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성분표_vf.hwp RDA 136호interr●bang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DA Interrobang (136호)

인터넷(www.rda.go.kr)에서

컬러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집필: 최용민(063-238-3684)

조영숙, 문지영, 김행란

내 몸을 위한 건강사전
- 식품성분표의 탄생에서 활용까지 -

2014. 11. 12. (제136호)

요약

Ⅰ. 건강관리의 첫걸음, 영양소의 이해 ····1

Ⅱ. 영양관리의 꽃, 식품성분표 ··················7

Ⅲ. 시사점 ·····················································16

목 차



RDA Interrobang (No. 136)

Nutrient Big Data, Korean Food Composition Table

Choi Yong-Min ․ Cho Young-Sook ․ Moon Ji-Young ․ Kim Haeng-Ra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최용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ychoi2@korea.kr

조영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joysuk@korea.kr

문지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mjy1123@korea.kr

김행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kimhrr@korea.kr

RDA 인테러뱅 제136호 내 몸을 위한 건강사전 2014. 11. 12. 발간



식품성분표_vf.hwp RDA 136호interr●bang

≪ 요 약 ≫

1. 건강관리의 첫걸음, 영양소의 이해

  영양성분은 우리 몸을 만들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생리기능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동안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영양소는 50여 가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양소를 묶어 3대 영양소라 부르며,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이 해당된다. 이외에 

생리현상 조절에 관여하는 무기질과 비타민, 신체의 구성과 생명 유지에 중요하지만 

쉽게 간과되고 있는 물, 그리고 변비, 대장암, 비만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식이섬유 

등이 필수영양소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필수영양소는 아니나 생체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강식품 붐을 일으키고 있다.

2. 영양관리의 꽃, 식품성분표

인류는 식량이 풍족해지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이후에야 영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초 화학의 발달에 힘입어 탄수

화물, 단백질, 지방 이외의 성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영양

관리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체계적인 영양분석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식품성분표는 영양성분을 기록한 책자로 식품원료가 

되는 농산물에서부터 수산물, 가공식품까지 포함된 거의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의 

분석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성분표는 올바른 영양 관련 정책을 실시하여 식습

관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소비자에게 눈에 띌 수 있는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되면서 식품성분표 이용이 쉬워지고 

있으며, 식품성분 빅 데이터는 건강, 여행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기존 작물에 비해서 특정 영양 성분이 강화된 농산물 

육종도 이루어지고 있어, 단백질, 아연, 철분 등이 강화된 벼나 항암기능이 있는 

기능성 채소 등이 개발되고 있다.

3. 시사점

식품성분분석표의 활용가치는 국내에서는 보건과 식품 안전, 국제적으로는 국가

인지도 제고의 효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식품성분분석과 이의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위한 충분한 연구개발과 

학교급식, 병원식단,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지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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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강관리의 첫걸음, 영양소의 이해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양소를 묶어 

3대 영양소라 부르며,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이 해당

○ (탄수화물) 밥, 빵, 과일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으며, 소화가 

되면 포도당으로 변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해 탄수화물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종류도 밥 위주에서 빵, 과자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

* 에너지 공급원 변화(1970년 → 2012년): 탄수화물 81% → 65%, 단백질

12% → 15%, 지방 7% → 20%

○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콩 음식 등에 많으며, 체내에서 아미

노산으로 변해 몸의 세포와 조직을 구성하는데 기여

- 면역력을 높이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는데 성인의 경우 대부분

몸속에서 만들어지나 일부는 음식 섭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

○ (지방) 가장 높은 열량을 내며 기름, 호두와 땅콩 같은 열매, 고

기에 많은데, 특히 호르몬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

-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이자 음식의 맛과 풍미를 더해 주지만,

과잉 섭취 시 성인병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많이 먹어도 영양결핍?

▷ 음식섭취가 부족해도 영양 결핍이 생기지만 과잉섭취 시에도 균형 잡힌 영양

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발생하며 빈혈, 체중 감소, 근력 약화 증상을 보임

-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 문제로 나트륨 섭취는 영양섭취기준의 3배로 과잉이지만,

칼슘(70%)과 칼륨(85%)은 섭취가 부족한 상태(’11, 국민건강영양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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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영양소; 3대 영양소 + 비타민, 무기질

□ 비타민과 무기질은 대부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소량이지만 체내 대사조절물질의 중요한 구성요소

○ 비타민은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와 물에 녹

는 수용성 비타민 B군과 C로 구분

* 최근 비타민D 결핍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실내생활이 늘어나고, 피부

미용을 위한 모자 착용, 자외선차단제 과다사용 등이 원인으로 지목

○ 무기질 간에는 상호작용하는 성질이 있어 다른 무기질의 흡수를

저해하거나 돕는 작용을 일으키기도 함

* 철분 흡수량은 비타민C에 의해 증가되며, 아연 섭취가 많아지면 구리

흡수를 감소시키기도 하며, 비타민D와 칼슘은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함

간단히 정리해 본 중요 영양소의 과다증상

▷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각기병,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 비타민 D 부족을 생기는 구루병(뼈 이상) 등은 비교적 잘 알려짐

- 반면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과량복용시 독성이 있다고 하며, 수용성인

비타민 B1, B2, B3, B5, B6 등은 과량복용의 해가 거의 없다고 함

- 칼슘의 과다섭취는 관절, 신장에 칼슘침착이 생길 수 있으며, 칼륨과 나트륨은

신장에 치명적이고, 아연과다는 구리결핍을, 철분과다는 간, 심장기능과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구리 과다시 독성유발, 요오드과다는 피부질환이 우려

7대 영양소; 5대 영양소 + 식이섬유, 물

□ 식이섬유는 기존의 5대 영양소에 물이 더해진 6대 영양소와는

다른 생리기능이 인정되어 제7의 영양소라 칭함

○ 식이섬유는 ‘신체의 소화관 고유의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되지 

않는 식용 동식물의 구성 성분’으로 정의(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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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부터 주목받아 온 효능은 변비 예방이며, 최근에는 대장암,

고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의 예방에도 효과

○ 식이섬유가 많은(30% 이상) 음식은 말린 미역과 표고버섯, 파래,

김, 고사리 등이며, 10% 이상인 것은 콩, 깨, 산채, 시래기 등

□ 물은 간과하기 쉬운 영양소이지만, 신체의 구성과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다른 영양소에도 영향을 미침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 물은 몸무게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각종 효소, 호르몬 등이 물에 녹아

생체기능조절에 관여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

- 그러나 무조건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일단 땀, 오줌으로 배출되는 양 정도를 보충하는 것은 필요

* 한방에서는 몸이 찬 사람의 경우 물 과다섭취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물

대신 에너지음료, 이온음료만 마시는 것도 위험하다고 경고(’13, 일본후생성 )

기능성 성분 

□ 정확하게는 생리활성물질이라 불리는 기능성 성분은 미량으로

건강개선 효과 등을 나타내어 최근 관심 증가

○ 생체방어 기능(알레르기 저감, 면역계 활성화), 질병 예방(고혈압,

당뇨병 등), 생체리듬의 조절, 비만 방지, 노화 방지 등

자주 등장하는 기능성식품들!

- 미국 ‘타임 ’지 슈퍼푸드(10가지): 토마토, 시금치, 적포도주, 견과류, 브로콜리,

귀리, 연어, 마늘, 녹차, 블루베리

- 미국 ‘헬스 ’ 세계 5대 건강식품: 김치, 콩과 콩제품, 렌즈콩, 요구르트, 올리브유

- ‘조선일보 ’ 한국인의 슈퍼푸드 10: 쥐눈이콩, 올리브유, 해조류, 와인, 식초, 솔,

버섯, 마늘, 김치,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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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에 대한 관심의 시작

□ 인류는 식량이 풍족해지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이후에야 영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

○ 고대 국가 중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이집트에서부터 영양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

- 각기병으로 보이는 병에 대한 언급이 남아 있으며 기원전 5세기

히포크라테스는 괴혈병에 대한 기록을 남김

* 역사 속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실패, 한니발의 패전 등은 모두

식량부족과 영양결핍과 강하게 연관되며 성서에도 비슷한 언급이 존재

○ 중세를 휩쓸었던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흑사병(페스트), 발진

티푸스 등도 모두 영양부족이 큰 원인 중의 하나

* 역사가들에 의하면 돌림병은 밀집지역의 인구증가, 환경의 비위생성 증가,

식량 부족 등의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창궐했다고 보고

○ 대항해시대에 비타민C 부족에 의한 괴혈병이 문제시 되면서  

영양소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

- 1747년 영국 해군 군의관이었던 린드(James Lind)가 잇몸에서 피가

나며 사망하는 괴혈병이 레몬, 라임 등에 의해 예방됨을 보고

*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1819년 다른 해군 군의관 블레인에 의해 재발견

한 때 원인불명의 괴질이었던 괴혈병(壞血病)

▷ 괴혈병은 비타민C 부족으로 인체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이 잘 되지

않아 잇몸출혈과 동시에 장출혈, 통증과 상처가 늦게 낫는 증상을 보임

-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발견 항해에서 180명의 선원 중 100명이 이 병에

걸려 사망하였으며, 블레인의 재발견 이후 제임스 쿡 선장의 남태평양 탐사에

처음으로 식단에 적용되어 사상 최초로 괴혈병으로 인한 사상자 없는 항해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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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초 화학의 발달에 힘입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외의 

성분에 대한 연구가 시작

○ 19세기까지만 해도 비타민D 부족에 대한 처방으로 간유(肝油)를

먹였으나 이는 이집트 시대부터 내려온 지혜

* 이집트의 문헌에는 간이 좋지 않거나 구루병이 걸릴 경우, 동물의 간을 먹

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

○ 1912년 폴란드 출신의 미국 생화학자 풍크(Kazimierz Funk)가 

현미에서 비타민 B1(Thiamine)을 최초로 순수분리

- 1881년 러시아의 루닌, 1882년 일본의 다카기 가네히로 등이 

각기병 치료물질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증명에는 실패

* 비타민 B1의 부족으로 생기는 각기병의 경우는 백미를 주로 먹는 지배계층에

많아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왕족이 각기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많았음

○ 1913년에는 미국의 맥컬럼(Elmer vernon McCollum)이 비타민 

A를 발견하였으며 지용성과 수용성 비타민을 분리하는데 기여

-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촉발되면서 1929년 네덜란드의 아이크만,

영국의 홉킨스 등 총 3명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

* 비타민 C, K, A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

영양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암을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정보가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

○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이며,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

임파구, 항체 등을 만들어 면역력을 높여줌



6

RDA 136호interr●bang

* 단백질 부족 시 남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어린이에게 많이 나타나는 ‘콰시

오커’ 결핍증이나 면역세포 수의 감소 등이 보고

○ 암환자 중 80%가 영양실조로, 나머지 20%가 종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대만 건강의료넷)

* 우리나라 노인의 단백질 섭취 부족이 35.8%로 나타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09, 국민건강영양조사)

□ 채소는 영양성분과 엽록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나 꼭 그렇지만도 않은 진실이 있음

○ 열에 의해 파괴되는 것은 일부 비타민C이며 무기질, 당류, 지방,

지용성비타민 등은 쉽게 파괴되지 않는 성분

* 채소에 많이 함유된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는 채소 조직에

결합되어 있다가 익히면 떨어져 나와 체내에서 쉽게 이용이 가능

○ 채소를 익히면 부피가 감소하여 생으로 먹는 것보다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유해 미생물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음

□ 계란 노른자가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희박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와도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혀짐

○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이외에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영양소(단백질, 비타민 B12, D, B2, 엽산 등)도 많음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고 진짜 힘이 세졌을까?

▷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게 된 것은 미국 어린이들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도록 하려는 시금치 회사의 홍보 때문

- 1870년 미국의 울프 박사가 시금치의 영양소 분석 과정에서
소수점 표기를 실수하여 실제보다 10배나 많은 철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보고된 것
* ‘식품성분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육류,
두류, 견과류, 자두 등이 대표적인 철분 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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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식품성분표의 활용

체계적인 영양관리의 시작

□ 19세기 후반 세계는 영양관리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깨닫고 체계적인 영양분석 및 관리 등을 시작

○ 영양관리의 기초가 되는 식품성분표의 효시는 1818년 프랑스로 

감자를 대신할 식품 후보 12종을 분석한 것이 최초

- 1879년 독일의 쾨니그(Josef König)가 30년간의 분석 자료를 모아

두 권 분량의 식품성분표를 만들었는데 출판물로서는 최초

- 미국은 1896년 에트워터(Atwater)와 우즈(Woods)에 의해 시작

되었으며 에트워터는 일일 칼로리 소모량에 대한 개념을 정립

○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출범 이후 EuroFIR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영양정책 및 자료조사는 가입국에서 조사하여 제공

○ 일본에서는 1950년 일본식품표준성분표를 발간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1970년 FAO 후원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최초로 발간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세계식품성분데이터기구를 창립하여 식품

성분데이터 생산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식품성분데이터기구(FAO/INFOODS)에는 북동아시아지역

기구(NEASIAFOODS) 등 11개 지역기구가 활동 중

- 북동아시아지역기구 회원국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등 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대표자격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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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 개념의 변화

□ 식품성분표에 기반한 국민영양관리는 자국의 사회적·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

○ 선진국 그룹에서는 과다한 지방섭취, 패스트푸드의 만연으로

인한 비만 등의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과다한 당류, 지방 섭취를 줄이고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아동

비만, 소외계층, 노인문제,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실마리

- 수록내용 자체도 변화하여 사람의 관심이 높아지는 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존 항목의 세분화, 삭제 등 국가의 식습관을 반

영하면서 계속 진화

* 트랜스지방, 콜린, 카페인 등이 추가되고 비타민 A, E 등의 항목이 세분화된

점이나 조섬유가 수용성 식이섬유 등으로 대체된 것이 좋은 사례

○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유엔식량농업

기구(FAO) 등에서는 각국의 영양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요오드를 강화한 소금 공급, 엽산 강화한 밀가루 공급 및 비타민  

D, 칼슘, 불소 등 미량영양소 공급 프로그램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

▷ 영양표시제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포장에 표시하는 것

- “영양성분 또는 영양정보”라고 적혀 있는 부분임. 표시

되는 영양소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당,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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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성분표란?

□ 국민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먹거리에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을

기록한 책자나 데이터베이스 

○ 우리 국민이 먹고 있는 식품의 원재료에서부터 조리가공식품,

유통식품까지 포함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결과를 수록 

-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영양성분 데이터를 분석하여 5년 주기로 발간

* 해양수산부(수산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유통가공식품) 분석데이터 제공

-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새로운 움직임에 따라 동일한 성분에 대한 

조항신설 및 영양분석결과가 추가되는 등 국제간 협력도 활발

□ 현재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서도 세계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 수급 계획 등에 식품성분표를 적극 활용

○ 식품성분표를 기준으로 에너지의 일일섭취량, 취약한 영양성분 

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

-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중요한

목표로 건강한 다음세대 육성계획에 식품성분표가 큰 역할

영양소 결핍도 기아?

▷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의 결핍도 기아로 보고 있으며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기아도 많음

- 잘 드러나지 않는 기아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 저하로 전염병에 취약해 지며
매년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사망자의 합보다 많음

- 전 세계 아이들 1/4이 비타민A 결핍으로 시각장애에 시달리고 아연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매년 80만 명이 사망하며 2천만 명의 아이들이 요오드부족으로
지적장애를 안고 태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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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식품성분표가 필요한가?

□ (공공)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국가 영양 정책에 필수적인 정보제공

으로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  

○ 농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공신력(公信力)이 확보된 정부기

관이 관리함으로써 식품 정보에 관한 신뢰를 구축

* 특정 식품회사가 실시하는 경우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큼

○ 이에 기초하여 국민의 영양 섭취상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중

보건과 관련된 영양 및 보건 정책 서비스에 활용

-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192개 지역의 1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

○ 학교급식, 보건소의 영양교육 및 컨설팅 등에 활용하여 한국형 

식생활 정립에 기여 

- 대사장애 등을 겪는 환자 또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식습관 자료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

* 식품소비 패턴을 올바른 영양섭취에 맞추어 바꿈으로서 장기적으로 농식

품 공급의 변화까지 유도(’14, Gillina Swan)

식품성분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비만의 사회적 비용’?!

▷ 근래 들어 우리나라도 채식 위주에서 고칼로리 식단으로 바뀌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12)이 3조 4천억 원에 이를 정도!

- 우리나라 남성의 하루 평균 열량 섭취(’10)는 2,370kcal 여성은 1,725kcal에 이르며,

’12년 비만인 성인 인구 비율이 32.5%(’13, 질병관리본부 )에 이름

- 비만인 사람들은 고혈압 등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인 보다 의료비를 36%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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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국가차원의 공신력 있는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데 활용 

○ 가공 제품을 개발할 때 고려하는 영양수준은 식품성분표의 영양

성분에 기초하여 결정(’05, Claire Williamson)

* 예를 들어 새로운 유가공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제품에 포함되는 ‘칼슘’,

‘리보플라빈’의 양은 우유의 영양성분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정 영양성분을 추가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격 프리미엄을 유도     

- 칼슘 성분이 더 배가된 고칼슘 우유, 섬유질(fibre) 성분이 높은 

과자 또는 시리얼, 엽산(folic acid)이 첨가된 빵 등이 출시

* 영국의 식품기준청(FSA)에서는 태아의 척추기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빵에

엽산을 첨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고(’14.2.16, mailonline)

- 영양성분표에 기초하여 무설탕 제품을 만들고, 나트륨이 적거나,

지방을 반(1/2)으로 줄인 제품을 출시   

○ 특정 원재료에 많이 함유된 성분을 이용하여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거나 의약용 소재로도 활용

- 과거 치즈의 부산물로만 취급받던 유청(whey)은 단백질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38억 달러 시장을 형성(‘09, 3A business consulting)

-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는 계란 노른자를 활용한 레시틴,

마늘의 알리신(alicin)을 이용한 혈행개선제 등도 개발   

고칼슘 우유 섬유질이 많은 시리얼유청 단백질 보충제 마늘 혈행 개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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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이용하기 쉬워지는 식품성분표

□ 최근 식품성분표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하여, 시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eHealth’라는 개념까지 출현(’07.8.3, EuroFIR)

○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식품의 영양 성분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모바일(mobile) 기기를 활용하는 것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 ‘BaToo(바코드 인식 툴 키트)’는 바코

드를 통해 알레르기 성분, 영양성분, 에너지 함량 등을 파악

* 우리나라 식품안전정보원은 ‘2014 국제식품소재기술전’에서 바코드와 유통

기한을 입력하면 식품의 원료와 성분을 알려주는 앱(App)을 제공

- 이외에 개인에 특화된 필요 영양소와 칼로리뿐만 아니라 하루의

필요 운동량을 계산하는 앱도 개발

* FatSecret의 칼로리 카운터, MyFitnessPal의 칼로리 관리, Jommi Online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등 다양한 앱이 출시

- ‘웨어러블 컴퓨터’를 이용해 사용자의 신체 상태를 즉각 파악하여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연구도 진행(’11.1, Mingui Sun)

우리나라에는 ‘평생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추어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앱을 개발

- ‘아기와 톡’은 임신·수유기 여성들이 꼭 보충해야 할 칼슘, 철, 엽산 등의 영양소는

물론 임신주기별로 건강한 식단을 제시하고 체중관리에 관한 정보도 제공

- ‘푸드 아바타’는 사용자 어린이와 꼭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기르게 하며, ‘로리의 건강한 밥상’과 ‘매일매일 건강게임’은 청장년용으로 제작

아기와 톡 푸드 아바타 로리의건강한밥상 매일매일 건강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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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미래의 주역들을 위해 학교급식을 어떻게 바꾸었나?!

▷ 콜라와 과자 등 정크푸드(junk food)가 학교를 점령하면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비만 문제가 떠오르게 되자 ‘Hungry for Sucess’라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진행

- 스코틀랜드 정부는 식품성분 분석 데이터에 기반하여 ’04년까지 초등학교의 급식,

’06년까지 중학교의 급식을 개선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감시

- 식재료의 공급업자들은 ‘Nut Meg’라는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식단표 및 영양 균형에 맞추어 학교에 납품

- 이후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으며,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도도 높아졌다고 평가(’08, HMIe)

○ 사용하는 장소에 특화하여 식품의 영양성분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례들도 등장하고 제품의 개발도 진행 중

-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 이용하는 계량 저울과 식품 영양성분이 

결합한 제품들이 출시되기 시작

* Salter와 Soehnle사의 저울은 1,450여 가지에 이르는 농산물의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정보와 추천 요리법까지 제공

- 마트에서는 바구니에 개인용 장보기 비서(PSA)라는 컴퓨터가

들어있어 구매한 농식품의 영양성분,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 EU에서는 이 기술을 단순히 고객이 장을 보는데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확장 중

- 스위스의 ‘유지의 스시바(Yooji’s Sushi Bar)’와 미국에 있는 레스

토랑(LTK)에서는 주문한 요리의 영양성분을 컴퓨터로 확인 가능

* 소비자가 외식을 하는 경우에도 영양이 풍부한 요리를 먹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한 결과

영양성분표시 저울 스마트 카트 미래형(영양표시)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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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수요가 많아지면서, 식품성분표와 관광업이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사례들도 출현(’08.6.30, EuroFIR)

○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 특정 지역을 찾을 때, 그 곳을 대표

하는 요리뿐만 아니라 역사, 영양정보 등이 제공

- 글루텐에 민감하거나 우유의 락토스(lactose)를 소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야 할 요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 임산부들에게 특히 좋은 엽산이 풍부한 건강식에 관한 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알려주는 서비스 등이 출현

* 독일의 루프트한자(LUFTHANSA)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방문하는 도시의

개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대표 요리에 대한 사항도 확인이 가능

○ 뿐만 아니라 호텔에서도 관광객이 숙박을 하면서 특별히 주문

하고 싶은 요리에 관한 영양정보를 제공 

□ 미래의 식품 성분과 관련한 빅 데이터(Big data)는 건강, 여행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으로 다양하게 적용 범위를 확장할 것 

○ 개인별 그 날의 건강상태에 맞춘 음식의 최적 조합을 결정하고,

그에 맞춘 의료 및 식습관에 대한 처방이 가능  

○ 음식점은 고객에게 정확히 맞는 메뉴를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원하는 음식을 더 맛있고 저렴하게 구매(’14.6.2, Economist)

* 푸드 지니어스(Food Genius)는 식품업계에 빅데이터를 판매하는 업체로

35만개 레스토랑의 메뉴와 이용고객의 성향 등에 대한 자료를 보유

빅 데이터(Big data)란 무엇인가?!

▷ 단순한 데이터의 크기가 아니라 데이터의 다양한 형식과 빠른 처리속도를 강조

하는 개념으로, 기존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데이터(’14, 한국정보화진흥원)

- 빅테이터의 유망산업으로는 식품과 연계되는 의료건강, 공공 분야 등으로, 맥킨지

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미국은 의료분야에서 연 3,000억 달러, 유럽은 공공

분야에서 연 2,500억 유로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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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에 기여하는 식품성분표

□ 기존 작물에 비해서 특정 영양 성분이 강화된 농산물을 육종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

○ 우리나라의 주식인 벼(쌀)의 경우, 단백질(아미노산), 아연, 철분 

등이 강화된 품종이 전통 육종방식을 통해 속속 개발 

- ‘거대배 찰벼’는 일반 벼에 비해 씨눈이 3배 이상 커서 생리활성

물질인 GABA를 많이 함유  

* GABA는 청소년기의 두뇌활성을 도와 학습능력에 도움을 주며, 외국에서는

고혈압 예방, 파킨슨병 치료와 치매예방을 위한 의약품으로도 이용

- ‘하이아미’는 일반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의 함량이 31% 더 높은

쌀이며, 폐암에 효과적인 메치오닌을 48% 더 많이 함유

- 이외에 ‘고아미 2호’는 지방을 감소시키는 아밀로스 함량을 높였

으며, ‘고아미 4호’는 아연은 80%, 철분은 70% 높인 기능성 쌀

○ 채소 중에서도 당뇨병에 효과적이거나 항암기능까지 보유한 품종

들이 출시되고 있는 중   

- 제일종묘농산에서 개발한 ‘당조 고추’는 혈당을 낮추거나 조절하는

기능성 물질인 AGI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

- ‘암탁쌈채’는 배추와 순무의 교잡으로 탄생하였으며,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는 베타카로틴이 48배가 강화된 기능성 채소 

한 알의 종자가 에티오피아를 살렸다?!

▷ 에티오피아의 임산부 중 75%는 아연(zinc)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린이

사망률의 약 50%는 단백질과 미량원소(비타민 A, 요오드, 아연 등)의 부족 때문

- 캐나다의 사스커치원 대학교(University of Saskatchewan)와 IDRC가 협력해 아연과

철분이 강화된 14 품종의 병아리콩(chickpea)을 도입

- 이 중 4개 품종이 생산성과 영양성분이 높아, 마을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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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국민보건과 식품안전은 선진국 진입의 열쇠

□ 식품성분분석표의 활용가치는 국내에서는 보건과 식품 안전, 국제

적으로는 국가인지도 제고의 효과가 높이 평가

○ 선진국은 국민보건측면과 복지측면에서의 식품정보 활용이 일반

화 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활용 면에서는 많이 미흡

* 이미 비만, 저소득층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기능성 및

유해성분 등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증가될 전망

식품성분분석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정책 개발이 중요

□ 식품성분분석은 연구에서도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하며 이를 바탕

으로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기대되어 충분한 투자가 필요

○ 연중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분야의 전문연구센터와 인력이 필요

- FAO에서는 생물 다양성과 관련하여 품종별 영양성분 분석 권장

하고 있어 앞으로 품종별, 재배방법별 등으로 세분화가 필요

○ 학교급식, 병원식단,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지원도 중요

□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구현을 

위한 식품성분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음 

○ 질병예방 관리 및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웨어러블 기기 등 ICT분야와의 협업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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