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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아보카도

우리는 뉴질랜드 아보카도 산업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며 뉴질랜드의 경작, 수확, 수출 기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뉴질랜드 생산자, 포장업자 및 수출업자는 안전한 프리미엄 
아보카도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뉴질랜드 아보카도만이 수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질랜드 아보카도 산업은 다양한 기준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기준 덕분에 소비자는 최고 품질의 뉴질랜드 아보카도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최종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지속 
가능하고,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식물 위생 요건을 비롯한 수입국 
규제와 식품 안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내용을 다룹니다. 농가에서 
출발하여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이 기준은 수확, 포장, 냉장, 출하, 유통을 
총괄합니다.

"AsureQuality Limited는 뉴질랜드 국영 기업이며, 
식품 공급망 전체에 걸쳐 식품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검열, 검사와 실험실 테스트 및 결과 인증이 포함된 

AsureQuality 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Avocado Industry Council은 
AsureQuality와 계약을 맺고 식품 안전, 농약 및 

수입국 식물 위생 보증을 비롯한 품질 관리 프로그램의 
핵심 분야를 검열합니다."

David Cant - Asur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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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급망에 포함된 시스템

AvoGreen® - AvoGreen®은 책임감을 갖고 검열하는 생산 시스템이며,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원칙을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농약 사용을 허용합니다. AvoGreen®은 수출 요구사항으로, 
농작물을 수출하려면 모든 생산자는 AvoGreen®을 준수해야 합니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뉴질랜드의 청정한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산된 
아보카도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 수출 과일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Avocado Industry Quality Standards - 모든 수출용 과일은 아보카도의 재배, 수확, 포장, 수출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검열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식품 안전:

• GLOBALGAP - EUREPGAR에서 출발한 이 기준은 European Retailers 공동 프로젝트였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준을 정의함.

• NZGAP - 뉴질랜드 국내 유통 프로그램

•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 British retailers 그룹에서 정의한 기술 표준. GLOBALGAP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위생 조건 및 세척 일정 같은 창고에 대한 것임.

• AIC 식품 안전 프로그램 - Avocado Industry Council이 정의하고 AsureQuality가 검열하는 수출 프로그램.

이력추적 관리 - 모든 수출용 뉴질랜드 아보카도는 각 농장으로부터 이력이 추적됩니다.

냉장 창고 및 콜드체인에서 과일 관리 - 신선도 보장을 위한 포장 및 출고 시간대 설정용 산업 표준.

식물 위생 및 수입국 규제 - 뉴질랜드 아보카도 생산자는 뉴질랜드 MPI(Ministry for Primary Industry)와 협력하며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수출용 과일의 품질을 관리합니다.

살포 일지 - 전자 살포 일지는 생산자가 기입하며 수출 요구 사항의 일부로 검열됩니다.

수확 및 숙성 검사 - 이 기준에서는 수출용 과일에 대해 최소 24%의 건조질량 요구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 
기준입니다.

과일 품질 및 등급 기준 - 크기, 모양 및 품질과 관련된 수출 기준이자 최고급 프리미엄 아보카도만 수출하기 위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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