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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식품 연구소 (NEW YORK STATE FOOD LABORATORY)의 

소비자 보호 조치 결과 발표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6년에 

10퍼센트 증가한 식품 검사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한 라벨의 정확성 검사 

 

연구소 업무 결과로 300건이 넘는 식품 리콜 발생 - 여기에서 1등급 식품 리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식품 연구소 (New York State Food 

Laboratory)가 건강 위험성, 라벨 붙이기의 순수성 및 정확성을 위해 식품 및 음료 샘플의 

검사를 2015년의 61,000 건에서 2016년의 67,000건으로 10퍼센트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신식 실험실에서 진행된 첨단 식품 검사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선반에서 오염된 제품이 제거되는 결과를 이끈 300건 이상의 제품 리콜과 여러 개의 잘 

알려진 유명 식품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정교한 식품 연구소 중 한 

곳으로서, 뉴욕의 식품 검사 기능은 식품매개 질병의 잠재적 발병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식품의 라벨이 생산업체들이 약속한 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고객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합니다. 뉴욕주는 높은 기술 수준의 식품 검사의 개척자로서 이 

최신식 실험실을 통해,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삶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품 안전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라벨의 정확성 

 

뉴욕주 재배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은 뉴욕주 농부들을 돕기 위해 

설계된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다면적인 식품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들은 해당 지역에서 재배해서 생산한 식품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식품 생산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이러한 제품을 보다 높은 

기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재배 인증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http://www.agriculture.ny.gov/AD/alertList.asp


연구소는 라벨 붙이기의 정확성을 위해 제품을 검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식품 검사를 통해 경제적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오염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2016년에 사상 처음으로, 뉴욕주 식품 연구소 (New York State Food 

Laboratory)는 종 분화를 위해 물고기를 검사하는 유전자 (DNA) 기반 방법을 

구현했습니다. 식품 연구소 (Food Laboratory)에서 실시한 라벨 붙이기 검사의 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싸구려 오일이 첨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올리브 오일 검사  

 제품이 저지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저지방 제품 검사  

 “8퍼센트 단백질”과 같이 라벨이 나타내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반려동물 식품 

검사 

 

늘어나는 수입 식품 검사 

 

작년에 식품 연구소 (Food Laboratory)의 과학자들은 또한 치즈와 향신료와 같은 수입 

식품의 검사를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오염된 제품의 수를 줄이기 

위한 부가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어 수행되었습니다. 이 식품 연구소 (Food Laboratory)는 

2015년에 비해 28퍼센트 증가한 1,073개의 수입 식품 샘플을 2016년에 처리했습니다. 

 

뉴욕주 식품 연구소 (New York State Food Laboratory)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향신료 검사를 한 최초의 실험실 중 한 곳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라벨이 붙지 않은 충전재, 식품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산업용 염료, 납과 

같은 유해한 오염 물질을 식별하기 위해 수백 개의 향신료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또한 2016년 농업시장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식품 안전검사국 

(Division of Food Safety and Inspection)과 우유 통제 및 유제품 서비스국 (Division of 

Milk Control and Dairy Services)은 작년보다 17 퍼센트 증가한 23,300 개가 넘는 식품, 

음료, 우유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샘플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공중 보건 감시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많은 샘플이 식품매개 질병 및 발생 조사, 소비자 문의, 

기타 다양한 식품 관련 조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식품 연구소 (Food Laboratory)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몇 가지 품질 시스템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식품 안전 및 생물 보안 프로그램, 뉴욕주의 소비자 및 영농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분석적인 검사를 수행합니다. 식품 연구소 (Food 

Laboratory)는 최근에 식품매개 질환 병원균을 특징짓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직원들은 

오염된 식품의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식품매개 질환을 줄이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 연구소 (Food Laboratory)는 또한 국립 식품 응급 대응 

네트워크 (National Food Emergency Response Network)의 일원이며, 공중 보건 감시 및 

식품매개 질환의 발생 조사를 하는 질병 통제 예방 플러스넷 네트워크 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ulseNet network)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Richard Ball 뉴욕주 농업부 (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식품 연구소 (New York State Food Laboratory) 직원의 업무를 통해, 뉴욕주는 우리 식품 

공급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더욱 신속한 검출 방법을 

이용하는 최첨단 분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부서의 현장 직원들이 보다 

많은 샘플을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직원들도 수령한 식품에 대해 

더 많은 검사를 수행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연구소의 기술 수준이 

전국적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주가 식품 안전 검사의 러더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Sharon Shea 공중 보건 연구소 협회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Laboratories, 

APHL) 식품 안전 프로그램 (Food Safety Program)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 

보건 연구소 협회 (APHL)는 뉴욕주 농업시장부 식품 연구소 (New York State Agriculture 

and Markets Food Laboratory)를 선도적인 준회원 기관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신식 시설과 훌륭한 과학자들은 양쪽 모두 미생물학적 오염원 및 

화학적 오염원에 대한 검사에서에서 매우 훌륭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과 전국의 모든 국민을 위해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oe Corby 식품 의약품 공무원 협회 (Association of Food and Drugs Officials, 

AFD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공중 보건 및 식품 검사 연구소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통합된 식품 안전 시스템을 절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식품 

의약품 공무원 협회 (AFDO)는 위원회, 업무그룹, 모든 이를 위해 보다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기타 공식적인 활동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들여 참여한 뉴욕주 농업시장부 식품 연구소 (New York Agriculture and Markets’ Food 

Lab)의 공무원들의 기여에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Chris Papas 미국 농무성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농약 

데이터 프로그램 (Pesticide Data Program) 샘플링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소비자 자신과 가족이 먹는 식품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제공해 준 뉴욕주 농업시장부 식품 연구부서 (New York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the Markets Food Laboratory Division)는 미국 농무성 

(USDA) 농약 데이터 프로그램 (Pesticide Data Program)의 소중한 협력자였습니다.” 

 

Ruiqing Pamboukian 미국 식품 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규제 업무국 (Office of Regulatory Affairs) 실험실 인증 프로그램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프로젝트 리더 및 Erin Woodom-Coleman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 식품 연구부서 (New York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the Markets Food Laboratory Division)는 중요한 협력자로 

지내왔습니다. 멘토 연구소로서, 이 연구소는 세 곳의 멘티 연구소가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소가 최근 현장 평가 일정을 잡고 



있는 반면에, 두 곳의 멘티 연구소는 2016년에 성공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참여자이며, 종종 우리 연구소 인증 회의에서 세션 연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들의 최고 상공 사례는 우리 그룹의 다른 연구소들과 함께 평가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뉴욕주 식품 연구소 (New York State Food Laboratory) 소개 

뉴욕주 식품 연구소 (New York State Food Laboratory)는 2013년 새로 시공된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이 67,000 평방 피트 규모의 시설에서는 43명의 미생물자 및 화학자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품 연구소 (Food Laboratory)는 미국 식품 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뉴욕주 주류관리청 (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식품 연구소 (New York 

State Food Laboratory)는 또한 대학과 기타 주 및 연방기관에 전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식품 연구소 (Food Laboratory)는 또한 우리 

주에서 음식과 관련된 모든 응급 사태에 식품 연구소가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주와 연방 

정부의 협력기관들이 참여하는 통합 신속 대응팀 (Rapid Response Team, RRT)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식품 연구소 (Food Laboratory)는 미국 농무성 (USDA) 농약 데이터 프로그램 

(Pesticide Data Program)을 지원하는 잔류 농약에 대한 농산물 및 유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미국 농무성 (USDA) 농업 마케팅 서비스국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과 협력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 의약국 (FDA) 보조금 수혜자로서, 식품 연구소 (Food 

Laboratory)는 또한 동물 사료 및 반려동물 사료의 위험성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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