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S H&N
Self quality inspection  자가품질검사

Nutrient fact  영양성분분석

Microorganism  미생물검사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농수산물검사

Pesticide & verterinary drug residue 잔류물질검사 : 농약& 동물용의약품

Allergen 알레르기물질검사

Radioactive  방사능검사

Imported  수입식품검사

Export  수출식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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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가 검사 시설이 없거나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시어 시험성적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GS Korea는 식약처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시험 결과를 제공합니다.

CONTACT 

|  자가품질검사는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검사주기에 맞춰 식품유형별 검사 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택배, 직접 방문 및 SGS Korea 직원이 직접 시료를 수거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분석 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 소요되며 시험

수수료 및 필요 샘플 양은 검사 항목에 따라 상이 하오니 아래 Contact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9개월 마다 1회 이상 빵큐(크림이 포함된 것), 과자(크

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

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

당류, 올리고당류),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 두부류, 묵류, 식

용유지류(압착식용유),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

·홍삼음료, 기타음료),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

치류), 즉석조리식품(순대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식품제조·가공업

3개월 마다 1회 이상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

(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 식용유지가공품(모

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ᆞ병조림을 제조하

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ᆞ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

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ᆞ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ᆞ포장된 조

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만을 가공하는 경우

2개월 마다 1회 이상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ᆞ채소류음료, 탄

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ᆞ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비가열음료는 제외),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

※식품제조·가공업의 상기 이외식품유형은 1개월 마다 1회(주류의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자가품질검사

시험 의뢰 시료 수거
고객상담

시험 접수 시험 성적 발행
검사 종료

8일 소요

의왕(샘플 접수처) Laboratory & Office

경기 의왕시 맑은내길67  ALT 지식산업센터 A동 301호

기술상담 및 기타상담
Tell  :  031)689 –8611~8618
Mail :  JiHoon.Jeong@sgs.com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광주, 부산
시험접수 및 성적서 발행
Tell  :  031)689 –8621~8626
Mail :  Jiah.Lee@sgs.com

의왕 시험센터본부

광주 사무소
부산 사무소

|  SGS Korea 식품사업부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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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어린이 5대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당류

| 가공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고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적 가치를 근거로 합리적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가 조리 · 판매하는 식품 (하단 표 참조)은 9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NUTRIENT 
FACT 

|  SGS Korea에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할 영양성분 분석 방법을 결정하고 영양성분 함량 산출 근거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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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14대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식이섬유, 칼슘, 철분, 비타민D, 칼륨

기타 영양성분

미량 영양성분 : 비타민류, 칼슘, 아연, 셀레늄 등

기타 성분 : 카페인 등

기타 참고사항

필요 시료량 : 제품별 300g ~ 500g 이상

분석 기간 : 근무일 기준 7일 (긴급분석 5일)

※관련 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5]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유형

1) 레토르트식품(축산물은 제외)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동물성

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7) 면류 8) 음료류(다류와 커피류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9) 특수용도식품 10) 어

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2)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13) 시리얼

류 14) 유가공품 중 우유류·가공유류·발효유류·분유류·치즈류 15)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16) 건강기능식품 17) 1)부터 1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

물로서 업자가 스스로 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 코코아가공품류,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이외의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은 21.3.14 시행

※관련 규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의왕(샘플 접수처) Laboratory & Office

경기 의왕시 맑은내길67  ALT 지식산업센터 A동 301호

기술상담 및 기타상담
Tell  :  031)689 –8611~8618
Mail :  JiHoon.Jeong@sgs.com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광주, 부산
시험접수 및 성적서 발행
Tell  :  031)689 –8621~8626
Mail :  Jiah.Lee@sgs.com

의왕 시험센터본부

광주 사무소
부산 사무소

|  SGS Korea 식품사업부 주소 및 연락처



| 식중독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됩니다. 식중독균은 감염자의 분비물, 조리자의 손, 물, 충분히 익히지 않은 식품은 물론 가열처리를 한

식품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리장에서는 식품들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구분 보관 및 칼, 도마 등의 식기를 육류, 어패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WHY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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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e | 미생물이란 0.1mm 이하의 크기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생물을 말합니다. 그중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질환을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특히 식중독은 원인이 식품인 만큼 식당, 집단급식소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리장에서는 조리자의 위생 뿐만 아니라 음식이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칼, 도마, 식기 등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합니다.

분석기간

아래 Contact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Days

필요 시료량

아래 Contact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식중독의대표적원인식품

살모넬라 육류, 우유, 어패류, 가금류, 난류, 도시락, 튀김류 등

장염비브리오 어패류, 생선회, 초밥 등

대장균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오염된 식품 등

장출혈성대장균 설익은 햄버거패티(갈아만든 쇠고기), 우유 등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육류, 육류가공품, 가열조리식품 등

리스테리아 모토사이토제네스 육류, 유제품, 가금류, 채소, 냉동식품 등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타카 돼지고기, 우유, 오염된 물 등

캠필로박터 제주니 덜 익힌 가금류 등

황색포도상구균 건강인의 30% 정도가 보균자. 보균자의 화농성상처, 콧구멍, 목구멍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의 분변 및 구토물, 어패류 등

|  SGS Korea는 어떤 미생물을 검사할 수 있나요?

SGS Korea는 상기 식중독균뿐만 아니라 세균 수, 곰팡이 수, 유산균 수, 장내세균, 쉬겔라, 진균수, 크로노박터, 효모 수 그리고 제균력

시험에 대한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왕(샘플 접수처) Laboratory & Office

경기 의왕시 맑은내길67  ALT 지식산업센터 A동 301호

기술상담 및 기타상담
Tell  :  031)689 –8611~8618
Mail :  JiHoon.Jeong@sgs.com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광주, 부산
시험접수 및 성적서 발행
Tell  :  031)689 –8621~8626
Mail :  Jiah.Lee@sgs.com

의왕 시험센터본부

광주 사무소
부산 사무소

|  SGS Korea 식품사업부 주소 및 연락처



| 우리나라는 1990년 중반부터 GMO식품을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한국은 GMO 식품 수입 세계 1위입니다. GMO 식품은 유전자

변형이 되어 방충제 및 제초제에 대한 내성 등을 향상시킨 식품입니다. 하지만 GMO 생산과정에서 GMO 작물에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사용하는데, GMO 작물에 잔류하는 글리포세이트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하게 되어 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으며

공식적으로2015년 3월 20일 WHO의 세계암연구소에서 글레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WHY

CONTACT 

GMO

|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 12조의 2’ 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을 활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 의무 대상자는 식품 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

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 등 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입니다.

|  SGS에서는 어떤 GMO 식품을 검사하나요? 

SGS Korea는 하기 항목에 대해 정량, 정성 시험법으로 GMO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Contact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시험법

정량 대두, 옥수수

정성
감자, 대두, 밀, 사탕무, 쌀, 옥수수, 카놀라, 유채

기타 GMO 식품은 아래 Contact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수수료 : 아래 Contact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S
G
S

TE         TING                                           

ERVICE

분석기간

근무일기준 7일소요
7Days

필요 시료량

원곡 1kg 또는 단순가공품
1kg

의왕(샘플 접수처) Laboratory & Office

경기 의왕시 맑은내길67  ALT 지식산업센터 A동 301호

기술상담 및 기타상담
Tell  :  031)689 –8611~8618
Mail :  JiHoon.Jeong@sgs.com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광주, 부산
시험접수 및 성적서 발행
Tell  :  031)689 –8621~8626
Mail :  Jiah.Lee@sgs.com

의왕 시험센터본부

광주 사무소
부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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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 오 남용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허용 기준치 이상의 원 물질 및 그 대사물질의 형태로 잔류하여

국민 식생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농·축·수산 식품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PLS) 도입 및 기준 미 설정 동물용의약품의 관리 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식품

관련영업자들의 관리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분석가능한 잔류물질은 어떤 것이 있나요? 

CONTACT 

S
G
S

TE         TING                                           

ERVICE

분석기간

근무일기준 10일소요
10

Days

필요 시료량

아래 Contact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SIDUAL 
SUBSTANCES
R

| 식품의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분석은 mg/kg 이하의 성분을 고감도로 검출하는 정제방법이 복잡한 미량분석 분야이며 분석 결과의

공적, 법적 사용을 위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SGS Korea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정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및 ‘식약처 지정 전문

시험검사기관’ 으로서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검사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

니다.

의왕(샘플 접수처) Laboratory & Office

경기 의왕시 맑은내길67  ALT 지식산업센터 A동 301호

기술상담 및 기타상담
Tell  :  031)689 –8611~8618
Mail :  JiHoon.Jeong@sgs.com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광주, 부산
시험접수 및 성적서 발행
Tell  :  031)689 –8621~8626
Mail :  Jiah.Lee@sgs.com

의왕 시험센터본부

광주 사무소
부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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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잔류 물질 시험 방법

농산물
잔류농약 : 살균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 구충제, 살충제, 항균제, 
항원충제, 항염증제 등

식품 공전 중 동시 다성분 분석
식품 공전 중 개별 정량 시험

축산물

수산물

기타 식품(벌꿀 등)



|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원인 식품 섭취 후 수 시간 이내에 증상이 대부분 나타납니다.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비염, 기침

등이 있으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22가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사용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해당되는 모든 알레르기유발

물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SGS에서는 어떤 알레르기 물질을 검사하나요? 

SGS Korea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음식인 메밀, 밀, 땅콩을 포함하여 닭, 게, 달걀, 물고기, 고등어,

소고기, 우유, 복숭아, 돼지고기, 새우, 토마토, 이산화황, 대두, 말, 양, 염소, 참깨 및 글루텐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WHY

CONTACT 

S
G
S

TE         TING                         

ERVICE

ALLERGY
|  우리 몸은 외부 환경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살아갑니다. 박테리아, 기생충, 꽃가루, 진드기 및 바이러스 등이 우리몸에

침입하면 면역체계가 작동해 면역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 면역체계가 작동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알레르기이며 원인 물질이 식품일 때 ‘식품 알레르기’ 라 합니다.

분석기간

타겟물질 1개(7일), 타겟물질 2개 이상(9일)소요
7 or 9

Days

필요 시료량

아래 Contact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의왕(샘플 접수처) Laboratory & Office

경기 의왕시 맑은내길67  ALT 지식산업센터 A동 301호

기술상담 및 기타상담
Tell  :  031)689 –8611~8618
Mail :  JiHoon.Jeong@sgs.com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광주, 부산
시험접수 및 성적서 발행
Tell  :  031)689 –8621~8626
Mail :  Jiah.Lee@sgs.com

의왕 시험센터본부

광주 사무소
부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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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대상 식품 기준 ( Bq / Kg,L )

131I 모든식품 100 이하

134Cs
+

137CS

영아용 조제식,  조제유

50 이하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 조제유, 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기타 식품 ( 상기 식품 외 모든 식품 및 농·축·수산물 ) 100 이하

|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및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식품 및 식수의 방사능 오염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방사성

물질에 신체가 노출되는 경우 생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세포막, DNA 등이 이온화되어 신체 손상을 가져옵니다.

▪ 표면 오염 | 인간이나 동물이 소비하는 곡물 표면에 방사성 입자 부착

▪ 토양 오염 | 식물 및 작물이 오염된 토양 및 토양수를 섭취하고 분비

▪ 수질 오염 | 해수 및 담수에 사는 해산물이 오염된 물을 통해 방사성 입자를 축적

WHY

|  시험분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준가 148,000원, 긴급분석 222,000원 (VAT 별도)이며 검사 의뢰 건수에 따라 할인 가능합니다.

RADIOACTIVE

| 방사성 동위원소는 다양한 경로(하단 참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에 유입되어 식생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에 대한 관리 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생산, 제조, 유통 전 단계에 걸쳐 이를 준수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 방사성 원소를 측정할 수 있나요?

SGS Korea는 식약처 전문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되었으며, 감마 스펙트로메터를 사용하여 방사성 원소를 측정합니다.S
G
S

TE         TING                                            

ERVICE

CONTACT

분석기간

아래 Contact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Days

필요 시료량

아래 Contact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의왕(샘플 접수처) Laboratory & Office

경기 의왕시 맑은내길67  ALT 지식산업센터 A동 301호

기술상담 및 기타상담
Tell  :  031)689 –8611~8618
Mail :  JiHoon.Jeong@sgs.com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광주, 부산
시험접수 및 성적서 발행
Tell  :  031)689 –8621~8626
Mail :  Jiah.Lee@sgs.com

의왕 시험센터본부

광주 사무소
부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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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1항에 따라 수입신고 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SGS Korea는 영업자가 수입한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MPORTED

| 수입식품 검사 의뢰 절차S
G
SERVICE

CONTACT

FOOD

‘O000083’한국에스지에스㈜기관코드
02. UNI-PASS에 기관코드 입력

03.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01. 식약처, 검역소에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자

서류검사
식약처

04. 결과
적합 :  식품 등 수입 신고필증 발급 세관 통관 및 국내 유통

부적합 :  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반송 및 폐기

의왕(샘플 접수처) Laboratory & Office

경기 의왕시 맑은내길67  ALT 지식산업센터 A동 301호

기술상담 및 기타상담
Tell  :  031)689 –8611~8618
Mail :  JiHoon.Jeong@sgs.com

지역 사무소 Local Office

광주, 부산
시험접수 및 성적서 발행
Tell  :  031)689 –8621~8626
Mail :  Jiah.Lee@sgs.com

의왕 시험센터본부

광주 사무소
부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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