
4.

식품 명칭
2.1의 정의에 부합하는 식품에만 ‘특수식이용도식품’ 명칭 혹은 해당 제품의 특
수성을 묘사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4.2

에너지와 영양 성분 표시
4.3.1 사각형 표 형식으로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나트륨 및 제품 표
준에서 요구한 기타 영양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사각형 사이즈는 자유
롭게 선택하며 포장과 수직을 이루고 제목을 ‘영양 성분표’라고 표기한다. 제품
이 관련 법규 혹은 표준에 의거하여 선택성 성분을 첨가하였거나 혹은 특정 물
질을 강화하였으면 그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4.3.2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중 에너지와 영양 성분 함량은 100g과(혹은)
4.3

100mL와(혹은) 식품 하나당 섭취 가능한 부분의 구체적인 수치에 따라 표시한
다. 용량을 표시할 때 분량의 크기를 식품 특징 혹은 권장량에 따라 규정한다.
필요 시 혹은 제품 표준에서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00kJ 당 영양 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4.3.3 에너지 혹은 영양 성분 표시 수치는 제품 검사 혹은 원료 계산으로 알 수
있다. 제품 품질보증기한 내에 에너지와 영양 성분의 실제 함량은 표시값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 표준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4.3.4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 식품의 단백질 공급원이 가수 분해 단백질 혹은
아미노산이면 ‘단백질’ 항목에 ‘단백질, ‘단백질(동일 물질)’ 혹은 ‘아미노산 총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섭취 방법과 대상
4.4.1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의 섭취 방법, 하루 혹은 매끼니 섭취량에 대해
필요 시 조제 방법 혹은 재수화 조제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4.4.2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섭취 대상을 표시한다. 특수의학용도 영아조제
식품과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경우 제품 표준에 따라 섭취 대상을 표시한다.
4.4

보관 조건
4.5.1 라벨에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보관 조건을 표기하고 필요 시 개봉
후 보관 조건도 표기해야 한다.
4.5.2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을 개봉 후 보관하면 안 된다거나 혹은 원래의
포장 용기 내 보관하면 안 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특별 경고한다.
4.5

표시 내용 면제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포장물 혹은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 면적이 10cm2
이하이면 제품 명칭, 순함량, 생산자(혹은 판매 중개상) 명칭과 주소, 생산일자
와 품질보증기한만 표시해도 된다.
4.6

선택성 표시 내용
5.1 권장 섭취량 혹은 적정 섭취량 중 에너지와 영양 성분 질량 비율
에너지값과 영양 성분 함량값을 표시하고 또한 섭취 대상에 따라 100g과(혹은)
100mL와(혹은) ‘중국 국민 영양 참고 섭취량’ 권장 섭취량(RNI) 혹은 충분 섭취
량(AI) 중 식품 하나당 에너지와 영양 성분 함량의 비율을 표시한다. 권장 섭취
량과 충분 섭취량이 없는 영양 성분은 비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도 된다.
5.

에너지와 영양 성분 함량 강조
5.2.1 제품 내 에너지 혹은 영양 성분 함량이 제품 표준의 최소값 혹은 허용 강
화량 최저값에 도달할 시 함량을 강조할 수 있다.
5.2.2 제품 표준에 특정 영양 성분 최소값 조건이 없거나 혹은 최저 강화량 조
건이 없으면 기타 국가와(혹은) 국제 조직이 허가한 영양 성분 근거를 제시한
다.
5.2.3 함량 강조 용어에 ‘함유’, ‘제공’, ‘출처’, ‘함’, ‘유’ 등이 포함된다.
5.2

에너지와 영양 성분 기능 강조
5.3.1 함량 강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은 에너지와(혹은)
영양 성분에 대해 기능을 강조할 수 있다. 기능 강조 용어는 GB28050에서 규정
한 기능 강조 표준 용어를 선택 사용해야 한다.
5.3.2 GB28050 중 기능 강조 표준 용어에 포함되지 않은 영양 성분은 해당 물질
기능 강조 용어에 대한 기타국가 및 국제조직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5.3

부록A
특수식이용도식품의 유형
특수식이용도 식품의 유형은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a) 영유아 조제식품
1) 영아 조제식품
2) 영아 후기 및 유아
3) 특수의학용도 영아

조제식품
조제식품

b) 영유아 보조식품
1)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
2) 영유아 통조림 포장 보조식품
c)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특수의학용도 영아 조제식품 관련 품종은 제외)

상기 유형을 제외한 기타 특수식이용도식품(보조식 영양보충제품, 운동영양
식품 및 기타 국가표준에 상응하는 특수식이용도식품 포함)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