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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implify standard HACCP manual for improving the on-site appli-

cability and increasing the implementation rate of HACCP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dairy farms

(SMDF). A survey was carried out in 32 SMDF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num-

ber of worke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ACCP certifications (p < 0.05). Most of HACCP non-certified farms

(66.7%) were run by two workers with 40-60 cows and milking yields of 1,000-1,500 L per day. Major drawbacks for

dairy farmers to implement current HACCP system were the difficulties in daily recording and facility management

(40%).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on-site standard HACCP manual

and user-friendly record chart with O/X checklist were the most urgent factors to increase HACCP implementation

rate. In addition, the alternative third party service for microbial and chemical tests could also be accompanied for

small-sized dairy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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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는 가축

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안

전에 어떠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해요

소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과정이다1,19). HACCP는 관리와 제어를 할 수 있는 과

정을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으로 설정하

여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중점 관리하는 시스템이다1,5,15,19).

1997년 12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축산물 HACCP 제

도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낙농·유가공 분야에서는 가

공장 단계에서 먼저 HACCP 시스템이 도입되었다1,14). 2007

년 이후부터 젖소목장 단계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관련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현재 전체 가축 사육단계 HACCP 인증농가의 7.3%인 443

낙농가만이 HACCP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가축사육업

중 한우 45.8%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8). 

목장형 소규모 형태로 유가공장이나 공방을 운영하며 발

효유와 치즈 등 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농가가 2013년 10

월 기준 50개 농가에서 2016년 2월에는 70개 농가로 증가

하였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제품 제조와 판매를 병용

하는 곳이 24개 농가이며, 제조·판매와 낙농체험을 연계하

여 운영하는 곳은 46개 농가로 각각 조사되었다7,8).

이들 중소형 목장형 유가공장에 대하여 유형별 현장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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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현황분석을 위하여 젖소목장의 사육규모, 사양관리,

착유시설, 목장환경 관리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

과, 쿼터제 실시 및 잉여원유 처리문제로 인해 유가공품

을 자체 생산하는 목장형 유가공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소목장과 중소형 유가공장의 HACCP 인증률

은 10% 이하로 매우 저조하였다4,6). 그 이유로는 HACCP

표준기준서와 목장현황 불일치, 매일 작성되는 기록지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미생물·항생제 검사의 자체적 실행

불가능, 인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분담 등이 지적되었으나,

현재까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HACCP 간소화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여 인증·비인증여부 및 이유,

규모, 주요 생산품 유형을 조사하고 HACCP 도입 관련 애

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HACCP 인증률을 제

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HACCP 모델개발이 절실히 필요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젖소목장과 유가공장의 유

형별 현장확인과 현황분석, 관련 각종 자료 분석 및 데이

터베이스(database)화, 중요관리점에 대한 과학적 자료구축,

표준기준서 및 단순화된 기록지개발, 합리적인 HACCP 적

용을 위한 정책제안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중소규모 젖

소목장과 유가공장에 대한 쉽고 간소화된 HACCP 위해

분석 표준모델을 개발하고자 진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조사대상 및 기간

대형유업체(서울우유협동조합, 건국유업) 소속 젖소목장,

경기도·전북 지역의 목장형 유가공장 등 총 32곳을 대상

으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

차 취합 후에는 수정된 설문지를 배포하여서 일부 항목은

해당하는 목장만 따로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

해 예비조사를 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

성하였다. 주요 항목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목장현황(규

모, 인력, 착유여건, 생산 유제품, HACCP 인증여부 등이

포함), HACCP 비인증목장(인지도, 미도입 이유, 장애 요

인, 위생 관리 현황, 기타 의견 등이 포함), HACCP 인증

목장(도입 이유, 효과, 투자비용/시간, 컨설팅 비용, 불편사

항, 의견 등이 포함), 위해요소 관리(CCP/검사주기, 한계

기준 초과 빈도, CCP 관리 현황, 검사방법 등이 포함) 등

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8.0 (SPSS Institute,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목장

현황, HACCP 비인증목장, HACCP 인증목장, 위해요소 관

리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그룹 간의 유의성

은 Fisher’s exact method 및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유의차가 있는 것

으로 간주하였다. 

Result and Discussion

목장현황(HACCP 인증 및 비인증목장형 유가공장 공통)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32개의 목장 중에서 HACCP를

인증한 곳은 17개 목장(53%)이며 HACCP 비인증은 15개

목장(47%)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축산물안전관리

인증원에서 2013년 조사한 결과 전업농 기준 국내 젖소목

장의 HACCP 인증률은 9%로 나타났다8). 본 설문조사의

경우 참여한 32개 목장 모두 대형 유업체 소속이므로 전

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인증률을 보인 것으로 보이며,

인증여부에 따른 요인분석을 위하여 균등한 비율로 조사

하였다. 

목장 인력이 많을수록 HACCP 인증비율이 높아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P < 0.05) (Table 1). 반대로, 인력 규모가

적을수록 HACCP 비인증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총 32개 목장 중에 17개 목장(53.1%)이 2인 이하의 인

력을 가지고 있어 가족 단위에서도 지속적인 HACCP 관

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관리기준서와 기록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장의 인력분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2인에 맞는 HACCP 기준서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HACCP 팀 구성 시에 수의사(젖소

관리), 유업체(원유 관리), 검사 대행업체(미생물, 항생제

검사) 등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부분을 관

리해 줄 수 있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된 인력(수의

Table 1. The manpower of HACCP-certified and HACCP-noncertified dairy farms

HACCP

certification

Number of corresponding dairy farms (%) x2

(p)1 person 2 persons 3 persons > 4 persons

Certified 0 (0.0) 6 (33.3) 6 (85.7) 5 (62.5) 6.047

(0.049)Noncertified 0 (0.0) 11 (66.7) 1 (14.3) 3 (37.5)

Total 0 (0.0) 17 (100) 7 (100) 8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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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업체, 검사 대행업체)들의 소견서로 관리 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는 HACCP 기준서가 요구되고 있다.

HACCP 인증목장의 경우 60-80마리(5개 목장), 비인증

목장의 경우 40-60마리(8개 목장)가 가장 흔한 분포였으

며, 보유 두수에 따른 HACCP 인증여부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P > 0.05) (Table 2). HACCP 인증목장의 1일 착유

량은 1500-2000 L/일(5개 목장), 비인증목장은 1000-1500

L/일(8개 목장)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1일 착유량

에 따른 HACCP 인증여부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data not shown). HACCP 인증목장이 전반적으로

HACCP 비인증목장보다 1일 평균착유량이 높게 나타났

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비인증목장에서 분포가

가장 높은 조건인 보유 두수가 40-60마리 그리고 1일 착

유량이 1000-1500 L인 중소규모 목장을 위한 간소화된

HACCP 표준기준서 및 기록지의 개발이 진행될 때 HACCP

활성화 정책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HACCP

의무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HACCP 인증 시 컨설팅 비

용, 시설 보수 비용,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목장별로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이 또한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목장의 생산 유제품을 분석해 보면, 21개 목장(67%)은

대형 유업체 소속의 목장이기에 자체 생산하는 유제품 없

이 순수하게 원유만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유제품을 생산

하는 경우 단일 유제품인 발효유(4개 목장, 12%)를 생산

하는 경우보다 치즈와 발효유를 동시에 생산하는 형태가

7개 목장(21%)으로 나타나 다양한 품목의 유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data not shown). 특히 치즈의 경

우에는 그 종류 또한 다양하므로 여기에 맞는 제조공정도

및 공정별 위해요소 분석이 필요하므로, 유제품 공통으로

관리할 부분과 따로 관리할 부분이 구분된 HACCP 관리

기준서 및 기록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목장형 유가공장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가족 단위 목장

이었으며, 이들은 매일 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

문이 들어오거나 체험 행사를 위하여 불규칙적으로 유제

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본 설문조사 결과 목장형 유가공

장의 유제품 생산주기는 일반적으로 주 1회가 제일 높은

73%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2주에 1회가 27%를 보였다

(Table 3). 일본,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의 낙농체험목장운

영은 농촌체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다6).

한국에서도 도시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체험 프로

그램인 동물과 함께하는 체험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우

유가 생산되는 목장의 깨끗함을 알리고, 몸에 좋은 유제품

을 직접 만들어 먹어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유 소비 확

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6).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런

대부분의 체험프로그램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유제품 생

산 공정에 대한 기록관리 방식을 일지 형식이 아닌 생산

당일만 기록하는 형식의 기록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중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장 HACCP 도입 및 현황 분석: 비

인증목장

HACCP의 미도입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속적인 관

리의 어려움이 40%(6개 목장)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는

시설보수 문제가 27%(4개 목장), 셋째는 유업체가 철저히

위생관리를 해 줌이 20%(3개 목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

증 시 비용이 13%(2개 목장)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따라서 HACCP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

움을 해소하기 위한 간소화 정책 및 시설보수 문제 등의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HACCP 인증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유업체에서 원유의 미생물 및 항생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어 경제적 혜택이 없는 HACCP 인증에 대해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업체에서 제

공하는 정보 및 기록지로 관리를 대체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본 설문조사에서 HACCP 인증 추진 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낡은 시설 보수, 방역 시설 설치, 무허가 시설

처리 등의 시설 문제 등으로 조사되었다(60%, 9개 목장).

다음으로 관리·인력이 20%(9개 목장), 비용이 13%(2개 목

장) 그리고 기타(7%, 1개 목장) 등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따라서 중소규모 농가의 HACCP 활성화를 위해

서는 방역 시설 및 무허가 시설 등에 대한 규제 완화나

시설 보수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비인증목장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위해요소 및 위생관리

를 살펴보면, 소독이 6%(1개 목장), 오·폐수 및 축분처리가

Table 2. The numbers of dairy cattle in HACCP-certified and HACCP-noncertified dairy farms

HACCP

certification

Number of corresponding dairy farms (%) x2

(p)40 40-60 60-80 80-100 > 100

Certified 3 (75.0) 4 (33.3) 5 (71.4) 2 (50.0) 3 (60.0) 3.709

(0.447)Noncertified 1 (25.0) 8 (66.7) 2 (28.6) 2 (50.0) 2 (40.0)

Total 4 (100) 12 (100) 7 (100) 4 (100) 5 (100) -

Table 3. Production cycle of dairy products in milk product-pro-

ducing dairy farm

Number of corresponding dairy farms (%)

1 day 2-6 day 7 day 14 day > 14 day Total

0 (0.0) 0 (0.0) 8 (73.0) 3 (27.0) 0 (0.0)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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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개 목장), 방역시설 및 축사관리가 27%(4개 목장)

그리고 항생제·약품 관리가 가장 높은 47%(7개 목장)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특히 HACCP 적용 시 착유우

이외의 송아지, 숫소 등에 대한 약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되었으며, 원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젖소목장

인 만큼 착유우 중점의 관리를 원하였다. 비록 HACCP 비

인증목장일지라도 항생제 검사의 경우 대부분은 유업체에

서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업체의 검사서 및

소견서로 기록지를 대체하고 있다. 

HACCP 인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HACCP 인증 도입을 위해 정부와 유

업체가 젖소목장에 지원해줄 사항에 대해 6가지 항목이 조

사되었다6). 여기에는 인센티브 제공, 기록관리의 단순화,

HACCP 컨설팅, HACCP 교육, 전산관리 도입, 홍보 등이

포함되는데5), 결국, HACCP 인증 추진 시 “각종 혜택 부

여”도 함께 진행되어야 HACCP 인증률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 부분이 원유만을 생산하는 목장

에서 HACCP 인증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생물, 항생제 검사 등과 같이 대형 유업체에서

대체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업체의 소견서 및 관리서로

개인의 관리를 대체해주는 방식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관

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HACCP 인증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나 유업체 또한 HACCP 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 HACCP 도입에 대한 동

기부여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중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장 HACCP 도입 및 현황 분석: 인

증목장

HACCP 인증목장들은 목장 경쟁력 향상(42%, 7개 목

장), 안전한 우유 생산(24%. 4개 목장) 등의 원유 품질 향

상을 위해 주로 HACCP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도 정부의 방침이나 유업체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인

도입이 아닌 어쩔 수 없는 도입 계기는 24%(4개 목장)이

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12%(2개 목장)로 나타

났다(data not shown). 따라서 HACCP의 젖소목장 및 유

가공장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과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HACCP 인증에 참여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HACCP 인증을 통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위생관리를

선택하였으며(82%, 14개 목장), 두 번째 효과로는 생산성

향상(53%, 9개 목장)이며, 세 번째 효과로는 질병 감소

(41%, 7개 목장)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조사되었

다(Table 4).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HACCP 인증 시

의 전문가 조언을 통하여 작업장 칸막이 설치, 육성별·착

유 유무별 우사 분리 등을 실행하면서 목장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HACCP의 위생 관리 이점을 홍보하고 강조하여 비인증

농가의 HACCP 인증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목장형 유가공사업을 운영하는 목장은 목장에서 식

탁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된 식품안전성 실현을 통하여 소

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장 및 유가공

장에 대한 HACCP 적용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고품질 측면에서 친환경 유제품 및 유기농 유제품 인

증을 통하여 안전한 고급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존 기업

들의 유제품과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2). 한국 목장형

유가공사업을 도입한 이유에 대한 결과분석을 보면, “잉

여 우유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와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는 각각 20%로 나타났다6). 따라서 목장형 유가공사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품질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HACCP가 젖소목장에서부터 가공·유통 모든 단계에서 위

해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임에 대해 인식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요구된다. 

HACCP 인증 시 비용은 1,000만 원 이상이 58%(10개

목장), 100만 원-300만 원 이하가 18%(3개 목장)이며, 300

만 원-500만 원 미만과 500만 원-1,000만 원 미만은 각각

12%(각각 2개 목장)로 조사되었다(data not shown). 대형

유업체 소속 젖소목장의 경우 컨설팅 비용을 모두 지원해

주기 때문에 HACCP 인증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 젖소목

장들의 인증률이 높은 편이다(42%, 7개 농가). 하지만 유

업체 지원 없이 목장이 지급해야 하는 컨설팅 비용을 살

펴보면, 300만 원 이상이 34%(5개 목장), 100만 원-300만

원 미만은 12%(2개 목장),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은 12%(2

개 목장)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기존에 지방자치단

체가 맡고 있던 목장형 유가공시설 비자금을 유가공산업

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축산발전기금을 낙농진흥회

Table 4. Various effects of HACCP certification

Effect
Number of corresponding dairy farms (%)

1st 2nd 3rd

Productivity a1)2a2) (12.0) b9b (53.0) bc5ab (29.0)

Hygiene

management
b14b (82.0) a2a (12.0) ab1a (6.0)0

Income a0a  (0.0)0 a2a (12.0) a0a (0.0)0

Support fund a0a (0.0)0 a0a (0.0)0 a0a (0.0)0

Disease

management
a1a (6.0)0 a4ab (23.0) c7b (41.0)

Others a0a (0.0)0 a0a (0.0)0 abc4a (24.0)

Total 17 (100) 17 (100) 17 (100)

1)Within a row,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of capital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2)Within a column,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of small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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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별

도로 지원하는 정책 지원이 적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

적되었다6). 또한 Kim(2013)은 목장 유가공사업 도입 시

HACCP 인증이 매우 낮은 순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HACCP 인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투자되는 초기자본에 대해서

는 정부와 유업체 간의 상호협력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진

행되도록 관련 법규 및 행정적인 절차의 개정이 요구된다. 

일본의 실례를 들어보면, 1980년대부터 일본의 자국 치

즈의 제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장려제도와 원유 공급 지

정자 단체를 통한 ‘치즈 원료유 인증’과 치즈 원료유에 대

한 가격 보조제도로서 “생산확대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자국 치즈 안정 생산과 국제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자국 치즈 생산업체와 목장형 유가공산

업자인 낙농가 보호장치인 셈이다6). 지역의 전문가 그룹

인 대학교와 각종 연구소, 기업체, 지역주민, 행정관청 등

이 함께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사업을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6). 따라서 HACCP 인증과 관련하여

전문기술 상담 및 컨설팅 그리고 투자자금 확보에 대한

방안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HACCP 도입 시 어려움 및

도입 후 불편사항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째는 HACCP 도입 시 관리기준서 및 기록지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65%, 11개 목장), 지

속적 검증이(23%, 4개 목장) 그 다음 순이었다. 이외에도

위생, 방역 관리 및 약품관리, 시설 보수 문제가 주를 이

루었다(data not shown). 왜냐하면 HACCP 도입 후 매일

작성해야 하는 일지 형식의 기록지에 대한 불만사항이 가

장 많았으며, 심지어 중복되는 기록을 여러 기록지에 반

복하여 작성하는 것에 대한 불만 또한 있었다(예를 들면,

약품 관리와 관련된 일보와 기록지 등). 그리고 지속해서

유업체 및 검사 대행업체, 수의사에 의해 검사를 받는 부

분에 대해서도 소견서 및 검사서를 별도로 매일 일지 형

식으로 기록해야한다. 따라서 HACCP 도입 시 이러한 어

려움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HACCP 기준서가

간소화(또는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HACCP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진행되는 HACCP 재인증을 받아야 하기에 여기

에 관련된 진행도 낙농가의 입장에서 유동적으로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2). 그리고 HACCP 인증 후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기록 관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는데, 전산관리

기법 등의 기록 단순화 및 젖소 개체관리가 가능할 경우

HACCP 인증 지속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81%가 HACCP

인증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하였다2). 따라서 이는 곧 기록

간소화와 관련된 HACCP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경우 HACCP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설문에 참여한 13개 목장의 HACCP 기준서 간소화

방안 중에서 적용을 바라는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 중소

규모젖소목장 및 유가공장을 위한 표준기준서 및 기록지

간소화 방안 중 측정값 대신 체크 혹은 O/X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 개발을 가장 선호 하였고(46%, 6개 목장), 두

번째로는 기록지에 관리기준을 서술하여 기록 시에 기록

자의 편이와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선호되었다(31%, 4

개 목장). 세 번째로는 위해요소 분석 및 CCP결정도 생략

이 15%(2개 목장)를 보였고, 마지막으로는 젖소목장과 유

가공장 통합관리 기준서는 8%(1개 목장)를 보였다(Table 5). 

HACCP 인증 중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장 : 위해요소 관리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한 HACCP 인증 농가 대부분이 대형

유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유업체를 통하여 미생물, 항생제

검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35%, 6개 목장), 이외

에도 정부기관(18%, 3개 목장), 시험분석기관 실험실(18%,

3개 목장)을 통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무응답

은 24%(4개 목장)이며 목장자체검사는 5%(1개 목장)이었

다(data not shown).

국제적 수준의 유질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체세포·세균

수의 하위등급 감점제도(penalty system)를 도입함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위생관리(체세포, 세균)를 개선하면서

원유품질이 향상되었다9). 따라서 HACCP 인증 제도를 시

행하면 목장의 전반적인 관리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원유의

품질 향상과 항생제 잔류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HACCP 인증제도를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Conclusion

결과적으로, 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HACCP 비

인증목장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2인 이하의

Table 5. The preference for the measure of HACCP improvement

and simplification

Measure
Number of corresponding

dairy farms (%)

To supply a detail manual in

recording paper
4 (31.0)

To record using check or O/X 

instead of a measured value
6 (46.0)

To delete the part of hazard

analysis and CCP decision

diagram in guideline

2 (15.0)

Integrated HACCP guideline for 

dairy farm + dairy plant
1 (8.0)

Total 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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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보유 두수가 40-60마리, 1일 착유량이 1000-1500 L

규모의 중소규모 젖소목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규

모 젖소목장을 위한 간소화된 관리기준서 및 기록지 개발

을 통해 지속적인 HACCP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

증 시 시설, 설비 요건 최소화와 미생물 및 항생제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즈, 발

효유 등의 유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목장형 유가공의 활성

화 및 생산품의 안전성을 위하여 기존의 획일화된 젖소목

장과 유가공장 HACCP 모델 이외의 유제품 유형, 생산방

법, 생산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HACCP 관리기준서 및 기

록지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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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한 중소규모

젖소목장과 유가공장에 대한 쉽고 간소화된 HACCP 위해

분석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32곳의 젖소목장을 상대

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목장 종업원 수가 HACCP 인증률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증목장의

경우, 2인 인력에 보유 두수가 40-60마리이며, 1일 착유량

이 1,000-1,500 L인 목장 규모가 가장 많은 비율(66.7%)을

차지하였다.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과 시설설비 문제가

각각 주요한 미도입 이유와 추진 시 장애 요인으로 뽑혔

다. 따라서, 젖소목장 규모와 유가공품 생산 현황에 맞는

표준기준서 및 O/X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단순화된 기록

지를 개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사항목의 경우 위탁

분석을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HACCP 도입 및 유지를

위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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