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카테고리별 작성 예시 >

의류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입

력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내용

입력

면 80%, 폴리에스테르 20%

혼용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예시) 면 70%, 폴리에스테

르 20%

색상
색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세이미지

참조 기재
화이트, 블랙

치수
옵션값을 모두 표시하고 S/M/L 또는 cm

단위 표기

1) 90/ 95/ 100 or S/ M/ L 등

2) 어깨, 가슴 등 세부사이즈 ~cm 단위 표기 가능

3) 상세정보 상 조견표 정보 확인 가능 시 '상세

페이지 참조'로 표기

제조자

(수입자)

제조자: 리워드를 제작하는 업체

수입자: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업체

1) 국내 제조일 경우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해당없음

2) 해외 수입 제품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수입업체명)

제조국 정식 국가명을 표기 한국, 미국 등 국내, 외국 등

세탁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세탁방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모두 표

기

1) 세탁방법: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단독손세탁 권

장

2) 취급 시 주의사항: 물이 빠지거나 이염의 위험

이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 세탁하셔야 합니다.

구입 초기의 색상옷은 장시간 물에 담가두면 물빠

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연월 제조년도와 제조월을 모두 표기 2018. 10.
제조년도, 제조월 중 한 가

지 정보만 기재한 경우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

름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명

입력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의류



구두/신발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제품 주 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겉감, 안감을 구분하

여 입력

1) 운동화인 경우

겉감: 인조가죽

안감: 폴리에스테르

2) 운동화를 제외한 구두/신발의 경우

주소재 표기(예. 합성피혁)

운동화인데 안감을 누락하

는 경우

색상
색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세이미지

참조 기재
화이트, 블랙

치수

1) 발길이(mm), 굽높이(cm, 해당하는

경우 입력)

2) 해외 사이즈 표기 시 국내 사이즈 병

행 표기

3) 굽 높이: 굽 재료를 사용하는 여성화

에 한함(cm)

1) 치수: 250, 260

2) 굽높이: 5cm

3) 상세정보 상 조견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면 '

상세 페이지 참조'로 표기

해외 사이즈만 표기한 경우

제조자

(수입자)

제조자: 리워드를 제작하는 업체

수입자: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업체

1) 국내 제조일 경우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해당없음

2) 해외 수입 제품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수입업체명)

제조국 정식 국가명을 표기 한국, 미국 등 국내, 외국 등

취급 시

주의사항

리워드 마다 재질의 특성이 각기 다르므로 상품재

질에 따라 관리 필요

1.천연가죽: 물에 젖었을 시 헝겊으로 닦고, 직사

광선이나 열로 직접 건조 금지. 그늘에서 건조

2.합성피혁: 물에 젖었을 시 헝겊으로 닦고, 그늘

에서 건조. 기름기, 불 주의. 때 제거 시 비눗물에

적신 천 사용

3.캔버스 및 천 제품: 상온수(15~25도)로 연성세

제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때를 제거하고 맑은 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그늘에서 건조/ 과도한

세탁으로 인한 탈색 및 변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탁시 주의, 세척시 세탁기 금지/ 세제는 중성세

제 사용, 표백제나 표백 성분이 있는 세제 금지

4.스웨이드: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지우개로 먼지

제거, 물에 닿지 않게 주의, 물에 닿았을 시 부드

러운 헝겊으로 털듯이 물기 제거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

명 입력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구두/신발



가방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종류 가방의 종류 또는 형태를 기재 백팩, 숄더백, 크로스백 등

소재 제품에 사용된 소재 정보를 기재
1) 핸들: PVC

2) 본체: 합성피혁

색상
색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세이미지

참조 기재
화이트, 블랙

크기 가로, 세로, 끈길이 등 제품 정보 입력

1) 가로: 30cm

2) 세로: 20cm

3) 끈길이: 50cm

4) 중량: 260g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제조자

(수입자)

제조자: 리워드를 제작하는 업체

수입자: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업체

1) 국내 제조일 경우

제조자: 제조업체명(예. 와디즈)

수입자: 해당없음

2) 해외 수입 제품

제조자: 제조업체명(예. 와디즈)

수입자: 수입업체명(예.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

제조국 정식 국가명을 표기 한국, 미국 등 국내, 외국 등

취급 시

주의사항

1) 이염주의

2) 화기주의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

명 입력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가방



패션잡화(모자/벨트/액세서리)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종류 패션잡화의 종류를 표기 모자, 벨트, 지갑, 양말 등

소재 제품에 사용된 소재 정보를 기재 아크릴

치수 가로, 세로, 높이 등 제품 정보 입력

1) 가로: 30cm

2) 세로: 20cm

3) 높이: 50cm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제조자

(수입자)

제조자: 리워드를 제작하는 업체

수입자: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업체

1) 국내 제조일 경우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해당없음

2) 해외 수입 제품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수입업체명)

제조국 정식 국가명을 표기 한국, 미국 등 국내, 외국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TAG 참고

1) 드라이크리닝 금지

2) 이염주의

3) 화기엄금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

명 입력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패션잡화(모

자/벨트/액세

서리)



침구류 / 커튼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입력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입력

1) 폴리에스테르: 100%

2) 충전재: 거위털

혼용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예시) 면 70%, 폴리에스테

르 20%

색상
색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세이미지

참조 기재
화이트, 블랙

치수
가로, 세로, 높이 등 리워드의 사이즈 정

보 입력

1) 가로: 30cm

2) 세로: 20cm

3) 높이: 50cm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제품구성
침구류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품 및 수

량을 모두 표기
베개커버 2개, 이불커버 2개, 쿠션커버 3개

제조자

(수입자)

제조자: 리워드를 제작하는 업체

수입자: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업체

1) 국내 제조일 경우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해당없음

2) 해외 수입 제품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수입업체명)

제조국 정식 국가명을 표기 한국, 미국 등 국내, 외국 등

세탁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세탁방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모두

기재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TAG 참고

1) 드라이크리닝 금지

2) 강성 세제로 손세탁 금지

품질보증 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

명 입력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침구류 /

커튼+B5:F13



가구(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품명 가구의 품명을 기입 4인 좌식 소파, 가정용 식탁 등

KC인증 필

유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안

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에 한해 인증

유무 입력

1) KC인증 대상일 경우

인증번호 표시

2) KC인증 비대상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KC인증 진행중일 경우

인증 타임라인을 기재(완료 시 새소식으로 공지)

색상
색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세이미지

참조 기재
테이블: 브라운/ 의자: 엔틱, 화이트

구성품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품 및 구성

수량 모두 표기
윙체어 1개, 테이블 1개 등

주요 소재 제품에 사용된 소재 정보를 기재
등받이: 소가죽/ 상판: 합성피혁/ 프레임: 스틸(분

체도장)/ 바닥면: 합판 등

제조자(수입

자)

-제조자: 리워드를 제작하는 업체

-수입자: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업체

(구성품 별 제조자가 다른 경우 각 구성

품의 제조자, 수입자를 모두 기입)

1) 국내 제조일 경우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해당없음

2) 해외 수입 제품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수입업체명)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제조국

정식 국가명을 표기

(구성품 별 제조국이 다른 경우 각 구성

품의 제조국)

윙체어: 대한민국/ 테이블: 중국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크기 가로, 세로, 높이 등 제품 정보 입력

1) 가로: 30cm

2) 세로: 20cm

3) 높이: 50cm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배송・

설치비용

서포터가 부담하는 배송비나 설치비용

을 기입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1) 배송비: 3만원

2) 설치비: 1만원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

명 입력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가구(침대/소

파/싱크대/DIY

제품)



주방용품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품명 및

모델명
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을 모두 기재 가나다 커피포트, AB-1234-CD5

재질 재질의 정보를 표기 도기

구성품
판매 제품의 구성품명과 구성 수량을

모두 기재
접시 3개 + 잔 3개 + 티스푼 3개

크기 가로, 세로, 높이 등 제품 정보 입력

1) 가로: 30cm

2) 세로: 20cm

3) 높이: 50cm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동일 모델의

출시년월
출시년월 표기 (예. 2018년 10월)

제조자

(수입자)

-제조자: 리워드를 제작하는 업체

-수입자: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업체

1) 국내 제조일 경우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해당없음

2) 해외 수입 제품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수입업체명)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제조국 정식 국가명을 표기 한국, 미국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 기

구・용기의 경

우 "식품위생

법에 따른 수

입신고를 필함

"의 문구

수입품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

입신고를 필함' 입력

1) 수입품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2) 수입품이 아닌 경우

'해당사항 없음'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

명 입력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주방용품



화장품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용량 또는

중량
ml 혹은 g 등의 단위를 사용 10g, 10ml 등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번) 등 중건성용, 화이트 or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도 입력

1) 보유하고 있는 동일 제품의 제조연월일, 사용

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2) 제조연월일이 각기 다를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기재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

면서 제조연월일을 누락하

는 경우

예시) 개봉 후 1년

사용방법 주요 사용방법을 기재
수액 사용 후 적당량을 덜어 얼굴과 목에 부드럽

게 펴 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각각의 업

체명을 입력

1)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제명)

2) 제조판매업자: 마크마운트(제조판매업자명)

제조국 정식 국가명을 표기 한국, 미국 등

화장품법에 따

라 기재・표시

하여야 하는

모든 성품

1) 실제 리워드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

표시' 사항을 전체 기재

2) 성분 표시 영역에 모든 성분을 표시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상세페이지 참조'라고 표시한 뒤에 실

제 제품 성분을 상세페이지 내에 모두

기재

정제수, 글리세린, 시어버터, 라벤더향, 레몬추출

물

기능성 화장품

의 경우 화장

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

전처 심사 필

유무

1)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식약처 심사 필 유무 표시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표시

2)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

1)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예. 유, 미백/ 주름개선/자외선 차단)

2)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

사용할 때

주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

피부 트러블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와 상담 필요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

명 입력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화장품



귀금속/보석/시계류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소재/순도/밴

드재질

제품의 소재와 순도, 시계의 경우에는

밴드 재질을 모두 기재

1) 귀금속의 경우

-소재: 화이트 골드

-순도: 14K

2) 시계의 경우

밴드재질: 우레탄

중량 판매 제품의 중량 정보를 기재 0.5g

제조자(수입

자)

제조자: 리워드를 제작하는 업체수입자: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업체

1) 국내 제조일 경우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해당없음

2) 해외 수입 제품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수입업체명)

제조국
원산지와 가공지 등이 다를 경우 함께

입력

1) 원산지: 케냐

2) 국내 가공

치수

판매 제품의 치수정보를 기재

-1호, 2호와 같이 치수 정보를 기재 시

mm, cm 단위를 함께 표시

1호(3mm), 2호(4mm)

착용 시

주의사항

시계는 정밀제품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내부

에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시 충격이

나 떨어뜨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속에서 작동

금지 및 물 세척 금지, 또는 물이 묻은 상태에서

작동 금지

귀금속 보석류

주요 사양

등급 등 입력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입

력

1등급, 2등급

시계

주요 사양
기능, 방수 등 입력

크로노그라프 탑재, 10m/20m/30m 등 단위별 방

수 가능 여부 기재

보증서 제공

여부
보증서 제공 or 보증서 제공되지 않음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

명 입력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귀금속/보석/

시계류



식품(농・축・수산물)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포장 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1) 중량, 수량, 크기 함께 표기

2) 식품의 특성상 낱개 수량 기재가 어

려운 경우, 기본 낱개 수량 정보를 기재

3) 식품의 특성상 제품의 크기를 가로/

세로/높이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가

로 길이만 기재

5kg/ 10개/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5cm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생산자 수입품인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1) 국내 제조 식품의 경우

와디즈(생산업체명)

2) 수입 식품의 경우

생산자: 와디즈(생산업체명)

수입자: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수입업체명)

제조국: 중국(해당 국가명)

원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기

1) 2가지 이상의 제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 제품의 원산지 표시(예. 한국, 미국)

2) 원산지 정보를 상세페이지에 기재하였을 경우

3) 국산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

제조연월일(포

장일 또는 생

산연도), 유통

기한 또는 품

질유지기한

1) 보유하고 있는 동일 제품의 제조연

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

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표시

2)제품의 특성상 제조연월일을 제공하

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소비

자 확인 방법 표시

1) 제조일: 2018년 1월 1일

2) 유통기한: 2019년 1월 1일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관련 법상

표시 사항

1)농산물인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2)축산물인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는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3)수산물인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4)수입식품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문구 입력

1) 농수산물인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or '해당 사항 없음'

2) 축산물인 경우

'등급1++A'

3) 수입품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문구 표시

상품 구성 상품 구성 사항 상세 기재 대두 1kg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을 상세히 기재 건냉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

명 입력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식품(농・축・

수산물)



건강 기능 식품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식품의 유형
식품 라벨에 표기된 식품의 유형 정보

와 동일하게 기재

비타민C, 무기질 보충용 제품 or 건강기능식품(비

타민C)

건강기능식품이라고만 표기

한 경우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입력

1) 국내 제조 식품의 경우

와디즈(생산업체명)

2) 수입 식품의 경우

생산자: 와디즈(생산업체명)

수입자: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수입업체명)

제조국: 중국(해당 국가명)

수입품임에도 불구하고 수

입자 또는 제조국을 미표기

한 경우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 보유하고 있는 동일 제품의 제조연

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

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표시 가

능

2) 보유한 동일 제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기

한의 범위 표시 가능

3) 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

1) 제조일: 2018년 1월 1일

2) 유통기한: 2019년 1월 1일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포장단위별 용

량(중량), 수량

제품의 용량(중량)과 수량을 반드시 함

께 기재
450g/ 1개

용량이나 수량을 누락한 경

우

원재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분말(인도산), 건조효

모(셀레늄)(캐나다산),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

프로필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제이인산칼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염화마그네슘, 생선콜라

겐펩타이드, 알로에베라추출물분말(말토덱스트

린)(멕시코산)

원재료 및 함량을 3개 미만

으로 표기한 경우

영양정보

실품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영양성분

모두 표시(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00kcal/ 1회 제공량(단백질 00g, 칼슘 00g 등)

기능정보
실품에 표기되어 있는 기능정보 모두

표시
비타민A: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섭취량, 섭취

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

능성

실품에 표기되어 있는 섭취 시 주의사

항 표시
1일 식후 3회, 물과 함께 섭취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

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의 표현

예)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사항 없음'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

' 입력

1) 유전자변형식품일 경우, '유전자재조합식품'으

로 기입

2)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심의번호 입력 심의필 210000000 미표시하는 경우

수입식품에 해

당하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필함"

의 문구

수입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문구 입력

1) 수입식품일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

함'

2) 국산품일 경우

'해당 사항 없음'

미표시하는 경우

건강 기능 식

품



가공식품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식품의 유형
제품 라벨에 표기된 식품의 유형 정보

와 동일하게 기재
초콜릿, 설탕, 올리고당

제품 라벨의 표기된 정보와

상이한 경우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및 제조국을 함

께 입력

1) 국내 제조 식품의 경우

와디즈(생산업체명)

2) 수입 식품의 경우

생산자: 와디즈(생산업체명)

수입자: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수입업체명)

제조국: 중국(해당 국가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 보유하고 있는 동일 제품의 제조연

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

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표시 가

능

2) 보유한 동일 제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기

한의 범위 표시 가능

3) 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

1) 제조일: 2018년 1월 1일

2) 유통기한: 2019년 1월 1일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포장단위별 용

량(중량), 수량

제품의 용량(중량)과 수량을 반드시 함

께 기재
450g/ 1개

용량이나 수량을 누락한 경

우

원재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코코아 분말(네덜란드산) 10%, 정백당, 가공유창

분[유창분말(수입산, 우유) 70%, 덱스트린], 식물

성크림[물엿, 야자경화유(수입산), 카제인나트륨

(우유), 제2인산칼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원재료 및 함량을 3개 미만

으로 표기한 경우

영양성분

실품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영양성분

모두 표시(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00kcal/ 1회 제공량(단백질 00g, 칼슘 00g 등)

유전자변형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사항 없음'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

' 입력

1) 유전자변형식품일 경우, '유전자재조합식품'으

로 기입

2)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유

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특수용도 식품일 경우

사전광고심의번호를 입력

1)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용 식품일 경우 사전광

고심의번호를 입력

2)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

수입식품에 해

당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를 필함"의 문

구

수입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문구 입력

1)수입식품일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으로 기입

2) 국내 제조 식품일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

소비자상담 관

련 전화번호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가공식품



영유아 용품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품명 및

모델명
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을 모두 기재 가나다 보행기(ABC121212)

KC인증 필

유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대

상어린이제품/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

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한해 입력

1) 인증 대상 일 경우

인증 종류(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및

인증번호 표시

2)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

크기, 중량 가로, 세로, 높이 등 제품 정보 입력

1) 가로: 30cm

2) 세로: 20cm

3) 높이: 50cm

일부 정보만 기입한 경우

색상
색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세이미지 참조' 기재
블랙, 화이트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입력 폴리에스테르 100%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해

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입력
0~5세/ 15kg 이하 사용 가능

신생아, 영유아 등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 금지

(구체적인 수치를 입력해야

함)

동일보델의

출시년월
동일 모델의 최소 출시년월을 표기 2018년 10월

제조자

(수입자)

제조자: 리워드를 제작하는 업체

수입자: 수입신고필증 상 수입업체

1) 국내 제조일 경우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해당없음

2) 해외 수입 제품

제조자: 와디즈(제조업체명)

수입자: 마크마운트 인터내셔널(수입업체명)

제조국 정식 국가명을 표기 한국, 중국 등

취급방법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안전표

시

주의, 경고 등 입력

1) 강한 충격에 깨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화기 엄금

3) 반드시 손세탁 하십시오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

명 입력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영유아 용품



서적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도서명 새로운 시대에 투자하는 사람들

저자, 출판사 저자와 출판사를 기재

1) 저자: 저자명(예. 와디즈)

2) 출판사: 출판사명(예. 와디즈(Wadiz)), 독립 출

간물이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크기
가로, 세로, 두께 정보 표시

(전자책의 경우 파일의 용량 입력)
148*210*14mm(가로*세로*두께)

쪽수 전자책의 경우 제외 207쪽

제품 구성
전집 또는 세트일 경우 낱권 구성, CD

등 입력
새로운 시대에 투자하는 사람들 낱권 1권

출간일 서적의 출간정보를 기재

1) 출간된 도서의 경우

출간일 정보를 기재(예. 2017.01.01)

2)출간되지 않은 도서의 경우

출간 예정 정보를 기재(예. 2019. 1월 공식출간 예

정)

1) 책 소개: 시대를 바꾸는 혁신과 새로운 부의 창

출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누구나 창업을 고민하지만 모두가 창업할

필요는 없다. 재테크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이제

당연히 스타트업 투자를 고려해야할 때다. 대통령

의 맥주 ‘세븐브로이’, 인생 애니메이션 ‘너의이름

은’, 수제자동차 ‘모헤닉게라지스’ 등 이 책은 새로

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투자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전달한다. 이 책은 와디즈가 주목한 4

가지 투자 트렌드와 관련 펀딩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 투자자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2) 목차:

Intro Paradigm Shift

시대를 바꾸는 투자 8

1덕후와 마니아

-덕업일치, 좋아서 하는 일 18

-덕후가 사랑한 아날로그 22

-팬보이와 게임문화 25

-취향 존중 다양성 영화 28

와디즈 메이커 인터뷰

모헤닉게라지스 32

미디어캐슬 40

다이브메모리 46

서적

목차 또는

책 소개

아동용 학습교재의 경우 사용연령을 포

함하여 입력



디지털 콘텐츠(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리워드 종류 항목 부연설명 올바른 표기 방법 주요 오류 내용

제작자 또는

공급자

제작업체 또는 공급업체 상호 또는 이

름 기재
와디즈(제작업체명)

이용조건,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을 서포터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

1) 이용기간: 1개월

2) 이용조건: 펀딩이 종료된 이후부터

상품 제공

방식
CD, 다운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등 입력 인증번호 입력 후 전용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최소 시스템

사양, 필수

소프트웨어

윈도우 XP 이상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효과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

름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1) 와디즈(담당자 or 업체명)

2) 1661-0000(연락처)

담당자(업체명)과 연락처 한

가지만 기입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

터넷강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