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국제규격 이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까지 받은 제주삼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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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품질인증 제주삼다수, 체크슈머 사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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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매 이전에 성분, 리뷰 등을 살펴보는 소비자>

목요일

글로벌 품질인증으로 소비자 신뢰 업
세계 생수시장 공략 가속도 붙을듯

파라다이스시티, ‘정글 바비큐…’ 론칭
영종도 파라
다이스시티
가 다가오는
6월 초여름에
맞춰 ‘정글 바
비큐 인 파라
다이스’(사
진)를 진행한다.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야외수영장 풀 사이드에 아마존
열대우림과 트로피컬 비치를 조성해 여름
노을을 배경으로 호텔 셰프가 조리하는 씨
푸드와 바비큐 등 정글 콘셉트의 그릴을
즐길 수 있다. 정글 무드 에피타이저, 디저
트, 트로피컬 음료 등도 갖추었다. 어쿠스
틱 통기타 공연과 함께 인스타그램 액자
프레임으로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트로
김재범 기자
피컬 아치 포토존도 있다.

마트에서 식재료나 음식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 뒷면을 살피고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으로 사용 후기를 검색하는 것이 일상이 됐
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찾기 위해 제품
구입 이전에 제품 성분과 함유량, 기타 첨가
물은 물론 제품 리뷰(후기)까지 꼼꼼하게 살
피는 똑똑한 소비자 ‘체크슈머(Checksume
r)’가 늘었다.
식음료업계는 체크슈머를 겨냥해 다양한
방식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깐깐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글
로벌 품질 인증제도를 활용해 소비자의 입
맛을 사로잡는 브랜드도 눈에 띈다. 가장 많
이 사용하는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
정하는 ISO국제규격이다.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등 분야
도 다양하고 통용 범위도 국내외로 폭넓다.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된
할랄 역시 원재료부터 전 생산단계까지 점
검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다.
뀫글로벌 품질인증 받은 제주삼다수
제주삼다수는 1998년 출시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취수원 관리와 깨끗하고 안정된 상
태의 수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품
질과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일
3시간마다 완제품 시료를 채취해 미생물 및
이화학 검사 등 자가 품질검사를 24시간 시
행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제주삼다수 연구소의 품질관리 연구 모습. 제주삼다수는 글로벌 시장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국내외에서 물맛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삼다수

내부 품질검사원의 역량강화와 검사 신뢰를
위해 관련 연구 인력의 경우, 미국환경자원
협회 주관 국제공인 비교숙련도 프로그램에
서 최고등급(green 등급)을 받았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식품안전시스템 기준을 통과하며 국내외에
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2000년 ISO9001
취득을 시작으로, 2008년 NSF(미국국가위
생국 식품안전규격), 2014년 국제식품안전
협회(GFSI) 승인규격인 FSSC22000(식품안
전경영시스템) 등의 글로벌 인증을 통해 우
수한 품질을 입증했다. 2017년 9월에는 국
내 먹는샘물 브랜드 중 처음으로 인도네시
아 할랄 인증도 취득했다.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은 갱신·유지 심사에서도 나타
난다. 2015년에는 ISO9001을 재인증 받았

으며, ISO14001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
다. 또한 원수와 제품에 대한 미국 FDA(식
품의약국), 일본 후생성, 중국 공인기관의
수질기준을 매년 충족시키며 우수한 수질
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식
음료를 심사·평가·인증하는 ‘국제 식음료
품평원(ITQI)’에서 2018년 국제 우수 미각
상을 수상하며 물맛으로도 세계를 사로잡
았다.
이처럼 식음료업계에서는 글로벌 인증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17억 명의 소비자를 거느
린 신흥 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할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레이시아
에 자킴할랄 인증을 받은 ‘대박라면’을 선보
였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이슬람시
장과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이슬람협회

(KMF), 인도네시아 무이(MUI), 아랍에미
레이트에스마(ESMA) 등 주요 인증을 모두
취득했다. 밀키트 전문기업 마이셰프는 지
난해 9월 식품위생을 고려한 시설 설계로 H
ACCP 인증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식품안
전부문 국제규격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
O22000을 획득했다.
제주삼다수 관계자는 “국제 품질인증은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제
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면서, “제주삼다수는 국제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21년간 변함없는 물맛을
지켜오고 있으며, 국내 주요 생수브랜드 중
에서는 처음으로 할랄 인증까지 취득하며
세계인이 믿고 찾는 글로벌 생수로 거듭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하이원리조트, 백운산 테마 UCC 이벤트
정선 하이원리조트(대표 문태곤)는 ‘하이
원 백운산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UCC 이벤트를 6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진 사람이
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백운산을 소개
하는 공식 블로그 게시물 ‘하이원의 ㅂㅇ
ㅅ을 찾아서’에 등장한 장소 또는 정선 백
운산 일대를 촬영한 60초 이내의 영상을
응모하면 된다. 본인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해시태그(#하이원리조트, #백운산UCC)
와 함께 게시한 후, 하이원리조트 공식 블
로그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참가의사 및
김재범 기자
영상 링크를 기입하면 된다.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그랜드 하얏트 서울, 615개 전 객실 리모델링 오픈
서울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객실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3년에 걸쳐 단계
적으로 진행한 객실 공사를 마치고 일반
객실 및 스위트를 포함한 615개의 객실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객실 리모델링은 호
주의 국제적인 디자인 기업 바 스튜디오(B
ar Studio)가 주관해 진행했다. 바 스튜디
오는 파크 하얏트 상하이, 파크 하얏트 시
드니, 그랜드 하얏트 홍콩 등 아시아 태평
양 지역의 하얏트 호텔과 긴밀히 협업하는

디자인 기업이다.
새로운 객실은 여유로워진 공간과 기능
적인 가구 배치, 더 넓어진 조망이 특징이
다. 15∼17층에 위치한 프리미엄 플로어의
객실은 기존의 부드러운 오크톤 목재 벽면
구조를 살리면서 전면 통유리창을 통해 아
름다운 서울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니멀한 객실 가구 재배치와 한국
전통 보자기의 무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
한 패턴 유리 및 잉어 수묵화를 배치했다.
스위트는 자연적인 채광을 최대한 살렸
고, 그랜드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는 객실

바 공간을 조성해 객실에서 소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호텔이 자랑하는 프리
미엄급 스위트들을 이번 리모델링에서 대
대적으로 개선했다. 거실 및 서재 등과 같
은 소셜공간과 침실 및 욕실 등의 개인 공
간의 구별을 확실하게 했다.
아드리안 슬레이터 그랜드 하얏트 서울
총지배인은 이번 객실 재단장에 대해 “우
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에게 혁신적이
고, 호화로운 시설과 함께 모범이 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다.

새롭게 단장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앰버서드 스
위트의 침실과 고객의 소셜활동을 지원하는 다이
사진제공｜그랜드 하얏트 서울
닝룸(위 사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