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

1

부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1)2) (제10.18조제4
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Tiroler Speck

햄

티롤러 슈페크

Steirischer Kren

고추냉이

슈타이리셔 크렌

체코공화국
보호되는 명칭

제품

České pivo

맥주

Budějovické pivo

맥주

Budějovický měšt'anský
var

맥주

Českobudějovické pivo

맥주

Žatecký chmel

홉

한글로의 음역
체스께 삐보 / 체스케 피보
부뎨요비츠께 삐보 /
부데요비츠케 피보
부뎨요비츠끼 므네슈땬스키
바르 / 부데요비츠키
므네스탄스키바르
체스꼬부뎨요비츠께 삐보 /
체스코부데요비츠케 피보
쟈떼츠키 흐멜 / 자데츠키
흐멜

프랑스
보호되는 명칭
Comté

제품
치즈

한글로의 음역
꽁떼 / 콩테

1) 이탤릭으로 쓰여진 단어는 지리적 표시(이하 “지리적 표시”라 한다)의 일부가 아니다.
2) 지리적 표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 경우, “Szegedi téliszalámi / Szegedi szalámi”, 이는 두 용어가
함께 또는 각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Reblochon

치즈

르블로숑 / 레블로숑

Roquefort

치즈

로끄포르 / 로크포르

Camembert de
Normandie

치즈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 /
카망베르 드 노르망디

Brie de Meaux

치즈

브리 드 모

Emmental de Savoie

치즈

Pruneaux d'Agen /
Pruneaux d'Agen mi-cuits

조리건포도

Huîtres de
Marennes-Oléron

굴

Canards à foie gras du
Sud-Ouest (Chalosse,
Gascogne, Gers,
Landes, Périgord,
Quercy)

오리지방간

Jambon de Bayonne

햄

Huile d'olive de
Haute-Provence

올리브유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라벤더 에센스유

에멘탈 드 사부아 /
에멩딸 드 싸부아
프뤼노 다장 / 프뤼노 다쟁
프뤼노 다장 미뀌이/ 프뤼노
다쟁 미뀌이
위트르 드 마렌느 올레롱
(마렌느 올레롱 굴)
꺄나르 아 푸아그라 뒤
쉬드우에스트 (샬로스,
가스콘/가스꼰뉴, 제르스,
랑드/렁드,
페리고르/뻬리고르,
케르시/께르시)
(프랑스 남서부 푸아그라
오리)
쟝봉 드 바이욘 (바이욘 햄)
윌돌리브 드 오뜨 프로방스
(오뜨 프로방스 올리브유)
윌 에쌍시엘 드 라벙드 드
오뜨 프로방스(오뜨
프로방스 라벤더 에센스
오일)

독일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Bayerisches Bier

맥주

바이어리쉐스 비어

Münchener Bier

맥주

뮌헤너 비어

그리스
보호되는 명칭
Ελιά Καλαμάτας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Elia
Kalamatas)
Μαστίχα Χίου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Masticha
Chiou)
Φέτα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Feta)

제품

한글로의 음역

올리브

엘리아 깔라마따스

껌

마스티하 히우

치즈

페따

헝가리
보호되는 명칭
Szegedi téliszalámi /
Szegedi szalámi

제품

한글로의 음역
세게드 텔리살라미 /
세게드 살라미

살라미

이탈리아
보호되는 명칭

제품

Aceto balsamico
소스 - 양념
Tradizionale di Modena

한글로의 음역
아체토 발사미코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모데나의 전통
발사믹 식초)
코테키노 모데나 (모데나의
코테키노 <소시지의 일종>)
잠포네 모데나 (모데나의
돼지 앞발)
모르타델라 볼로냐
(볼로냐의 모르타델라
<소시지의 일종>)

Cotechino Modena

돼지고기 소시지

Zampone Modena

돼지고기

Mortadella Bologna

큰 돼지고기 소시지

Prosciutto di Parma

햄

프로슈토 디 파르마 (생햄)

Prosciutto di S. Daniele

햄

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
(생햄)

보호되는 명칭

제품

Prosciutto Toscano

햄

Provolone Valpadana

치즈

Taleggio

치즈

Asiago

치즈

Fontina

치즈

Gorgonzola

치즈

Grana Padano

치즈

Mozzarella di Bufala
Campana

치즈

Parmigiano Reggiano

치즈

Pecorino Romano

치즈

한글로의 음역
프로슈토 토스카노 (생햄)
프로볼로네 발파다나
(치즈의 일종)
탈레조 (베르가모 산
치즈의 일종)
아시아고
폰티나 (발다오스타
지역의 치즈의 일종)
고르곤졸라 (치즈의
일종)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일종)
모차렐라 디 부팔라 캄파나
(물소젖 치즈의 일종)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의 일종)
페코리노 로마노 (로마의
페코리노 <양젖 치즈의
일종>)

포르투갈
보호되는 명칭
Queijo de São Jorge

제품
치즈

한글로의 음역
께이주 드 썽 조르쥐

스페인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Baena

올리브유

바에나

Sierra Mágina

올리브유

씨에라 마히나

Aceite del
Baix-Ebre-Montsía / Oli 올리브유
del Baix Ebre-Montsià

아쎄이떼 델
바제브라몬시아/ 올리델
바제브라몬시아
(바제브라몬시아 오일)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Aceite del Bajo Aragón

올리브유

아쎄이떼 델 바호 아라곤
(바호 아라곤산 기름)

Antequera

올리브유

안테께라

Priego de Córdoba

올리브유

쁘리에고 데 꼬르도바

Sierra de Cádiz

올리브유

씨에라 데 까디스

Sierra de Segura

올리브유

씨에라 데 세구라

Guijuelo

햄

기후엘로

Jamón de Huelva

햄

Jamón de Teruel

햄

Salchichón de Vic /
Llonganissa de Vic

소시지

Mahón-Menorca

치즈

Queso Manchego

치즈

Cítricos Valencianos /
Cítrics Valencians

감귤류

Jijona

누가

Turrón de Alicante

과자류

Azafrán de la Mancha

사프란

하몬 데 우엘바
(우엘바산 햄류)
하몬 데 떼루엘
(떼루엘산 햄류)
살치촌 데 빅/ 룡가니싸 데
빅 (빅산 살치촌, 육가공품의
일종)
마온-메노르까
께소 만체고 (라 만차산
치즈)
씨뜨리꼬스 발렌씨아노스
(발렌씨아산 감귤류)
히호나
뚜론 데 알리깐떼
(알리깐떼산 설탕 과자류)
아싸프란 데 라 만차 (라
만차산 사프란)

제

2

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 (제10.18조제3항
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호되는 명칭

제품

보성녹차(Boseong
녹차
Green Tea)
하동녹차(Hadong Green
녹차
Tea)
고창복분자주(Gochang
복분자주
Black Raspberry Wine)
서산마늘(Seosan Garlic)

로마자로의 음역
Boseong Nokcha
Hadong Nokcha
Gochang Bokbunjaju

마늘

Seosan Maneul

고춧가루

Yeongyang Gochutgaru

마늘

Uiseong Maneul

고추

Goesan Gochu

고추장

Sunchang Jeontong
Gochujang

고춧가루

Goesan Gochutgaru

참외

Seongju Chamoe

배추

Haenam Gyeoul Baechu

이천쌀(Icheon Rice)

쌀

Icheon Ssal

철원쌀(Cheorwon Rice)

쌀

Cheorwon Ssal

유자

Goheung Yuja

찰옥수수

Hongcheon Charoksusu

약쑥

Ganghwa Yakssuk

소고기

Hoengseong
Hanwoogogi

돼지고기

Jeju Dwaejigogi

영양고춧가루(Yeongyan
g Red Pepper Powder)
의성마늘 (Uiseong
Garlic)
괴산고추 (Goesan Red
Pepper Dried)
순창전통고추장(Sunchan
g Traditional
Gochujang)
괴산고춧가루(Goesan
Red Pepper Powder)
성주참외(Seongju
Chamoe)
해남겨울배추(Haenam
Winter Baechu)

고흥유자(Goheung
Yuja)
홍천찰옥수수
(Hongcheon Waxy
Corn)
강화약쑥(Ganghwa
Mugwort)
횡성한우고기(Hoengseo
ng Hanwoo Beef)
제주돼지고기(Jeju Pork)

보호되는 명칭
고려홍삼(Korean Red
Ginseng)
고려백삼(Korean White
Ginseng)
고려태극삼(Korean
Taekuk Ginseng)
충주사과(Chungju
Apple)
밀양얼음골사과(Miryang
Eoreumgol Apple)
정선황기(Jeongseon
Hwanggi)
남해마늘(Namhae
Garlic)
단양마늘(Danyang
Garlic)
창녕양파(Changnyeong
Onion)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홍삼

Goryeo Hongsam

백삼

Goryeo Baeksam

태극삼

Goryeo Taekuksam

사과

Chungju Sagwa

사과

Miryang Eoreumgol
Sagwa

황기

Jeongseon Hwanggi

마늘

Namhae Maneul

마늘

Danyang Maneul

양파

Changnyeong Yangpa

무안양파(Muan Onion)

양파

Muan Yangpa

여주쌀(Yeoju Rice)

쌀

Yeoju Ssal

백련차

Muan Baengnyeoncha

사과

Cheongsong Sagwa

복분자

Gochang Bokbunja

매실

Gwangyang Maesil

찰옥수수

Jeongseon Charoksusu

당귀

Chinbu Dangui

수삼

Goryeo Susam

고추

Cheongyang Gochu

고춧가루

Cheongyang Gochutgaru

무안백련차(Muan White
Lotus Tea)
청송사과(Cheongsong
Apple)
고창복분자(Gochang
Black Raspberry)
광양매실(Gwangyang
Maesil)
정선찰옥수수
(Jeongseon Waxy Corn)
진부당귀 (Chinbu
Dangui)
고려수삼(Korean Fresh
Ginseng)
청양고추(Cheongyang
Hot Pepper)
청양고춧가루(Cheongya
ng Powdered Hot
Pepper)

보호되는 명칭
해남고구마(Haenam
Sweet Potato)
영암무화과(Yeongam
Fig)
여주고구마(Yeoju Sweet
Potato)
함안수박(Haman
Watermelon)
고려인삼제품 (Korean
Ginseng Products)
고려홍삼제품(Korean
Red Ginseng Products)
군산찰쌀보리쌀(Gunsan
Glutinous Barley)
제주녹차(Jeju Green
Tea)
홍천한우(Hongcheon
Hanwoo)
양양송이버섯(Yangyang
Pine-mushroom)
장흥표고버섯(Jangheung
Oak-mushroom)
산청곶감(Sancheong
Persimmon Dried)
정안밤(Jeongan
Chestnut)
울릉도삼나물(Ulleungdo
Samnamul)
울릉도미역취(Ulleungdo
Miyeokchwi)
울릉도참고비(Ulleungdo
Chamgobi)
울릉도부지갱이(Ulleung
do Bujigaengi)
경산대추(Gyeongsan
Jujube)
봉화송이(Bonghwa
Pine-mushroom)
청양구기자(Cheongyang
Gugija)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고구마

Haenam Goguma

무화과

Yeongam Muhwagwa

고구마

Yeoju Goguma

수박

Haman Subak

백삼 또는 태극삼 제품

Goryeo Insamjepum

홍삼제품

Goryeo Hongsamjepum

보리

Gunsan Chalssalborissal

녹차

Jeju Nokcha

소고기

Hongcheon Hanwoo

송이버섯

Yangyang Songibeoseot

표고버섯

Jangheung Pyogobeoseot

곶감

Sancheong Gotgam

밤

Jeongan Bam

삼나물

Ulleungdo Samnamul

미역취

Ulleungdo Miyeokchwi

참고비

Ulleungdo Chamgobi

부지갱이

Ulleungdo Bujigaengi

대추

Gyeongsan Daechu

송이버섯

Bonghwa Songi

구기자

Cheongyang Gugija

보호되는 명칭
상주곶감(Sangju
Persimmon Dried)
남해창선고사리(Namhae
Changsun Fern)
영덕송이(Yeongdeok
Pine-mushroom)
구례산수유(Gurye Corni
fructus)
광양백운산 고로쇠
(Gwangyang baekunsan
Acer mono sap)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곶감

Sangju Gotgam

고사리

Namhae Changsun
Gosari

송이버섯

Yeongdeok Songi

산수유

Gurye Sansuyu

고로쇠수액

Gwangyang baekunsan
Goroso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