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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도등급제도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소중한선택

에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신선란 제품은 축산

물등급판정소의 판정을 받은 1등급계란입니

다. 소, 돼지고기에등급제도가있듯이, 계란

에도품질에따른등급제도가있습니다. 축산

물등급판정소의 축산물등급판정사가 계란의

외관상태, 신선도, 이물질 등을 검사하여 계

란품질을보증해주는제도로서신선란은이

러한과정을통과한1등급계란입니다.

난각날인잉크, 안전할까?
난각에 새겨져 있는 씨의 잉크는 식용가

정 수 현
조인주식회사 품질관리팀 팀장

소비자들이계란을구입하고궁금한점이나불편사항이있으면어떻게할까? 구입

한 슈퍼마켓이나 대형할인마트 점원에게 물어보면 될까? 아마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알기위해서는 해당 계란을 생산한 업체

에물어보는것이가장정확할것이다.

자사의 브랜드를 걸고 판매하는 계란에 대해서는 상품에 새겨져 있는 연락처를 통해

이제는 손쉽게 궁금증을 답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연 소비자들은 어떠한 궁금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고 얼마나 만족 할 수 있을까? 우리 양계농가들

도 생산에만 그치지 말고 소비자의 궁금증을 알고 대처해 보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닌가! 

얼마전 이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조인(주)에서 생산한 등급계란을 구입하 다. 계란을

삶아 먹으려고 하는데 계란껍질에 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인체에 해롭지는 않

을까? 그리고이 자는무슨의미를담고있을까? 하는내용을질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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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색소로이루어집니다. 

미국식약청(FDA)로부터 음식과 약품에

직접마킹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으며

위험물로분류되지않는식용가능한잉크

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이 계란을 삶

을 때 혹시나 계란껍질 안으로 잉크가 들

어가서 계란을 먹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

다.

계란난각표기의미는?
계란에 새겨져 자는

고객님께서직접계란

의 생산이력을 확인

하실 수 있는 정보

입니다.

등급계란의 난

각표기 의미를 설

명드리면, 등급은

등급판정확인표시이

고, KNF 는 집하장명

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즉 생산처인 강남농장을 뜻하

는KNF이고, 그옆에있는0205 라는숫

자는생산자와계군번호를뜻하는것입니

다. 이 계란을 생산하는 계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품질관리자에 의하여 자체적으

로부여되어추적성을갖는계군번호입니

다. 그리고그아래의 07.01.13 은 등급판

정일을의미합니다. 신선란포장지의등급

판정일과 같은 날짜인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생산정보는어디서알까?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계란이 어떻

게생산된것인지알아볼까요?

먼저 인터넷을 이용하여 축산물등급판

정소(www.kormeat.co.kr)에 들어갑니

다. 다음‘등급계란정보서비스’를 클릭합

니다. [난각에인쇄된사항을입력하세요]

의 칸에 계란에 인쇄되어 있는 고유번호

(예>KNF0205)를 입력합니다. [판정일]칸

을클릭하여고객님께서구매하

신 제품의 등급판정일자

를 선택합니다. [브

랜드명]을 클릭하

시고 구입하신

제품명을 선택

합니다. 그러

면 기본적인

생산정보와 농

장정보 등 고객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계란의 생

산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계란정보서비스는 생산정보이력

시스템을 업계최초로 실시한 조인(주)의

신선란 제품뿐만 아니라 축산물등급판정

소에서등급제도를실시하는모든등급란

에대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고객님의 원활한 등급계란정보서비스

이용을통하여고객님께서혹시나걱정하

시는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이나, AI에 대

한우려를서비스를통해직접확인하시어

안심하고드실수있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