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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t A

§

66.1

— 일반 총칙

정의.

법(Act)이란 1946 년 농산물 유통법 (7 U.S.C. 1621 이하)을 의미하며 부칙 E, 국가

생명공학 식품 상품표시 기준 및, 부칙 F – 특정 식품에 대한 상품표시 부착을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관리자(Administrator)는 농업마케팅국(AMS) 관리자, 미국 농무부, 또는 관리자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한다.

는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AMS)을 의미한다.

AMS

생명공학 식품(bioengineered food)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본 정의의 (2)절에 있는 요인, 조건 및 제한에 따라,

(i)

시험관내 재조합 디옥시리보핵산(rDNA) 기술로 변형되며, 자연에서 발견하거나

또는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변형이 불가능한 유전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으로서,

만약 § 66.9에 따라 유전 물질이 검출될 수 없다면 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
하지 아니한 식품이다.
(ii)

(2)

다음과 같은 요인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식품은 생명공학 식품이 아니다.

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식품 내에 미미한 수준으로 존재하며,
식품에서 기술적이나 기능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 부수적인 첨가물
(i) 21 CFR 101.100(a)(3)

보류].

(ii) [

생명공학 물질(bioengineered substance)은 시험관내 재조합 디옥시리보핵산(rDNA)

기술로 변형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자연에서 발견하거나, 기존의 육종 방법으로는
변형이 불가능한 유전 물질을 포함한 물질을 의미한다.

준수 일자(compliance date)는 다음을 의미한다 —
(1)

법적 준수 일자. 생명공학 식품 공개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은 2022년 1월 1일

까지 본 part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

생명공학 식품 목록 업데이트. AMS가 § 66.7에 따라 생명공학 식품 목록을

업데이트 하는 경우, 생명공학 식품 공개 책임이 있는 주체들은 목록의 업데이트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업데이트를 준수해야 한다.

식품(food)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21 U.S.C. 321) 201조에 정의한 바에 따라)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한 식품을 의미한다.

식품 제조업체(food manufacturer)는 사람의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하고 미국 소매

판매를 위해 식품이나 식품 제품에 상품표시를 부착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수입업체(importer)는 미국에 소매 판매용으로 상품표시된 식품이나 식품 제품의

수입에 종사하며,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19
U.S.C. 1484 (a) (2) (B))에서 결정한 기록상 수입업체를 의미한다.

정보표시면(information panel)이란, 포장 크기나 다른 포장 특성(예: 사용가능한 표

면이 있는 불규칙한 모양 형태)에 따라 상품표시의 다른 부분을 정보표시면에 지시하지
않은 한, 포장된 제품에서, 주요 진열판을 바라보는 개인에게 주요 진열판 우측에 바로
인접한 상품표시 부분을 의미한다.

상품표지(label)는 소매 포장 또는 물품의 직접적인 용기, 또는 포장지에, 외부 용

기나 포장지를 통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서면이나 인쇄물 또는 그림 형태의 표시를
의미한다.

표시(label)란 (1) 물품이나 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또는 (2) 그러한 물품을

동반한 모든 상품표시 및 기타 서면, 인쇄물 또는 그림 형태의 표시를 의미한다.
66.6

생명공학 식품 목록(List of Bioengineered Foods)은 AMS가 유지․업데이트하며 §

에 규정된 목록으로, 생명공학 사례가 개발된 식품의 목록을 의미한다.

마케팅 및 홍보 정보(marketing and promotional information)는 광고, 팜플렛, 전단지,

카탈로그, 포스터 및 제품 판매나 판촉을 위해 배포, 방송 또는 사용 가능한 상품표시를
포함하여 서면, 인쇄물, 시청각, 그래픽 정보를 의미한다.

우세(predominance)는 제품 상품표시의 원재료 목록에서 원재료의 위치를 의미한다.
에 따라 우세한 원재료는 요구되는 제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원재료이다.

21 CFR 101.4(a)(1)

주표시면(principal display panel)은 소매 판매용의 통상적인 진열 조건 하에서 표시,

제시, 도시 또는 검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품표시 부분을 의미한다.

가공 식품(processed food)이란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제외한 식품을 의미하며,

통조림, 조리, 냉동, 탈수 또는 제분과 같은 가공 대상 원료 농산물을 포함한다.

원료 농산물(raw agricultural commodity)이라 함은 원원재료나 자연 상태의 모든

농산물을 말하며, 판매 전에 세척, 착색, 가공처리하지 않고 자연 형태로 취급하는 모든
과일을 포함한다.

규제대상(regulated entity)은 § 66.100(a)에 따라 생명공학 식품 공개를 할 책임이

있는 식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소매업체를 의미한다.

장관(Secretary)은 미국 농무부 장관 또는 당국이 장관을 대신하여 위임한 대표를

의미한다.

유사 소매 식품 사업소(similar retail food establishment)는, 일반 대중에게 준비된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로서 운영되는 카페테리아, 도시락 판매소, 포장마차, 푸드 트럭,
수송 회사(기차나 비행기와 같은), 술집, 주점, 바, 라운지, 기타 유사한 시설이나 샐러드 바,
델리, 또는 소매업체 구역 내,외부에서 소비하는 조리 식품을 제공하며 소매 사업소 내에
위치한 기타 음식점을 의미한다.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small food manufacturer)는 연간 수령액이 최소 250만불 이상,

만불 이하인 식품 제조업체를 의미한다.

1,000

소형 포장(small package)은 총 표면적 40 평방 인치 미만의 식품 포장을 의미한다.
초소규모 식품 제조업체(very small

미만인 식품 제조업체를 의미한다.

food manufacturer)

는 연간 수입이

250

만불

초소규모 식품 포장(very small package)은 총 표면적 12 평방 인치 미만의 식품

포장을 의미한다.
§

66.3

공개 요건 및 적용가능성.
(a)

일반.

생명공학 식품의 상품표시에는, 해당 식품이 본 part에 부합하는 생명공학
식품이거나 생명공학 식품 원재료을 포함하고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
(1)

에서 자발적 공개와 관련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66.302에 따라
관리된 기록이 어떤 식품이 생명공학 식품이 아니거나 생명공학 식품 원재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면, 해당 식품이 생명공학 식품이거나 생명공학 식품 원재료를
포함한다고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 66.116

(b)

식품에 적용.

본 part는 (1) FDCA에 따른 상품표시 요건 대상인 식품; 또는 (i) 식품에서 가장
우세한 원재료는 독립적으로 FDCA에 의거한 상품표시 요건 대상이거나; (ii) 식품의 가장
우세한 원재료가 국물, 육수, 물 또는 이와 유사한 용액이며, 두 번째로 우세한 요소가
독립적으로 FDCA에 따른 상품표시 요건 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2) 「연방 육류 검사법」,
「가금류 제품 검사법」 또는 「난제품 검사법」에 따른 상품표시 요건 대상인 식품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

66.5

면제.
본 part는 본 섹션에서 기술한 식품 및 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소매 식품 사업소에서 제공되는 식품

(b)

초소규모 식품 제조업체.

어떠한 원재료도 생명공학 물질을 의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식품. 다만,
우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생명공학 물질의 비중이 각각의 원재료의 5
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허용한다.
(c)

동물이 섭취한 사료가 생명공학 물질에서 생산되거나 생명공학 물질을 함유
하거나 또는 생명공학 물질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동물 유래 식품을 생명공학
식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d)

(e)

§

66.6

국가유기프로그램(NOP)에 따라 인증된 식품.

생명공학 식품 목록

생명공학 식품 목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 알팔파, 사과(Arctic 품종), 카놀라,
옥수수, 면화, 가지(BARI Bt Begun 품종), 파파야(링스팟 바이러스 저항 품종), 파인애플
(분홍 과육 품종), 감자, 연어(AquAdvantage ), 대두, 호박(여름), 사탕무
TM

®

§

66.7

생명공학 식품 목록 업데이트.
(a)

목록 업데이트. AMS는 매년 목록을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고려하며, 연방관보

공지와 AMS 웹사이트를 통해 개정 의견을 요청한다.

목록 추가와 삭제에 관한 권고 사항이 있으면 어느 때나, 또는 연례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AMS에 제출할 수 있다.
(1)

(2)

권고 사항 제출 시,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나 기타 정보를 수반해야 한다.

는 농무부의 동식물검역국(USDA-APHIS),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건
복지부의 식품의약품청(FDA) 및 생명공학 규제 조정 프레임워크 (Coordinat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for Bio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후속기관 등 생명
공학 제품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의 협의에 기반한 의견을 비롯하여, 목록에 관하여
기관이 고려중인 기타 개정 관련 정보와 함께 일반 대중 권고 사항들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3) AMS ,

는 목록에 추가가 제안된 식품이 국내․외에서 그 상업적 생산이 허용되
었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으로서의 상업적 생산이 허용된
사례가 있는지 고려한다.
(4) AMS

만약 제공된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 목록의 업데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AMS는 목록을 수정한다.
(5)

(c)

준수 기간. 본 part의 공개 요건에 의거하여, 규제대상은 업데이트 목록 발효일

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필요한 식품 상품표시를 변경하여 목록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

66.9

검출가능성.
(a)

기록관리 요건

(1)

해당 식품이 비(非)생명공학 작물이나 출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기록;

유전자 변형 물질은, § 66.302의 기록관리 요건에 따라 생명공학 식품 공개 책임이 있는
주체가 다음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검출 가능하지 아니하다.
또는

해당 식품이 유효한 정제과정을 거치면서 식품의 유전자 변형 물질이 검출
불가능해졌음을 입증하는 기록; 또는
(2)

해당 식품에 유전자 변형 물질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분석 증명서 또는
기타 검사 기록
(3)

(b)

유효한 정제과정

본 section의 (c)에서 기술된 기준에 부합하는 분석검사가 식품의 유전자 변형
물질이 정제과정을 통해 검출 불가능해졌음을 입증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1)

정제 과정이 이러하다고 입증되면, 해당 정제 과정에 유의미한 변화가 가해지지
않는 한, 또한 해당 정제과정이 유효했으며 유효한 정제과정이 뒤따름을 입증하도록
기록이 관리되는 한, 해당 정제과정 이후 정제된 식품 중 검출 가능한 유전자 변형 물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2)

(c)

검출가능성 검사의 수행기준. 본 섹션의 (a)에 따라 정제된 식품에 유전자 변형

(1)

실험실의 품질 보증을 통해 검사결과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며;

물질이 존재하는지 판별하기 위한 분석 검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분석방법 선정, 확인 및 검증을 통해 해당 검사방법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해당 실험실이 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하며;
(2)

(3)

검사 유효성의 입증을 통해 일관되고 정확한 분석 수행을 보장해야 하며;

검사수행 세부요건을 통해 해당 검사가 본 part의 검출가능성 요건을 충족시
키기에 충분히 민감함을 보장해야한다.
(4)

§

66.11

분리.

본 part의 특정 조항이 무효하다고 선언되거나 특정 사람 또는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이 무효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것이 본 part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이나 다른 사람
또는 상황에의 적용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66.13

시행 및 준수.
(a)

시행.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를 제외하고 본 part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

이다.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b)

자발적 준수.

(1)

규제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본 part의 요구사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규제대상은 우선하는 주(State)생명공학 식품표시법에 부합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스티커나 잉크 소인이 다른 표시의무 정보를 가리지 않는 한, 이미 존재
하는 표시에 스티커나 잉크 소인을 사용하여 생명공학 식품 공개를 할 수 있다.
(2)

의무 준수. 모든 규제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본 part의 요구사항을 준수

(c)

하여야 한다.
Subpart B

§

66.100

—생명공학 식품 공개

일반.

(a)

공개 책임.

소매 업체가 수령하기 전에 포장된 식품의 경우, 본 part에 따라서, 식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식품 상품표시에서 생명공학 식품 공개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1)

소매 업체가 식품을 포장하거나 대량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 part에
따라서, 해당 소매 업체는 식품 상품표시에 생명 공학 식품 공개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b)
§66.110

공개 형태. 본 part에 따라 생명공학 식품 공개를 포함해야 하는 식품인 경우,

및 §66.112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paragraph (b)에 설명된 양식으로 한다.

(1) § 66.102

에 의거하여 텍스트 공개.

(2) § 66.104

에 의거하여 기호 공개.

(3) § 66.106

에 의거하여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 공개.

(4) § 66.108

에 의거하여 문자 메시지 공개.

(c)

공개 외형. 요구되는 공개는 상품표시에서 가시적으로 충분한 크기와 명확성을

가지며, 일반적인 구매 조건에서 구매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개 위치.

에서 규정하는 대량 식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d)절에서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표시 상에 공개가 위치되도록 한다.
(d)

§66.114

공개 시에, 취급 업체, 유통 업체, 포장 업체, 제조업체, 수입 업체의 명칭이나
위치 또는 기타 유사한 정보를 표시하는 문구에 바로 인접하여, 정보표시면에 공개한다.
(1)

(2)

공개 시에, 주요 진열판에 공개한다.

공개 시에, 정보표시면이나 주요 진열판에 공개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일반적인 구매 조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체판에 공개한다.
(3)

(e)

인터넷 URL. 소규모 제조업체의 공개 및 초소형 포장에 대한 공개를 제외하고,

생명공학 식품 공개는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웹사이트 URL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66.102

문자 공개(Text disclosure).

문자 공개에는 본 섹션에서 설명하는 문서를 표시한다. 해당하는 경우, 문자
공개에 복수형을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식품에 생명공학이 적용된 식품이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 “생명공학 적용 식품들” 또는 “생명공학 식품 원재료들”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a)

생명공학 식품. 만약 어떤 식품(이러한 식품에서 생산된 모든 원재료 포함)이

생명공학 식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규제대상이 관리하는 기록이 해당 식품이 생명공학
식품임을 입증한다면, 다음 중 해당되는 하나로 문자 공개를 한다.
생명공학 식품 또는 생명공학 식품 원재료만을 포함하는 가공 식품인 경우,
“생명공학 식품”
(1)

본 섹션의 (a)(1) 절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생명공학 식품 원재료를 하나 이상
포함한 복수 원재료 식품인 경우, “생명공학 식품 원재료 포함”
(2)

(b)

미국 내 우세 언어. 미국 영토에 한해서 배포되는 공개 대상 식품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주요 언어를 사용하여, 본
상품 표시할 수 있다.

part

에서 요구하는 바와 동등한 문구로

§

66.104

기호 공개(Symbol disclosure).

기호 공개는 본 섹션의 그림 1의 형태와 디자인을 복제하여야 한다.
기호는 녹색 둘레와 흰색 바깥테두리가 있는 원이다. 원의 하반부에는 녹색으로
채워진 아치가 있다. 아치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지는 두 개의 연두색 밭고랑이
그려져 있다. 아치의 왼쪽에는 원의 중심으로 휘어지는 아치형 줄기가 있고, 이 줄기는 4개의
꼭짓점이 있는 별모양으로 끝난다. 줄기에는 위쪽으로 뻗어나 원의 최상단을 향하는 잎
두 개가 있다. 잎의 배경에는 원의 상단에서 좌측 중심 쪽으로 노란색으로 채워진 원의
약 절반이 있다. 원의 나머지 부분은 연한 청색이다. 기호는 반드시 ‘생명공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만약 어떤 식품(이러한 식품에서 생산된 모든 원재료 포함)이 생명공학 식품
목록에 있고, 규제대상이 관리한 기록이 해당 식품이 생명공학 식품이라는 사실을 입증
하거나 또는 생명공학 식품인지 아닌지 입증하지 않는다면, 기록 공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b)

§ 66.104 - (

(c)

그림 1)

기호는 흑백 출력 가능.

본 part에서 허용된 것 이외의 생명공학 식품 기호 디자인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d)

§

66.106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 공개(Electronic or digital link disclosure)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를 통해서 생명공학 식품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공개는
본 섹션에서 기술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

동반 문구.

전자 또는 디지털 방식의 공개는, 다음과 같은 문구, 즉 "보다 자세한 식품
정보를 검색하려면 여기를 스캔하십시오", 또는 단지 기술적 변화만을 반영한 동등 문구
(1)

예 보다 자세한 식품 정보를 검색하려면 제품 포장의 아무 곳이나 스캔하십시오.” 또는
“보다 자세한 식품 정보를 원하면 아이콘을 스캔하십시오”)와 동반하여, 해당 문구의 바로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 : “

전자 또는 디지털 방식의 공개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생명공학
식품 공개를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첨부해야 한다. 전화번호 안내는 디지털 링크에 근접
하고, 상기 (a)(1)절에 기술한 동반 문구에서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을 나타내야 하며, 다음 문구를 동반한다 :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1-000-000-000-0000]으로 전화하십시오.”
(2)

(b)

제품 정보 페이지.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에 접속 시, 해당 링크는 전자 또는

디지털 장치에서 제품 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야 한다. 제품 정보 페이지는 본 (b)절에
기술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 또는 디지털 장치에서 지시에 따라 링크에 접속하면, 첫 번째 화면으로
제품 정보 페이지가 연결되어야 한다.
(1)

제품 정보 페이지는 § 66.102 또는 § 66.104에 일관적인 생명공학 식품 공개를
포함해야 한다.
(2)

(3)

제품 정보 페이지에 마케팅이나 홍보 자료는 제외한다.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 공개 시 소비자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관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 또는 매매할 수 없다. 단, 본 part의 목적상 부득이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는 가능한 한 신속히 삭제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4)

§

66.108

문자 메시지 공개(Text message disclosure).

규제 대상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생명공학 식품 정보에 접근 시 수수료를 부과
해서는 안 되며, 본 섹션에 기술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상품표시에 다음 문구를 포함한다. “생명 공학 식품 정보를 원하면, [명령어]를
[번호]로 보내십시오.” 번호는 반드시 숫자이어야 하며, 짧은 코드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휴대기기에 즉각적인 응답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a)

응답은 일회로 이루어져야 하며, 응답 시 유일한 정보는
§66.116에 기술한 생명공학 식품 공개여야 한다.
(b)

§66.102

또는

(c)

이러한 응답에서 마케팅이나 홍보 정보는 제외한다.

문자 메시지 옵션을 선택하는 규제대상은 본
준수하여야 한다.
(d)

paragraph (d)

의 의무사항을

규제대상은 소비자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관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 또는 매매해서는 안 된다.
(1)

(2)

안 된다.

규제대상은 문자 메시지 옵션과 관련한 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본 part의 목적상 부득이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는 가능한 한
신속히 삭제하고,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3)

§

66.109

실제적 사실 인지에 따른 공개 의무

본 subpart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만약 식품 제조업체(초소규모 식품 제
조업체가 아닌), 소매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해당 식품이 생명공학 식품이거나 생명공학
식품 원재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해당 업체는 해당 식품이 생명공학
식품이거나 생명공학 식품 원재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절한 문자, 기호,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 문자 공개 중 적합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

66.110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는 §§66.102, 66.104, 66.106 및 66.108에서 허용하거나 또는
본 섹션에서 기술하는 생명공학 식품 공개 사양 중에서 선택하여, 요구되는 생명공학 식품
공개를 할 수 있다.
(a)

상품표시에 다음 문구를 포함한다:

보다 자세한 식품 정보를 원하면 전화하십시오.” 문구와 더불어, 시간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생명공학 식품 공개를 제공하는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통한 공개에는 §66.102와
일관하여 오디오 형식의 생명공학 식품 공개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사전에 녹음될 수 있다.
“

(b)

상품표시에 다음 문구를 포함한다:

보다 자세한 식품 정보를 원하면 [웹사이트 URL]을 방문하십시오.” 문구와
더불어, § 66.106 (b)의 요건을 충족하는 웹사이트를 함께 제공한다.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에는 § 66.102 또는 § 66.104와 일관하여 서면 형식의 생명공학 식품 공개를 포함
해야 한다.
“

§

66.112

소형 및 초소형 포장

본 subpart에 기술된 내용 외에, 소형 및 초소형 포장 식품에 대해서, 본 섹션의
(a), (b), (c)절에 기술된 형태로 공개해야한다.
상품표시는 §66.106에 기술한 전자 또는 디지털 공개를 표시하며, §66.106(a)에
기술한 문구 및 전화번호를 “정보가 필요하면 스캔하십시오.” 문구로 교체한다.
(a)

상품표시는 §66.108 (a)에서 설명한대로 숫자나 짧은 코드를 포함하고, 문구를
“정보가 필요하면 문자를 보내십시오.” 로 교체한다.
(b)

상품표시는 §66.110(a)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화번호를 포함하며, 문구를
“정보가 필요하면 전화하십시오.”로 교체한다.
(c)

초소형 포장에서, 상품표시에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웹사이트에 대한 URL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개는 서면이나 오디오 양식 중에
적합한 대로 § 66.102나 § 66.104에 일관적이라는 전제하에, 웹사이트나 전화번호를 생명
공학 식품 공개 요건에도 사용할 수 있다.
(d)

§

66.114

대량 컨테이너로 판매하는 식품.

신선 해산물 카운터의 진열대를 비롯하여, 소매업체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대용량 용기(예를 들어 진열상자, 바구니, 상자, 배럴)로
판매되는 생명공학 식품은, § 66.102, § 66.104, § 66.106 또는 § 66.108에 기술한 공개
옵션을 사용한다.
(a)

공개는 소비자가 식품의 생명공학적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표시 판이나 기타 자료(예: 현수막, 간판, 상품표시, 스티커, 밴드, 꼰 매듭 또는 기타
유사한 형식)에 표시한다.
(b)

§

66.116

자발적 공개.

(a)

규제 제외 대상 업체의 생명공학 식품 공개. 만약 생명공학 식품 목록에 있는

어떤 식품이 공개 대상일 경우, 초소규모 제조업체, 외식업체 또는 유사 소매식품시설은
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공개는 본 paragraph (a)에서 기술한 형식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 66.102

에 의거한 문자 공개.

(2) § 66.104

에 의거한 기호 공개.

(3) § 66.106

에 의거한 전자 공개 또는 디지털 링크 공개.

(4) § 66.108

에 의거한 문자 메시지 공개.

(5) §§ 66.110

포장 공개 옵션
(b)

및

66.112

에 의거한, 적합한 소규모 제조업체 및 소형 및 초소형

생명공학 유래 식품 공개. §66.1 생명공학 식품 정의의 paragraph (1)을 충족

하지 않고, § 66.1 생명공학 식품 정의의 paragraph (2)의 요인 또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66.5에서 정하는 공개 면제 대상이 아니고, 생명공학 식품 목록에 등재된 식품으로부터
유래된 식품의 경우, 규제대상은 본 paragraph (b)에 기술된 방식 중 하나로 공개를 할
수 있다.

다음 문구를 사용한 문자 공개 : ‘생명공학 유래‘ 또는 ’생명공학 출처 유래
원재료‘. 여기서 ’원재료‘라는 단어는 특정한 작물명 또는 특정한 식품 원재료명으로
대체될 수 있다.
(1)

(2)

다음 기호를 사용한 기호 공개
§ 66.116 -

그림 1

공개 내용이 paragraph (b)(1)의 텍스트 또는 본 섹션의 그림 1인, § 66.106에
부합하는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 공개
(3)

공개 내용이 paragraph (b)(1)의 텍스트 또는 본 섹션의 그림 1인, § 66.108에
부합하는 문자 메시지 공개
(4)

공개 내용이 paragraph (b)(1)의 텍스트 또는 본 섹션의 그림 1인, §§ 66.110과
66.112에 부합하는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 및 소형 및 초소형 포장 공개 옵션
(5)

(c)

공개 외형. 상품표시는 충분히 가시적인 크기와 명확성이 있도록 공개하여,

(d)

기록관리. 본 섹션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 66.302에

일반적인 구매 조건에서 구매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기록을 유지한다.
§

66.118

기타 클레임.

생명공학 식품에 관한 규제 주체들의 기타 주장이 관련 연방법과 일관된다는 전제
하에, 본 subpart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규제 주체들의 주장을 금지하지 않는다.
Subpart C

§

66.200

— 생명공학 식품에 대한 기타 요인 및 조건

결정 요청 또는 청원

누구나 어떤 식품이 생명공학 식품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기타 요인 및 조건에
관한 관리자의 결정을 위해서 요청서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요청서나 청원서는
§66.204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a)

관리자가 요청서나 청원서에 답변한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든지, 관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 또 재 제출에 영향 없이, 요청서나 청원서를 서면으로 보완, 수정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b)

관리자가 요청서나 청원서가 § 66.202에서 고려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AMS는 요청된 해당 요소나 조건을 포함하기 위해서, § 66.1의 “생명공학 식품”의 정의를
개정하는 규칙 제정을 시작한다.
(c)

요청서 또는 청원서가 § 66.202의 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행정관의
결정은 사법 심사를 위한 기관의 최종 조치가 된다.
(d)

§

66.202

기준 고려사항.

요청서나 청원서 평가 시에, 관리자는 본 섹션에 기술된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a)

요구된 요인이나 조건은 7 U.S.C.1639(1)의 “생명공학” 정의 범위 내에 있다.

(b)

관리자는 요청된 요인이나 조건과 관련된 준수․이행 비용 및 난관을 평가해야 한다.

관리자는 평가의 일환으로, 요인이나 조건이 타 기관이나 국가의 식품 상품표시
요건과의 호환성 여부를 포함하여, 기타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c)

§

66.204

요청서 또는 청원서 제출

(a)

제출 절차 및 양식. 요청서는 AMS가 지정한 양식과 방식으로 농업마케팅국에

(b)

요구되는 정보. 요청서나 청원서는 본 (b)항에 기술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요인이나 상태에 대한 설명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보, 출판물 및 데이터를 비롯하여, 식품의 생명공학 식품 여부를 고려
할 때, 요청된 요인이나 조건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한 분석. 이러한 분석에는
§66.202에서 관리자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요청서나 청원서가 사업상 기밀 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이하
“CBI”)를 포함하는 경우, 본 (b)(3)절의 요건을 준수하여 제출한다.
(3)

요청서나 청원서 제출인은 첫 페이지에 “CBI Copy (CBI 사본)” 표시 및 매
페이지마다 “CBI” 표시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i)

요청서나 청원서 제출인은 두 번째 사본에서 CBI를 삭제하고 제출한다. 이
사본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CBI Redacted (CBI 삭제 편집)” 표시하고, 매 페이지에서
CBI를 삭제한다.
(ii)

(iii)

제출물에서 삭제 편집된 정보가 CBI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Subpart D

— 기록 관리

범위.

§ 66.300

본 subpart는, 미국 소매에 제공되는 식품의 본 part에 따른 의무 공개 및 자발적
공개와 관련한 기록에 적용된다.
§

66.302

기록관리 요구사항.

(a)

총론.

규제 대상은, 본 part의 생명공학 식품 공개 요건 준수를 증명하는 관례적이
거나 합리적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

기록은 전자 또는 종이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가 쉽고 감사를 위해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기록은 식품이나 식품 제품이 소매용으로 판매 또는 유통된 날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3)

본 part의 공개요건 준수를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관례적이거나 합리적인
기록의 예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공급체인기록, 선하증권,
송장, 공급증서, 라벨, 계약서, 중개자진술서, 제3자 증명서, 실험실 검사결과, 승인절차
인증서, 기타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규제대상이 생성하고 관리한 기타 기록.
(4)

(b)

기록관리 요건

만약 어떤 식품(이러한 식품에서 생산된 원재료 포함)이 생명공학 식품 목록에
있으면, 규제 대상은 해당 식품 또는 해당 원재료에 관련한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1)

만약 어떤 식품(이러한 식품에서 생산된 원재료 포함)이 실제적 지식을 바탕
으로 생명공학 식품이라 공개되었고, 생명공학 식품 목록에는 있지 않다면, 규제 대상은
해당 식품 또는 해당 원재료에 관련한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2)

§

66.304

기록 접근

(a)

기록에 대한 요청. AMS가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AMS가 해당 기한을 연장

(b)

현장 접근. AMS가 해당 주체의 사업장 내에서 기록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c)

접근 제공 실패. 본 part에서 요구되는 기록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주체인 경

하지 않는 한, 기록 요청을 받은 주체는 근무일 기준 5 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AMS에
제공해야 한다.
는 (근무일 기준) 최소 3일 이전에 사전 통지를 한다. AMS는 정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기록을 검토하며, 기록 검토 과정에서 해당 기록은 이용 가능하다. AMS는 기록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에 확장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AMS

우, 기록 검사나 감사 결과는 해당 주체가 기록 접근 제공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AMS는 해당 주체가 본 part의 § 66.402의 목적을 위한 생명공학 식품 공개 기
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집행

Subpart E

§

66.400

금지 행위.

본

에 의거하여 생명공학 적용 식품 공개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자는
U.S.C. 1639b의 위반에 해당한다.
§

66.402

part

7

기록 검사나 감사

본 part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보유한 이해 관계자는 관리자
에게 서면 진술이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a)

(1)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서면 진술이나 불만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i)

문제되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식별 정보

(ii)

주장하는 규정 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

(iii)

진술이나 불만을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2)

서면 진술이나 불만은

Director, Food Disclosure and Labeling Divisionm

AMS Fair Trade Practices Program,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또는, ; AMS 사이트 https://ams.usda.gov/be의 NBFDS Compliance Portal로 제출되
어야 한다.
20250

(3)

관리자는 접수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합당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관리자가 접수된 불만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생명
공학 적용 식품 공개 책임이 있는 주체의 기록에 대한 감사, 검사, 또는 기타 유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b)

와 (b)에 따라 기록 감사, 검사 또는 기타 유사 활동에 관한 통지서가

(c) §66.304(a)

제공된다.

는 기록 검사, 감사 또는 기타 유사 활동이 끝나면, 해당 조사 대상이었던
주체에게 해당 기록 검사 및 감사 결과를 제공한다.
(d) AMS

기록 검사, 감사 또는 기타 유사 활동 대상이 AMS의 결과에 반대하는 경우,
§66.404에 따라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e)

§

66.404

심리.

해당 조사 대상은, 기록 검사, 감사 또는 기타 유사 활동의 결과를 수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서 및 모든 관련 서류와 함께, AMS에게
심리 요청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a)

기록 검사, 감사 또는 기타 유사 활동의 결과에 대한 답변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해당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b)

관리자나 피지명자는 기록 검사, 감사 또는 기타 유사 활동의 결과와
답변서,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여, 해당 조사 대상이 구두 발표를 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c) AMS

심리 공판이 끝나면, AMS 관리자나 피지명자는 기록 검사, 감사 또는 기타
유사 활동의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
(d)

§

66.406

결과 요약.

기록 검사, 감사 또는 기타 유사 활동의 대상이 §66.404에 따라 심리공판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리공판이 끝난 후, AMS는 해당 조사의 최종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한다.
(a)

최종 결과 요약 공개에 대한 AMS의 결정은 사법 심사를 위한 기관의 최종
조치가 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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