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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GDA 표시를 개발하고 가장 널리 가공식

품 유통품에 GDA 영양표시를 보급한 국가인 영국

의 GDA labelling  도입 과정 및 관리 방법을 조

사하고 식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FDF(Food 

and Drink Federation)의 GDA 표시관련 제도 관

리기술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자체 운영방법 조사 

및 EUFIC(European Food Information Coun-

cil)에 참여하여 다국적 기업의 영양표시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가공식품 표준의 단일화·통일화 및 국

제화를 진행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육성·발전 및 

국제화를 도모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리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FDF
(Food and Drink Federation)

 
FDF(Food and Drink Federation)는 생산업체

의 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로 다양한 기관(소비

자, 생산자,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조정 및 절충하

여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신

뢰받는  100년 역사의 전통성 있는 단체이다.

협의 주요의제

•   GDA 표시도입에서 식품생산업체의 반발을 최

소화하는 방법 및 조치(The best way to phase 

in the GDA labelling system without facing 

backlash from food producers)

•  GDA 표시에 대한 일반 소비자 인식(The con-

sumers awareness of  the GDA labelling)

•   GDA 표시 디자인의 다양한 변형(How to mod-

ify the present GDA labelling designs)

•  영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GDA 표시 정확

성에 대한 검증시스템(The surveilance system 

on the accuracy of the GDA food labelling 

i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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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A 표시는 약 15년전(1998년)에 도입되었으

며, 약 90%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권장표시사항으

로 운영되고 있다. 

-  1998년에는 주로 학문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

으로 일부에서 실시하는 상황이었으나 영국정부

에서 이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GDA 표시 관련한 전면의 요약표시(FOP)는 

2005년에 도입하였다.

GDA 칼라표시제(TL: traffic light, 신호등 표

시제)는 현재 업체 자율로 운영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에서는 칼라표시를 권장하고 있고 추후 칼라

표시를 강제할 예정이다. 

FDF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이 기존의 영양표시 디자인에서 새로운 디자

인으로 바뀌어가는 시기이며, 2016년 12월부터 

는 영세한 생산업체도 바뀌는 새로운 디자인을 도

입해야하는 것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임을 강조

하였다. 특히,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게 되면 디

자인의 크기 및 모양의 다양성은 허용이 되지만, 

100g당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saturated fat), 

섬유소(fiber) 및 소금(salt)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

은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한다.1)

상세 영양표시(GDA)에 대한 
식품생산업체의 반발

FDF가 모니터링 한 바로는 제품 전면의 표시

(FOP)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식품생산업체

의 반발은 GDA표시에 따른 이득을 홍보하고 대화

와 토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

차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생산업체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며, 일부는 약간의 압력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1998년에 GDA를 처음 도입하고 발전시

켰다. 정착과정에서 대형마켓보다는 작은 마켓(중

소형 슈퍼마켓)의 파급효과가 더 크며, 중소형 마

켓에서 우선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정

부에서는 소비자 요구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GDA의 숫자로 표시하는 

것에는 식품생산의 반발이 비교적 적으나, 색으로 

표시하는 color code (Fig. 1)에 대해서는 영국에

서도 생산업체의 반발이 많았다. 영국 GDA와 비

슷한 해외사례로는 스웨덴의 key hole 헬스마크, 

호주의 star mark(호텔등급제), 미국의 facts up 

등을 볼 수 있다. 영국에서도 color code에 대한 반

발이 많았으며, 현재에도 영국에서 color code(신

호등 표시제, TL(trafic light))를 적용하는 생산업

체는 적은 수준이다. 즉, 영국에서도 현재에도 가

공식품에 color code를 적용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아직 진행상황인 사안이다.

한편, 영국의 중소유통업체인 Co-operative 

(Fig. 2, 3)는 매우 적극적으로 영양표시를 진행하

는 업체로 GDA표시(TL system 적용한 GDA) 뿐

만 아니라, 알러지 물질에 대한 표시, 매운맛 정도 

및 마요네즈 사용 여부에 대한 표시까지 하고 있

다. 알러지 물질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측면의 정부

규제에 따른 것이며, 매운맛과 알러지의 경우 주로 

노령 소비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  GI(Glycemic Index) 표시와 FI(Fructose In-

dex) 표시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1) 현재에는 EU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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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에서는 GI와 FI의 도입이 일반화 되지 못

하였다.

•  GDA 및 GDA-TA 표시 제품들에 대한 표시내용 

정확성 검증을 영국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

가?

  :  담당 기관은 영국의 국가기관인 Trading 

Standard Autority 및 Local Council(자치구)

로 되어있으며, 이들 기관이 직무상 실시하기

는 하지만 GDA 및 GDA-TA 표시에 대한 확

인보다는 주로 미생물(박테리아) 감시에 역점을 

두고 있다.

Fig. 1. Colour code systems in UK and France

Fig. 2. The front label of Co-operative's product

(Dr. Josephine M. Wills(European Food Inform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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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A 및 GDA-TL 표시제 현황조사

네덜란드 지역의 표시제 현황조사 (Fig. 4)

 
•  암스테르담 지역 식품유통매장의 GDA 및 관련 

유사 영양표시제품 유통 현황 확인

   ※  유통매장 2곳 방문(JUMBO supermarkten 

등 2곳) 및 다양한 품목의 GDA관련 표시 제

품류 현황조사 및 시료 확보(총 15종)

•  브리쉘 지역 식품유통매장의 GDA 및 관련 유사 

영양표시제품 유통 현황 확인

  ※  유통매장 방문(Mouwes Kosher 등 2곳) 및 

GDA표시 현황조사 및 시료확보(5종)

프랑스 지역의 표시제 현황조사 (Fig. 5)

•  파리 지역의 대표적인 중소형 유통매장 3곳

(Simply Market, FRANPRIX, U-express) 유

통매장의 GDA 관련 유사 영양표시 현황조사 및 

다양한 품목의 시료구입(24종 시료)

•  파리 지역의 대표적 대형매장 3곳(Casino, 

MONOPLIX, FRANPRIX, Carrefour)의 GDA 

관련 유사 영양표시 현황조사, 시료구입(14종 시

료)함. 소형 유통매장 1곳(MENIL MONTANT)

의 GDA 관련 유사 영양표시 현황조사 및 시료구

입(4종 시료)

   ※   파리 Danone사 요청에 따라 지역별 유통매장 

방문을 통하여 GDA표시 내용 확인 

영국 지역의 표시제 현황조사 (Fig. 6)

•   GDA(Guideline Daily Amount) 표시관련 최고 

모범 유통업체인 영국Co-operative Group의 

런던 매장 방문 및 유통 현황 조사(5종 제품류 시

료구입)

•  영국 Saitsbury's 유통매장 방문 및 유통현황조

사(10종 제품 시료구입)

•  영국 TESCO 유통매장 방문 및 유통현황조사(8

종 제품 시료구입)

Fig. 3. The back label of Co-operative'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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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BO super 전면(FOP) 후면(BOP)

냉동식품류

청량음료류    

RNJ, ANC, AJR 및 GDA 
표시제 비교 검토

하루 영양 지표 RNJ

몇몇의 식품 겉표지에서는 RNJ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RNJ는 불어에 기반한 표기방법으로 영

어로는 GDA Guideline Daily Amounts라고 표

기한다. RNJ는 CIAA(식품. 음료 산업 유럽 연맹 

Confédération Européenne des Industriels de 

Fig. 4. GDA(Guideline Daily Amount) in Netherland

l’Alimentaire et de la Boisson)의 산하 그룹에서 

제정되었고, 필수 영양소를 학술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영양 섭취 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정의된다. 이는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

으나 설탕, 소금, 산, 지방의 함유량과도 연관이 있

다. 식품소비에 있어서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하거

나 영양소 결핍 혹은 초과 하는 방법으로 소비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기반하며, 추후 2년 이내에 최소 

5,000개 개별 상품이 RNJ를 표기할 것으로 전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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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DA(Guideline Daily Amount) in France

Carrefour 전면(FOP) 후면(BOP)

즉석면류

유제품류

초코렛류

초코렛류

초코렛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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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전면(FOP) 후면(BOP)

초코릿류

Saitsbury's 전면(FOP) 후면(BOP)

퓨레류

TESCO 전면(FOP) 후면(BOP)

퓨레류

Fig. 6. GDA(Guideline Daily Amount) i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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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영양 섭취 권장량(Les apports nutritionnels 

conseillés , ANC라 명칭함)은 프랑스 안전 보건 

식품부(AFSSA)에서 정의내린 개념이다. 본 명칭

은 2001년 이후로 여성, 남성, 청소년, 노인 및 아

동 등에게 꼭 필요한 여러 종류의 필수 영양소(칼

슘, 요오드, 철분 등)의 가치를 명시해주는 것이

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꼭 들어맞는다고 할 수

는 없지만 각자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

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좌표가 되고 있다. 일반인

은 보통 하루 여덟 시간은 수면을 취해야한다고 알

려져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보통은 각

자의 상황과 특수성에 맞추어 잠을 자기 마련이며, 

AFSSA는 이러한 예와 마찬가지로 평균치 보다 약

간 높은 기준으로 영양 섭취 기준량을 제시했다. 

AFSSA는 소비자가 ANC를 지킨다면 영양소 결핍

의 피해가 없을 것이고 ANC에서 명시된 영양소의 

2/3 미만을 섭취한다면 크고 작은 영양소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AJR

AJR은 특정 영양소에 집중하며 전반적으로 

ANC 보다 덜 정확하게 표기된다. AJR은 성별과 

나이와는 별개로 평균치의 영양소를 표시하며, 국

민들이 알기 쉽게 표기되어 있으나 일반 소비자

의 인지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AJR은 각 상품이 갖고 있는 영양소의 구체화된 이

미지측면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즉, AJR은 

영양소의 밸런스를 표시하며, 만약 일반 소비자가 

AJR을 존중하여 영양 섭취를 한다면 우선 영양 결

핍이나 과다 영양 섭취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결과 및 활용 계획

표시제 접근 방법에서의 활용 방안

•  유럽 각국의 영양표시 방법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한 국내 관련 표시 도입방안에 제시(오해/혼동

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방향 제시)

   -  소비자 이해를 최대 목적으로 하되 생산자의 

반발을 최소화

   - 품목별 시차를 두고 점진적 적용

•  우선 시급한 항목(탄수화물 및 당류, 지방, 염함

량, 총열량)에 집중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추가 항목(매운맛, 알

러지물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적용성 검토

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소비자 중심 가공식품 영양정보 제공 전문기관  

FDF(Food and Drink Federation), EUFIC 

(European Food Information Council) 및 

FDE(Food Drink Europe)2)와의 지속적인 정보교

류를 통한 국제적 영양표시방법 정보 확보

2)  FDE(Food Drink Europe) : 유럽 음식과 음료 회사가 무엇이든 그들의 크기, 소비자와 사회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환경의 개발을 촉진한다. Food 
Drink Europe는 모든 음식과 음료 문제를 총체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프레임 워크 내에서 작업, 과학적 연구, 강력한 데이터 관리 
및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식품 안전 과학, 영양과 건강,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 경쟁력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브뤼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 및 국제 기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유럽의 음식과 음료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협의의 주요 파트너로 활
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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