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Available online at http://www.foodhygiene.or.kr

pISSN 1229-1153 / eISSN 2465-9223 J. Food Hyg. Saf.

Vol. 31, No. 6, pp. 420~425 (2016)

https://doi.org/10.13103/JFHS.2016.31.6.420

영양강조표시제품의 무기질 (칼슘, 철, 아연) 함량 분석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정다운1·이헌옥1·김영경2·서건호3·엄애선1
*

1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3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Minerals (Calcium, Iron, Zinc) Analysis and Interaction of Emphasized

Nutrition Indication on Products

Da-Un Jeong1, Heon-Ok Lee1, Young-Kyoung Kim2, Kun-Ho Seo3, and Ae-Son Om1
*

1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Korea 
2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Sub. Korea Health Supplement Institute, Seongnam 13488, Korea
3Department of Public Health,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Konkuk University, Seoul 05029, Korea

(Received September 19, 2016/Revised October 17, 2016/Accepted November 3, 2016)

ABSTRACT - The present study aimed to calcium (Ca), iron (Fe) and zinc (Zn) contents were compared with

reference values indicated on the nutrition label of nutrition emphasized food. Also, this paper will briefly review and

evaluate what is currently known about Fe-Zn and Ca-Fe interaction. Ca, Fe or Zn-emphasized product, including

cereal, snack, soy milk, chocolate product, other cocoa product, sugars product, beverage and tea were analyzed. The

contents of Ca, Fe, and Zn in samples after dry-ashing were examined by ICP. The measured Ca (n = 42), Fe (n = 13),

Zn (n = 6) values were ranged 87~176%, 98~167%, 98~275% of reference value indicated product, respectively. All

samples were ranged more than 80% of the reference value, which were complied with food regulation. High intake

of Ca has been shown to adversely affect Fe absorption and the negative effect of Fe on Zn absorption is well know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Ca-Fe and Fe-Zn absorption interaction, when Ca, Fe or Zn-emphasized product

produce and nutrition labeling policy should be managed regularly with continuous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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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

대인의 식생활이 외식 또는 가공식품의 형태로 음식을 섭

취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1)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되는

질병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식품 선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탄

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 이외에 무기질과 같은

미량영양소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3), 가공식품 중에는 칼

슘, 철, 아연 등의 무기질을 강조표시한 영양강조표시제품

이 유통되고 있다. 이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 정

도를 “무”, “고”, “강화”, “첨가” 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

하여 표시한 것으로 강조하려는 영양성분이 식품 100 g 당

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 또는 식품 100 mL 당 7.5% 이

상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4). 

무기질은 성장과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섭취가 부

족하게 되면 결핍증이 나타난다.

무기질 중에서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칼

슘은5) 대사증후군,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과도

연관이 있으며6), 골격과 치아의 구성성분으로 근육, 신경

기능에도 관여한다. 칼슘이 부족하면 성장지연, 뼈와 치아

의 기능 저하, 뼈 기형발생 등을 나타낸다7). 국민건강조사

에 따르면 칼슘은 대표적인 섭취부족 영양소로서 2013년

에는 칼슘의 1일 권장섭취량의 71.1%을8), 2014년에는

68.7%로 섭취량이 더 감소하였으며 특히, 12-18세와 65세

이상에서는 칼슘을 권장섭취량의 60%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었다9). 단백질, 유기산, 비타민D3 등은 칼슘의 흡수를 돕

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0-11) 칼슘을 식이섬유, phytate 함

께 섭취할 경우 칼슘의 흡수가 저해된다고 알려져 있다12).

한편 칼슘의 과다섭취는 철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결

과가 있다13-14).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통해 산소를 조직으

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효소들의 구성성분으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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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면역체계에 관여하며15), 결핍시 빈혈, 인지장애, 성

장지연을 일으킬 수 있다16). 그리고 철은 효소의 촉매 성

분으로 유전자 발현 및 신호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결핍 시 성장 둔화,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 신생아 출산을

초래할 수 있는17-18) 아연의 흡수를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

으므로7) 영양강조표시제품 중 칼슘, 철, 아연의 함량 분석

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품에 표시된 영양정

보가 활용되고 있으며3) 가공식품 중 칼슘을 강조표시한

제품의 칼슘함량을 분석함과 동시에 철, 아연이 같이 강

조표시되어 있는 경우 각 성분의 함량 확인과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같이 실험하였다.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

에 따르면 칼슘, 철 및 아연의 영양소기준치는 각각 700 mg,

12 mg, 8.5 mg이며4), 칼슘, 철, 아연이 식품 100 g 당 각각

105 mg, 1.8 mg, 1.275 mg 이상, 식품 100 mL당 각각 52.5

mg, 0.9 mg, 0.6375 m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제품에 강

조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Kim 등18)은 국내 조제유에 표시된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무기질 함량에서 표시량과 분석값 사이의 오차범위

가 두드러졌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칼슘강화식품의 무

기질 함량에 관한 Kim 등19)의 연구에서는 표시량과 분석

값의 오차범위가 칼슘에서 넓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신뢰성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과 동시에 가공식품 중 칼슘을 강조표시한 제품을 수거하

여 칼슘, 철, 아연의 분석을 통해 함량을 확인하고 소비자

들에게 신뢰성 있는 영양강조표시제품에 대한 정보와 섭

취량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대형마트,

시장 및 온라인마켓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영양강조표시

제품 중 칼슘을 강조표시한 시리얼 3건, 과자 14건, 두유

18건, 초콜릿가공품 1건, 기타코코아가공품 2건, 당류가공

품 2건, 과·채음료 1건, 고형차 1건, 총 42건의 제품을

수거하여 영양강조표시성분인 칼슘, 철 및 아연을 분석하

였다. 식품의 성상이 고형물인 시리얼, 과자 등은 Mixer

(CAU-800, Charmingart co., Busan, Korea)에 갈아 균질화

하였고 나머지 제품들은 완제품의 상태 그대로 라벨을 부

착하여 분석시까지 냉장보관하였다.

무기질(칼슘, 철, 아연)분석 방법

칼슘, 철, 아연은 식품공전의 일반시험법 중20) 무기성분

의 건식분해법으로 전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시료를 hot

plate (HP131530-33, Thermo fisher Scientific, Boston, MA,

USA)에서 탄화시킨 후 회화로(MF21-C, LK Lab., Namyang-

joo, Korea) 550~600oC에서 완전 회화시켜 회분에 HCl

(Samchun Co., Seoul, Korea) 10 mL을 가하여 hot plate (HP-

131530-33, Thermo fisher Scientific, Boston, MA, USA)에

서 증발건고시켰다. 그리고 염산용액 8~10 mL를 넣어 건

고물을 충분히 녹여주고 100 mL mass flask에 증류수로

정용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표준용액은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에서 구입한 표준품을 1 N HCl (Samchun Co.,

Seoul, Korea)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칼슘, 아연, 철의 분

석기기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CP,

TELEDYNE Leeman Labs, Hudson, NH, USA)로 실험하

였다. 기기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분석방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칼슘, 철, 아연의 시험법을 검증하기 위

해 직선성(Linearity), 정밀성(Precision) 및 회수율(Recovery)

를 통한 정확성(Accuracy)을 실험하였다. 직선성은 각 표

준물질을 5개의 농도로 적절히 희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하

였고 칼슘, 철, 아연 검량선의 상관계수(R2 )가 1.000의 값

으로 나타나 우수한 결과 값을 확인하였다. 정밀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국립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NIST)의 표준물질인 SRM-1847a

(Infant/Adult Nutritional Formula)를 이용하여 칼슘, 철, 아

연을 각각 6회 반복실험 하여 상대표준편차 1.8~3.56%의

결과를 확인하였다(Table 2). 정확성은 in house control로

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of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

tro-meter

Component
Wavelength 

(nm)

RF Power

(W)

Nebulizer

pressure (PSI)1)

Calcium 317.93 1200 32

Iron 259.94 1200 32

Zinc 213.86 1200 32

1)Pound per Square Inch

Table 2. Precision for Calcium, Iron, Zinc analysis

Component
Assigned Value 

(mg/kg)

Average 

(mg/kg)

SD

(mg/kg)

RSD

(%)

Calcium 5253 ± 51.00 5705.70 102.72 1.80

Iron 175.6 ± 2.90 199.19 4.03 2.02

Zinc 151.0 ± 5.60 150.05 5.34 3.56

Table 3. Accuracy for Calcium, Iron, Zinc analysis

Component Average (%) SD (%) RSD (%)

Calcium 101.52 0.60 0.59

Iron 98.11 0.14 0.15

Zinc 110.09 1.87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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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의 칼슘, 철, 아연을 각각 3회 반복 분석하였고

칼슘 101.52%, 철 98.11%, 아연 110.09%의 회수율 결과

를 얻어(Table 3) 신뢰할 만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통계 분석

칼슘, 철, 아연의 분석 데이터는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고, 각 변

수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 ± SD)로 나타내었다. 

Results and Discussion

영양강조표시제품의 칼슘 함량 분석 및 표시량과 분석값

의 비교

영양강조표시제품 중 칼슘을 강조표시한 시리얼 3건, 과

자 14건, 두유 18건, 초콜릿가공품 1건, 기타코코아가공품

2건, 당류가공품 2건, 과·채음료 1건, 고형차 1건, 총 42

건의 칼슘함량을 분석하였다. 각 제품별 칼슘 함량은 시

리얼 408.94 (212.30 ± 1.14 ~ 544.13 ± 1.63) mg/100 g, 과자

273.18 (95.27 ± 0.46 ~ 470.40 ± 0.09) mg/100 g, 두유 114.55

(64.07 ± 0.05 ~ 147.04 ± 7.46) mg/100 mL, 초콜릿가공품 287.70

± 1.66 mg/100 g, 기타코코아가공품 278.35 (277.82 ± 3.70 ~

278.88 ± 0.42) mg/100 g, 당류가공품 279.71(272.12 ± 0.29 ~

287.29 ± 0.11) mg/100 g, 과·채음료 121.57 ± 4.94 mg/100

mL, 고형차 120.64 ± 0.90 mg/100 g이었다(Table 4). 제품별

100 g 당 칼슘함량 분석 시 시리얼제품이 가장 높에 나타

났으며 Kim 등21)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제품별

1회 제공량당 칼슘함량은 시리얼 122.68(63.69~163.24) mg,

과자 116.03(28.58~265.67) mg, 두유 217.21(121.74~279.37)

mg, 초콜릿가공품 86.31 mg, 기타코코아가공품 47.32(47.23~

47.41) mg, 당류가공품 47.55(46.26~48.84) mg, 과·채음료

218.82 mg, 고형차 16.89 mg이었다. 19~49세 성인 남녀의

칼슘 권장섭취량은 남녀 각각 800 mg/day, 700 mg/day로22),

성인 남녀(19~49세)의 칼슘 1일 권장섭취량에 대한 1회

제공량당 칼슘비율은 남자 2.11~34.92%, 여자 2.41~39.91%

였다. 각 제품을 1일 1회 섭취 시 성인 권장섭취량의 30%

이상을 충족시키는 제품의 경우 칼슘섭취에 도움을 줄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반면에 1회 제공량당 칼슘함량이

낮은 제품들도 있어 칼슘섭취를 영양강조표시제품에만 의

존하는 것보다는 칼슘 급원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1

일 권장량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칼슘이 강조표시된 제품 42건에 대한 표시량에 대한 분

석값의 비율은 87~176%로 나타났다. 각 제품별 칼슘의 표

시량 비율은 시리얼(3건) 120~155%, 과자(14건) 88~176%,

두유(18건) 87~148%, 초콜릿가공품(1건) 127%, 기타코코아

가공품(2건) 121~129%, 당류가공품(2건) 126~133%, 과·채

음료(1건) 116%, 고형차(1건) 99%였다(Table 4). 대부분

제품의 칼슘 분석값이 표시량 이상이었으나 두유 2건(87%

및 98%), 과자 2건(88% 및 89%)의 분석값이 표시량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값의 허용오차범위가 표시량

대비 80% 이상이므로17) 칼슘강조표시제품은 모두 식품 등

의 표시기준을 충족하였다. 

한국인의 칼슘 급원식품은 멸치, 깨, 김, 우유 등으로 제

한되어 있고22),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 식품이 아닌 경우

에는 해당 제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칼슘의 함량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영양강조표시제품의 섭취는 소비자의 식

생활을 유지하면서 미량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22-23) 미량영양소 이외에 다른 영

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급원식품을 통해서 1

일 권장섭취량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영양강조표시제품의 정확한 영양정보확인을 통해 소비

자들이 섭취하는 영양소의 함량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표시함량과 실제 분석값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영양강조표시제품의 철 함량 분석 및 표시량과 분석값의 비교

영양강조표시제품 중 철을 강조표시한 시리얼 1건, 과

Table 4. Analysis contents of calcium in calcium highlighting foods

Food groups Labeled value (mg/100 g) Analyzed value (mg/100 g) Percent value (%)1)

Cereal 292.222) (176.67~350.00)3) 408.94 (212.30 ± 1.14 ~ 544.13 ± 1.63) 136.33 (120.00~155.00)

Snack 172.25 (105.00~303.57) 273.18 (95.27 ± 0.46 ~ 470.40 ± 0.09) 141.86 (88.00~176.00)

Soymilk 99.14 (52.63~121.05) 114.55 (64.07 ± 0.05 ~ 147.04 ± 7.46) 116.44 (87.00~148.00)

Chocolate product 226.67 287.70 ± 1.66 127.00

Other cocoa product 222.94 (216.47~229.41) 278.35 (277.82 ± 3.70 ~ 278.88 ± 0.42) 125.00 (121.00~129.00)

Sugars product 216.47 279.71 (272.12 ± 0.29 ~ 287.29 ± 0.11) 129.50 (126.00~133.00)

Beverage 105.00 121.57 ± 4.94 116.00

Tea 121.43 120.64 ± 0.90 99.00

1)(Analyzed value / Labeled value) × 100
2)The average value of calcium in calcium highlighting foods
3)The range of calcium in calcium highlighting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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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7건, 초콜릿가공품 1건, 기타코코아가공품 2건, 당류가

공품 2건, 총 13건의 철 함량은 시리얼 7.53 ± 0.07 mg/

100 g, 과자 6.30(5.08 ± 0.09 ~ 6.96 ± 0.02) mg/100 g, 초콜릿

가공품 8.57 ± 0.10 mg/100 g, 기타코코아가공품 13.32(10.76

± 0.02~15.88 ± 0.05) mg/100 g, 당류가공품 4.24(4.06 ± 0.01

~4.41 ± 0.04) mg/100 g으로 나타났다(Table 5). 각 제품별

1회 제공량당 철 함량은 시리얼 2.26 mg, 과자 3.18(1.95~

3.83) mg, 초콜릿가공품 2.57 mg, 기타코코아가공품 2.27

(1.83~2.70) mg, 당류가공품 0.72(0.69~0.75) mg이었다. 19~

49세 성인 남녀의 철 권장섭취량은 남녀 각각 10 mg/day,

14 mg/day로22), 철 1일 권장섭취량(19~49세)에 대한 1회 제

공량당 철의 비율은 남자 7.50~38.30%, 여자 5.36~27.36%

였다. 

철이 강조표시된 식품 13건에 대한 표시량 비율은 84~

167%로 각 제품별 표시량 비율은 시리얼(1건) 149%, 과

자류(7건) 98~158%, 초콜릿가공품(1건) 150%, 기타코코아

가공품(2건) 84~166%, 당류가공품(2건) 119~129%였다(Table

5). 총 13건의 철 강조표시제품은 과자 1건(98%) 및 기타

코코아가공품 1건(84%)의 표시량이 분석값보다 낮았으나

분석값의 허용오차범위가 표시량 대비 80% 이상이므로

모두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충족하였다.

한편 칼슘의 과다섭취는 철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

져 있다13-14). 국민건강영양조사(2014년)9)에 따르면 철의 1

일 권장섭취량에 대한 남녀 섭취비율은 남자 200%, 여자

143%를 충족하고 있는 반면에 칼슘의 섭취는 전반적으로

1일 권장섭취량의 68.7%수준으로 오히려 칼슘의 섭취가 부

족한 상황이라는 조사결과가 있고 식품에 칼슘과 철이 같

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개인의 생체이용률에 따라 영양소흡

수 방해작용에 차이가 있으므로25) 칼슘흡수에 의한 철 흡수

저해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업체

에서 영양강조표시제품에 칼슘과 철을 함께 첨가 할 경우

칼슘과 철의 상호작용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해야 할 것이다.

영양강조표시제품의 아연 함량 분석 및 표시량과 분석값

의 비교

영양강조표시제품 중 아연을 강조표시한 시리얼 1건, 초

콜릿가공품 1건, 기타코코아가공품 2건, 당류가공품 2건,

총 6건의 아연 함량을 분석하였다. 각 제품별 아연 함량

은 시리얼 4.93 ± 0.04 mg/100 g, 초콜릿가공품 5.77 ± 0.00

mg/100 g, 기타코코아가공품 18.00(11.76 ± 0.01 ~ 24.24 ±

0.16) mg/100 g, 당류가공품 9.86(9.65 ± 0.04 ~ 10.06 ± 0.00)

mg/100 g의 결과를 확인하였다(Table 6). 각 제품별 1회 제

공량당 아연 함량은 시리얼 1.48 mg, 초콜릿가공품 1.73 mg,

기타코코아가공품 3.06(2~4.12) mg, 당류가공품 1.68(1.64~

1.71) mg이었다. 19~49세 성인 남녀의 아연 권장섭취량은

각각 10 mg/day, 8 mg/day로22), 아연 1일 권장섭취량(19~49

세)에 대한 1회 제공량당 비율은 남자 14.80~41.20%, 여

자 18.50~51.5%로 나타나 아연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과도

하게 섭취하거나 여러 유형의 제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1

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연이

강조표시된 식품 6건에 대한 표시량 비율은 98~275%로 각

제품별 표시량 비율은 시리얼(1건) 121%, 초콜릿가공품(1

건) 145%, 기타코코아가공품(2건) 111~275%, 당류가공품

(2건) 98~102%였다(Table 6). 

총 6건의 아연강조표시제품은 모두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을 충족하였다. 아연 함량이 가장 높게 분석된 제품은 기

타코코아가공품 24.24 ± 0.16 mg/100 g으로 분석값에 대한

표시량 비율은 275%였다. WHO/FAO(2006)26)에 따르면 철

과 같은 무기물은 수분 또는 다른 식품의 성분과 반응하

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철을 밀가루에 첨가한 경

우에는 높은 온도와 습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저장하였

을 때 산화와 맛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래서 식품의 유통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영양소의

손실을 고려하여 표시함량보다 더 투입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im 등21)은 아연이 강화되어 있는 식

품을 분석한 결과 표시량의 약 3배 정도의 아연이 검출된

제품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아연의 강조

표시제품 중 표시량 대비 실제분석값이 275%로 약 3배

정도였으나 해당제품의 아연의 1회 제공량은 4.12 mg으로

아연의 1일 상한섭취량인 35 mg/day을22) 넘는 수준은 아

니었다. Sandstrom 등27)이 수행한 철과 아연의 흡수작용 연

구에서 아연 2.6 mg에 철 5.6, 56 mg을 첨가한 물을 성인

Table 5. Analysis contents of iron in iron highlighting foods

Food groups Labeled value (mg/100 g) Analyzed value (mg/100 g) Percent value (%)1)

Cereal 5.07 7.53 ± 0.07 149.00

Snack 4.722) (3.60~7.07)3) 6.30 (5.08 ± 0.09 ~ 6.96 ± 0.02) 136.71 (98.00~158.00)

Chocolate product 5.70 8.57 ± 0.10 150.00

Other cocoa product 12.65 (6.47~18.82) 13.32 (10.76 ± 0.02 ~ 15.88 ± 0.05) 125.00 (84.00~167.00)

Sugars product 3.41 4.24 (4.06 ± 0.01 ~ 4.41 ± 0.04) 124.00 (119.00~129.00)

1)(Analyzed value / Labeled value) × 100
2)The average value of iron in iron highlighting foods
3)The range of iron in iron highlighting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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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섭취시켰을 때 철 56 mg에서 아연의 흡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철 함량이 5.6 mg일 경우에는 아연의 흡수

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영양

강조표시제품 중 철과 아연을 강조표시한 제품은 6건으로

그 중 시리얼제품에서 철 7.53 ± 0.07 mg/100 g, 아연 4.93 ±

0.04 mg/100 g으로 철과 아연의 비율이 약 1.53:1으로 가

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철, 아연

의 영양강조표시제품은 서로 흡수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체에서 영양강조표시제품에

아연과 철을 함께 첨가 할 경우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생

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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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칼슘과 철 그리고 철과 아연의 상호작용과

신뢰성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강조표시제품

중 칼슘, 철, 아연의 함량을 분석하고 표시량과 분석값을

비교하였다. 칼슘, 철, 아연을 강조표시한 제품(시리얼, 과

자, 두유, 초콜릿가공품, 기타코코아가공품, 당류가공품, 과

줆채음료, 고형차) 총 42건을 수거하였으며 칼슘, 철, 아

연은 무기성분의 건식분해법으로 전 처리한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CP)로 실험하였다. 칼슘이

강조표시된 제품 42건에 대한 표시량 비율은 87~176%이

었으며, 철이 강조표시된 제품 13건에 대한 표시량 비율

은 84~167%, 아연이 강조표시된 제품 6건에 대한 표시량

비율은 98~275%였다. 모든 분석값이 표시량 대비 80% 이

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충족하였다. 칼슘과 철의 상

호작용은 한국인의 칼슘 섭취가 1일 권장량의 68.7% 수

준으로 부족하므로 칼슘의 과다섭취로 인한 철의 흡수방

해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

한 영양강조표시제품의 철과 아연의 함량 비율이 1.53:1이

최대였으므로 철의 과다섭취로 인한 아연의 흡수방해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칼슘,

철, 아연을 강조한제품을 생산할 시에 영양소의 상호작용

을 고려하여 생산을 해야 할 것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적정량의 영양섭취를 위해서는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표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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