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제품의 이산화황
이산화황은 육류와 같은 일부 식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섭취 시 심각한 과민

안전 규제 방안에 위배됩니다. NSW
법률에 따른 식품 표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55,000(개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식품 표준 규정에 따라

또는 $275,000(기업)에 이르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산화황 함유 허용 육류 제품
육류 산업에서 이산화황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이
허용됩니다.
 세분한 육류(예: 잘게 썰거나
깍둑썰기한 경우)를 사용해 가공
처리한 육류, 가금류, 수렵육 제품
 모르타델라, 닭고기 로프, 칠면조
로프, 프랑크프루트 소시지, 런천
미트, 폴란드식 살라미, 데본 및
제조 햄
 익히지 않은 비가공 소시지와
소시지 고기
 소시지, 소시지 고기, 소시지 리솔,
치폴라타, BBQ 소시지,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시지, 닭고기 소시지
 소시지 고기로 만든 햄버거 패티

완제품에서 허용되는 이산화황
함유량은 500mg/kg 미만입니다.

이산화황 함유 금지 육류 제품
 날것을 분쇄한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
 ‘100% 고기’ 햄버거 패티
 절단 또는 절단되지 않은 날것의
육류, 수렵육, 가금류
 페퍼로니, 경성 이탈리아식
살라미와 같은 익히지 않고
숙성된 육류 제품
 어깨살 또는 다리살 햄과
허벅지살과 같은 가공 처리된
(또는 보존 처리된) 순살 고기
제품
 베이컨, 프로슈토, 파스트라미,
(덩어리가 아닌) 훈제 닭고기나
칠면조 같이 보존 처리된 육류
 비프 저키처럼 말린 건육

벌금
이산화황을 잘못 사용하면 식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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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NSW Food Authority: The NSW Food Authority is the government organisation that helps ensure NSW food is safe
and correctly labelled. It works with consumers, industry and other government organisations to minimise food poisoning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nd regulating the safe production, storage, transport, promotion and preparation of food.
Note: This information is a general summary and cannot cover all situations. Food businesse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all of
the provisions of the Food Standards Code and the Food Act 2003 (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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