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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system that is simpler to be used to keep the safe workplace at the small food 
manufacturers which employees less than 10 persons. The number of these small food manufacturers is 13,853 and account for almost 80% of 
all food manufacturers. Most of these companies do not pay attention to safety and thus keep high accident potential. It is very important to 
persuade these companies to manage safety but they can hardly handle the complicated requirements of safety, health, quality, food quality,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tervention. This system is intended to develop a system which can be easily implemented but comprehensive to 
reflect main points in safety managem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intervention,. ISO 9001, ISO 14001, KOSHA 18001, GAP and ISO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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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가고 있으나 아직도 많

은 영세기업에서는 안전관리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

아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중 생산액 기준 5억원 이하의 업

소는 14,175개소로 전체의 80%, 종업원 10인 이하의 업소

는 13,853개소로 전체의 79%가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구

성되어 있다1). 이중에서도 종업원이 거의 없이 가족들끼

리 운영되는 업소가 대부분이고 이들 업소의 경우 제품이 
많이 필요한 절기에는 업소 근처에 사는 인원을 임시적

으로 채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

이라 안전에 관한 관리는 거의 전무하다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일반 제조업 사업장은 물론 농산업장의 농

업인의 농작업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이 활발하

다. 일본의 경우 전통 식품 업체 등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

소기업이 많다. 일본정부는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안전

한 일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2).
미국의 경우 산업 안전보건청(OSHA)에서 작업 안전 지

침서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립보건 연구원 

(NIOSH)에서 다양한 예방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

고 있다3).
영국 등 유럽의 경우 산업 안전 보건청(HSE)에서 육가

공공장 등의 작업 환경 개선지침서를 개발하고 있다4). 또
한 전통 식품의 지원정책이나 품질 인증제도, 농식품의 홍

보 등의 지원정책,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시설투자, 연구 활

동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보건 공단에서 클린사업이나 안전

관리 대행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규모 기업을 안전관리의 제

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려 노력하고 있다5). 하지만 안전보

건공단의 노력도 영세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는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안전 보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

한 의식을 고양하여 작업 관련성 질병과 재해를 예방하고 
이들 기업을 제도권 안에 두어 사고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10인 이하의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특히 농촌 지역의 인

원이 많이 종사하므로 대개의 경우 여성이나 노령 층이 

많다. 따라서 안전재해자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지만 10인 이하의 식품제조 가공 업소에서 현재 산업안

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실행하기에는 인력부족과 

인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기피하고 있다. 반면에 10
인 이하의 식품제조 가공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소비

자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거리인 

식품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인정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

련되므로 관심이 많다.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 3자 인증 방법이다. 식품 안전

과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기 위한 시스템은 안전관리 시

스템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 안전공

단에서도 품질, 환경, 안전을 통합하여 통합시스템을 제

시하고 있다5). 따라서 본 연구는 10인 이하의 식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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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품질 통합시스템을 개

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배경

기업의 인증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ISO 9001, HACCP 
등 품질과 안전을 인증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다. 그러

나 이 시스템들은 대기업 업체들에서 인증 및 안전성과 관

련된 부서를 따로 두어 관리해야 할 만큼 복잡하다. 기술 

표준원에서 주관하는 품질경쟁력 심사기준은 대기업과 중

소기업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이것 역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에서 도입하기를 꺼려하고 있다6). 식품의약품 안전

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HACCP를 소개하고 있으나 아직도 10인 이하의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는 거의 사용이 힘들거나 불가능하다고 가

공업소 관계자들의 면담에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인증기준으로 ISO 14001(환경 경영 시스템), 

KOSHA 18000(안전보건경영시스템), GAP(우수농산물인

증시스템),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 있으며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골격계 관련 지침도 기업에 요

구되고 있다.
ISO 9001은 국제적으로 상품유통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품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어 품질을 국제적으로 보증하

는 국제규격을 정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7,8). 
ISO 14000은 기업활동의 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하여 객관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기업이 얼

마나 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

치 등의 포괄적인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

는 제도이다9). KOSHA 18000은 직장안전 및 보건 경영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전의 안전 활동이 안전관리

자 중심의 것이었다면 이것은 모든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실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측 및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 

보건과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

과 조직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HACCP는 원래 미 항공우주국에서 안전한 우주식량을 만

들기 위해 고안한 식품위생관리방법으로 식품의 원료생

산에서부터, 제조가공 보관,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

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규명한 후 

중점적 관리해야할 항목을 정하여 이를 미리 정해진 기

준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다10-12).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

계부터 포장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이다. 이
는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 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
확후 처리, 미생물 관리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13-15).
안전에 관해서 KOSHA 18000은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

업소에서는 거의 사용이 힘들거나 불가능하다고 가공업

소 관계자들의 면담에서 역시 파악되었다. 농진청에서는 

그 동안에 농부증 이라든지 편이장비 사업 등으로 농업

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 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노력을 농식품 가공업체에도 적용하려

고 하고 있으며 위에서 논의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안전

뿐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증기준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

었으며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에 대한 사용여부와 사용 

가능성에 대한 설문이 실시되었다. Fig. 1은 연구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ISO 9001, ISO 14001, KOSHA 18000, GAP, ISO 

22000과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근골격계 관련 지침을 

분석하여 각 시스템의 공통점을 찾아내었다. HACCP는 

ISO 22000과 유사하므로 ISO 22000으로 대체하였다. 인
증 기준간의 공통점과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안전보건

에 관련 된 항목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각 기준항목

을 종합하여 인증시스템에서 필요한 조건들을 정하고, 이
를 바탕으로 실제 작업장에서 시행해야 할 목록을 작성

하였다. 
규제당국과 소비자의 대상에 따른 요구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규제당국은 법규적합성과 사회성, 안전성을 요

구하는 반면 소비자는 안전성, 건전성, 영양 요구성, 기호

성,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소비자가 원한다는 것은 사업자들 역시 소

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요

구이기도 하다. 규제 당국, 소비자, 사업자들의 요구 사항

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에는 법규적합성과 안전성, 품질, 
경제성과 기업에서의 적용의 용이성이 선정되었다. 다음 

단계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보건, 품질, 환경관리에 관

한 조사와 설문이 실시되었고 인증기준 항목의 공통성, 
중요도와 사업장의 조사와 설문 결과를 비교하여 인증 

기준 초안이 만들어졌다. 이 초안을 적용 테스트하여 실

시 가능성을 파악하고 문제가 된 항목은 보완하여 최종

안을 만들어 업체와 전문가에게 행한 최종 설문으로 검

증을 하였다. 동시에 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준비로 적합

한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Table 1은 각각의 인증기준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부분

을 뽑아 낸 것이다. 첫 열의 중요도는 인증 기준에서의 

중요도를 말하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

△X 순이다. 동시에 품질, 안전성, 법규적합성, 경제성, 용
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결과 인증 기준 간에 많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경영자의 부분에서는 대

표자 경영의지가 모든 기준의 공통적인 부분이었다. 인사

노무 관리에 있어서는 인적자원관리와 교육훈련 등이 공

통적이었다. 생산관리도 대부분의 기준에서 공통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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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s of ISO 9001, ISO 14001, KOSHA 18001, and ISO 22000 standard

Importance ISO 9001 ISO 14001 KOSHA 18001 GAP ISO 22000

△ 1 Scope 1 Scope 1 Scope 1 Scope 1 Scope

△
Availability

2 Normative references
2 Normative references 2 Normative references 2 Reference 2 Reference 2 Reference

△
Availability

3 Terms and definitions
3 Terms and definitions 2. Terms and definitions 3 Terms and definitions 3 Terms and definitions 3 Definitions

△
4 Quality management 

system

4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4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

4 Intergrated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

4 Safety food management 
system

○
Compliance
Availability

4.1 General requirements 4.1 General requirements 4.1 General requirements

4.1 General 
4.1.1 Initial safety, health 
environment, and quality 

assessment 
4.1.2 General guidelines

4.1 General requirements

◎
Safety Compliance

Availability
Availability

5.2 customer focus
7.2.2 Review of 

requirements related to the 
product

4.3.1 Environmental aspects
4.3.1 Risk identification, 

Risk level assessment and 
risk control plan

4.3.1 Safety, health, 
environment, and quality 

risk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4.3.1.1 Risk level 
assessment

4.3.1.2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4.3.1.3 Customer 

requirement expectation

5.2 Food safety policy

○
5.1 Management 

commitment
5.1 Management 

commitment

◎
Compliance
Availability

Quality
Safety

5.3 Quality policy
8.5 Improvement 4.2 Environmental policy 4.2 Safety and health policy

4.2 Safety, health, 
environment, and quality 

policy
4.2.1 General 

5.2 Food safety policy

○

5.5 Responsibility, authority 
and communication

5.5.1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5.5.2 Management 
representative

4.4.1 Resources, roles,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4.4.1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y

4.2.2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5. Operational accountability

Fig. 1. A diagram showing the research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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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s of ISO 9001, ISO 14001, KOSHA 18001, and ISO 22000 standard(Continued)

Importance ISO 9001 ISO 14001 KOSHA 18001 GAP ISO 22000

○
Safety 5.4 Planning 4.3 Planning 4.3 Planning 4.3 Planning

5.3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planning 

◎
Safety

4.2 Safety and health policy
4.4.6 Safety and health 

activity(manage)

7.6 Critical control point 
planning of hazard 
7.6.1 HACCP plan

7.6.3 Determination of 
threshold lf critical control 

point
7.6.4 Monitoring system of 

critical control point
7.6.5 Actions when 
standards have been 
exceeded threshold 

◎
Quality
Safety

5.4.1 Quality objectives 4.3.3 Objectives, targets 
and programme(s) 4.3.3 Objectives 4.3.3 Objectives, targets and 

programme(s)

◎
Quality
Safety

5.4.2 Quality management 
system planning

4.3.3 Objectives, targets 
and programme(s)

4.3.4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argets and programme(s)

4.3.4 Targets and 
programme(s)

○
Quality
Safety

6 Resource management
6.1 Provision of resources

4.4.2 Competence, training 
and awareness 4.4.2 Training and awareness4.3.5 Resource management 6. Resource management

6.1 Provision of resources

△
Safety 6.2 Human resources 4.4.2 Competence, training 

and awareness 4.4.2 Training and awareness 4.3.5.1 Human resources 
management 6.2 Human resources

○
Safety

6.3 Infrastructure
6.4 Work environment

4.4.2 Competence, training 
and awareness

4.4.2Competence, training 
and awareness

4.3.5.2 Infrastructure and 
Work environment

6.3 Infrastructure
6.4 Work environment

○
7 Product realization

7.1 Planning of product 
realization

4.4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4.4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4.4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7. Planning and realization 
of safe productst 

○
5.5.3 Internal communication

7.2.3 Customer 
communication

4.4.3 Communication 4.4.3 Communication 4.4.1 Communication 5.6 Communication

△
Availability

4.2 Documentation 
requirements
3.2.1 General

4.2.2 Quility manual

4.4.4 Documentation 4.4.4 Documentation 4.4.4 Documentation
4.2 Documentation 

requirements
4.2.1 General

△ 4.2.3 Control of documents 4.4.5 Control of documents 4.4.5 Control of documents 4.4.3 4.4.5 Control of 
documents

4.2.2 Control of documents
4.2.3 Control of records

◎

5.2 Customer focus
7.2.1 Determination of 

requirements related to the
product

4.3.2 Legal and other 
requirements 4.3.2 Legal and other 

requirements
4.3.2 Legal and other 

requirements

◎

7 Product realization
7.1 Planning of product 

realization
7.3 Design and development

(7.3.1,7.3.2, 7.3.3,7.3.4, 
7.3.5,7.3.6,7.3.7)
7.4 Purchasing

(7.4.1,7.4.2,7.4.3)
7.5 Production and service 

provision(7.5.1,7.5.2)

4.4.6 Operational control 4.4.6 Operational control

4.4.4 Operational control
4.4.4.1 safety and health, 
environment management

4.4.4.2 contract
4.4.4.3 Design and 

development
4.4.4.4 Production and 

service provision
4.4.4.5 Identification, 

traceability, and 
preservation

4.4.4.6 Purchasing
4.4.4.7 Change Management 

7. Planning and realization 
of safe products

7.1 General
7.2 Prerequisite to the 

program
7.3 

7.4 Hazard analysis
7.5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prerequisite 
program

7.6 Planning of critical 
hazard analysis criteria 

◎
Quality

4.4.7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4.4.7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4.4.7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5.7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
8 Measurement, analysis and 

improvement 4.5 Checking 4.5 Checking and corrective 
actions

4.5 Measurement and 
assessment 

8. Justification and 
validation of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7.6 Control of monitoring 
and measuring equipment

8.2 Monitoring and 
measurement(8.2.3,8.2.4)

4.5.1 Monitoring and 
measurement

4.5.1 Monitoring and 
measurement

4.5.1 Monitoring and 
measurement

7.6.4 Monitoring system of 
critical control points 
8.3 Monitoring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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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Analysis of data

◎
Quality

8.3 Control of 
nonconforming product

4.5.2 Evaluation of 
compliance

4.5.2 Accidents, incidents, 
non-conformities, and 

preventive and corrective 
actions

4.5.2 Accident investigation 
and and non-conformities 

management 

7.10 Nonconformity
7.10.1 corrective action

7.10.2 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ve

action

○
Quality

8.5 Improvement
8.5.2 Corrective action
8.5.3 Preventive action

4.5.3 Nonconformity, 
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ve
action

4.6 Improvement
4.6.1 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ve
action

8.5 Improvement
8.5.1 Continual 

improvement
8.5.2 Updating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5.6 Management 

review(5.6.1,5.6.2)
4.6 Management review

4.6 Management review 4.6 Management review 4.7 Management review 5.8 Management review

Table 2. Results of a survey for the requirements of the anticipated integrated standards (The number of responses)

Question Implementation
No Implementation

No response
Later Impossible

<Common>

Implementation of quality,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25(36%) 21 25(36%) 1

<Safety and Environment>

Regularity of working time and rest time? 23(33%) 42 5

23 regular break time status 

1st 30 minutes: 2, 1 hour: 1 hour 30 minutes: 1
2st 20 minutes : 5, 30 minutes: 5
3st 30 minutes : 3, 40 minutes: 1

4st 30 minutes: 1
6st 20minutes : 1
8st 10minutes : 1

Health / hygiene education 59(84%) 7 4

Regular emergency
Response procedures test 20(29%) 37 13

Regular medical check of workers 53(76%) 9 3 5

Number of medical checks per year 1st 36, 2st 6, 12st 1 (1회 38, 2회 5, 12회 1)
No response 9 (무응답 9)

Adequateness of temperature (air conditioner / heater)? 49(70%) 21

Venttilation of fresh air (Fan Installation) 66(94%) 4

Maintenance of cleanness (Cleaning and disinfection) 62(86%) 8

Convenience of workplace layout 47(67%) 23

Supply of air and water 6897%) 2 0

<Quality>

Continuous update of documents 33 (48%) 21 16(43%)

Continuous water quality test 59 (84%) 4 5 2

Periodic product inspection 55 (79%) 7 6 2

Number of inspections per year 1
1st 19, 2st 28, Quarterly(4st) 4, Monthly(12st) 4

Regulare raw materials and packaging material inspection 31 (44%) 20 15(43%) 4

Number of inspections per year 1st 12, 2st 11, Quarterly(4st) 4, Monthly(12st) 4

Quality education 52(74%) 17 1

Pest management? 53(76%) 17

다. 이외에도 소규모 가공업체에게 필요한 부분인 업무환경, 
자원관리, 품질목표, 추진계획, 제품실현 등의 기준과 작

업장 환경관리, 원자재 관리, 공정/품질관리, 용수관리, 종
업원 위생관리, 폐기물처리도 중요사항으로 인정되어 선

정되었다. 판매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소통과 개선, 고
객관리/사후관리가 선정되었으며 법적서류에서 문서화 

요구사항, 문서관리,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과 시설적

인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장과 자재 및 원료 보관관리, 제조

시설, 설비, 기구와 폐기물처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품 표

기사항, 기구, 용기 포장재 등의 관리와 반품관리, 원료 

입고 및 검수 등이었다.
Table 2는 안전, 보건, 품질 관리 상태에 대한 실행 여

부와 실행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 기준의 초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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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70개의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와의 설문을 실시한 내

용과 결과이다. 이외에도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와 작업

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상태 파악, 현 상태와 개선 가

능성의 여부 등을 설문한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품질안전 보건 경영시스템을 운영 하는 업

체는 36%라는 적은 비율을 보였으며, 차후실행불가능 한 

업체가 약 50%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자들의 안전, 보건과 식품에 관한 위험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서 공기의 쾌적성, 공기, 물의 공

급, 청소, 소독 등이 수행이 잘 되고 있었다. 온도, 해충관리, 
정기적인 작업자 검진, 작업장 배치의 편리성의 항목들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인 휴식시

간과, 비상사태 대응시험의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시

급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설문을 통하여 실제 소규모 가공사업장은 대부분 경영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주의 경험에 입각하여 경영

된다는 것과 별도의 시스템이나 교육이 없이는 안전, 품질, 
보건 그리고 작업자들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 방법을 몰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파악되었다. 설문 결과를 가지고 작업자들이 안전하

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과 안전한 식

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소

규모 사업장을 위한 통합인증시스템의 인증 기준이 만들

어졌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분석 된 인

증 기준들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의 지침을 이용하여 안전기준의 일환으로 기준에 추가

하였다. 단 설문을 위한 방문 조사 결과 지침에서 요구하는 
정도가 적은 규모의 업체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인 11개 부담 작업만 관리에 포함하기

로 정했다. Table 3은 새로운 인증기준의 개요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인증기준은 SABAS(Small Agricultural Business 
Accreditation System)라고 명명되었다. 전체 인증들에서 

일반 사항을 뺀 요구 사항의 항목 수가 184개인데 새로운 

인증기준은 36개로 줄일 수 있었다.

5. 검 증

수정보완 된 기준을 가지고 두 업체에 적용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A 업체는 장류 가공업체로 직원 수가 4명 이

내의 가족 위주로 구성되어진 소규모 사업장으로 현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증 시스템에 적합한 모델이다. 
B 업체는 직원 수 30~70명 정도의 중소기업으로 10인 이

내의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1차 방문에서는 본 시스템의 취지 전달과 적

용의사를 타진하였다. 2차 방문에서는 구체적 기준에 대

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3차 방문에서는 현장 조사와 필요

한 절차서 목록을 업체 담당자와 같이 작성하였다. 4차 방

문에서는 매뉴얼과 절차서를 같이 작성·검토해 보았다. 5
차 방문에서는 운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Pilot test 결과 A 업체의 경우 고 연령층의 적은 인원으

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기에 초기에는

Table 3. Table of content of integrated registration stanrds

1.0 Scope 

2.0 Normative references

2.1 ISO9001
2.2 ISO14001
2.3 ISO22000
2.4 KOSHA18001
2.5 GAP
2.6 HACCP

3.0 Terms and definitions

3.1 Interested parties
3.2 Business or organization
3.3 SABAS
3.4 Accident
3.5 Risk
3.6 Target
3.7 Performance
3.8 Monitoring

4.0 SABAS
Accreditation system

4.1 General requirement
4.2 Excellent agribusiness policy
4.3 Planning
4.4 Operation

5.0 Resource management 5.1 Human resources
5.2 workplace management

6.0 Product realization

6.1Preparation phase 
-Preparation of product instruction
- Drawing of a process flowchart
-Checking process flowchart availability

7.0 Management Standards

7.1 Quality standards
-Product inspection
-Preparation of Inspection records 
-Management of clean level manage
-Inspection and monitoring equipment 
management
7.2 Safety standards
-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7.3 Health Standards
-Worker hygiene management
-Workplace temperature management
-Workplace cleaning, disinfection, sanitation 
management
-Workplace ventilation
-Workplace insect repellent
7.4 Environmental standards
-Waste / Wastewater treatment
-Manufacturing process facility management
-Water inspection
7.5Food safety standards
-Storage / Transportation Management 
Standards
-Receptioon and inspection system
-Sanitation Management Status
-Raw materials management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러 번의 방문 지도

를 통하여 인증 시스템의 필요성이 인지되었고 경영자가 

인증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인증 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도 단기간에 숙지하게 되었다. B 업체는 현

재 HACCP을 준비 중에 있어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

었다. 또한 안전 보건의 지침들이 기존에 비치되어 있어 

유해요인들을 미리 예방하고 있어서 구축에 문제가 없었

다. 반면 A 업체는 사전에 유사한 지침이 없어 유해요인 파

악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따
라서 통합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이러한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지침을 이용하여 절차서를 만들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농진청의 소규모 업체 목록에서 50개 업체

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안전, 환경, 품질 방면의 전문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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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선정하여 인증 기준과 개발 된 통합인증시스템의 인

증을 관리하기 위한 인증, 인정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 설문은 통합인증 시

스템의 인정․인증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자들의 인정․

인증기관 선호도 조사와 두 번째 설문은 통합인증시스템 

평가항목들의 사업장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다.
설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 설문은 통합인증 시

스템의 인정․인증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자들의 인정․

인증기관 선호도 조사와 두 번째 설문은 통합인증시스템 

평가항목들의 사업장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다.
Table 4와 5는 인증, 인정기관 선호도에 대한 설문 조

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정기관 선호도에 대한 설문 결

과 업체들은 모두 농촌진흥청을 선택했다. 선택 이유는 

인지도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14%, 한국식품연구원이 29%, 농산물품질관리원이 57%로 

나타났다. 한국 식품연구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회사업무

와의 일치성과 글로벌 인정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었고 농산물품질 관리원은 농산물의 6차 산업화까지를 

총괄하는 조직이라는 것과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들었다.
인증기관 선호도 조사에서는 업체들은 농촌진흥청이 

50%,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50%로 나타났으며 인정기

관 선호도와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인지도가 있기 때문

에 선택 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농촌

진흥청 25%,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25%, 한국식품연구원 

8%, 농산물품질 관리원 25%, 국내 ISO 9000 인증기관 

17%로 조사되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이라고 답한 전문가들은 농식품 산업화를 위한 연구지원

이 가능하므로 인증요건을 갖추도록 기업을 유도하고 이

를 관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농산물품질

Table 4. Preference of accreditation body
(Unit : %)

업체 전문가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00 0

The foundation agri, tech, 
commercialization and transfer 0 14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0 29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0 57

Table 5. Preference of registration body 
(Unit : %)

Company personnel* Professional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50 25

The foundation of agri, tech, 
commercialization and transfer 50 25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0 8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0 25

County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0 0

Domestic ISO 9000 Certification 
Organization 0 17

* 복수응답 가능

Table 6.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registration standard by pro-
fessionals (Unit: %)

Evaluation items Applicable Not applicable

4.1 General requirement 100 0

4.2 Excellent Agribusiness Policy 86 14

4.3 Planning 71 29

4.4 Operation 86 14

5.1 Human resources 71 29

5.2 Workplace management 86 14

6.1 Preparation phase 86 14

7.1 Quality standards 86 14

7.2 Safety standards 86 14

7.3 Health Standards 86 14

7.4 Environmental standards 86 14

7.5 Food safety standards 71 29

Table 7.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registration standard by com-
panies

(Unit: %)

Evaluation items Applicable Not applicable

4.1 General requirement 100 0

4.2 Excellent Agribusiness Policy 100 0

4.3 Planning 83 17

4.4 Operation 100 0

5.1 Human resources 100 0

5.2 Workplace management 100 0

6.1 Preparation phase 100 0

7.1 Quality standards 100 0

7.2 Safety standards 92 8

7.3 Health Standards 100 0

7.4 Environmental standards 100 0

7.5 Food safety standards 100 0

관리원은 업무 해당성과 소비자가 식품을 살 때에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안정성과 기관의 명칭이 알려진 이유로 
품질관리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대답하였다. 

Table 6,7은 전문가와 업체들을 상대로 적합성 평가를 

한 결과이다. 전문가들과 업체들의 평가는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은 인원으로 문서화 작

업이나, 자체 실험,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있어서 전문 인

력을 운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인증시스템과 문서작업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었으며, 인증시스템 때문이 아니더라도 용수나 

폐수처리에 대한 검사를 국가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나 실험에 대하여 부담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조사대

상의 일부도 인력부족과, 노령화로 인하여 문서화 작업이 

부담스럽지만 체크는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 된 통합 인증 시스템은 기존의 농식품 

사업장들의 인증이 식품안전에만 중점을 둔 것에 비해 



이관석․정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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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의 항목들을 추가함

으로써 작업자들의 안전을 요구하여 안전한 작업장이 될 수 

있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복잡하고 많은 것을 요

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

한 수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쉽게 수용이 가

능하다. 본 통합 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지금까지 각종 안전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에 쉽게 노출 될 수밖에 없었던 소

규모 사업장의 작업자들도 제도권 안에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증마다 특징적인 보건, 안전, 환경, 품질에 관한 부분

을 포함했지만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1/5정도의 노력만 기

울이면 인증기준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농식품 가

공업체들이 적용을 할 것이 예상되며 그 결과 더 좋고 안

전한 작업장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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