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젯오리진 (NZOrigin) 남극크릴오일 500 식약처 회수 명령 안내
코스트코 회원님들께

주식회사 엔젯오리진은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남극크릴오일 500 X 90CP (유통기한 2023. 1. 1) 상품에 대
하여 2020년 6월 9일 부산식약청으로부터 에톡시퀸 잔류 허용기준 초과 건으로 긴급 회수 명령을 받았
습니다.

회수 대상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께서는 번거로
우시더라도 구매하싞 남극 크릴 오일 상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수 조치 세부 사항]
● 상품명 : 남극크릴오일 500 X 90 CP / 아이템 번호 : #624408, #623632 (온라인)
● 유통기한 : 2023년 1월 1일
● 판매기간 : 2020년 3월 29일 ~ 2020년 6월 9일 판매
● 회수사유 : 에톡시퀸 잔류 기준(0.2mg/kg) 초과 : 0.5mg/kg
● 식약처 보도에 따르면 1일 섭취 허용량을 보았을 때 회수 대상 상품이 크게 유해한 것은
아니나 기준 관리 차원에서 회수 조치함

상기 회수 대상 상품을 보유하고 계싞 회원님들께서는 섭취를 중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엔젯오리진
고객센터(1661-8143)나 가까운 코스트코 매장 또는 코스트코 콜센터(1899-9900)로 연락 주시면 싞속하
게 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트코 회원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ZOrigin Antarctica krill oil 500 X 90C MFDS (recall order) guidance
Dear Costco Members,

On June 9, 2020, the MFDS Busan issued an emergency recall instruction for NZOrigin Antarctica Krill Oil
product sold at Costco Korea due to level of ethoxyquin residual exceeding the guideline.

Details of the products recalled are as follows including specific "expiry date" of recalled product.

[ Recall products ]
●Product name: Antarctica Krill Oil 500 X 90 CP (Item number: #624408, #623632 (online)
●Expiration date: January 1, 2023 (Exp. Date: 01/23)
●Sales period: March 29, 2020 to June 9, 2020
●Reasons for recall: Residual ethoxyquin Exceeding the Guideline (0.2 mg/kg): 0.5 mg/kg
●According to the MFDS, the product is not harmful based on the daily intake allowance

If you purchased the product with the same code date indicated above, stop consuming the product
and contact NZOrigin customer service center(1661-8143) or your nearest Costco warehouse for a full
refund on the product.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is may have caused and thank you for your kind
understanding.
Sincerely,
NZOri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