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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en Knowledge가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 프랑켄 지식(Franken Knowledge) 

피상적인 내용을 부적절하게 조합하여 만들어진 프랑켄지식(Franken Knowledge)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소

비자를 피곤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 스펀지 255회, 256회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맞는 내용을 찾기 못하였다.

아이스크림에서 유화제의 역할과 안정제의 역할처럼 다소 이해하기 힘든 내용부터 우유단백질(카제인)을 향

을 내기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 인화성이라 위험하다는 주장 태워서 냄새가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식의을 내기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 인화성이라 위험하다는 주장, 태워서 냄새가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내용까지 온갖 가능한 모든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 잘못의 책임은 스펀지 2.0 제작자 보다는 식품 종사자에게 있다고 본다

소비자는 ppb단위의 극소량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멜라민 같은 경우 식약청 아무리 과학적 근거로 ppm단위의 소량 섭취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소비자는 변

명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생산자 편에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한다.명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생산자 편에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한다.

왜 어떤 물질은 극소량으로도 위험하고, 어떤 물질은 다량은 치명적 이지만 소량은 전혀 독성을 가지지 않는

지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 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2의 스펀지를 막는 가장 핵심이라 생각된다이것이 제2의 스펀지를 막는 가장 핵심이라 생각된다

더 이상 조용히 피하고만 있으면 이런 가짜 지식이 인터넷과 결합하여 괴물로 발전하여 소비자, 생산자 모두

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길 것이다.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길

•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30년 넘게 60억 개 (로또 보다 낮은 확률) 넘게 큰 문제 없이 생산된 스낵 제품이 1번의 혐오

물질(작고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체) 혼입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소비자의 추억도 상처를 입

었다. 당연히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더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2배의 비용을 들

여서 1/600억으로 확률을 줄이면 300년간 안심할 수 있을까 ?  확률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도

일어 날수 있다. 그러면 TV는 기업의 어떤 노력도 인정 하지 않고 “또다시 ….. “ 라는 보도만

나올 것이다. 혹시 생선머리가 나오면 기업체로서는 훨씬 있을 수 없는 중대한 claim이지만 TV

에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니 다행한 일이고

• 마녀 사냥식의 무지와도 싸워야 한다• 마녀 사냥식의 무지와도 싸워야 한다

합성 ?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태워본다. 불탄다. 그을음이 발생하고 냄새가 안 좋다.  역시 ‘

이것은 독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 것은 체포되면서 지나치게 놀라도 마녀요, 지나치게 차분하여도 마녀요, 고문으로 인정하여

도 마녀요, 고문을 가하는데도 비명을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경우도 마녀로 인정한 중

세의 마녀 사냥과 무엇이 다른가

• 지금까지 수 많은 선정적 보도로 억울한 생명을 앗아가고 식품업계에 수~수십 조원의 피해를

입히고 한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였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스펀지 단 2편을 보았는데 온통

무지와 편견 뿐이다 다른 편은 차마 쳐다볼 용기마저 나지 않는다무지와 편견 뿐이다. 다른 편은 차마 쳐다볼 용기마저 나지 않는다.

• 이제 오해, 무지, 편견과도 싸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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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은 안전하고 합성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듯한 표현

• 완전히 안전한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연이던 합성이던 모두 위험하다. 안전한지 유용한

지 여부는 농도에 따라, 노출된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다. 합성첨가물도 천연물을 원료로 가

공된 것이며 천연물과 같은 효능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공된 것이며 천연물과 같은 효능과 위험을 가지고 있다.

• 독과 약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어떤 맹독물질이라도 양을 더하거나 줄임으로써 약이 되기

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독은 위험하고 해로우며 약은 안전하고 이롭다는 이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독은 위험하고 해로우며, 약은 안전하고 이롭다는 이

미지를 갖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독과 약은 큰 차이가 없다.

• 그런데 TV(스펀지)에서는 ‘첨가물은 합성이고 위험하다’라고 만하고 있다.데 ( 지)에서 가물 합성이 위험하다 라 하 있다

천연물의 위험성은 무시하고 합성만 강조

식물 독성물질 독으로 작용 (다량) 약으로 활용(소량)식물 독성물질 독으로 작용 (다량) 약으로 활용(소량)

아몬드,살구,복숭
아,수수,카사바,리
마콩

cyanogennic
glycoside

구토, 발한,복통,설사,호흡곤
란
치사(500mg)

약재(Amigdalin)

마콩 치사(500mg)

피마자 Ricin 강력한 독성 변비약,피부병

땅콩, 옥수수, 쌀, 보
Aflatoxin등
곰팡이 독

강력한 발암물질
쌀 황변미독 곡류 오크라톡

보톡스: 지상최강의
보툴리너스 독소땅콩, 옥수수, 쌀, 보

리, 밀등 농산물
곰팡이 독
소

쌀 : 황변미독, 곡류:오크라톡
신

보툴리너스 독소

미치광이풀등 버섯 알카로이드 맹독성, 착란증세 뿌리 - 말라리아 치료제
잎 - 천식 발작약잎 - 천식, 발작약

옻 urushiol 알레르기나 고혈압 환자에게
는 치명적, 일반인 가려움증,
피부염,간과 신장을 손상한다

위장병 (옻닭, 옥진액)
피부염,간과 신장을 손상한다

감자 Solanin 감자싹, 녹색부위
구토,정신착란,근육마비,호흡
곤란

은행 비오볼 구토, 설사,발열 폐병, 가래, 천식 ,혈압개선제

주목 알카로이드 심장병 유발등 독성물질 항암물질 : 택솔
잎 : 신장병잎 : 신장병
열매 : 기침약



식품 첨가물(21g) 모두 위험한 물질로 취급

분류 구분명 섭취량 구성비분류 구분명 섭취량 구성비
A 합성착색료 0 0.0 

보존료(합성,천연), 발색제,합성
감미료 산화방지제 0.31 1.5 감미료, 산화방지제
소계 0.31 1.5 

B 조미료 2.84 13.5 
가공용(용제,여과등) 3.3 15.7 
소계 6.14 29.2 

C 산미료 7.59 36.0 
당알콜 1.91 9.1 
강화제(아미노산비타민미네랄강화제(아미노산,비타민,미네랄
등)

5.11 24.3 

소계 14.61 69.4 
합계 21.06 100

• 후생성 자료를 인용하여 마치 매일 위험한 첨가물을 매일 21g먹는 것으로 생각되게 함

일본 후생성 자료를 분석하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은 구연산등 산미료(36%)고 2번째로 많• 일본 후생성 자료를 분석하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은 구연산등 산미료(36%)고 2번째로 많

은 것(24.3%)이 건강에 필수적인 아미노산,비타민,미네랄이다. 보존료(천연,합성), 발색제, 

합성착색료, 합성감미료, 산화방지제의 섭취량을 모두 합해도 1.5%이다. 물론 1.5%원료도착색 미 화 지제의 취 두 해 이다

사용 기준 이내로 사용하면 안전한 물질로 세계적으로 인정된 물질이다

• 0.31g을 21g으로 과장한 것이다. 

유화제 증점제 색소등유화제, 증점제, 색소등

박쥐(유화제)가 양쪽 모두에게 사랑스런 존재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한쪽만 좋아할 수도

양쪽 모두 싫어할 수 있지만

박쥐가 그런 존재인지 의식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모든 천연물이 물과 기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어떤 것은 유화제라고 하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다



식품에 세제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TV에 인용한 부분은 식품용 유화제와는 전혀 무관한 공

업용 계면활성제(세제)에 대한 내용이다

1,000여종의 계면활성제 중 식품에 쓸 수 있는 유화제는

5종에 불과하고, 물량은 3%에 불과하다. 안전성을 이유

로 비극성만 허용되어 공업용에 비하여 유화력이 크게로 비극성만 허용되어 공업용에 비하여 유화력이 크게

떨어진다. 

식품에는 강력한 유화력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허

용되지 않았다. 식약청이 식품에 계면활성제(세제 등)를

허용하지 않았고, 석유 방제 업체가 성능(유화력)은 형편

없고 가격마저 비싼 식품용 유화제를 석유제거에 쓸리는

없다.

유화제를 넣는다고 기름이 하늘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유화제를 넣는다고 기름이 하늘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

라지지 않고 물속까지 퍼진 기름을 과량으로 먹으면 물

고기 죽는 것 당연하다. 집에서 세제(유화제) 쓰면 하천

오염된다고 지겹게도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참고로 석유는 100% 천연이다.

식품에 油和(세제,계면활성제)는 없다 乳化만 있다

유화(乳化)는 우유(乳,milk)처럼 만드는 것이다.

우유는 아무런 첨가물 없이도 무균포장 상태에서는 1

년간 보관하여도 천연의 유화상태를 유지한다. 

우유의 흰빛은 2㎛전후의 수 많은 지방구가 0.4~0.8 

㎛의 가시광선을 산란/차단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이 투명하지만 2㎛ 미세한 입자로 공기 중에 존재하

면 빛을 산란시켜 하얗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

이 안개다. 공기가 물에 2㎛ 전후로 미세하게 존재하

여 하얗 불투명해진다 이것이 급속히 얼린 얼음여도 하얗고 불투명해진다. 이것이 급속히 얼린 얼음

이다. 

첨가제 전혀 필요 없다첨가제 전혀 필요 없다.

우유의 맛 = 소수성 저분자 화학물(Chemical)의 종합



식품용 = (설탕,글리세린,솔비톨)+(지방산)이 대부분이다

글리세린+지방산 레시틴 설탕 + 지방산

PG+지방산 폴리글리세린+지방산 솔비톨(솔비탄) + 지방산PG 지방산 폴리글리세린 지방산 솔비톨(솔비탄)  지방산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이다

은 우유카제인은 우유의 단백질으로 가장 비싸다

버터, 전지분유, 탈지분유의 2배 이상 가격
(우유가 1방울도 안 들어 갔다니 .. 황당)

크리머에서 우유향이 진하면 커피향 방해할 수 있다

향기성분은 유지방에 가장 많다향기성분은 유지방에 가장 많다

카제인은 폴리펩타이드로 자체로는 무미 무취이다

우유향을 내기 위하여 우유향을 넣지 않고 카제인을
넣는다는 것은 넌센스임넣는다는 것은 넌센스임

카제인이 중성제품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유화제임
대부분의 유화력은 카제인에 의한 것임

(단 산성에서는 응고되어 유화력이 상실됨)

유지방은 상온에서 쉽게 산패되는 단점이 있어

산화에 안정한 야자유 등 식물성 유지가 적합할 수
있다 모든 식물성유지가 쇼트닝은 아니다있다, 모든 식물성유지가 쇼트닝은 아니다



유화제 : 자신도 물에 잘 녹지 못한다

• 음료에서 유화는 아래 정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2-18℃ 에서는 12-18개월 동안 안정

37℃ 에서는 최소 5-6개월 동안 안정

45-50℃에서는 최소 2-3개월 안정하여야 함

4℃ 45℃ li 5 8회 48 시간 안정4℃   ↔ 45℃ cycling  :  5~8회 , 48 시간 안정

-20℃ ↔ 25℃ cycling  :  2-3회 안정

부분의 식품용 유화제는 기름을 잠시 분산은 가능• 부분의 식품용 유화제는 기름을 잠시 분산은 가능

하지만 쉽게 분리된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는 자

신도 제 로 물에 녹지 못한다신도 제 로 물에 녹지 못한다

• 그리고 맛 없는 유화제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제품이

안 된다 바나나 우유에 향료 색소 넣은 데 웬 유화제?안 된다. 바나나 우유에 향료,색소 넣은 데 웬 유화제? 

(다른 표시 사항은 잘도 보더니)

색소 향료 유화제중 우유에 가장 안 녹는 물질이 유색소, 향료, 유화제중 우유에 가장 안 녹는 물질이 유

화제다

나는 바나나 보다 바나나우유가 좋다

• 바나나 : 유전적으로 변형되어 씨가 없어진 품종,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로 질병으

로 인해 조만간 멸종할 가능성도 있다.

• 미숙성 상태에서 수확되어 수입된다• 미숙성 상태에서 수확되어 수입된다.

• 별거 없는 영양성분 : 탄수화물 23% , 0.3%지방, 1.1%단백질, 미량성분

탄수화물(당)이 유난히 많은 과일

• 맛도 들쑥 날쑥, 절반은 먹다 버리고

• 바나나맛우유

해 은 형• 보기만 해도 즐겁다. 35년 같은 형태, 같게 느껴지는 맛

• 나에게는 추억, 아이에게는 맛 좋은 영양

우유(완전식품) + 가장 안전한 설탕 + 기억력에 좋은 향 + 색소는 항산화제우유(완전식품) + 가장 안전한 설탕 + 기억력에 좋은 향 + 색소는 항산화제

앞으로도 최소 35년은 쭈~욱 지금 같이 … ( 값싼 바나나 넣지 말고 )

• 절대 바나나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바나나도 즐겨 먹지만 바나나맛우유를 더 좋아한다는 것 뿐이다

그렇게 쉽게 바나나 우유를 똑 같이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쉽게 바나나 우유를 똑 같이 만들 수 있다면

1000억대의 매출을 보이는 바나나맛우유의 아성에 과감히 도전해 보시기를



역사상 최고의 감미료는 설탕이다

• 설탕은 수 천년 간 사용되어 왔다

• 년간 1억톤 이상 소비될 정도로 검증된 원료다

설탕 천연이지만 섭취 시 천연에 가장 흔한 당과 과당 분해된 후 와• 설탕도 천연이지만 섭취 시 천연에 가장 흔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된 후 CO2와 H20로

분해된다

• 용해도가 동급 최강이다 설탕은 친수성이 매우 높아 특정부위에 결합하여 강한 자극이나• 용해도가 동급 최강이다. 설탕은 친수성이 매우 높아 특정부위에 결합하여 강한 자극이나

독성을 주지 않는다. (설탕 크기 이상의 독성물질은 분자 내에 우리 몸의 조절 및 감각기

능을 감당하는 단백성분(Nitrogen, Sulfur)과 같이 N 또는 S를 함유하거나, 중요 효소에

결합하여 쉽게 분리되지 않는 친수성이 적은 거대분자이다)

• 설탕이 치아에 부착하지 않는다. 충치균은 30분 이상 부착되어야 산 발생이 시작되는데

치아 사이에 낄 수 있는 전분등 난용성 물질이 오히려 원인이 된다

설탕이 지방으로 합성되지 않는다. 설탕이 당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설탕이 심장질환

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설탕이 칼슘을 용출시키지 않는다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설탕이 칼슘을 용출시키지 않는다

• 나는 단것을 먹는다면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설탕을 선호한다.

설탕 밥의 주성분 전분 과일의 주성분 당류의 본질은 똑같다 시간차만 있을 뿐설탕, 밥의 주성분 전분, 과일의 주성분 당류의 본질은 똑같다. 시간차만 있을 뿐

전체량의 조절이 필요할 것이지 우열을 논하는 것은 편견이다

유해한 성분이 흡수되는 것을 촉진한다 ?

• 유해한 성분이 많다면 식품이 아니다

• 유해한 성분의 흡수만을 촉진하는 원료는 없다유해한 성분의 흡수만을 촉진하는 원료는 없다

• 식물에서 유용한 미량 성분인 Phytochemical이

용해도가 매우 낮아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유화용해도가 매우 낮아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유화

제에는 이런 힘은 없지만 알코올 등은 상당히 효

과적이다과적이다

• 생명체 안에는 미세 기관의 초거대 표면적 효과• 생명체 안에는 미세 기관의 초거대 표면적 효과

에 의한 강력한 유화력이 존재하여 생체 밖 대사

와는 전혀 다른 효율을 보인다와는 전혀 다른 효율을 보인다

식품에 첨가된 유화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

한 유화력이다.한 유화력이다. 



우리 몸 속에는 슈퍼 유화기가 있다

유화제는 건강기능식품 이다

유화제 레시틴은 건강기능식품공전(17번)에 등제되어 있다• 유화제 레시틴은 건강기능식품공전(17번)에 등제되어 있다

• 고체지방(Long chain Saturated Triglyceride)이 과다하게 혈액 중에 있으면 혈

관에 부착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여러 부작용이 있다관에 부착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여러 부작용이 있다.

• 기름은 기름에 녹는다. In most cases, “like dissolves like.” 

불포화 지방(Unsaturated Triglyceride. DHA,EPA등), 중쇄포화지방(Medium g y

Chain saturated Triglyceride), 지방산(공액리놀레산등), 유화제(레시틴 등) 등은

고체지방과 쉽게 혼합되고 액체상태가 되게 하므로 혈관벽에서 고체지방이 분리되어

배출을 촉진하여 건강한 Balance를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 식물성/동물성, 포화/불포화의 구분은 건강과는 무관하다

불포화도가 증가할 수록 액체지방이 되지만 산패가능성도 높아진다불포화도가 증가할 수록 액체지방이 되지만 산패가능성도 높아진다

식물성 야자유는 포화지방으로 되었지만 지방산 길이가 짧아 융점이 낮다

중쇄지방(MCT)은 100% 포화지방이지만 액체지방의 건강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산중쇄지방( C )은 00% 화지방이지만 액체지방의 건강 기능성을 가지 있 산

패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But 너무 고가임)

• 고체지방도 꼭 필요한 지방이다 : 에스키모인은 생선(魚油)위주 식사로 심장병은 없

지만 출혈이 발생하면 잘 멈추지 않는다.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은 1대 2 정도, 

과하지 않게



천연 유화제가 제일 싸다

종 류 일본(톤/년) 구성비(%) 평균단가(엔)종 류 일본(톤/년) 구성비(%) 평균단가(엔)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모노글리세라이드

11,300
9,000

44 %
35 % 400

유기산모노글리
폴리글리세라이드

1,000
1,300 

4 %
5 %  

800
1,500

솔비탄지방산에스테르 1,500 6 % 700

PG지방산에스테르 1,000 4 % 800

슈가에스테르 4 2슈가에스테르 4,100 16 % 2,000

레시틴
대두레시틴

7,580 
6,500

29 %
25 % 300대두레시틴

난황레시틴
고순도레시틴

6,500
80   

1,000

25 %

4 %

300
10,000
1,500 

합 계 25,680

대두레시틴 : 특유의 취가 있다 난황레시틴 : 부패가 빠르다대두레시틴 : 특유의 취가 있다. 난황레시틴 : 부패가 빠르다

음료용 유화는 매우 힘들다

• DHA, EPA, CoQ10, CLA, 토코페롤, 라이코펜 등 수 많은 건강기능식품 소재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음료 등의 제품에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않 등 용

• 단순히 식품용 유화제를 섞어주는 것으로 이들 원료의 유화가 가능하다면

수백억~수천억원의 시장성이 있다.수백억 수천억원의 시장성이 있다.

• 수 년동안 소수성 건강기능성 소재를 식품용 원료와 공정만으로 음료에 활용 수 있도록

유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수 많은 학자와 연구자가 보기에 TV에서 나오는 내용이유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수 많은 학자와 연구자가 보기에 TV에서 나오는 내용이

얼마나 한심한 내용일지 …



식품유화제로 물에 기름을 녹이는 용도는 없다

Bread and Rolls : 49 %
Cake Mixes : 11 %
C ki d k 7Cookies and crackers :  7
Sweet goods and icings : 3
Margarine, dressings, g , g ,

shortenings : 14 %
Confectionaries : 6 %
Deserts and toppings : 3Deserts and toppings : 3
Dairy products : 3 %

계면활성 용도의 합도 전체의 일부만을 설명할 뿐이다

(乳 )유화(乳化) Emulsifying
가용화 Solubilization
분 산 Dispersing

해유화 De-emulsifying

살 균p g

기 포 Foaming 소 포 De-Foaming

습 윤 Wetting 방 습 Anti-wetting

계면 활성 작용을 보면 유화/해유화, 기포/소포, 습윤/방습 같이 정 반대의 작용을

하기도 조건에 따라 제대로 작용하기도 하고 순서나 비율등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하기도 조건에 따라 제대로 작용하기도 하고 순서나 비율등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화제 제조 기업도 자신이 판매하는 유화제가 실제

사용기업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것이 유화제고 계면활성 용사용기업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것이 유화제고, 계면활성 용

도의 시장의 총합도 전체 유화제 용도의 절반도 설명하지를 못한다. (쉽게 말해 식

품에서 유화제로 기름을 녹인다는 것은 무식하여 용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품에서 유화제로 기름을 녹인다는 것은 무식하여 용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

다)



乳化 Emulsion – 고도의 설비와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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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ESCENCE

12-18℃ 에서 12-18개월 동안 안정

37℃ 에서 최소 5 6개월 동안 안정37℃ 에서 최소 5-6개월 동안 안정

45-50℃에서 최소 2-3개월 안정하여야 함

4℃ ↔ 45℃ cycling : 5 8회 48 시간 안정4℃   ↔ 45℃ cycling  :  5~8회 , 48 시간 안정

-20℃ ↔ 25℃ cycling  :  2-3회 안정



기포 Foaming / 소포 De-Foaming

단백질 또는 친수성 유화제는 유지가 있으면 유지를

코팅한다. 유지가 없으면 공기를 코팅한다 : 기포

Foaming (맥주)

거품이 있으면 불리한 제품의 경우 유지 또는 소수성

유화제 처럼 단백질이 코팅할 물질을 제공하면 공기

대신 이들을 코팅하여 거품이 제거된다 : 소포 De 

Foaming(두부)

기계적이나 물리적인 소포도 가능하다

습윤 Wetting / 방습 Anti-wetting

ChocolateChocolate

수분을 적셔주면 유리한 경우 : 의치용껌,   거울,유리에 물방울

수분을 막아주면 유리한 경우 초콜렛 분말원료 ki 현상 방지에 유화제가 사용수분을 막아주면 유리한 경우 : 초콜렛, 분말원료 caking현상 방지에 유화제가 사용

된다



유화제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 유화 기능은 없다. 

• 계면활성 기능은 상당히 있다.

계면활성제로 하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업용 계면활성제 또는 세제로 오인한다

• 대부분의 용도는 Tri-glyceride가 아닌 Mono-glyceride라는 것 자체다.

빵에서는 지방으로써 노화 현상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크고 (최대용도)

지방에서는 결정화의 핵으로 작용하고

단백질에서는 고기의 마블링과 마찬가지로 Texture 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들의 용도는 물과는 전혀 무관하다.

• 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가 대부분인데 유화제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이다

• 차라리 친수성 지방산류 또는 모노글리세라이드류로 표기하는 것이

개발자, 식품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혼동을 적게 주는 방안일 것이다

안정제(증점제,증점다당류) = Dietary fiber

• 카라기난은 몸에 유익한 식이 섬유로 작용하는 많은

다당류의 하나로 100% 천연물이다. 대부분의 증점다

당류는 개 이상의 당이 결합한 난소화성 물질당류는 1000개 이상의 당이 결합한 난소화성 물질

(Dietary fiber)로 작용, 채내에서 분해 및 흡수 되지

않고 다른 식품을 흡착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않고 다른 식품을 흡착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자신영양 Zero+다른 영양 흡수차단 = Diet효과

발암성이 구체적이라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발암성이 구체적이라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발암성은 평가방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원료도 너무 많다논란의 대상이 되는 원료도 너무 많다

• 식품에 사용하는 카라기난을 구두약에 사용하기는 너

무 고가이다무 고가이다.

• 쓰레기만두,공업용우지,고름우유,기생충김치 …

잘못된 색칠 오랫동안 소비자를 괴롭게 한다잘못된 색칠  오랫동안 소비자를 괴롭게 한다



단편적인 실험결과로 파생된 피해들

첨가물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첨가물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 그런데 잘못된 단편적 실험결과로 소비자에게는 불안감만, 생산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주 결국은 문제가 없는 것으 판정된 경우 많다없는 피해만 주고 결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도 많다

• 1960년대 많이 사용된 Sodium cyclohexyl sulfamide가 발암성이 있다고 하여 금지

하였다. 그런데 1984년 CAC(Cancer Assesment Committee)에서 과거의 동물실험

의 결과와 새로운 데이터를 검토하여 발암성이 없다는 결론을 발표하였고, 제조사인

Abb tt L b 에서는 75종이나 되는 실험에서 안전성 확인하였다Abbott Lab.에서는 75종이나 되는 실험에서 안전성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용금지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경

우만 하더라고 당시 메이커는 1000억엔의 피해를 입었고 3명이 자살했다 이에 대한우만 하더라고 당시 메이커는 1000억엔의 피해를 입었고 3명이 자살했다. 이에 대한

보상의 문제 때문에 재허가 해주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사카린만 하더라고 발암성을 가지고 1973년 전면금지 되었다 그 후 사카린은 발암• 사카린만 하더라고 발암성을 가지고 1973년 전면금지 되었다. 그 후 사카린은 발암

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용금지 조치가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

람은 발암성물질로 기억하고 있다 (지성규박사 식품첨가물 이론과 실제)람은 발암성물질로 기억하고 있다 (지성규박사, 식품첨가물 이론과 실제)

커피 소비량 전세계 11위, 많은 편은 아니다

커피 소비량 전세계 11위, 많은 편 아닙니다
- 이것은 사실이다 (농담거리가 아님)

한국 인구수 = 세계 1%,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평균
1%

1%이므로 순위는 100등 떠오르겠지만 보통 15위
(미국 25%, 유럽 30%, 일본, 중국 덕분)

커피가 11위면 15위에 비하여 다소 선전한 것을 보이나
녹차/홍차/콜라/초콜릿 등 카페인 함유식품을 포함한
순위를 내면 15위 평균 수준으로 추락이 예상된다순위를 내면 15위, 평균 수준으로 추락이 예상된다

음료,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석유사용량, 향료, 언어별
사용자 순위 등 부분 부분 살펴보면 놀랄 만큼 많은사용자 순위 등 부분 부분 살펴보면 놀랄 만큼 많은
세계 15위권의 성적을 찾을 수 있다. 오히려 20위권
밖을 찾아서 의미를 밝혀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
다다



세계 1위의 비밀은 간편성이다

한국은 간편성 추구 부분이 세계 1위다.

더 맛있어져서 성공한 제품보다도
더 간편해져서 성공한 제품이 더 많을 것이다더 간편해져서 성공한 제품이 더 많을 것이다
전세계에서 성공해도 한국에서는 안 통하는 것도 많다

다른 나라에서는 10분 넘게 주문해야 가다른 나라에서는 10분 넘게 주문해야 가
능할 상차림도 1초면 끝 ! “0인분”
상대하기 쉬운 소비자라는 뜻도 아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말 없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말 없이

그릇 1개에 담아 줘도 불만 없다
이런 음식 종류도 유난히 많다이런 음식 종류도 유난히 많다

떠먹는 것이 좋은 제품도
어지간하면 마시는 타입으로 바꿔서
왜 그리 숟가락질을 번거로워 하는지

티백 제품도 세계1위일 것이라 확신함

차잎 넣고 피해가면서 먹는다?차잎 넣고 피해가면서 먹는다?
한국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번거로움.

요즘 TV속 Superfood : 천연색소 + 저영양 or 고영양

• 항산화제는 활성산소 등으로 인한 산화를 막는다. DNA가 일부 손상(산화)을 받아도 효소
의 작용으로 복원되지만 조금씩 노화로,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 DNA는 비교적 산화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주위에 산화가 되기 쉬운 구조의 물질이 있으면
DNA대신 이들 물질이 산화되어 DNA의 산화는 억제된다 (항산화제 이론 반론도 있음)DNA대신 이들 물질이 산화되어 DNA의 산화는 억제된다 (항산화제 이론, 반론도 있음)

• 산화되기 쉬운 구조는 불포화와 포화가 반복된 페놀 또는 이소프렌 구조이다

토코페롤

• 토코페롤은 불포화기가 3개인데 비하여
모든 천연색소는 6개 이상의 불포화기를
가지고 있다 (최소 2배 강력)

플라보노이드

가지고 있다 (최소 2배 강력)
• 플라보노이드,폴리페놀, 카로테노이드 …

안토시아닌류로 밝혀진 물질만 600여종
• 천연 색소는 연구할 필요도 없이 모두 슈퍼플라보노이드

카로테노이드

• 천연 색소는 연구할 필요도 없이 모두 슈퍼
항산화제다 (클로로필은 광합성을 유지해
야 하므로 산화가 안 되는 구조)

• 영양이 없으면 Diet효과에 의해 Super 영양이 없 면 과에 의해 p
food, 영양이 많으면 영양이 많아서 Super 
food !!! 

• 매주 새로운 Super food가 등장하고 있다



천연색소는 자신이 산화되기 쉽기에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이다

불포화기가 많아서 자신은 산화되고 DNA등의 산화는 막아주는 천연색소는 pH에 따라 조금만p
해리 상태가 바뀌어도 색상이 변하고(flavonoid계 문제점), 전체 중 1개만 산화되어도 색상을
잃어 (Carotenoid계 문제점)가 있다. 사용은 어렵지만 인체에는 유용한 천연 항산화제다. 필요
량 이상은 … ?

향 료

Essence of LifeEssence of Life

식물은 종족의 보존을 위해 씨앗에 향을 품었고

인간은 생존을 위해 향을 기억하였다

그리고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위해 향을 이용하게 되었다



인화성과 독성은 전혀 무관하다

천연향도 인화성 물질이다• 천연향도 인화성 물질이다
천연 오렌지향이 합성향보다 오히려 인화성이 높
고, 
그을음 악취가 심한다 (정제도 차이)그을음, 악취가 심한다 (정제도 차이)
스펀지의 관점에서는 천연향이 합성향보다 나쁜
것이다

• 석유 - 100% 천연, 대표적 인화물질
식용유 – 가장 인화성이 낮음
그러나 180℃이상 가열되면 인화
올리브유가 가장 인화성이 높으니 가장 나쁜 ?
액체 유기물은 모두 인화성이 있음• 액체 유기물은 모두 인화성이 있음
향료도 이들 물질에 포함됨
인화성 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천연물은 없다

• 양주 등은 40~55%까지 알코올 함량• 양주 등은 40 55%까지 알코올 함량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인화성 높은 물질 중 하나

• 향료는 0.1%정도 첨가
제품의 인화성과는 전혀 무관

• 인화성과 독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하지만 이 불 붙은 image가 이미 소비자의 머리

속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임)

천연향이 더 잘타고 , 더 많은 그을음과 이취를 발생한다

장면1) 합성오렌지향 천연오렌지향 장면2) 합성오렌지향 천연오렌지향

쉽게 인화됨각각 5g씩 준비

장면3) 합성오렌지향 천연오렌지향 연소후) 합성오렌지향 천연오렌지향

더 많은 그을음, 이취 발생



향료는 원액이 아닌 희석(1/1000) 상태로 평가되어야 한다

• 1000배 강한 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x) 천연 알콜 100% 

직접 마셨을 때 참을 것인가, 토할 것인가 ?직접 마셨을 때 참을 것인가, 토할 것인가 ?
냄새가 좋은가 , 자극적 인가, 인화성이 있는가, 없는가

최종 제품에 0.1% 투입 시
인화성은 없고, 맛에 영향도 미미하다

• 마늘추출물, 고추 추출물, 식염 등 자체로는 맛이나 향이 좋
지 않다. 오직 최적의 양만 사용하여 다른 식품과 조화될 때
만 맛이 있다.
천연 고추 추출물(올레오레진) : 불에 잘 타고 먹으면 토해야천연 고추 추출물(올레오레진) : 불에 잘 타고, 먹으면 토해야
하고, 심하면 … 

• 희석하지 않은 상태의 향료를 소비자가 접할 기회는 없다희석하지 않은 상태의 향료를 소비자가 접할 기회는 없다. 
그런데 이 향료도 5~10% 향료물질(Aroma chemical) + 
90% 희석(용매, 보조제, 휘발성감소)로 희석된 상태다.

• 향료 단품(Aroma chemical)은 휘발성이 높고, 농도가 높아
서 적합한 작업환경(환기,개인장비)에서 훈련된 생산기술자
만이 취급하여야 하고 계량과 작업순서 등에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 정밀 작업이다필요한 정밀 작업이다.

희석과 조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가치 : 조향의 어려움

•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물질 중 상당히 자극적이고 역한 원료들이 있어 원액의 형태로는 사용이 꺼려

지는 물질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료들도 수천~수만배로 희석을 하여 사용할 경우 오히려 풍미를

더 좋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많다더 좋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많다. 

Indole Furfuryl Mercaptan

• Jasmine, Bitter Orange,  Apricot, 

Mandarin, Grape, Coffee, Cheese, Milk 

y p

• 주로 조리된 식품에 존재하는 물질로 Coffee,  

Popcorn, Roasted Chicken, Cooked Beef, 

등 수많은 천연물에 존재하는 물질임

• 100% 순도에서는 아주 역한 배설물 등의

냄새를 연상시키나

Grilled Pork등에 존재한다

• 100% 순도에서는 아주 강하고 자극적이며 불

쾌한 냄새를 가지고 있으나냄새를 연상시키나

• 1/10,000로 희석했을 경우 Floral note를 연

상시킨다 대표적으로 자스민향에 사용되며 자

쾌한 냄새를 가지고 있으나

1/100,000로 희석할 경우 Coffee의 Roasted

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커피향의 대표적인 원료

스민의 풍미를 한껏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물질로 다른 향료에서도 Roasted감을 주어 제

품의 풍미를 살려준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에서 사용가능물질을 지정했다

미국 FEMA(향료생산자협회) 목록• 미국 : FEMA(향료생산자협회) 목록

• EU  : 2000년 이후 계속 작업 중

D dli (18 J l 2005)이 지났지만Deadline(18.July 2005)이 지났지만

아직 작업 진행 중 (매우 힘든 작업임)    

• 일본 : 80여 품목 외 18류형만 지정됨

• 위3개 지역에서 세계향료의 대부분을 생산함

한국 전세계 시장의 1%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노력 끝에

사용 가능한 목록을 지정 첨가물 공전에 등재

(국가지정은 세계최초)

• 규격 및 안전관련 연구사업도 계속 추진 중

이 정도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것임

스펀지는 업계나 국가의 힘겨운 노력은 가볍게 무시하고

무식한 내용으로 불안감만 자극하고 있음

한국이 가장 까다로운 법규 및 표시사항
• 국제적으로 합성향을 향료로 천연향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천연향료로 표기국제적으로 합성향을 향료로 천연향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천연향료로 표기

미국 : Flavor , 일본 : 香料,  중국 : 食用香料
한국 : 합성착향료(향료명) - 반드시 합성이라는 단어, 구체적 향료명을 명기해야 함

• 다른 첨가물과도 차별성
- 착향료 : 발음하기도 힘들고, 사전에 없는 말  향료
- 원료명 : 유화제,염류 등 모든 화학적합성품 1~431번 중 유일하게 향료만

원료명에 합성이라 표기됨 (천연향료물질 별도 수록되지 않음) 
천연색소의 경우는 용매 보조제(합성)가 인정되는 데 비해- 천연색소의 경우는 용매,보조제(합성)가 인정되는 데 비해

향료는 용매 등 0.1%의 합성첨가물만 들어가도 전체가 화학적 합성품이됨
• 용도 표기 대상 중

- 대부분 용도 무표기 : ex) 합성비타민C  비타민C대부분 용도 무표기 ) 합성비타민 비타민
- 용도 표기

합성표기 : 합성감미료(삭카린등),합성착색료(색소),합성보존료,합성살균제,합성착향료 5종
무표기: 산화방지제,표백제,발색제,산도조절제,유화제,증점제,피막제등은 합성 무표기
향료의 경우 산화방지제 표백제 발색제보다 위험성이 큰 것처럼 오인되기 쉽게 되어있다- 향료의 경우 산화방지제, 표백제, 발색제보다 위험성이 큰 것처럼 오인되기 쉽게 되어있다

• 천연향의 까다로운 규정 : 외국에서는 천연향도 국내에서는 합성향으로 분류됨
272종(일본600여종)에서 추출/증류 방법 만으로 제조한 것 만 인정- 272종(일본600여종)에서 추출/증류 방법 만으로 제조한 것 만 인정

- Natural Identical 불인정 , 물,주정,식물성기름 외 어떤 용매도 불인정
- 천연물에서 분리한 성분이나 효소적 처리만 하여도 천연으로 불인정
-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천연향료 생산이 거의 불가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였다

• 향료는 안전하기 때문에 EU, 미국, 일본은 향료업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국가(식약청)에서 누구나 확인가능한 투명하고 공개된 향료 Positive list를 만

들어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향료협회 발족 (2006.1 법인 설립인가)

2005년 12월 : Positive list(1,834품목) 입안예고

• 2006.10~2007.8 : 잠정리스트 작성
전문위 : 식약청관계자, 학계, 소비자단체, 향료사용산업계, 향료업계 참여
실무위 : 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의 기준으로 국
내, 국제 기업에서 제출한 예비 목록을 평가 잠정리스트 작성

• 2007년 12월 : 613품목이 추가되어 시행고시

• 개별 품목별 성분규격 설정연구
1차 : 2007. 3~11 식약청 주관
2차 : 2008. 3~11 식약청 주관, 국내 기업 사용 단품 원료(수입Base 해당원료제외)

규격연구 마침
3차 : (?)         Positive list중 나머지 외국기업 사용원료 대상

사용이 허가된 물질만도 2400개 이상

• EU 2,600여종

일본 2 900여종• 일본 2,900여종

• 미국 2,500여종(천연 등 포함)

• 일본에서 상위 다사용 향료 물질 15종이 전체 사용량의 65% 사용• 일본에서 상위 다사용 향료 물질 15종이 전체 사용량의 65% 사용

일본에서 년간 사용량(수출물량포함)이 10kg이상 사용하는 원료는 625종에 불과

• 한국은 일본의 1/10 수준 이하의 생산량이고• 한국은 일본의 1/10 수준 이하의 생산량이고

실제 국내 사용되는 향료물질의 종류는 600종 수준

국내에서 쓰지 않지만 안전성이 인정된 원료에 한해 목록에 수재• 국내에서 쓰지 않지만 안전성이 인정된 원료에 한해 목록에 수재

아니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는 향료라도 한국에서는 불법이 되며

이를 사용한 모든 제품(향료의 1000배 물량)은 폐기 해야 함이를 사용한 모든 제품(향료의 1000배 물량)은 폐기 해야 함

• 국내 향료회사가 필요한 것은 600여종, 나머지 1800여종은 국제 통상용



다소비 향료물질 15가지가 전체량의 65% (2002,일본)

15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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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us향, 합성향이 오히려 비싸다. 

천 향( )은 우 하 ( $ )Citrus계 천연향(oil)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5$ 수준)
이를 이용하지 않고 합성으로만 만들면 천연보다 오히려 더 비싸진다
Essence oil에서 향기 성분을 분리하는 과정 또는 약간의 향조 조정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이것이 천연이어도)에 의하여 합성 착향료로 분류될 뿐이다첨가하는 물질(이것이 천연이어도)에 의하여 합성 착향료로 분류될 뿐이다

오렌지 엣센스(Essence=핵심,본질,정수(精髓),진수)

천연오렌지오일

• Citrus계 천연향(oil)은 생산량이 많고 저렴하다

천연오렌지오일

천연 알콜

• 향료는 소수성 물질로 Oil속 다량 함유되어 있다
• 그런데 오일향은 물에 녹지 않으므로 직접 음료에

사용할 수 없다사용할 수 없다
• 오렌지오일과 희석된 알코올을 혼합하면 향기성

분 상당량이 알코올로 옮겨 간다
• 알코올에 옮겨온 향기성분에는 아직 음료에 넣으

알코올+향기성분
• 알코올에 옮겨온 향기성분에는 아직 음료에 넣으

면 침전이 생기는 물질이 있으므로 냉장 보관하여
이 성분을 침전 제거하여 제품을 완성한다

• 여기에 물 주정 식물성유지를 제외한 어떠한 성분(
유용성 제거

• 여기에 물,주정,식물성유지를 제외한 어떠한 성분(
천연포함) 추가하면 한국의 법규로는 합성착향료
로 분류된다
이것이 오렌지 에센스(Essence)다

수용성오렌지향

• 이것이 오렌지 에센스(Essence)다



합성향이 천연향보다 단순한 조성을 지닌다

31가지 원료로 된 1개의 딸기향에도 수 백가지
Chemical이 들어 있을 수 있다 – 완전한 오류

수 백가지 향료원료물질을 만드는 회사는 그러면
수 만가지 원료의 원료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수
만가지 원료를 만드는 수 백만가지 물질은 지구

향료물질도 적은 수의 원료 및 공정의 조합으로 수십 수백가지의 물질이 만들어 진다

어디에 있는가 ?
그리고 그 원료의 재고관리와 수급은 ?

• 향료물질도 적은 수의 원료 및 공정의 조합으로 수십~수백가지의 물질이 만들어 진다
• CO2의 탄소와 물(H2O) 그리고 햇볕만으로 수십 만 종류의 유기 화학물을 만드는 식물은

Flavonoid 구조의 안토시아닌 물질만 600여종이 발견되었고, 과일 야채류 작물에서 확인
된 향료 물질은 6만 여종에 이른다된 향료 물질은 6만 여종에 이른다

• 간단히 지방으로 부르는 Triglyceride도 구성 지방산을 10여종만 조합하여도
3가지 위치의 조합만으로 실제 수천 여종의 화학 물질이 된다

• 향료는 40만여 향료 물질 중 안정성을 최우선하여 인증된 원료(Positive list) 2400종 중향료는 0만여 향료 물질 중 안정성을 최우선하여 인증된 원료( os t e st) 00종 중
에서 보통 20~30종 원료를 조합하여 만든다.

• 천연물에는 훨씬 많은 종류의 Chemical이 들어있고 검증되지 않은 위험이 있다. 단지 농
도가 충분이 낮은 수준일 뿐이다

합성향이 천연향보다 단순한 조성을 지닌다

좌측에 보이는 8가지의 Chemical은

별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Eugenol별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Eugenol 

하나로부터 파생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의 출발 물질인 Eugenol은 강이들의 출발 물질인 Eugenol은 강

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

용한 성분이다용한 성분이다.



합성향이 천연보다 들어있는 Chemical수가 적다

Acetic Acid

cis-3-Hexenol

Allyl cyclohexyl Valerate

Allyl Isovalerate

4.0

5.0

trace

trace

240 0
Amyl Acetate

Amyl Butyrate

Amyl Valerate

Benzyl Formate

Cinnamyl Isovalerate

240.0

170.0

570.0

1.1

35.7

15 0
Citral

Citronellal

Citronellyl Isovalerate

Dimethyl Benzyl Carbinyl Acetate

Ethyl Acetate

h l

15.0

13.0

trace

34.0

80.0

trace 천연 사과를 분석하면 8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Ethyl Butyrate

Ethyl Formate

Ethyl Heptanoate

Ethyl Methylphenylglycidate

Geraniol

G l A t t

trace

trace

64.0

12.0

21.0

100.0

천연 사과를 분석하면 8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쉽게 분석된다. 기기로 검출이 어려운 미량 성분
들을 감안하면 100종 이상의 Chemical이 들어
있다Geranyl Acetate

Geranyl Isovalerate

Isopropyl Isovalerate

Maltol

Orange Essential Oil

Phenethyl Isobutyrate

trace

trace

7.0

11.2

28.4

있다.

합성 사과향의 경우는 보통 30종이하를 사용하고, 
미지의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Phenethyl Isobutyrate

Styrallyl Acetate

Undecalactone

Vanillin

Solvent

10.0

14.0

50.0

514.6

----

미지의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연물이 곰팡이, 세균, 농약 등 각종 위험에 노
출되어 있는데 비해 향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2000.0
출되어 있는데 비해 향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제한된 원료의 엄격한
사용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천연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싸다

앞의 천연오렌지를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을 이용하여 조합하면 원료비만으로

원료명 배합비 단가 원료비
d-limonene 93.079 5,971 5,558 

octanol 1.079 14,168 153 
α-terpineol 1 154 14 168 163

20,000원 이상이다. 이 정도 원료비의 식품향료도
많지만 거래되는 오렌지 향의 원료비는 이보다 싸
다.

α-terpineol 1.154 14,168 163 
myrcene 3.711 16,394 608 

terpinolene 1.054 16,597 175 
β-pinene 1.037 16,617 172 
citronellal 1.085 17,811 193 
decanol 1.021 20,000 204 

천연에 풍부한 Citrus 원료를 그대로 향료로 사용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만 하거나 여기에 약한
부분만 강조하면 된다

,
decanal 1.384 24,000 332 
linalool 1.764 24,895 439 

citronellol 1.026 28,336 291 
octanal 1.274 36,047 459 

cis-citral (neral) 1.062 36,128 384 
i l i l 부분만 강조하면 된다

일일이 따로따로 합성, 분리, 정제한 것을 다시 비
율대로 재조립 하는 것보다 싸다

trans-citral (geranial) 1.152 36,128 416 
β-caryophyllene 1.044 45,600 476 

nonanal (ald. c-9) 1.06 51,410 545 
l-carvone 1.036 59,668 618 

γ-terpinene 1.021 78,000 796 
l perillaldehyde 1 053 888 030 9 351l-perillaldehyde 1.053 888,030 9,351 

trans-limonene oxide 1.023 0 
trans-β-ocimene 1.028 0 
germacrene.d 1.054 0 
β-cubebene 1.058 0 
β-cubebene 1.059 0 

천연에는 존재하나 향료 물질로 사용하지 않
는 원료도 많다β

α-phellandrene 1.063 0 
α-copaene 1.08 0 
δ-cadinene 1.11 0 
valencene 1.169 0 
δ-3-carene 1.29 0 

는 원료도 많다

β-phellandrene 1.501 0 
sabinene 1.559 0 
α-pinene 1.851 0 
원료비 21,335 



껌에 가장 많이 쓴다 ? (Dosage보다는 소비량에 관계됨)

• 음료 1캔 : 250ml (0.1%, 0.25g)

• 껌 1개 :  3.5g (1%, 0.035g)

10배가 아닌 1/7수준

• Mint, Peppermint, Spearmint등

천연 향 를 많이 사용하천연 향료를 많이 사용하고

다른 가격도 Kg 10만원 이상으로

만만치 않은 가격임만만치 않은 가격임

향료 몇 방울이면 어떤 맛이라도 다 낼 수 있다 ?

소비자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소비자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가장 어울리는 제품만이 선택된다

• 우유 : 신맛, 후레쉬한 과일 어울리지 않음우유 : 신맛, 후레쉬한 과일 어울리지 않음

가장 대중적인 맛 위주 (1주일 내 안팔리면 반품)

- 커피, 초코, 딸기, 바나나가 대부분커피, , 딸기, 바나나가 대부분

- 소고기우유,계피우유 : 실패 확률 100%

- 오렌지,포도,파인애플 등 음료에 인기제품도

우유로는 부적절

• 음료: 딸기, 바나나, 초코 등 우유 인기제품도 실패기 바나나 등 우유 기제 실패

빙과에 대중적인 바닐라,메론 등도 실패

• 향 만으로 결코 시장에서 받아 줄 수준의 맛을향 만 결 시장에서 받아 줄 수준의 맛을

낼 수 없음

• 수박향 처럼 수 십 년간 노력에도 제대로 향조차수박향 처럼 수 십 년간 노력에도 제대로 향조차

개발하지 못하는 품목도 많음



소비자를 길들인다 : 그렇게 힘센 기업은 없다

소비자의 입맛과 요구에 따라갈 뿐이다소비자의 입맛과 요구에 따라갈 뿐이다

• 옛날에 맛있었다던 식품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꿀맛이야 (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떡)꿀맛이야 (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떡)

호랑이 보다 무서운 곶감, 흰 쌀밥에 소고기 미역국

• 예전 어린이 (OO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 되던 )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아이스크림, 콜라, 사이다

짜장면, 햄버거, 피자, 돈까스, 케익

• 요즘 어린이

절 적 선호제품은 없다, 빅히트 제품이 없다

요즘 시장에서 잘 팔리는 빙과 10 품목 평균나이가 24년요즘 시장에서 잘 팔리는 빙과 10 품목 평균나이가 24년

• 향료는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울 수 있다

• 과즙 우유의 풍부한 Base에 맛을 내기는 비교적 쉽다• 과즙, 우유의 풍부한 Base에 맛을 내기는 비교적 쉽다

하지만 맹물에는 어떤 향료도 어렵다

심지어 잘 녹지도 않아서 분리도 일어 난다

• 맛이 나쁜 재료를 향료로 감출 수 없다

속임은 오래가지 못한다, 조화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를 길들인다 : 최소 20년은 기다려야

국내에 아이스크림만 매년 80여 제품이 새롭게 출시된다 (리뉴얼 포함)국내에 아이스크림만 매년 80여 제품이 새롭게 출시된다 (리뉴얼 포함)
대부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사라진다.
많이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제품이 대부분 실패한다

성공한 제품은 나오자 마자 소비자 반응이 좋아 빅 히트한 제품이 대부분이다성공한 제품은 나오자 마자 소비자 반응이 좋아 빅 히트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 사례가 너무 많아 생략

성공한 제품은 소비자가 잘 알고 , 좋아 하는 맛의 제품이다
사례가 너 많아 생략: 사례가 너무 많아 생략

예외처럼 보이는 사례)예외처럼 이는 사례)
우리나라는 우유를 먹는 문화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구국가를
돌아보고 우유보급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군사정권의 위력(홍보
)으로도 소비자에게 강제로 먹일 수는 없었다 (맛도 싫고 ,소화도 안
되고)
1970년 우유 보급의 목적으로 만든 부라보콘이 나오자 마자 폭발적
인 인기를 얻고, 우유의 공급부족을 일으켰다 .인 인기를 얻 , 우유의 공급부족을 일 켰다
결정적 차이는 ‘바닐라향’ 
싫어하던 우유에 보지도 못한 바닐라로 만든 향을 넣었는데 폭발적인
반응반응
(소비자 길들이기 ? 향의 위력 ?)
The Aroma of Breast Milk is Mostly Vanilla!



향료의 가치 :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

2003년 로얄 살루트 탄생 50년을 기념해 255병이 한정 판매된
로얄 살루트 50’은 1200만원(700ml) 이라는 고가에도 우리나라에 배당된 24병이 조
기에 품절됐다

• 아무리 최고급 양주도 향을 빼면 알코올만 남는다 … 그것도 인화성이 강한
• 아무리 비싼 버섯도 향을 빼면 곰팡이일 뿐이다

(1.08Kg 3억, 실제 향기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1g, 그 진짜 Key 향기물질은 …)g g y
• 아무리 비싼 음식도 향이 빠지면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덩어리일 뿐이다

향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 클레오파트라의 최고의 무기는 코의 높이가 아니라 코를 이• 클레오파트라의 최고의 무기는 코의 높이가 아니라 코를 이

용한 조향의 능력이다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 시저를 치마폭에 휘감은 것도 모자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 시저를 치마폭에 휘감은 것도 모자

라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재차 정벌에 나섰던 안토니우스마

저 사랑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여자, 로마 제국을 멸망의 길저 사랑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여자, 로마 제국을 멸망의 길

로 이끄는 원인을 제공했던 클레오파트라가 두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한 고혹적인 무기는 그녀의 용모와 자태도, 수개 국어못하게 한 혹적 무기 녀의 용 와 자태 수개 국어

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설득력 있는 외교 화술도, 풍부한 교양

도, 귀족적이고 우아한 행동도 아니었다. 권력의 최고봉에 서

있었던 두 영웅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가 사

용한 향기였다.

• 후추전쟁, 스파이스루트 등 향신료가 인류 문화사에 끼친 영후추전쟁, 파이 루 등 향신 가 인류 문화사에 끼친 영

향은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생략



천연과 합성은 다르다고 하는 것은

• 우리가 먹는 비타민C가 대부분 합성품이다• 우리가 먹는 비타민C가 대부분 합성품이다.
식품첨가물공전 화학적 합성품 87번에 등록됨
합성이 나쁘다면 비타민이 몸에 유해하다고 하
는 것과 같다.는 것과 같다.

• 다른 대부분의 비타민도 화학적 합성품에 등재
되어 있다 물론 다른 아미노산 무기질도 화학되어 있다. 물론 다른 아미노산, 무기질도 화학
적 합성품이다. 

• 난소화성당 당알콜(칼로리 낮고 충치 안 생기• 난소화성당, 당알콜(칼로리 낮고, 충치 안 생기
는)등은 첨가물에 포함되었는데 설탕,과당이 빠
진 것이 섭섭하지 않는가. 

• 색소,향료는 앞에 반드시 합성이라고 표시하는
데 비타민C, 비타민D등은 왜 합성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느냐넣지 않느냐

향료 : 한국 시장을 지키는 작지만 강한힘

• 아이스크림의 생산량은 미국(1위), 중국(2위), 일본(3위)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

이어 15위권, 1인당 소비량은 미국/호주/뉴질랜드의 ¼ 수준 이지만 아시아에

서는 일본과 더불어 최고 수준(6Liter/year)이다

• 전세계 I/C 시장의 25%는 Unilever사,  15%를 Nestle가 장악하고 있다. 유럽

에서는 2개사가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규모가 되는 시장(국가)은 모두

이들 회사가 M&A를 통해 침투해 있다. 일본과 한국만이 예외다

•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향료 생산국이며 아시아 시장에서 압도적 위

치에 있다. 일본은 식품업계와 향료업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

면서 일본 고유의 형태, 맛을 창조하여 세계적 기업도 쉽게 넘보기 힘든 차별화

된 시장을 구축 하였다.

• 한국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특징(맛과 형태)을 가지고 있다. 일본과도 다

르다.

이러한 차별화된 시장은 통일화된 몇 가지 강력한 b d 맛 형태 만 세이러한 차별화된 시장은 통일화된 몇 가지 강력한 brand (맛, 형태)만으로 세

계 I/C 을 평정하려는 전략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다.



전 세계 I/C 시장의 절반은 Unilever & Nestle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을 외국인이 개발한다 ? 

우리나라 배가 제일 맛있다고 한다
맛있는 배를 먹어 본적이 없는 나라에서 맛있는 배 맛의 제품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배를 이용하여 크게 히트한 제품이 있다

한국의 식품회사와 향료회사가 아니라면 이런 맛의 제품을 소비한국의 식품회사와 향료회사가 아니라면 이런 맛의 제품을 소비
자가 그렇게 쉽게 먹어볼 수가 있었을까 ? 
배만 갈아 넣으면 좋은 제품이 될까 ? 
향만으로 천연의 배 맛을 낼 수가 있을까 ?향만으로 천연의 배 맛을 낼 수가 있을까 ?
개발자의 노력과 맛있는 배 원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줄 향이 같이 있어서 가능했다



향료의 가치

많은 보석이 있다

보석은 자체 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링이 없으면

손가락에 끼울 수 없다

링은 보석의 크기를 더 크게 하지도

작게 하지도 않는다작게 하지 않는다

가짜를 진짜로 바꿀 수도 없다

향 또한 그러하다

모자람을 채워줄 뿐이다모자람을 채워줄 뿐이다

가짜는 일시적일 뿐

진정한 가치는 소비자가 언제나 알아 본다진정한 가치는 소비자가 언제나 알아 본다

향료가 거짓이라면 TV는 더 거짓이다

• 실물이 있는 향료가 거짓이라면

TV에서 나오는 소리도 화면도 실물은 없고 파형만 있는 거짓이다

합 형소리는 0,1로 조합된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 파형으로 바꾸어

스피커를 진동시켜 나타내는 가짜소리이고,

영상도 R d G Bl 신호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가짜이다영상도 Red,Green,Blue 신호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가짜이다

실제 방송국에서는 전자파만 내보내고 있다실제 방송국에서는 전자파만 내보내고 있다. 

이 전자파가 인체에 절대 무해하다는 증거도 없고, 

TV 내용이 인간에 전부 유익하다는 증거도 없다TV 내용이 인간에 전부 유익하다는 증거도 없다

TV 화면으로 대자연의 진정한 색상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가 ?TV 화면으로 대자연의 진정한 색상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가 ?

스피커의 소리에서 라이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가 ?

향료는 적은 수의 원료로 자연을 흉내내지만 그래도 실물이 들어 있다.향료는 적은 수의 원료로 자연을 흉내내지만 그래도 실물이 들어 있다.



향은 두뇌 발달 및 건강에 좋다

• 어렸을 때 기억한 맛(향)은 수 십 년간 잊고

지낸 후에도 우연히 지나치다가

마치 수 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기억해 낸다마치 수 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기억해 낸다

• 기억에도 없던 맛까지 기억한다(우유+바닐라=모유)

• 향과 색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은 건강히 살수 없다.향과 색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은 건강히 살수 없다.

감기로 후각이 떨어지면 세상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 향료 물질은 많은 Phytochemical(식물에서 미량이지만 유용
화학물질로 인해 두통,복통,주의력결
핍 과잉행동장애 (술은 적당이!)

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치유효과가 있다

- 수 많은 Aromatheraphy 효과

핍, 과잉행동장애 (술은 적당이!)

• 좋은 향과 좋은 맛(달콤함)을 기억하고 찾는 것은 인간의 생

존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다. 쓴맛, 나쁜 향(부패취)등은 많

이 먹으면 위험한 물질에 대한 기억으로 구토를 유발한다이 먹으면 위험한 물질에 대한 기억으로 구토를 유발한다. 

시각과 두뇌의 발달로 후각 및 미각에 의존성이 떨어지고 현

재는 생존(종족보존)기관에서 감각기관으로 의미가 변경 되재는 생존(종족 존)기관에서 감각기관 의미가 변경 되

고 있지만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조향사 : 향료 물질에 빠져 생활하는 사람

세계적인 조향사 장 폴 겔랑
• 1937년 1월 9일 출생 현재 72세

•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겔랑의 4 회장

• 어린 시절부터 향료의 원료물질을 18시간

씩 맡아왔으며 현재 3000여종의 냄새를 기

억하고 있다는 전설적인 인물

• 비록 직접 섭취한 것은 아니지만 식품보다

는 향수에 적합한 원료에 더 많이 노출되

었다. 그리고 2002년 회장직에서 물러 났

지만 현재에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조향

사는 장수 직종이다

• 왼쪽의 사진은 장폴겔랑의 젊은 시절 아들

과 향기훈련을 하는 모습과 향기훈련을 하는 모습



향료 종사자도 소비자이다

• 우리에게 친근한 곤충도 특정 부위만 자세히 보면 무시무시한 우
주 괴물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부위를 편견으로 확대하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부위를 편견으로 확대하
여 보는 것은 결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 1명의 향료 조향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1명의 향료 조향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매일같이 수 백 번의 향료물질의 냄새를 맡으면서 특징을 기억하
는 것이다. 10년 정도의 경험을 쌓아야 자신의 향료를 만들 수 있
게 된다. 능력이 우수한 조향사는 정년이 없다.  새로운 조향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 조향사는 평생 일반인의 수백배의 향료를 섭취(흡입)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 래 동안 현업에서 하 fl i 리 향나이가 들어도 오래 동안 현업에서 근무하는 flavorist 그리고 조향
사 중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Fragrance원료를 이용한 향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Perfumer도
많다.많다.

• 향료업계 종사자도 가공식품의 소비자이고 가공식품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아빠, 엄마이다. 부모,자식,형제,친구,이웃에게 독을 권하
는 파렴치한이 아니다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 향료 단품(Aroma chemical)은 휘발성이 높고, 농

도가 높아서 적합한 작업환경(환기 개인장비)에서도가 높아서 적합한 작업환경(환기,개인장비)에서

훈련된 생산기술자만이 취급하여야 하고 계량과

작업순서 등에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 정밀 작업이

다. 용광로의 쇠가 뜨거운 것과 우리가 쓰는 쇠가

뜨거운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 couch potato : 종일 TV만 보는 보던 사람

건강 악화 & 사망의 주범이 TV인가 감자 혹은 팝건강 악화 & 사망의 주범이 TV인가, 감자 혹은 팝

콘인가, 아니면 팝콘 속 버터향에 포함된 향기성분

(디아세틸)인가, 천연에 흔히 존재하는 디아세틸이(디아세틸)인가, 천연에 흔히 존재하는 디아세틸이

범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총기사고의 원인이 총알

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Ice Cream

my Nice Choicemy Nice Choice
my Rice, Juice, Device & Price

Police of Ice cream
Justice Notice Voice & Service against PrejudiceJustice, Notice, Voice & Service against Prejudice 

아이스크림에 유화제를 많이 쓴다 ?

제품 중에는 통상 0.2% 이하이고

전체 유가공 제품 사용량을 합해도 총 소비량의 2 %이다(유화제 최 사용국

미국기준)

우유의 유화는 우유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카제인으로 된 것이다

별첨 유화제는 카제인 유화가 너무 단단하여 쉽게 깨지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해유화(解乳化 de-emulsification, Gelled solid) 목적

Thi li id (생크림) Vi li id Gelled solid Churning : 버터Thin liquid (생크림) Viscous liquid Gelled solid
냉장조건 <10도

Churning : 버터
고온조건 >65도

유크림을 냉장 후 강하게 오래 Whipping하면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pp g
Gel이 된다, 이후 계속 Whipping을 하거나 고온(65도 이상)에서 whipping하면
버터(churning)가 된다

유화제로 Freezer 통과 시 빠르게 해유화(解乳化)

아이스크림도 보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크림처럼 Whipping이 필요한데 아이스크림은pp g

유지방의 함량이 생크림의 ¼ 수준으로 낮고 수분이 많아서 쉽게 유화파괴에 의한

Gel(유지방 사슬)이 형성되지 않는다 모노글리세라이드류를 첨가하면 유지방 표면에

카제인과 경쟁하여 약한 유화를 형성하여 동결 시 보다 쉽게 해유화(부분 유화 파괴)가

일어나 Soft하면서 보형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부분적 해유화는 Melting Down을 개선한다

> 단순히 지방구(소수성)가 Air bubble(소수성)를 감싼 구조: 얼음이 녹을 때 I/C
도 같이 녹음
> 유화 부분 파괴  Sticky 결합  Network 형성 : 얼음이 녹아도 지방이 녹을> 유화 부분 파괴  Sticky 결합  Network 형성 : 얼음이 녹아도 지방이 녹을
때 까지 형태 유지 입안에서는 지방도 Melting down

동결과정에 섞어 주지 않으려면 유화제는 불필요하다

유화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은 중간에 섞어줄 필
요가 없기 때문에 매끄러운 상태  목적 상실

Over run(air ½, mix ½ =Whipping)을 하지
않는 아이스크림은 유화제가 필요 없다 (하겐
다즈, 구슬아이스크림)

생크림(유지방 35%) 보다 지방량이 적어서생 림(유지방 ) 다 지방량이 적어서
(10% 이내) 몇 분의 짧은 Freezer (강한 교반이
일어남) 통과 시간 내에 충분이 whipping(de-
emulsification)일어나지 않는다 .  빠른 휘핑
목적 외에 아무 쓸모가 없는 유화제(구체적으로
모노글리세라이드)를 넣고 Whipping을 안한다
..? 



포크로 긁어서 … OTL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의 비밀은 부피의 ½를 차지하는 공
기의 고른 분포(Whipping, 이것 때문에 de-emulsifier)와 유
지방, 급속 동결에 있다.
구슬아이스크림처럼 -180도 액체 질소에 떨어 뜨려 얼음입
자의 수는 많고 크기는 적은 부드러운 상태로 얼리는 방법이자의 수는 많고 크기는 적은 부드러운 상태로 얼리는 방법이
있고 Freezer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Freezer는 거리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아
이스크림과 원리는 비슷한데 연속식이고 좀더 부드러운 조이스크림과 원리는 비슷한데 연속식이고 좀더 부드러운 조
직을 낸다. 원리는 열 전달 속도에 있다. Mix가 Freezer에 들
어가면 -30’C로 냉각된 금속면에 닿게 된다.  얼기 시작하면
바로 회전하는 Scraper blade에 의하여 깍여 나가고 mix가
새로 공급되고 또 얼자마자 제거된다. 이렇게 얼음으로 인한
단열층 생성효과까지 억제하는 방식이다. 가장 가장 효율적
인 급속동결의 방식이다. 통상 반고형이 되는 -10’C 이하까
지 적용가능하고 이하 -20도 까지 동결은 -40’C이하 초강력지 적용가능하고 이하 20도 까지 동결은 40 C이하 초강력
송풍 상태에서 30분 넘게 소요되면서 이뤄진다. 포크로 긁어
서 … OTL
요구르트를 얼려먹는 것은 쉽지만, 집에서 부드러운 아이스
크림을 만들기 힘든 것은 공장과 같은 강력한 급속 동결 시
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집에서 -20’C 냉동고에서 한나절 지
나야 얼 정도를 I/C 회사 설비는 몇 분이면 가능하다. 한번
녹은 아이스크림 집에서는 복원할 수 없지만 I/C 회사는 아녹은 아이스크림 집에서는 복원할 수 없지만, I/C 회사는 아
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복원 가능하다.  단지 최소 1000개 쯤
녹여가야 잠깐 실험이 가능하다.

안정제는 건강기능성 식품이다

아이스크림에서 주로 쓰는 안정제(신경안정제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증점다• 아이스크림에서 주로 쓰는 안정제(신경안정제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증점다

당류 또는 증점제로 표기함)는 전부 Dietary fiber이다.

• 증점제는 전분과 똑같은 포도당 등이 수백 ~ 수천개 결합한 것과 가열하면 많은 수분을증점제는 전분과 똑같은 포도당 등이 수백  수천개 결합한 것과 가열하면 많은 수분을

붙잡아 높은 점도를 보이는 점은 같으나, 결합구조가 직선형이며 분지가 많아서 노화 현

상과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 로 배출된다는 장점(?)이 있다. 

• 주로 사용하는 증점제는 구아검(콩과 1년생이나 두는 아님), 로커스트콩검(지중해산 나

무에 열린 Bean 고가원료), 펙틴 등이 있다

• 카라기난은 유일하게 Sulfur잔기를 함유하고 있어 유단백이 있는 경우 S-S 결합에 의하여

효과적인 점도(물에서에 비해 5배)를 보이므로 소량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유지방 마이셀

구조가 없는 빙과류 등에 카라기난 같이 고가 (15 000원 가격 급등세) 증점제를 사용하는구조가 없는 빙과류 등에 카라기난 같이 고가 (15,000원 가격 급등세) 증점제를 사용하는

것은 낭비이다.

• 아이스크림에서 증점제를 넣은 이유는 이렇게 Dietary fiber의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아이스크림에서 증점제를 넣은 이유는 이렇게 Dietary fiber의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도 녹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증점제가 증가하면(0.2%이상) 미끈거리

는 식감이 나타나 기호도가 떨어진다.( 부분의 첨가물 과량이면 쓴맛 등으로 기호도 감

소)



증점제 사용목적 : 유통 중 I/C은 온도 변동을 받게 된다

100% 동결된 I/C은 없다
순수한 물만이 100% 동결된다
통상 -18도에서도 85%만 동결된다통상 18도에서도 85%만 동결된다
냉동고는 5도 이상 온도가 오르내린
다(김치 냉장고만 1도 이하의 변화)
온도가 오르내림에 따라 얼음입자가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입자 크기가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입자 크기가
증가하여 점점 거친 입자로 변한다

증점제 사용목적 : 빙결정 성장, Bleeding을 막는다

이상적인 흐름

유

I/C은 F 을 통과 직후가 가장 S f 한 직을 가진다

유통조건

I/C은 Freezer을 통과 직후가 가장 Soft한 조직을 가진다
이후는 얼마나 이 Soft 조직을 유지하느냐의 싸움이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다
빙결정 성장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즉시 취식하는 I/C이나 유고형분이 충분화고 안정된 Texture를 형성한 제품은 증점제가 전
Ice crystal growth

즉시 취식하는 I/C이나 유고형분이 충분화고 안정된 Texture를 형성한 제품은 증점제가 전
혀 필요 없고
오히려 품질을 저하시킨다 (유원료 함량과 안정제 함량은 반비례 한다)



유통기한 없이 항상 냉동 보관하는 … 

유통기간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뉘앙스• 유통기간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뉘앙스
• 아이스크림은 스스로 품질을 증명한다 (Time temperature indicator)

미생물은 증식할 수 없고 효소도 불활성화 되어있다
쇼케이스에서 판매 가능한 아이스크림은 하드(H d) 아이스크림이다쇼케이스에서 판매 가능한 아이스크림은 하드(Hard) 아이스크림이다
눈에 안 보이는 품질의 손상이 있기 전에 조직이 거칠어지고 찌그러진다
보통 영하로만 떨어지면 모든 수분이 동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100% 순수한
물일 경우에 한하여 0도에서 얼고 아이스크림은 6 5도에서 50%만 동결된다물일 경우에 한하여 0도에서 얼고 아이스크림은 -6.5도에서 50%만 동결된다.
-18도 수분 80% 동결
-10도 60~70% 동결 : 먹기에 좋은 온도
6 5도 소프트아이스크림온도  누르면 매우 쉽게 변형된다-6.5도 소프트아이스크림온도  누르면 매우 쉽게 변형된다

구슬 아이스크림은 유통기간은 70,000일 ? 

10 도 이하에서 보관되는 우유는 7일간 유통된다• +10 도 이하에서 보관되는 우유는 7일간 유통된다
• 아이스크림은 우유보다 유통적성이 좋고

유통기간은 10도 낮아질 때 보통 10배씩 증가한다

• 0 도 …….. 70일 보관 (김치 냉장고의 원리)
• -10 도 …….. 700일 보관
• -20 도 …….. 7,000일 보관
• -30 도 …….. 70,000일 보관

구슬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35’C에서 보관된다, 그러면 가능한 유통기간은 …. ?구슬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35 C에서 보관된다, 그러면 가능한 유통기간은 …. ?

• 생산되자 마자 단종되어 -25’C 냉동창고에 3년간 보관된 제품을 검사한 적이 있다
판매의 가능성은 없고 보관하자니 비용만 계속 들고 폐기할 명분을 만들고자 개발판매의 가능성은 없고, 보관하자니 비용만 계속 들고, 폐기할 명분을 만들고자 개발
팀에 품질을 검사의뢰를 하여보니 어제 만든 제품처럼 완전한 품질이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가. 멀쩡한 제품을 상했다고 할 수도 없고, 보관하자니 비용만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냥 폐기하자고 하면 왜 그런 제품을 개발했냐고 할 것이고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냥 폐기하자고 하면 왜 그런 제품을 개발했냐고 할 것이고 ..

• 상하차, 쇼케이스에 과대 적재 시 1년의 품질 변화가 단 하루 만에 일어 날수 있다
그것이 아이스크림이다그것이 아이스크림이다



태워서 악취로 위해성 평가하기

• 놀라운 평가법이다

머리카락을 태우면 악취가 난다머리카락을 태우면 악취가 난다

머리카락에 비밀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이니

확 태워 버리던, 빡빡 밀어 버리던확 태워 버리던, 빡빡 밀어 버리던

• 천연향(원래 식품에 존재하는)은 정제 정도가• 천연향(원래 식품에 존재하는)은 정제 정도가

낮기 때문에 태우면 합성향보다 악취와 그을음

등이 심하다등이 심하다.

• 아이스크림에 사용된 원료 하나 하나를 태워 보• 아이스크림에 사용된 원료 하나 하나를 태워 보

던가

최소한 사용된 원료명 이라도 밝히는 것이 공정최소한 사용된 원료명 이라도 밝히는 것이 공정

한 것이 아닌가 ?

아이스크림 콘은 150g이 아니고 150ml이다 / 액체는 용량

• 150ml 아이스크림콘의 절반은 공기다. 아이 림콘의 절반은 공기다
중량은 절반인 약 80g
80g의 15%이하가 설탕. 
따라서 설탕량은 12g이하g
따라서 방송 내용의 1/3 수준임

• 우유의 최고 가치를 가진 카제인을우유의 최고 가치를 가진 카제인을
우유도 아니라고 하고
화면자막에 과일시럽 맨 처음에 써놓고
과일이 전혀 안 들어 갔다고 하니 대략 난감과일이 전혀 안 들어 갔다고 하니 대략 난감



관념적인 생각

• 따뜻한 수박이 달콤한가 시원한 수박이 달콤
한가
10 12도에서 가장 맛이 좋고 상온으로 가-10~-12도에서 가장 맛이 좋고 상온으로 가

면 오히려 감미가 감소한다. 입안에서 녹아야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바로 목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 (고체형 식품의 공통적인 특징)부분이 많다. (고체형 식품의 공통적인 특징)

• 다량 섭취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당분을 덜 느껴서 아이스크림을 추가로 1개당분을 덜 느껴서 아이스크림을 추가로 1개
더 먹게 된다는 것인가 ?

아이 림은 낮은 온 칼 리 효과• 아이스크림은 낮은 온도로 칼로리 소모 효과
가 있다

• 나쁜 지방, 동시 섭취 ?
- 웬 소설

한국에는 가장 좋은 아이스크림 책이 있다

• 시중에 흔히 있는 외국어 실력 하나만으로 외국 서적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차라리 자신의 편견만 넣지 않으면 그래
도 쓸만한) 짜집기한 엉터리 책이 아니다. 

• 아이스크림의 바이블이라는 “Ice cream” (현재 6th Edition) 
보다 내용도 훌륭하고 사진이나 그림도 잘 인용되 이해하기
도 쉽다

• 1조원 규모로 전체 국내 식품 시장에서 미미한 자리를 차지원 규 전체 국내 식품 시장에서 미미한 자리를 차지
한 아이스크림 분야에서 이렇게 책이 있다는 것이 한때 아
이스크림 분야에서 일한 나는 자랑스럽다

• 이렇게 훌륭한 책도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허접한 내용들이
판치니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된 아이스크림 책이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된 아이스크림 책이
필요한 것 같다



건강을 책임진다는 병원 게시판에도 복사되어 올라가고

대표적 편견과 사실
편 견 사 실편 견 사 실

1. 물과 기름을 혼합하기 위하여
유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우유에 다량으로 함유된 천연 성분인 Casein에 의하여 유화되며 유화를 위해서
별도의 유화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
동결 공정 중 적당한 수준으로 유화 파괴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된다

2. 천연은 비싸 대부분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유화제를 쓴다

3. 몸 속에서도 유해한 화학물질이

일본 유화제 시장의 대부분은 모노글리(35%,4000원), 레시틴(25%,3000원), 슈
가에스테르 (16%,2만원)중 천연 대두레시틴이 가장 저렴하다
모노글리세라이드는 천연에 존재하는 형태이며 팜유(트리글리세라이드)등의 원료로
제조된다

구석구석 전달 되게 한다
제조된다

모노글리세라이드는 HLB 값이 3~4로 친수성이 높은 유화물을 만들기 힘들다
알코올이 저분자 물질에게는 이상적인 유화제이다. 알코올이 부작용도 많지만 유용
한성분의 흡수를 도울 가능성이 높다. 유해 화학물질이 불안하면 술을 끊는 것이
좋다인간이 섭취하는 어떤 유화제도 알코올 양보다는 적다좋다인간이 섭취하는 어떤 유화제도 알코올 양보다는 적다

4. 안정제는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는 것을 막는다

젤리에 사용되는 안정제를 기능에서 단순 비약한 것이다. 아이스크림에서는 많은
양의 수분과 결합하여 얼기 힘든 형태로 만들어 잠열을 감소시킨다. 오히려 녹기
쉬운 조직이 되기 쉽다, 빙결정 성장 억제 등이 주목적이다

5. 적당한 끈기와 밀착을 주어
화학물질의 흡수을 돕는다

쉬운 조직이 되기 쉽다, 빙결정 성장 억제 등이 주목적이다

안정제는 난소화성 다당류 (Dietary fiber)로 작용 체내에서 분해 및 흡수 되지
않고 유해 물질을 흡착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6 색소도 문제다 천연색소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이다6. 색소도 문제다

7. 타르색소는 소화효소 작용을 저해하거
나 간장, 신장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
다

천연색소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이다
수 많은 칼러풀한 과일,야채를 Superfood라고 주장하는 주 원인 물질이다

합성색소는 비교적 분자량이 큰 물질이지만 산화에 안정(항산화력 없음)하고
물에 용해도가 높다(Na 처리). 모든 물질은 고농도에서 용해도가 떨어지므로 고농

다

8. 색소 첨가물의 해독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먼저 쓰이게 된다

도 실험으로 이루어진 신장 독성실험은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색소첨가물은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출되는 수용성 성분이다.
알코올의 분해(해독) 작용과는 다르다



출처도 뻔한 야비한 인용

• 54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은 많다• 54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은 많다

• 건강식품 창업자가 단명하면 그 식품은 단명식품인

가가

• 사장은 원가로 먹고

종업원은 공짜로 먹고 (기회는 적다)종업원은 공짜로 먹고 (기회는 적다)

연구원, Q.C요원 등은 돈을 받으면서 먹는다

사장이 연구원보다 많이 먹고사장이 연구원보다 많이 먹고

연구원은 목숨 걸고 아이스크림을 개발하는가

• 실제 수 많은 아이스크림 종사자 중에 아이스크림 때• 실제 수 많은 아이스크림 종사자 중에 아이스크림 때

문에 건강을 해친 사람이 확인된 경우가 있는가.

천연 지향의 고급아이스크림 전문점이 그러하다면• 천연 지향의 고급아이스크림 전문점이 그러하다면

대부분의 일반 아이스크림 종업원은 …

평생 향에 파묻혀 사는 조향사가 장수하면• 평생 향에 파묻혀 사는 조향사가 장수하면

향이 불로장생의 비약이라고 할 것인가

일본은 세계 2위의 향료 생산국이다

• 일본은 세계 제일의 장수 국가이다

세계 2위의 가공식품 생산국가이 (1위 미국)• 세계 2위의 가공식품 생산국가이고 (1위 미국)

• 세계 2위의 향료생산(사용) 국가이다

• 향료의 도움으로 가공식품이 발전하였고, 가공식품의 발전으로 향료가 발전하였다

• 물론 지금은 중국에 밀렸지만 얼마 전 까지는 세계2위 아이스크림 소비국이었다

• 그렇게 많은 향과 아이스크림을 먹은 일본인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Water is the most vital nutrient

물이 생명이다• 물이 생명이다
사람은 지방이 거의 없어져도 살 수 있고
단백질의 절반이 없어져도 살수 있지만
몸 속에 물 2%만 부족하여도 갈증을 느끼고 10%가 부족하면 사망한다몸 속에 물 2%만 부족하여도 갈증을 느끼고 10%가 부족하면 사망한다

• 생명은 물속의 Chemical reaction이다
물이 없 면 어떤 영양 흡수 할 수 없다물이 없으면 어떤 영양도 흡수 할 수 없다
물이 없으면 어떤 영양 성분도 몸 속 구석구석 전달되지 않는다
물이 없으면 섭취보다 중요한 배설도 불가능 하다

• 물에 녹아 있는 상태가 가장 흡수하기 쉬운 형태이다
물이 있어야 미생물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부패하기 쉽다

• 물이 동결되면 변화도 동결된다
어떤 도움이 없이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도, 녹는 것도, 안 녹는 것도 골고루어떤 도움이 없이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도, 녹는 것도, 안 녹는 것도 골고루
혼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어떤 도움 없이 어떤 몸에 좋은 성분이라도 가장 체내 이용성이 높은 형태로• 어떤 도움 없이 어떤 몸에 좋은 성분이라도 가장 체내 이용성이 높은 형태로
원하는 어떤 시간에도 공급 가능한 것이 아이스크림 이다

아이스크림은 가장 이상적인(미래형) 기능성 식품의 제형이다

• 인체의 70%는 물. 쌀도 밥을 해서 먹고, 콩도 콩나물 또는 두부로 소화되
기 쉽게 만들어 먹는다.

• 수분이 많은 가공식품은 여러 제한이 있다
음료 H4 0 이하 수용성 물질 침전 안 되는 물질만 가능음료 : pH4.0 이하, 수용성 물질, 침전 안 되는 물질만 가능
우유 : 유통기간이 1주일, 고형물 불가, 중성만 가능
발효유 : pH, 유통기간 2주

• I/C은 냉동 유통을 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제한도 없음• I/C은 냉동 유통을 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제한도 없음
산성~알카리성, 수용성~유용성 & 난용성, 액체~고체

• 어떤 맛도 가능하다
풍부함, 새콤함, 달콤함, 고소함, 쌉쌀함, 담백함, …풍부함, 새콤함, 달콤함, 고소함, 쌉쌀함, 담백함, …

• 열 손상도 피할 수 있다 : 신선한 야채, 과일을 그 로 (texture는 손상)

• 어떤 보존료(천연이던 합성이던)도 필요 없음

•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맛 성분을 제공할 수 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맛, 성분을 제공할 수 있다

• 스스로 품질을 증명합니다 (Time temperature indicator)
품질에 손상이 되기 전에 조직이 거칠어지고 변형된다

• 꼭 차가운 상태로 먹을 필요는 없다꼭 차가운 상태로 먹을 필요는 없다
차가운 것이 싫으면 녹이거나 데워서 먹여도 된다

• 아직은 아이스크림이 어린이 위주의 간식 이미지가 크지만 앞으로 실버
산업용 제품을 개발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식품의 제형이 될 수 있다.산업용 제품을 개발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식품의 제형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목이 아파 음식을 먹기 힘들 땐 영양이 풍부한 아이스크림이 최고
다



아이스크림은 사랑이고 평화다

The Aroma of Breast Milk is Mostly Vanilla !

아이스크림에서 부동의 No.1 flavor

Vanilla Ice cream

우유 + Vanilla = 잊었던 모유의 추억

아무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너무도 익숙한 맛이어서 그렇게 좋아했나 보다

전 세계 사람 누구나 처음 먹어보자 마자 좋아

한다고 한다

아무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싸우지 않는다

편안해 진다편안해 진다

아이스크림은 한국이 세계적이다

세계1 2위와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롯데(한 일)는 세계 3위 규
세계 No1 Unilever

• 세계1,2위와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롯데(한,일)는 세계 3위 규

모다. 일본에도 한국에도 중국에도 있다

• Lotte에 비해 기술만큼은 하나도 뒤질 것 없다고 확신하면서 경

세계 No2 Nestle

에 비해 기술만큼은 하나 뒤질 것 없다 확신하면서 경

쟁하는 회사도 여럿 있다

• Unilever, Nestle에서 나라별 구미에 맞추어 제품을 공급하지 않
세계 No2 Nestle

는다. 잘 팔리는 제품으로 세상을 뒤덮고 있다

• 한국 규모의 작은(?)시장에서 한국만큼 다양한 형태, 맛의 제품

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요즘은 워낙 할인점과 CVS의 강세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요즘은 워낙 할인점과 CVS의 강세

로 여러 제품들이 사라지고 있다

• 아무리 열심히 개발하여도 개발자의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세계 No3 Lotte group

아무리 히 개발하여 개발자의 혀 들어주지 않

풍문으로 들려오는 색안경을 낀 봉사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

고 있다

• 시간이 좀더 지나면 소비자가 원하는 어떠한 제품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도 기술자도 사라질 것이다. 전세계에

제 로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제 로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



마치며

단편적, 편향적 내용만 부각되어 높아진 불신감

현대인은 과거보다 유해한 식품을 먹는 것인가 ?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해물질에 포위되어 있으면서
- 담배, 오염된 물, 매연, 잔류농약, 방사선, 오존, 다이옥신, 석면

미세먼지, 전자파, …미세먼지, 전자파,

왜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얼굴은 젊어지고 있습니까 ?

우리의 아이는 실제 옛날보다 나빠진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
무지와 맹신 미신으로 조장된 나빠진 이미지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은 모조리 무시하고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 만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모르고 자신만이 소비자를 걱정하는 듯한 주장을 있습니다모르고 자신만이 소비자를 걱정하는 듯한 주장을 있습니다.
그 동안 TV의 선동적 보도로 받는 피해만 몇 십조 입니까 ?
더 이상 이런 일이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는 없습니다.



누가 더 문제 인가

• 가공식품의 가장 큰 문제를 굳이 꼽으라면 너무 맛이 있다는 것이다

• 향료의 최대 문제점도 맛이 있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 TV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다

수 많은 맛자랑 프로그램으로 국민을 비만으로 몰고 가고

One food diet + 천연색소의 항산화 효과를 온갖 Super food로 포장하고

식재료를 조미료로 조화시키면 맛 집으로 평가하면서

100% 주스에서 부족한 향을 보충한 것은 길들이기라고 한다.

• 만병의 근원인 비만에 기여하고 TV에 불필요한 과장,오류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시켜 불안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더 나쁜 것 아닌가

• 가짜 지식/지식인이 너무 많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는데 차가운 얼음은 위로 가는 것은 만물에 적용되는 ‘가벼

운 것이 위로 가는 현상’일 뿐이다. 원리는 모르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지식을 가

지고 새롭고 놀라운 지식 인양 나열하고, 심지어 잘못된 결론으로 세상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