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품질 & 안전

- 덴마크 식품 생산 DNA

덴마크 기업들은 농업과 식품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덴마크 식품은 높은 품질, 신뢰성 그리고 최고의 위생으로 높은 평가
를 받고 있다.
덴마크의 식품 제조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가공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현대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덴마크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덴마크의 식품 생산

덴마크가 수출하는 식품의 40%
가 고부가가치 식품이다

량은 덴마크 인구의 3배에 달하는 인구에게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덴마크
의 푸드 클러스터는 덴마크 수출의 25%를 차지하며, 그 중 40% 고부가가치 제품으
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가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생산 체인의 최적화 덕분이다. 연구
기관, 서비스 업체, 농가,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고품질 및 안전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 확보
덴마크 기업과 정부는 식품 안전성 부분에서 언제나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설정자 역
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식품 가공 부분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
하고 있다.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높은 식품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력 추적 시스템은 1차 생
산자에서부터 전 세계 저녁 식탁까지 이어진다. 덴마크는 EU 국가 중에서도 매우 철
저한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제나 깨끗하고 표준화된 생산이 보
장된다.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덴마크 푸드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덴마크 식품 생산은 투명하게 운영되며, 충분한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높은 식품 안전성은 생산자와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룩된 덴마크 식품의 DNA와 같다.

콜롬비아 농부들이 치즈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농부들이 매우 낮은 품질의 전통
적인 레닛(우유 만들 때 사용되
는 효소)을 사용했고, 따라서 대
부분의 치즈를 버려야만 했다.
이후, 듀폰 다니스코 (Dupont
Danisco)의 레닛을 사용하면서
버리는 제품의 양이 줄어들었으
며, 치즈 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덴마크에서 생산되는
가금류의 경우 100% 살모넬라 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품질 – 전 세계적 수요
오늘날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특징으로 하는 덴마크 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
를 누리고 있다. 몇몇 국가의 경우 식품 수입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해외 기업의 수
출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덴마크의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덴마크 크라운은 중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외국 기업 중 하나이다. 또한, 덴마크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고품질로 정
평이 나 있으며, 이 점은 이미 EU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기도 하다. 이는

2017년 5월, 덴마크는 중국 정부
와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덴마크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공 돼지고기 식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협정 체결 당시, 중
국 정부는 덴마크 식품의 안전성
을 특히 강조했다.

덴마크 식품의 안전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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