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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xiety over children’s eating habits has increased with the growing sales of low-cost and

un-hygienic foods at store around the school were performed. Thus, the necessity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has risen. Therefore, on February 19, 2008,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appropriate management for safety of children favorite food. In this study,

monitoring of food safety such as acid value, heavy metal, tar color, microorganism, artificial

sweetener, preservative, sodium and sugar which are sold in children’s favorite food at store around

the school were performed.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almost children’s favorite food

around school were suitable for specifications in standard of Korean Food Code. However, one of

the snacks was above the level of the KFDA Food Code standard for acid value. Even though,

almost children’s favorite food are thought to be safe for consumption. Consistent management for

children’s favorite foods are needed.

key words: Green Food Zone, Children’s favorite food, Safety, Food Code

요약문

학교 주변지역에서 비위생적이고 저가의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판매로 인하여 어

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

며 2008년 2월 19일 국회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이 의결․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어린이기호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학교 주변 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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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산가, 중금속, 타르색소, 미생물, 보존료, 인공감미료, 나트륨 및 당류와

같은 식품 안전성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 주변의 어린이기호식품은 대부분

한국 식품 공전의 규격에 적합하다고 나타났지만 과자류 중 한 건이 산가에 대한 식약처 식품 공전의 규

격에 부적합했다. 비록 대부분의 어린이기호식품이 섭취하기에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위한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

주제어: 그린푸드존, 어린이기호식품, 안전성, 식품공전

1. 서론

사회생활 구조의 조직화와 다양화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정규 학교수업 이후 방과 

후 활동이나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이 증가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하루의 상당 부분을 가정 

밖에서 보내게 되었고 어린이들의 생활양식이 변화하였다.1) 그에 따라 기존의 가정 중심 식생

활에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단체급식이나 편의점, 분식집 및 길거리에서 식사나 간식을 해결 하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2) 학교주변 소매상에서 판매,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가격

이 저렴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구입, 섭취 하고 있지만 어린이 기호식품들은 안전과 품질을 고

려하지 않은 값싼 저질 제품이 많고, 어린이가 식별하기에 어려운 표시 상태이거나 표시가 미

비하여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다.3) 식품의 안전성은 국민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의 위생과 식

품 첨가물의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비위생

적인 식품을 소량 섭취해도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고 식품의 제조, 가공 시에 법적 식품첨가

물 사용기준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생체 내 화학물질 대사체계가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다량, 장시간 노출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4,5) 또한 어린이는 식품의 선택 기준

이 성인과 매우 달라 편식할 경우 일부 식품첨가물의 일일허용섭취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6) 이에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2006년을 어린이 먹을거

리 안전의 해로 정하고, 200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먹을

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7) 2008년 3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법률 제

8943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2011년 5차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기호식품이란 「식

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

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학교 내의 매점이

나 주변의 문방구, 가게 등에서 판매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 주변 200m지

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였다.(그림 1) 이에 소비자위생감

시원을 위촉하여 지정된 구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영업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안

전관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8,9)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유형은 과자류 중 과자/캔

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

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음료류 중 과.채쥬스/과.채음료/탄산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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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음료/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햄버거, 피자이다. 어린이 식

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어묵 등의 분식도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

당한다.10)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목하였으며, 식약

청을 식약처로 격상시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4년 대장균 시

리얼 사건과 2015년 폐기물 계란 사용 등으로 불량식품 사건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였고, 어린

이 기호식품에 있어서는 그린푸드존 어린이 기호식품 309건에서 김밥 등 즉석편의식품에서는 

식중독 원인균인 대장균 1건, 황색포도상구균 2건이 검출되었으며, 유탕처리 과자류 제품 중 2

건이 산가 기준인 2.0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다는 보고와 수도권 30개 초등학교의 그린푸

드존에서 판매되는 100개 어린이 식품의 조사 결과 타르색소 등이 다량 함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7)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하여 산가, 중

금속,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나트륨 및 당류, 기타(이산화황, 이물)의 사용실태와 미생물의 위

해수준을 평가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

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지정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을 경우>

<여러 학교 주변 200m 범위가 중첩될 경우>

자료: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1. 학교주변 지역(A)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5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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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본 연구는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시.군.구 위생부서의 협조 하에 도내 

그린푸드존, 학원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 식품을 시료로 검사하

였다. 식품유형별로 과자 105건, 캔디류 124건, 껌류 4건, 빵류 35건, 초콜릿류 37건, 어육가공

품 4건, 유탕면류 7건, 시리얼류 3건, 액상차 3건, 음료류 53건, 즉석섭취식품 14건, 식품접객업

소 조리식품 15건, 당류가공품 1건으로 총 405건 수거하였고, 검사항목별로는 중금속 28건, 산

가 53건, 보존료 35건, 식중독균 101건, 인공감미료 7건, 타르색소 163건, 나트륨 20건, 당류 39

건, 기타(이물, 이산화황) 5건을 분석하였다.(표 1)

표 1. 그린푸드존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및 검사건수

식품유형

검사항목 및 검사건수

산가 중금속
타르
색소

미생물
인공
감미료

보존료 나트륨 당 이물 이산화황

과자 53 1 35 12 4

캔디류 14 103 1 8 6

껌류 4

빵류 35

초콜릿류 35 2

어육가공품 2 1 1

유탕면류 6 1

액상차 3

과채쥬스 2 13 13

탄산음료 1 3 16

발효음료 1 1

혼합음료 7 3 9 1 11

시리얼류 3

즉석섭취식품 14

접객조리식품 15

당류가공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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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방법

3.1. 산가

검체 5 ~ 10 g을 정밀히 달아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중성의 에탄올. 에테르 혼액

(1:2) 100 mL를 넣어 녹인다. 이를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엷은 홍색이 30초간 지속할 

때까지 0.1 N 에탄올성수산화칼륨용액으로 적정한다.(다만, 검체가 착색되어 있을 때는 지시약

은 1% 티몰프탈레인. 알코올이나 2% 알칼리블루-6B 알코올용액 또는 검체를 소량으로 하여 

상기 용제를 증량하여 시험하며, 감마오리자놀이 함유된 미강유 등은 2% 알칼리블루-6B를 사

용한다.

산가 = 5.611(a-b)f/S

S: 검체의 채취량(g)

a: 검체에 대한 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소비량(mL)

b: 공시험(에탄올,에테르혼액 (1:2) 100 mL에 대한 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소비량(mL)

f: 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역가.

3.2. 중금속

시료 일정량 (0.1 ~ 0.5 g에 한함. 수분함량이 높은 시료일 경우 1 ~ 2 g)을 Microwave

digestion system에 넣고 질산으로 처리하여 분해하고 메스플라스크 등에 옮겨 일정량(시료채

취량에 따라 달라짐)으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시험용액 및 공시험용액을 그대로 혹은 

희석한 다음 원자흡광광도계에 주입하여 흡광도를 구하고 따로 표준용액 및 이의 공시험용액

에 대해서도 각각 시험용액의 경우와 같은 조작을 해서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험용액이 농도를 

구한다.

3.3. 타르색소 

시료(2 〜 5 g)를 취하고 10배의 4% 메탄올성 암모니아 용액을 가한 후 균질화기

(homogenizer)로 1분간 균질화한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회수하고, 침전물에 4% 메탄올성 

암모니아 용액 15 mL을 첨가하여 흔들어준 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회수한다. 잔여 색소가 

침전물에 남아있는 경우 뜨거운 물 5 mL를 가한 후 잘 혼합한 다음 10 mL의 4% 메탄올성 암

모니아 용액을 가하고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회수한다. 색소가 잔존하지 않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회수한 색소 추출액을 감압 건조한다. 잔류물을 10 mM 아세트산암모늄 용액

을 가하여 잘 녹인 다음 최종 부피가 10 mL가 되도록 한 후 필요시 적당히 희석하여 이를 

0.45 μm 막 여과지(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표 2의 조건으로 분석하

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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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타르색소 표준물질 액체크로마토그램

3.4. 식품미생물

3.4.1. 일반세균수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로 균질화 하여 시

험용액을 제조하고, 시험용액 1 mL와 각 단계 희석액 1 mL를 세균수 건조필름배지에 접종한 

후  35 ~ 37℃에서 24 ~ 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붉은 집락수를 계산한다.

3.4.2. 대장균(Escherichia coli)

정성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로 균

질화 하여 시험용액을 제조하고 1 mL를 발효관은 넣은 EC Broth의 배지 3개씩 접종 한 후 

44.5±0.2℃에서 18 ~ 24시간 동안 배양 하여 가스발생 유무를 확인 한 후 가스가 발생한 경우 

EMB 배지 접종 후 (35 ~ 37℃, 24±2시간 배양) 전형적인 집락을 유당배지 및 보통한천 배지로 

각각 이식한다. 유당 배지에서 가스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통한천배지에서 배양된 집

락을 생화학 시험을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한다.

정량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로 균

질화 하여 시험용액을 제조하고 시험용액 1 mL와 각 단계 희석액 1 mL를 건조필름배지에 각 

2장씩 접종하여 35±1℃에서 24 ~ 48시간 배양하여 푸른 집락 중 주위에 기포를 형성한 집락수

를 계산한다.

3.4.3.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식품(검체) 125 g 또는 125 mL을 Buffered peptone water 1125 mL에 가하여 균질화 하여 

35 ~ 37℃에서 18 ~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1차 증균 배양액을 Rappaport-Vassiliadis 배지,

T.T. 배지 10 mL에 각각 0.1 mL를 접종하여 각각 42±0.5℃, 36±1℃에서 20 ~ 24시간 동안 배

양 한다. 2차 증균 배양액 Rappaport-Vassiliadis 배지, T.T. 배지에서 XLD, B.G. sulfa 한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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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접종한 후 35 ~ 37℃에서 20 ~ 24시간 배양 하고 XLD 배지의 경우 가운데가 검거나 혹

은 검지 않은 붉은 집락, B.G. sulfa 한천배지의 경우 붉은색 환이 있는 붉은색, 분홍색, 흰색 

집락을 5개 취하여 확인시험 한다.

3.4.4.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정성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취하여 225 mL의 10% NaCl을 첨가한 TSB 배지

에 가한 후 35 ~ 37℃에서 18 ~ 24시간 동안 증균 배양 한다. 증균 배양액을 Baird-park 한천

배지에 접종하여 35 ~ 37℃, 18 ~ 24시간, 증균 배양 한 후 불투명한 환이 있는 검정색 집락을 

보통한천배지에 옮겨 35 ~ 37℃에서 18 ~ 24시간 배양한 후 생화학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 한

다.

정량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로 균

질화하여 10배 단계 희석액을 만든다. 각 단계별 희석액들을 0.3 mL, 0.3 mL, 0.4 mL (총 1

mL) Baird-park 한천배지 3장에 각각 도말 한 다음 접종하여 35 ~ 37℃에서 48±3시간 동안 배

양한다.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의심되는 투명한 띠로 둘러싸인 광택이 있는 검정색집락을 집락 

계수 한다.

3.4.5.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로 고속 균질화 하

여 10배 단계 희석액을 만든 다음 각 단계별 희석액을 0.2 mL씩을 MYP 한천배지 5장에 각각 

도말하고 30℃에서 18 ~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바실러스 세레우스로 의심되는 혼탁한 환

(lecithinase)이 있는 분홍색 집락을 계수한다.

3.4.6.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정성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에 가하여 단계별 희석액을 만든 

다음 시험용액 1 mL를 Cooked Meat 배지의 아랫부분에 접종하여 35 ~ 37℃에서 18 ~ 24시

간 동안 혐기상태로 배양한다. 카나마이신을 200 μg/mL의 농도로 가한 난황첨가 TSC 한천배

지에 증균 배양액을 접종하여 35 ~ 37℃에서 18 ~ 24시간 동안 혐기상태로 배양하여 불투명한 

환을 가지는 황회색 집락을 확인한다.

정량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에 1

~ 2분간 저속으로 균질화 하고 10배 단계 희석액을 만든 다음 시험용액을 및 단계별 희석액 1

mL씩을 페트리디쉬 2장에 넣고 43 ~ 45℃로 유지한 난황 무첨가 한 TSC한천배지를 10 ~ 15

mL를 넣고 잘 섞어 굳힌 다음 동일 배지 10 mL를 더 넣고 중첩 시킨 다음 35 ~ 37℃에서 18

~ 24시간 동안 혐기상태로 배양한 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환이 

있는 검은색 집락을 확인 후 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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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공감미료

검체를 미리 균질화하거나 잘게 썰어 잘 섞은 후 약 2 ~ 5 g을 취하여 물 10 ~ 20 mL를 

가한 다음 10 ~ 20분간 흔들어 완전히 용해시키거나 10분간 초음파 추출한다. 이 액에 물을 

가해 50 mL로 하고 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한 다음 0.45 μm 막 여

과지(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표 2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그림 3)

그림 3. 인공감미료 3종 표준물질 액체크로마토그램

3.6 보존료

검체 30 ～ 100 g을 비이커에 취하여 10% 수산화나트륨용액 또는 10% 염산으로 중화하고 

이를 500 mL ～ 1 L의 플라스크에 옮기고 이에 15% 주석산용액 10 mL, 염화나트륨 약 80 g

및 실리콘수지 한 방울을 가한 후, 적정량의 물을 추가한다. 이를 수증기 자동증류기에 연결하

고 증류액을 받는 수기 끝을 1% 수산화나트륨용액 20 mL에 잠기도록 하여 증류하고 증류액은 

매분 10 mL의 속도로 하여 500 mL를 취한다. 수증기 증류한 증류액 일정량(각 보존료 5 ～

10 mg 함유량)을 분액깔때기에 넣고 염화나트륨 10 g, 10% 염산 5 mL를 가하여 에테르 40,

30 및 30 mL씩으로 3회 추출한다. 에테르추출액을 합하여 소량의 물로 씻고 에테르층을 분취

한다. 무수황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쿠데르나-다니쉬(Kuderna-Danish) 농축기 

또는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잔류물에 내부표준물질이 1 mL 중에 1.0 mg을 함유되

도록 첨가하고 아세톤으로 일정량으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표 2, 3의 조건으로 분석하였

다.(그림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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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존료 표준물질 5종 액체크로마토그램

그림 5. 보존료 표준물질(프로피온산) 기체크로마토그램

3.7. 나트륨  

검체 일정량(0.1 ~ 0.5 g) 시료 일정량 (0.1 ～ 0.5 g에 한함. 수분함량이 높은 시료의 경우 1

～ 2 g)을 Microwave digestion system에 넣고 질산 등으로 처리하여 분해하고 메스플라스크 

등에 옮겨 일정량(시료채취량에 따라 달라짐)으로 하여 조제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시험용

액 및 공시험용액을 그대로, 혹은 희석 또는 농축한 다음 원자흡광광도계에 주입하여 흡광도를 

구하고 따로 표준용액 및 이의 공시험용액에 대해서도 각각 시험용액의 경우와 같은 조작을 

해서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험용액의 농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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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당

시료 전처리는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의 탄수화물 기기분석법에 의한 당류의 정성 및 정

량으로 하였다. 시료 중 지방 제거는 시료를 균질화한 후, 50 mL 원심 분리관에 균질화 된 검

체 5 g을 정밀하게 달아 넣고 25 mL 석유에테르로 분산시켰다, 이를 200 rpm에서 약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고형분이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석유에테르를 제거하였다. 이를 반복하고 

질소를 이용하여 석유에테르를 완전히 증발시켰다. 이때 지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시료의 경

우시료 중 지방 제거과정을 생략하였다. 지방이 제거된 시료에 증류수 25 mL 혹은 50% 에탄

올 용액을 가하여 무게를 확인한다. 이를 85℃ 수조에서 25분간 가온하여 당류를 추출하고 실

온으로 냉각하여 최초 기록한 추출용매의 무게가 될 수 있도록 추출용매를 첨가한다. 이를 

0.45 μm의 나일론 막 여과지(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표 2의 조건

으로 분석하였다.(그림 6)

그림 6. 당류 표준물질 액체크로마토그램

3.9. 기타

3.9.1. 이물

검체에 클로로포름(또는 사염화탄소, 에테르 또는 메탄올 등을 가하여 그 비중을 1.49로 한 

것)을 가하여 저어 섞어 이물을 용기의 밑으로 가라앉힌 뒤 바닥의 이물이 떠오르지 않게 조심

하여 상층액을 기울여 버리고 바닥에는 클로로포름 소량과 이물만 남게 하고 이를 흡인 여과

하여 여과지상에 이물 여부를 분석하였다. 현미경검사가 필요한 경우 글리세린 알코올 혼합액

(1：1)을 넣은 페트리접시에 여과지를 옮겨 잘 적신 후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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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이산화황

잘게 썰은 검체 1 ～ 2 g에 물 10 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25% 인산 5 mL를 가하여 곧 

요오드산칼륨전분지를 달아 맨 코르크마개를 막는다. 요오드산칼륨전분지는 미리 하단 1 cm를 

물에 적시고 검액에서 약 1 cm에 오게 한다. 10분 이내에 그 시험지가 남색으로 변하지 않을 

때는(보통 시험지의 젖은 부분과의 경계면이 최초로 남색으로 변한다) 조금 마개를 늦추고 수

욕 상에서 가온하여 다시 10분 이내에 남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재차 마개를 막아 식힌다. 이 

때 30분 이내에 시험지가 남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는 불검출로 한

다.

표 2.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당, 보존료(프로피온산을 제외한 5종)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조건

분석
조건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당
보존료

(프로피온산을 
제외한 5종)

기기

Agilent 1260 series
HPL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clala, CA,
USA)

Agilent 1260 series
HPL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clala, CA,

USA)

Agilent 1260 series
HPL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clala, CA,

USA)

Agilent 1260 series HPL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clala, CA, USA)

컬럼
Nova-Pak C18

(4.6 × 250 mm,
5 μm)

Nova-Pak C18
(4.6 × 250 mm, 5 μm)

μ-Bondapak
Carbohydrate

(4 × 300 mm, 5 μm)

Capcell pak MF-C8
(4.6 × 150 mm, 4.5 μm)

검출기 DAD DAD ELSD DAD

이동상
(Gradient
program)

A: MeOH
B: TBA-OH

A: 10 mM ammonium
acetate sol

B: Acetonitrile

A: D.W.
B: Acetonitrile

A: 0.1% TBA-OH
B: Acetonitrile

시간 
(min)

A% B%
시간 
(min)

A% B%
시간 
(min)

A% B%
시간 
(min)

A% B%

0 20 80

00:00 95 5

0 22 78

00:00 75 25
00:01 95 5 02:50 75 25
20:00 50 50

07:00 65 3520:10 30 70

15 20 80 30 22 78
24:00 30 70 12:00 60 40
24:10 95 5

15:00 70 3030:00 95 5

검출파장 210 nm

Yellow-4: 420 nm
Yellow-5, Red-2, Red-3,

Red-40, Red-102
: 520 nm,

Blue-1, Blue-2, Green-3
: 620 nm

- 217 nm

유속 1.0 mL/min 1.0 mL/min 1.0 mL/min 1.0 mL/min

주입량 10 ㎕ 1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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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존료(프로피온산)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조건

4. 결과 및 고찰

4.1. 산가

식용 유지를 사용하는 튀김식품은 고온의 열을 이용하는 음식으로서 품질유지가 어려운 점

이 있어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고 튀김유의 변질은 주로 산화에 의한 산패가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데 튀기는 시간, 온도, 산소와의 접촉, 수분 및 각종 첨가제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

에 기인하고 이는 가열산화 과정을 거치는 자동산화 메커니즘에 의해 급속한 진행을 이루어 

가며 산화된 유지는 변색, 이취, 독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13) 이러한 유지의 산패 정도는 산

가를 측정함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 산가 측정에 쓰인 총 시료 수는 53건이며 모두 유탕 또는 

유처리 된 과자류를 분석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0.1 ~ 3.3까지 다양한 검출 범위

를 나타내었는데, 총 53건 중 52건이 적합이었고 1건의 경우 3.3으로 기준규격인 2.0을 초과하

여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과자류의 산가가 높은 것은 튀긴 후 유통과정에서 기름

이 산화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통기간이 오래된 제품은 피해야 하며, 부적합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부적합 제품은 위해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지침’에 

따라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기준에 적합하지만 

산가가 1.6이상으로 기준규격인 2.0에 거의 근접한 제품도 3건이나 나타나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기
Agilent 19091J-413 G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clala, CA, USA)

컬럼 HP-5 (30 m × 0.32 mm × 0.25 um)

검출기 FID

주입부 온도 230℃

검출기 온도 250℃

칼럼오븐 온도 90℃/6분 → 230℃/2분

운반기체 및 유량 질소 0.5 mL/min (spli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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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산가 분석 결과 (A), (B)

표 4. 과자류에서 산가 분석 결과

4.2. 중금속 

중금속이란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납(Pb) 등과 같이 극히 미량일지라도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금속 성분들을 말하며 식품 등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오염성 유

해금속(Environmental toxic metal)을 일컫는다.12) 특히 납, 카드뮴은 식품 중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생체 조직과 강한 결합을 하여 생체 내에서 축적되어 천천히 제거되

는 유해 금속으로13) 국외의 경우 1972년부터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위원회

에서 납, 카드뮴을 식품오염물질로 제기하였으며, 1972년부터는 세계 각국의 식품에 함유된 중

금속 등 오염물질의 함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 평가하고 식품 내 오염물질의 국제적 표준작업

식품유형 기준규격 결과 적합 부적합

과자류 (유처리 또는 유탕) 2.0이하 0.1 ~ 3.3 52건 1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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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Codex 식품 규격 위원회에 제보를 제공하고 있다.14) 중금속 분석에 쓰인 시료 수는 

총 28건이며 식품유형별로 캔디류 14건, 액상차 3건, 음료류 9건, 기타 2건을 분석하였다.(표 5)

납의 검출량은 캔디류에서 0.0 ~ 0.2 mg/kg로 제일 높게 검출되었지만, 기준인 1.0 mg/kg을 

만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음료와 탄산음료는 0.0 ~ 0.1 mg/kg의 검출범위를 보

여 기준 규격인 0.3 mg/kg을 초과하진 않았고 이 외의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미량이거나 

대부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액상차와 과채 음료, 과채 주스 5건에 한하여 카드뮴을 분석한 결

과 기준규격은 0.1 mg/kg으로 동일하였고 모두 검출되지 않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캔디

류나 음료류 등에서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의 문제는 없었으나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표용적이 크고 호흡량이 많아 체중 당 음료나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며, 세포가 

성장 중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고 중금속의 흡수, 배설, 대사과정에서 성인에 비해 유해물

질에 대한 위해성이 크다고 알려져15)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표 5. 식품유형별 중금속 분석 결과                                       (단위: mg/kg)

4.3. 타르색소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이 공포된 1962년에 19종의 타르색소가 허용되었으나 과자 제조 

시 등색 제1호의 과용으로 발생한 어린이 집단 식중독사건을 계기로 허용 타르계 색소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적색 제1호가 간 독성을 유발시키며, 녹색 제1호, 녹색 제2호,

자색 제1호는 장기간 섭취 시 만성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

져 12종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적색 제40호가 추가되어 8종의 타르색소와 6종의 알루미늄레이

크가 허가되었으나, 2000년에는 적색 제 102호가 추가되어 9종의 타르색소(녹색 제3호, 청색 제

1호, 청색 제2호,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 40호, 적색 제 102호, 황색 제4호, 황색 제5

호) 및 알루미늄레이크(적색 제3호, 적색 제 102호 제외)가 허용되었다.16) 본 연구에서는 과자

류 1건, 캔디류 103건, 츄잉껌 4건, 초콜릿류 36건, 유탕면류 6건, 탄산음료 3건, 혼합음료 3건,

조리식품 5건, 어육가공품 2건을 수거하여 타르색소를 분석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식품유형
검사
건수

납 카드뮴 중금속

기준규격 결과 기준규격 결과 기준규격 결과

캔디류 14건 1.0이하 0.0 ~ 0.2

액상차 3건 0.3이하 0.0 0.1이하 0.0

탄산음료,
혼합음료

7건 0.3이하 0.0 ~ 0.1

과채음료,
과채주스

2건 0.05이하 0.00 0.1이하 0.0

기타 2건 0.3이하 0.1 10이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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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농도는 제품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황색 제4호: 0.0 ~ 0.18 g/kg, 청색 제2호: 0.0 ~

0.1 g/kg, 황색 제5호: 0.0 ~ 0.15 g/kg, 청색 제1호: 0.0 ~ 0.01 g/kg, 적색 제3호: 0.0 ~ 0.01

g/kg으로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검출되면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 제2호, 적색 102

호 및 녹색 제3호는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 품목별로 캔디류에서 17건, 초콜릿류에서 15건이 

검출되었고, 나머지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색소별로는 적색 제40호, 황색 제4호, 청색 제2호 순

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색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아직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 선호식품에 색소 사용량이 많고 

섭취량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무분별한 타르색소 사용을 정량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식품유형별 타르색소 분석결과                                        (단위: g/kg)

4.4. 식품미생물

식품 중의 일반세균수는 그 식품의 신선도를 판별하거나 또는 제조·가공공정 전반에서의 위

식품
유형
(기준
규격)

검사
건수

타르색소

녹색
3호

적색
2호

적색
3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청색
1호

청색
2호

황색
4호

황색
5호

과자류 1건
-

(0.1이하)
-

(불검출)
-

(0.3이하)
-

(0.3이하)
-

(불검출)
-

(0.2이하)
-

(0.2이하)
-

(0.2이하)
-

(0.2이하)

캔디류 103건
-

(0.4이하)
-

(불검출)
-

(0.3이하)
0.00 ~ 0.15

(0.3이하)
-

(불검출)
0.00 ~ 0.01

(0.3이하)
0.00 ~ 0.10

(0.3이하)
0.00 ~ 0.18

(0.3이하)
0.00 ~ 0.02

(0.3이하)

껌류 4건
-

(불검출)
-

(불검출)
-

(0.05이하)
-

(0.3이하)
-

(0.3이하)
-

(0.3이하)
-

(0.3이하)
-

(0.3이하)
-

(0.3이하)

초콜릿류 36건
-

(0.6이하)
-

(불검출)
0.00 ~ 0.01

(0.3이하)
0.00 ~ 0.09

(0.3이하)
-

(불검출)
0.00 ~ 0.01

(0.1이하)
0.00 ~ 0.04
(0.45이하)

0.00 ~ 0.02
(0.4이하)

0.00 ~ 0.15
(0.4이하)

유탕면류 6건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음료류
(과.채/
탄산)

6건
-

(0.1이하)
-

(불검출)
-

(0.3이하)
-

(0.3이하)
-

(불검출)
-

(0.1이하)

-
(0.1이하,
탄산제외)

-
(0.1이하)

-
(0.1이하)

어육
가공품

2건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접객
조리식품

5건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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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인 취급 여부 특히 식품 취급 기구·기계의 청결 유지, 식품의 저온보존의 가부 등을 판별

할 경우에 검사한다.17) 국내의 경우 주요 식중독 원인균을 살펴보면 2016년도 세균성 식중독 1

위 원인균은 pathogenic E. coli 였으며 C. perfringens, Salmonella spp. B. cereus, S. aureus등도 

식중독 원인균으로 조사된 바 있다.18)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작위

로 선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담당과 합동으로 학교 구내매점에서 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과

자류 35건, 캔디류 1건, 초콜릿류 2건, 과.채음료 11건, 탄산음료 15건, 혼합음료 9건, 시리얼 3

건, 접객조리식품 10건, 즉석섭취식품 14건, 어육가공품 1건 총 101건을 수거하였다. 이에 대하

여 일반세균, 대장균군과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

움 퍼프린젠스 7개 항목에 대하여 실험하였고, 그 결과는 표 7(A, B)과 같다. 일반세균수가 과

자류의 경우 0 ~ 15,000 cfu/g, 초콜릿의 경우 0 ~ 6,100 cfu/g으로 검출되었지만 (기준규격:

n=5, c=2, m=10,000, M=50,000)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수준은 아니었다. 나머지 대장

균과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은 음성으로 나왔고 대장균과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

움 퍼프린젠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식사대용으로 어린이들이 간편히 

즐겨먹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 주변의 

식품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주요 소비대상으로 하는 만큼 식중독 유발 한계 허용수치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은 수의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저감화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식품유형별 미생물 검사 결과(A) (단위: cfu/g)

식품
유형

검사
건수

일반세균 대장균군

기준규격 결과 기준규격 결과

과자 35건
n=5, c=2, m=10,000,

M=50,000
0 ~ 15,000 - -

캔디류 1건
n=5, c=2, m=10,000,

M=50,000
0 ~ 5 - -

초콜릿 2건
n=5, c=2, m=10,000,

M=50,000
0 ~ 6,100 - -

과.채
음료

11건 - - 음성 음성

탄산음료 15건 - - 음성 음성

혼합음료 9건 - - 음성 음성

시리얼 3건 - - 음성 음성

어육 
가공품

1건 - -
n=5, c=1, m=0,

M=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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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식품유형별 미생물 검사 결과(B) (단위: cfu/g)

4.5. 인공감미료

인공감미료는 다양한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에서 설탕을 대신해 감미를 주는 재료로서 사

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감미료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에서 정하는 일일섭취허용량(ADI)

을 기초로 인공감미료의 종류와 첨가량을 관리하고 있다.19)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용된 인공

감미료는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자일리톨 등이 있으며20) 본 연구

에서는 7건의 캔디류에서 3종의 인공감미료(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을 분석하였

다. 캔디류에서 사카린나트륨과 아세설팜칼륨은 0.1 g/kg, 1.0 g/kg으로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

고 아스파탐은 현재 첨가물 기준규격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3종

의 인공감미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Lee등의 연구21)에 의하면 92개 

어린이 기호식품 중 캔디류의 아스파탐의 평균은 197.09 mg/kg으로 나타났고 ADI를 초과하는

데 필요한 하루 평균 제품 수는 477.07개로 위해성이 낮고 전반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의 인공감

미료 위해수준도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인공감미료가 들어가는 식품은 어린이 선호도가 

높아 인공감미료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어린이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어린이 대상 식

품에서 인공감미료 사용기준 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캔디류 인공감미료 3종 분석 결과                                     (단위: g/kg)

식품
유형

검사
건수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기준규격 결과 기준규격 결과 기준규격 결과

캔디류 7건 1.0 불검출 0.1 불검출 제한 없음 불검출

식품
유형

검사
건수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살모넬라

기준
규격

결과
기준
규격

결과
기준
규격

결과
기준
규격

결과
기준
규격

결과

즉석
섭취
식품

14건 정성 음성
1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불검출
100
이하

불검출 - -

접객
조리
식품

10건
10
이하

불검출 음성 음성
10,000
이하

불검출
100
이하

불검출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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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보존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로 13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식품마다 사용량이 제한되어 식품유형별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식품의 제조·가공

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는 식품첨가물공전의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안식

향산, 소브산, 프로피온산 같은 일부 보존료의 경우 식품 제조·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식품원

료에 천연적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발효과정 중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

도 전주시와 군산시 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담당과 합

동으로 학교 구내매점에서 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빵 35건을 수거하여 프로피온산, 소브산,

안식향산, 데히드록시초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6개 항목에 대하여 검

사하였다. 빵류의 보존료 허용기준은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이 2.5

g/kg이하이고, 팥 등의 앙금류가 들어간 것은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의 사용을 1.0

g/kg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35건 모두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는 미생물에 작용하

여 보존효과를 나타내지만 독성이 있으므로 정량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한 후

에는 반드시 표시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표 9. 빵류의 보존료 6종 분석 결과

4.7. 나트륨

어린이(7 ~ 12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목표섭취량보다 2배 이상 높은 양상을 보이고 어

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이나 가공식품을 학교 내 매점 또는 주변 문구점에서 주로 구입한

다는 것을 Jo등(2009)의 연구23)에서 확인한 바 본 연구에서는 전북 학교 인근에서 판매되고 있

는 가공식품 20건을 수거하여 나트륨 함유량 현황을 알아보았다.(표 10）식품유형별로는 유탕

면류가 100 g 당 1,044 mg로 가장 많은 나트륨 검출되었는데, 이는  WHO 및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목표 섭취량 기준치인 2,000 mg의 절반 이상의 수치로 조사되어 과다섭취로 인한 건

강상의 위험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자류는 평균 

나트륨 함량이 100 g 당 621.6 mg(유처리), 417.7 mg(유탕처리)으로 검출되었고, 제품 별 나트

륨 함량 차이의 폭이 100 g 당 최대 900.1 mg, 최소 140.5 mg으로 가장 넓은 검출 범위를 나

타내었다.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대중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영양지식 및 정보가 부족

하여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는 과자류나 사탕, 음료수를 선호한다고 Lee(2012)의 연구결과1)에 

보고 된 바 과자류는 다른 제품군에 비해 섭취빈도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 주의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혼합음료와 캔디류에서는 평균 나트륨 함량이 134.7 mg/100 mL, 39.6

mg/100 g으로 다른 식품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에 반해 

식품
유형

검사
건수

기준
규격

프로피온산 소브산
안식
향산

데히드록시
초산

파라옥시
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
안식향산에틸

빵류 35건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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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함량이 높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섭취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청소년이 짠 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나트륨 양을 저감화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 및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나트륨 사용 억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8)

표 10. 식품유형별 나트륨 검사건수 및 함량                             (단위: mg/100 g)

식품유형 검사건수 나트륨 검출범위 나트륨 평균함량

과자(유처리) 4건 342.6 ~ 900.1 621.6

과자(유탕처리) 8건 140.5 ~ 822.7 417.7

유탕면류 1건 1044.0 1044.0

캔디류 6건 7.5 ~ 62.8 39.6

혼합음료 1건 134.7 134.7

그림 8. 식품유형별 나트륨 함량

4.8. 당류

어린이 당류 섭취량은 WHO 섭취기준(1일 열량의 10% 미만 섭취)을 초과하고 있으며 총 당

류 섭취량이 6 ~ 11세의 경우 (‘10) 66.6 g → (’12) 69.6 g, 12 ~ 18세의 경우 (‘10) 76.5 g →

(’12) 80.0 g으로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과잉 섭취가 우려되는 실정이다.24) 과도한 당류 

섭취는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비만, 당뇨병, 치아질환,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기되면서,25) 본 연구에서는 식품유형별로 39건을 

수거하여 당류(Glucose, Fructose, Sucrose, Lactose, Maltose) 함유량을 조사하였다.(표 11) 식품 

유형별로 탄산음료(무가당제품 제외) 100 mL 당 평균 11.7 g로 가장 많은 당을 함유한다고 나

타났고 뒤이어 탄산음료(무가당제품 포함)(10.2%), 유음료(9.1%), 과.채음료(8.3%), 혼합음료

(6.1%) 순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탄산음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대

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당 함량을 모니터링 한 분석결과인 9.1 g/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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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보다 조금 더 많이 검출되었고,26)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당류를 총 열

량의 10% 미만으로 권장 섭취하라는 세계보건기구(WHO/FAO)의 기준치를 이미 넘어서 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제품에서도 음료 1 ~ 2개의 섭취만으로 1일 당류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가당제품은 아무런 당도 검출되지 않지만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 등 인

공감미료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과채음료는 어린이들에게 부족한 채소 섭취를 채워

주기 식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소비를 촉구하여 권장하고 있지만 과채주스류 역시 평균 

당 함유량이 탄산음료와 거의 유사하게 검출되면서 오히려 당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

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제품 선택 및 섭취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어 진다. 당류 

평균 조성비는 Fructose와 Glucose의 경우 2%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Lactose와 Maltose는 

유음료에서만 (2 ~ 3 g/100 mL) 검출되었고 나머지 식품유형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9)

하지만 Sucrose는 모든 제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함량 또한 많게는 7.8% 까지 들어

있는 것을 확인 한 바 설탕 대용의 안전한 대체 감미료 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표 11. 식품유형별 당류 검사건수 및 함량                              (단위: g/100 mL)

그림 9. 식품유형별 당류 조성비(%)

식품유형 검사건수 당 검출범위 당 평균함량

혼합음료 11건 3.9 ~ 12.6 6.1

유음료 1건 9.1 9.1

탄산음료
(무가당제외) 14건 3.3 ~ 18.6 11.7

(무가당포함) 16건 0.0 ~ 18.6 10.2

과.채음료 11건 5.3 ~ 13.8 8.3

과채음료

탄산음료(무가당제품 포함)

탄산음료(무가당제품 제외)

유음료

혼합음료

당 함량(%)

Fructose Glucose Sucrose Lactose+Malt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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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기타

2008년 과자에서 타버린 옥수수잔해가 발견되었고 비스켓과 스넥 등의 과자류 350건에서 딱

정벌레가 발견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식품의 위해성 등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

아져 식약처는 소비자기본법 제45조와 식품위생법 제 56조를 근거로 2008년부터 ‘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27) 이산화황은 식품을 제조할 때 색을 하얗게 만들거나,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고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약처 보고에 의하면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산화황을 섭취하고 있으며, 과자류 41건 

중 7건에서 평균 9.3 mg/kg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조사가 있었다.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5건의 

과자류에 대하여 4건의 이물검사와 1건의 이산화황 분석을 하였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물이나 오염물질 등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이미 체내에서 소화나 배설이 되

었거나 부패되어 버리는 음식물의 특성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

리 사전에 식품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5. 결론

학교주변은 소규모 판매점이 밀집되어 있으며 소규모 조리식품 판매점 등의 위생관리가 허

술하여 식중독 발생과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유해 첨가물 함유 

식품 등의 다양한 판매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15개 시·군·구 그린푸드존 내의 

어린이 기호 식품을 수거하고 산가, 중금속, 타르색소, 미생물, 인공감미료, 보존료, 나트륨, 당

류 및 기타(이물, 이산화황)의 함량을 분석하여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린푸드

존 위생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산가는 총 53건 중 1건이 3.3으로 기준규격인 2.0을 초과하여 부적합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자류의 산가가 높은 것은 튀긴 후 유

통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통기간이 오래된 제품은 피해야 하며,

부적합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지도 감

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8건에 대하여 중금속으로 납과 카드뮴을 분석하였다. 납의 경우 캔디류에서 최대 0.2

mg/kg이 검출되었지만, 적용기준인 1.0 mg/kg을 초과하지 않았고 나머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미량이거나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다. 액상차와 과채음료, 주스는 카드뮴의 기준규격이 

0.1 mg/kg으로 동일하였고 모두 검출되지 않아 적합하였다. 조사된 식품에서의 부적합은 없어 

안전하였으나, 중금속은 위해성이 커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총 163건의 타르색소 조사 결과 캔디류에서 17건, 초콜릿가공품에서 15건이 검출되었고 

나머지는 불검출이었다. 검출 농도는 제품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황색 제4호: 0.0 ~ 0.18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보

- 96 -

g/kg, 청색 제2호: 0.0 ~ 0.1 g/kg, 황색 제5호: 0.0 ~ 0.15 g/kg, 청색 제1호: 0.0 ~ 0.01

g/kg, 적색 제3호: 0.0 ~ 0.01 g/kg으로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검출되면서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적색 제2호, 적색 102호 및 녹색 제3호는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

르색소 사용을 정량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4) 식품미생물의 경우 식품유형별 총 101건에 대하여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황색포

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7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모

두 음성 또는 불검출이었다. 과자류의 경우 일반세균수가 15,000 cfu/g(기준: 50,000)으로 검출

되었지만 기준 이하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학교 주변의 즉석편

의식품점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어린이들 입맛의 충족을 위해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그린

푸드존 내의 식품안전성확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조사 대상 캔디류 7건 모두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3종의 인공감미료가 

검출되지 않아 식품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파탐의 경우 어린이들이 즐

겨먹는 과자류나 음료류에 사용제한이 없고 감미료 중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기 때문에 품목을 확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인공감미료가 들어가는 식품

은 어린이 선호도가 높아 인공감미료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어린이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어린이 대상 식품에서 인공감미료 사용기준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6) 35건의 빵류에서 보존료 6종(프로피온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데히드록시초산, 파라옥시안

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을 검사하였고 모두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는 

미생물에 작용하여 보존효과를 나타내지만 독성이 있으므로 정량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표시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7) 나트륨 조사 대상 20건의 시료 중 식품유형별 평균 나트륨 함량은 100 g 당 유탕면류

(1,044 mg), 과자류(유처리, 621.6 mg), 과자류(유탕처리, 417.7 mg), 혼합음료(134.7 mg), 캔디

류(39.6 mg) 순으로 검출량을 보였다. 유탕면류의 경우 WHO 및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목표 

섭취량 기준치인 2,000 mg와 비교할 때 절반 이상의 수치로 조사되어 어린청소년이 짠 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나트륨 양을 저감화하기 위한 학교급식 및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나트륨 사

용 억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당류조사 대상 39건의 시료 중 당류함유량은 탄산음료(무가당제품제외, 11.7%), 탄산음료

(무가당제품포함, 10.2%), 유음료(9.1%), 과채음료(8.3%), 혼합음료(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린

푸드존 내의 유통 식품들은 1회 분량만으로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적정량(3 ~ 5세 35 g, 6 ~ 8세 남 43 g 여 37.5 g)의 1/4 이상을 섭취하게 되어 당류 함

유량 저감화가 시급하다. 또한 탄산음료에서 설탕의 사용량이 7.8%로 다른 당류보다 2배 이상

이 사용되었고, 다른 제품에서도 설탕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설탕 대용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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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대체 감미료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먹거리를 제공

하고 그린푸드존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행정기관, 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공유하여 식품

안전 및 식중독 예방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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