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제 외국의 HACCP 적용 현황

1. 미국

실제 식품에 HACCP의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FDA)가 1974년에 공포한 강

제법 「저산성식품통조림규칙」 (21 CFR Part

113)이었다. 1970년대 초반에 밀폐 용기에 든 저

산성 식품의 부적절한 열처리 공정에 의해 보툴리누

스 중독이 수차례 발병하자 공포한 이 규칙 내에서

FDA는 저산성식품통조림(레토르트식품, 무균충진식

품 포함)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중요관리인자(Critical

Factor)의 특정, 감시 및 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하였

다.

1985년 전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 NAS) 산하의 식품보호위원회에서

HACCP 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채택을 권고

함으로써 전 미국의 식품업계에서 HACCP의 도입

이 신중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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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단체급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의 발생이 날로 대형화, 다양화되어 갈 것
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식품원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조·가공, 보존, 유통·판매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해 조사·분
석하고, 각 위해요소에 대한 방지 방법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감시·관리함으로써 제품
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관리방법이다.

HACCP 계획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확
립, 개선조치 방법 확립, 검증절차 확립, 기록 유지 및 문서화 방법 확립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며, 최종제품을 검사하는 기존의 사후 관리적 방식과는 달리 HACCP는 중요관리
점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최종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담보하는 예방적 관리방법
이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된 HACCP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 집 축산물 분야 HACCP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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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의 권고를 받아들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

어진 식품미생물기준전국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 : NACMCF)가 설치되었고 1989년에 HACCP

의 7원칙이 제시된 지침을 발표하였다. 1992년에는

위해분석을 위한 질문집 등을 추가한 수정내용이 식

품기업을 대상으로 공포되었다.

FDA는 1995년 12월 수산식품의 가공에

HACCP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인 「어류 및 수

산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 및 수입절차」

(21 CFR Part 123)를 공포하고 이를 1997년 12

월부터 국내·외 수산식품에 강제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2001년 1월에는 「HACCP; 주스의 안전

하고 위생적인 가공 및 수입절차」(21 CFR Part

120)를 공포하였는데 그 배경으로는 1996년의 사

과주스에 의한 E. coli O157:H7으로 1명의 사망

을 포함한 70명의 환자가 발생한 식중독, 오렌지주

스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 등 주스와 관련한 식중

독 환자가 매년 16,000∼4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이다. 이 규정은 2002년 1월부터 적용되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2003년 1월

또는 2004년 1월부터 적용된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USDA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USDA/ FSIS)에서도

식육 및 가금육의 병원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

축장, 식육 처리장, 도계 처리장 및 식육식품 제조

시설에 HACCP 규정을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1996년 7월 최종 고시하였으며 1998년 1월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하여 HACCP

을 적용토록 하여 2000년 1월까지 모든 식육 및

가금육 공장에서 HACCP를 적용토록 하였다.

2. 일본

일본에서는 1995년 5월 24일 식품위생법을 개정

하여 HACCP 개념에 따른 「총합위생관리제조과

정」의 승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유·유제품 및 식

육제품(1996년 5월), 어육연제품(1997년 3월),

용기포장후 가압가열살균식품(1997년 11월), 청량음

료수(1999년 7월)에의 적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

다.

2000년 8월 23일까지 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

(HACCP)에 따른 식품제조 또는 가공 승인현황을

보면 시설별 및 건수에 대한 승인은 유·유제품

307시설, 738건수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제품은

93시설, 178건수, 어육연제품 14시설, 19건수, 용

기포장후 가압가열살균식품 13시설, 16건수이었다.

또한 영업자가 HACCP 계획을 작성할 때에 식품

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모델을 참고하는 것이 유

익하기 때문에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연구자 및 식품

제조에 관계되는 전문가와 협동으로 HACCP 일반

모델을 작성하여 영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후생

성에서는 1994년부터 본 사업을 위하여 매년

3,000만엔으로 현재까지 HACCP 일반모델을 개발

하고 있다.

1998년 7월부터는 「식품제조과정 관리 고도화

에 관한 임시조치법(HACCP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하는 자

가 HACCP 수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 즉 고도화계획을 작성하여 지정인정

기관의 인정을 받으면 금융, 세제상의 지원조치를

<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HACCP)에 따른

식품제조 또는 가공 승인현황>

2000년 8월 23일 현재

식품종류 승인시설수 승인건수

유·유제품 307 738

식육제품 93 178

어육연제품 14 19

용기포장후가압가열
살균식품

13 16

청량음료수 0 0

합계 427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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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그 절차를 보면 후생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은 제조

과정 관리 고도화의 기본적인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의 기본방향을 책정하고, 사업자 단체로서

고도화기준의 작성, 고도화계획의 인정업무를 적절

하고 원활히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그 신청

에 의해 지정인정기관으로 지정한다. 지정인정기관

은 식품의 종류별로 제조과정 관리 고도화에 관한

기준(고도화기준)을 작성하고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

절한 취지인 경우 후생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의 인정

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제조과정 관리 고도화

에 관한 계획(고도화계획)을 작성하고 고도화기준에

적합한 취지인 경우 지정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캐나다

1991년부터 농무성(Agriculture Canada : AC)

의 식품안전강화계획(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 : FSEP)에 의해 HACCP 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식품군 별로 HACCP 매뉴얼을 개발하여

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수산해양성(Fisheries

and Oceans Canada : DFO)에서는 1992년 2월부

터 수산식품에 대하여 HACCP에 기초한 품질관리

프로그램(Quality Management Program : QMP)을

시행하였다. 1997년 4월에는 식품안전강화계획의 효

과적 수행을 위해 농무성 산하에 캐나다 식품감시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CFIA)을 창설

하였으며 이 곳에서 품질관리 프로그램과 식품안전

강화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HACCP에 대한 승인은 1997년부터 시작되어

식육, 생란, 가공란(액란), 유 및 유제품, 가공야채

및 과일류, 벌꿀 등의 생산 시설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또한 식품감시청에서는 「HACCP Adaptation

and Rural Development Force」라는 HACCP

지원프로그램으로 영업자에게 교육훈련비, 컨설팅비

등 HACCP의 도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4. EU

유럽연합(EU)에서는 지령(Council Directive)

에 의하여 HACCP에 기초한 「식품위생에 관한 지

침(93/ 43/EEC)」을 제정하여 1995년 12월까지

제조과정 관리 고도화에 관한 기본방침

(후생대신, 농림수산대신)

공표 제출 인정 지원조치

제조과정 관리 고도화에 관한 기준
(고도화기준)

①고도화기준의 작성에 대한 예산보조
②고도화기준의 작성을 지원할 시험연구세제

(사업자단체=지정인정기관) 지원조치

공표 제출 인정 ① 시설정비에 대한 농림어업금융공고의 장기저리
융자(2.1%, 상환기한 15년, 융자범위 100억엔)
(99.2.22현재)

② 시설설비에 대한 특별상각(기계14%, 건물7%)
③ 사업협동조합 등의 공장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제조과정 관리 고도화에 관한 계획
(고도화계획)

(사업자)

HACCP 수법에 대응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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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서 법제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수

산식품, 식육 및 식육제품, 유·유제품 등에 대하여

는 개별적으로 위생규제에 관한 EU지령이 제시됨으

로써 HACCP 제도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EU 지역 내만이 아니라 EU 지역 내로 수출하는 식

품을 제조하고 있는 역외의 식품제조시설에 대해서

도 같은 지령을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전 세계

적으로 HACCP 제도의 도입을 추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Codex

1993년 7월 제20차 회의에서 HACCP 시스템을

식품위생의 일반원칙으로 채택하여 각국에 대하여

HACCP 개념을 근거로 한 위생규격기준을 권고하

고 있다.

6. 기타 국가

이들 국가 외에도 뉴질랜드에서는 1985년에 유제

품의 HACCP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1993년에는

식육, 수산식품을 위한 HACCP 매뉴얼을 작성하였

다. 호주에서는 1992년 9월 축·수산식품에

HACCP에 근거한 FPA(Food Processing

Accreditation)나 ISO에 근거한 AQA(Approved

Quality Assurance)를 의무화하였고, 1994년에

도축장 등에 ISO와 HACCP에 근거한 MSQA

(Meat Safety Quality Assurance)를 도입하였

으며 1997년 1월에는 도축장에서의 HACCP 적용

을 의무화하였다.

Ⅱ. 우리나라의 HACCP 적용 현황

1. HACCP의 도입 및 경과조치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식품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1996년 12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

정하였다. 1998년 6월 축산물 위생관리업무가 농림

부로 이관됨에 따라 1998년 8월에는 「축산물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하였다.

식육가공품중 햄류·소시지류(1996년 12월), 어

육가공품중 어묵류(1997년 10월), 냉동수산식품중

어류, 연체류, 패류, 갑각류, 조미가공품(1998년 2

월), 유가공품중 우유, 발효유, 가공치즈, 자연치즈

(1998년 5월), 냉동식품중 기타 빵 및 떡류, 면류,

일반가공식품의 기타가공품 및 빙과류(1999년 6

월), 유가공품중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버터

류(2000. 2)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

품, 도시락류(2000. 10), 식육가공품중 포장육

(2001년 6월)에 대한 HACCP 관리기준을 고시하

였다. 또한 도축장의 경우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지 도축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HACCP를 적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2. HACCP 적용업소 지정현황

우리나라의 HACCP 적용업소 지정현황을 보면

2001년 8월 현재 총 79개의 업소가 HACCP 적용

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HACCP 적용업소 지정현황>

식 품 군 적용업소수

식육가공품 4

어육가공품 4

냉동수산식품 3

유가공품 27

냉동식품 4

빙과류 3

집단급식소 15

도축장 19

합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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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ACCP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가장 과학적인 위생관리 방법으로서 미국,

일본 등 제 외국에서는 식품의 위생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HACCP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

며 정부차원에서의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통하여

적용범위를 점차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식품

의 국제간 교역시 HACCP의 적용이 의무화될 전망

으로 보이며 따라서 HACCP의 적용은 식품의 위생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HACCP의 적용 확대를 위하여 일반모델의 개발·하

고 있으며 적용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보

급, 시범사업의 실시 등 기술적인 지원 및 홍보를

가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기술

및 금융 지원의 확대, 전문가의 양성 등을 통하여

HACCP 적용 업체를 증가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

하여 식품업체의 HACCP 적용 노력이 지정 단계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으로

진정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