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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cesses that products we consume that contain dairy foods comprise planning → design 
→ production → quality/suitability assessment → safety verification → launch → distribution 
→ consumption. Analysis of nutrients and potential toxins at each stage in the production 
process is essential to verify food quality, suitability, and safety. Products display ingredient 
lists and nutrient content to help consumers choose healthy foods. These products should 
also be fully assessed for microbes and toxins before reaching consumers. Products require 
verification through test inspections. However, this step has reduced value from a food 
manufacturer's viewpoint, because it does not visibly impact real economic trends. The 
most important first step in determining the quality and suitability of products is the 
inspection capability of foo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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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가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제품은 기획 → 설계 → 생산 → 품질 적합성 → 안전성 검증 → 출시 

→ 유통 → 소비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로 품질적합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영양성분과 

유해물질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제품에는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본적인 영양성

분을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완전무결한 제품이 건네질 수 있도록 미생물이나 유해물질을 충분히 검증

해야 한다. 매년 유해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등)들에 대한 검토와 검증,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기존 

물질들의 재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포장지 등에서 식품으로의 유해물질 이동, 프탈레이트 

및 브롬계난연제 등의 환경오염에 따른 식품 오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론

가공식품은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오늘도 대량생산 체계로 생산된다. 제품은 뛰어난 관능은 

물론이고 높은 영양학적 가치와 화학적․미생물학적 오염 제로에 도전하고, 이를 위해 제조사들은 

다양한 연구와 투자를 반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비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뉴스를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출고와 유통을 중지시키고,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조사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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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보도 초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는 소비자, 가해자는 제조업자가 된다. 특히 피해

자가 영․유아나 어린이, 사회 약자인 경우나 해당 제품이 국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일 때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추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회사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전문적인 분석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기업도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분석 전문기관에 제품을 의뢰하여 비용을 지출

한다. 따라서 제조사의 검사 역량은 제품 생산․판매와 더불어 브랜드 가치 하락을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당장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보다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최근 들어 제조업체는 영양성분과 첨가물질들에 대한 연구, 매년 등장하는 새로운 유해물질들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가공식품은 누구나 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대체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

이다. 

관련기관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IDF Korea에서는 낙농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학문, 기술, 

산업 등을 서로 연계시켜 발전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

서는 국가표준식품 성분표를 작성․공표(제9개정판)하고 있다. 많은 연구팀이 참여하여 작성된 식품

성분표 DB는 식품의 수급조절, 한국인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섭취 기준 설정 등의 정책 수립, 추진에 

활용되고 있다. 기초데이터 생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정부와 단체에서 이 같은 노력을 하는 

이유는 식품산업의 성패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석 역량의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이다. 

이상적인 가공식품은 안전성을 담보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맛있는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의 평가와 판매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값 산출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과 적합성 확보 

여부 평가가 필수다.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은 담당 인원의 숙련도, 분석 환경, 적절한 장비 보유 

등이 융합된 산물이다. 수시로 바뀌는 분석 담당 인원, 오염된 분석 환경, 덩그러니 남아있는 초고가 

장비만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확보할 수는 없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석 담당 인력이다. 짧게

는 수시간, 길게는 5일 이상의 실험을 진행해야만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장비가 분석한다”, “장비에 넣으면 된다”라는 말을 쉽게 한다. 즉, 

결과 값인 숫자만이 필요 대상이 되고 과정의 난이도나 과학적 고찰은 생략된다. 많은 사람들이 측정

된 결과 값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

하면 분석파트는 판매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조직으로서 비용 대비 얻는 이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 론

제품은 반드시 시험 검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험 분석 조직은 식품제조회사 관점에

서 실물경제 흐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있는 듯하다. 시험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로는 국책기관, 대학교 실험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시험검사기관(자가품

질 검사기관, 위생검사기관) 등이 있다. 이러한 시험분석 조직에서 생산하는 결과물이 제품의 최종적 

품질적합성 판단에 사용되므로, 식품업체의 검사능력은 제품 평가에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분석 요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발

생초기 신속․정확한 분석방법의 개발과 분석 역량 보유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발판이 

되었다. 오늘도 방호복을 입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검사 요원들의 고생으로 바른 정

책이 세워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비록 검사 요원들의 수고가 언론에 언급되지 않더라



유제품 및 식품 분석 업무의 중요성

https://www.ejmsb.org J Dairy Sci Biotechnol Vol. 38, No. 4 ｜239

도 항상 응원하는 국민들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국가, 기업, 가족의 구성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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