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식약처장 “환경변화 유념”  밝혀
이의경 식약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식품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식약처도 온라인 건

강 안심 프로젝트 시행•수입식품 전자

증명시스템 구축•식품안전인증제도 

전면개편 등 환경변화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처장은 “앞으로도 사회구조

와 과학기술의 변화가 국민에게 위기

가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의 굳건한 발판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

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국민이 안심

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모두의 뜻

을 모아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품산업 유공자 포상 진행
개막식에서 식품산업 발전에 공헌

한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노바케이

메드 권석형 대표가 산업훈장을 수상

했으며 경희대학교 김해영 교수와 한

림대학교 강일준 교수가 근정포장, GS

리테일 허연수 대표와 CJ제일제당 김

민규 품질안전센터장, 서울시 보건환

경연구원 오영희 부장, 광주광역시 보

건환경연구원 서계원 부장,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변대근 본부

장, 대한상공회의소 양옥화 과장, 샘

표식품 구원회 식품안전연구센터장, 

씨제이프레시웨이 이선민 식품안전센

터장, 농촌진흥청 이경원 농업사무관, 

건국대학교 서건호 교수가 국무총리상

을 수상하는 등 유공자 148명이 표창을 

받았다.

식품안전 교육•체험 다양하게 마련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이 꼭 알아야 할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과 체험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돼 의미

를 더했다.

식품안전체험관, 식품안전 홍보존, 

식품안전 정보존, 식품안전 주제관, 

건강 식생활존, 브랜드 홍보존, 식품

산업발전 50년 기록 전시관 등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관심

을 끌었다.

스마트해썹 체험관 관심 집중
특히 광화문 광장에 2층으로 세

워진 부스에서는 스마트해썹(Smart 

HACCP)을 알리고, 어떻게 스마트 해

썹이 진행되는지를 한눈에 알기 쉽게 

도식화 한 스마트해썹 체험관이 마련

돼 주목을 받았다.

스마트해썹은 수기로 관리되고 있

던 기존의 해썹 시설을 자동으로 구축,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박은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책

임심사관은 “스마트해썹의 장점은 자

동으로 각 업체를 모니터링 해주기 때

문에 실시간으로 관리 할 수 있고, 언

제든지 이력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데이터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이 자동으

로 입력되기에 위•변조를 사전에 방지

하고 전송, 관리할 수 있는 점이 강점”

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

증심사본부 심사원은 “39억원의 예산

을 들여 42개의 첨단장비로 식품제조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 체계

화 된 스마트해썹을 통해 소규모의 업

체까지 꼼꼼하고 간편하게 인증, 관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식품안전 프로그램 큰 호응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에서는 어린

이들에게 식품에 대한 안전을 교육하

고 바른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덜 달고•덜 짜고•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한 ‘단맛짠맛 미각테스

트’ 부스에서는 각 음식별로 나트륨 함

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생활에서 우리

가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를 체험을 

통해 일깨워주는 이벤트도 주목을 받

았다. 

‘건강체험’ 부스에서는 참가자의 혈

압•혈당을 체크 해주고 BMI 측정 및 영

양상담을 진행해 노인층으로부터 환영

을 받았다.

매년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운영
한편, 식약처는 건강한 식품을 제

조•유통•소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부터 매년 5월14일을 ‘식품안전의 날’

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글•사진=김범규 기자>

‘보고 느끼고’…식품안전 교육•체험 큰 의미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자동화 시스템 ‘스마트해썹’ 주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

된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

했다.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10일 오전 서울시 광

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식품안전의 날’을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식품안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인 인지도 확산

을 위해 열렸다.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이 10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됐다. 이의경 식약

처장이 개회사를 통해 식품안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이 식품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임성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회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의경 식약처장, 

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왼쪽부터)이 식품안전을 강조하는 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체험존에서 건강체크를 하고 있다. 

스마트해썹 유무는 인증 마크로 확인해 

볼 수 있다.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9현장취재

(HACCP 자동관리시스템)

스마트해썹(Smart HACCP)이란?

수기로 관리되고 있던 기존의 해썹 

시설을 자동으로 구축•관리하는 자

동화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