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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낙농산업은 완전식품인 우유와 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건
강을 증진시켜 산업적 가치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최근 광우병사태, 멜라민 파동 등을 겪으면서 전 세계인들은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 축
산업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축산식품의 안전성확보를 핵
심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교역의 쟁점분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
으로 각국에 위해요소중점관리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시스템 도입을 권고하였고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 적용에 관한 협약(WTO/SPS)에 의해 국제교역에서 식품 생산에
HACCP 개념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도입이 확산되
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 HACCP시스템은 우주인을 위한 무결점식품을 만들기 위해 창안된
관리시스템으로서 식품의 생산과 공급체인에서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생
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잘못된점이 발생되면
즉시 교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입니다.
축산식품의 경우 농장사육단계에서도 안전성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가축의 건강유지는 물론 축산물의 안전성확립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연속적
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고 농장은 시작단계이며 또한 안전성 확립을
위한 관리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 사육 농장의 HACCP 시스템의 도입을 2007년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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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안
전축산물 직접직불제 실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본 책자는 원유와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낙농 및 비
육우 사육 농장의 HACCP 시스템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집필되었습니다.
특히 농가에서는 이 모델을 참고하여 농장 경영형태별로 적합한 운영방법을
도입하면 좋을 것입니다. 내용면에서는 관련규정 및 농장의 여건 변화에 따
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젖소농장의 HACCP 보급 확
대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책자발간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전문가분들과 집필자 여러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0.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농학박사

라 승 용

농진청-젖소농장-내지 2010.11.29 10:9 AM 페이지5

젖소농장 HACCP 관리방법
착유·비육 일관 사육농장

Contents
제Ⅰ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개요

1. HACCP 개념 ……………………………………………………………………… 8
가. HACCP정의 …………………………………………………………………… 8
나. HACCP 7원칙 12절차 ……………………………………………………… 9
다. 선행요건프로그램 …………………………………………………………… 11
라. 기록관리 ……………………………………………………………………… 12
마. 역사 …………………………………………………………………………… 13
바. 용어의 정의 …………………………………………………………………… 14
2. 젖소 농장의 HACCP …………………………………………………………… 17
가. 젖소농장 위생관리 …………………………………………………………… 17
나. 젖소농가 위해요인과 중점관리 …………………………………………… 20
다. 국내·외 현황 ……………………………………………………………… 22
라. HACCP와 직접지불제 …………………………………………………… 25

제Ⅱ장

젖소농장 HACCP 지정 준비

1. 평가준비 …………………………………………………………………………… 28
가. 사전준비 ……………………………………………………………………… 28
나. 증명서 준비 ………………………………………………………………… 29
다. 현장평가준비 ………………………………………………………………… 32
2. 가축사육관계(소) HACCP 실시상황 평가표 ……………………………… 33
가. 소 농장 현황표 ……………………………………………………………… 33
나. 선행요건 관리 ……………………………………………………………… 34
다. HACCP 관리 ……………………………………………………………… 39
3. 평가항목별 준비사항 …………………………………………………………… 41
가. 차단방역관리 ………………………………………………………………… 41
나. 농장시설관리 ………………………………………………………………… 44
다. 농장위생관리 ………………………………………………………………… 48
라. 사료·동물의약품·음수관리 ……………………………………………… 51
마. 질병관리 ……………………………………………………………………… 54

농진청-젖소농장-내지 2010.11.30 2:20 PM 페이지6

젖소농장 HACCP 관리방법
착유·비육 일관 사육농장

바. 반입 및 출하관리 …………………………………………………………… 56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개요
사. 착유관리
……………………………………………………………………… 58
아. HACCP 관리 ……………………………………………………………… 60

제Ⅲ장

젖소농장 HACCP 관리기준서

1. 농장자체규정 ……………………………………………………………………… 75
2. 선행요건프로그램 ……………………………………………………………… 93
3. HACCP 실천계획 ……………………………………………………………… 121
4. 성장생산별 관리 ………………………………………………………………… 152
5. 기록양식 ………………………………………………………………………… 162

제Ⅳ장

착유위생 및 유방염 관리요령

1. 착유위생 ………………………………………………………………………… 178
가. 착유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가지 작업…………………………………… 178
나. 착유기의 세척과 살균 …………………………………………………… 180
다. 원유 냉각기의 작동원리와 점검요령 …………………………………… 186
2. 유방염 관리 …………………………………………………………………… 190
가. 유방염 원인 ………………………………………………………………… 190
나. 유방염의 종류 ……………………………………………………………… 194
다. 유방염 진단 ………………………………………………………………… 198
라. 유방염 원인균 분리를 위한 시료채취 …………………………………… 199
마. 유방염 예방 ………………………………………………………………… 199
바. 유방염 치료 ………………………………………………………………… 201

제Ⅴ장

젖소농장 HACCP 관련법령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206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212
3. 농림부고시(제2004-9호) …………………………………………………… 220
4.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 222
5.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223
6.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229

농진청-젖소농장-내지 2010.11.29 10:9 AM 페이지7

제Ⅰ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개요

■ HACCP의 개념, 범위, 역사 및 젖소사육 농장의 HACCP 특성을 설명
■ HACCP 7원칙 12절차, 선행요건 프로그램, 기록관리, 역사, 용어 소개
■ 젖소농장 HACCP 특성 및 국내외 현황 설명
■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직불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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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Ⅰ장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개요
1. HACCP의 개념
가. HACCP 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해씁』
이라
고 발음하며, 식품의 생산 및 공급 체인에서 위생적인 관리에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소비자의 질병 및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생물학적 위해요
인, 항생제와 같은 화학적 위해요인, 주사침과 같은 물리적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
나 제거하기 위한 사전관리 제도이다. 또한,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교정할 수 있도
록 만들어진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농가단계의 HACCP는 가축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 병원성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감소시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인증기준에 대하여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식품안전성관리 시스템인 최종 생
산제품에 대한 사후검사 체계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HACCP 시스템은 농장여건에서 최대로 준수되어야 하고, 실천이 쉬워야
하며 관리 흐름도는 발생 가능한 생리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해요인을 중점관리(CCP)로
설정하기 전에 확인, 측정과 평가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젖소 사육농가 HACCP 시스템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용이하게 보완되며 농가규모에
맞게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가축 및 사육관련 세부사항 및 위해요인들에 대한 정리가 필
요하다. 중점관리 계획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야 하며 중요 검토대상 관리 항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수공통 질병을 포함한 가축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오염 차단, 납유 원유와
출하가축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의 오염 차단, 근육내 주사침 잔존, 주사부위 염증,
물리적 오염에 대한 방지이다.
젖
소
농
장

특히, 젖소 축군의 건강관리는 특정질병에 대한 확인과 발생방지 및 전염에 대한 차단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젖소농장에서 효율적인 HACCP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주

HACCP

요 포인트는 ①농장에서 효과적인 위해요소 파악 ②농장여건에 적합한 HACCP 관련 규

관
리
방
법

가 중요하다.

8

정 적용 ③효율적인 HACCP 준비 및 난점극복 ④효과적인 모니터링, ⑤정확한 교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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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축산식품의 위해요인
구 분

종 류

생물학적
위해요인

위해요인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기생충, 인수공통 질병 원인 물질 등

화학적
위해요인

항생물질, 살균제, 성장촉진제, 살충제, 해충제, 독소, 곰팡이
세척제, 중금속 성분(납, 아연, 수은, 비소시안 화물 등)

물리적
위해요인

주사바늘, 유리조각, 나무 조각, 뼈 조각, 금속류, 돌조각, 포장재,
건물 유래물질, 기기 및 설비유래 이물질, 곤충잔해, 머리카락 등

그림 1-1. 젖소농장 위해요인

생물학적 위해요인

화학적 위해요인

물리적 위해요인

우유속 이물질

표 1-2. 젖소농장 HACCP 적용의 장점
구 분

종 류

젖소의 생산성 향상

질병발생 감소, 소모성 질병방지, 증체량 향상, 사료효율 증가 등

원유 및 육우고기의
안전성 확립

인수공통질병, 생물학적 위해, 물리적 위해, 화학적 위해 방지

마케팅 활성화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요구증대

브랜드 가치제고

안전성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소비자 신뢰구축

사육과정을 입증 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인증

농장경영 효율 증진
각종 규정에 대응

폐사율 감소, 약품비용 절감, 사료비용 절감, 노동력 절감 등
자체방역, 질병검사 등 각종규정에 대한 능동적 준수

나. HACCP 7원칙 12절차
■ HACCP시스템은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중점 관리하는 7가지 원칙과 HACCP시스
템 도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완료되어야하는 5
개의 선행단계가 있으며, 이들 사전 5단계와 기본7원칙을 포함하여, HACCP 7원칙
12절차라고 한다(표1-3).

제

1
장

(HACCP)

위
해
요
소
중
점
관
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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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젖소농장의 HACCP 7원칙 12절차
구 분

수행내용

종 류

사전1단계

HACCP팀

구성팀구성, 팀원경력, 담당업무

사전2단계

출하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설명

원유, 출하젖소, 도태우 등

사전3단계

사용자 의도 식별

판매농장, 도축장, 유가공장, 판매장 등

사전4단계

사육과정 흐름도 작성

관리 흐름도 (축사, 시설 , 사육관리, 착유관리 등)

사전5단계

사육과정

현장검증현장확인(시설, 환경, 사육관리, 착유, 원유보관 등)

6(원칙1)

위해요인 분석

사육단계별 위해요인(B, C, P)설정 및 위해도 평가 등

7(원칙2)

중점관리점(CCPs)조사

결정체계도 이용

8(원칙3)

중점관리점(CCPs)에 대한
대한 한계설정

국내외 관련규정, 법규 및 참고자료 등 정리

9(원칙4)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중점관리(CCPs)단계별 검사 및 평가방법 확립

10(원칙5)

교정 계획 수립

중점관리(CCPs)단계별 실패원인에 대한 교정

11(원칙6)

확인절차 확립

6단계~10단계(원칙1~원칙5) 점검

12(원칙7)

문서작성 및 기록보관

유효성 평가 및 재평가 목록, 결과기록 등

*B, C, P : 생물학적(B), 화학적(C), 물리적(P) 위해요인 *CCPs : 중점관리

■ 이와 같이 식품에 위해물질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한 관리
시스템이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이며,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하
여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였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을 HACCP 7원
칙이라고 한다.
- 식품 중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주요 위해요소는 무엇일까?
- 각각의 위해요인별로 허용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위해요소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생산 공정 중 어느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
여야 하는가?
- 위해요인이 올바르게 관리되고는 있는가?
- 잘못 관리되고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여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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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관리방법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이와 같은 방법들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서 와 기록관
리가 필요한가?
■ 한편, 농장에서 HACCP시스템의 7원칙을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 단계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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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HACCP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팀이 있어야하며
- 안전성을 관리하여야 하는 생산 품목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 농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사용용도를 파악하고
- 생산 공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며, 재료 및 직원 등의 활동범위와
위생관리상 출입제한지역 등을 문서화하며
- 문서화된 생산과정이 현장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와 같이 HACCP시스템을 도입하기위하여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절차를 예비 5
단계 또는 사전 5단계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 선행요건프로그램
선행요건프로그램은 HACCP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관리프로그
램으로써 업체 또는 농장에서 HACCP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립되어 있어
야 할 관리프로그램이다 .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최종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환경여
건, 수질관리, 해충관리, 작업여건, 시설 및 장비위생, 직원위생관리 등 포괄적인 범위의
위생관리를 포함한다.
낙농농장에서는 착유관리, 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관리, 동
물약품관리, 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 및 출하관리 등이 있다
■ 농장단계의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농장의 생산품목 및 경영형태에 따라 다르나 낙농
농장의 경우 밑소 구입 또는 출산으로부터 사육, 착유, 원유 냉각보관, 납유 등 생산
과 출하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HACCP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관리
방법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은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HACCP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판단

제

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HACCP를 운영하는 업체나 농장에서는 효과적인 선행요건

장

프로그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출하우의 항생제 잔류방지를 위한 휴약
기간의 준수를 중점관리점(CCP)으로 설정하였다면, 휴약기간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약품별 구입, 약품수불, 휴약기간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설정하여 문서화할 때는 HACCP팀에 의하여 작성하되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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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기본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것이 선행요건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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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로 요구하고 있는 법적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적은비용으로 최대한
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표 1-4. 선행요건프로그램
구 분

주요관리내용

차단방역관리

목적, 범위, 업무절차, 안내판, 소독시설 등

농장시설관리

우사, 사료창고, 약제실, 물품반입창고, 착유실, 착유기, 원유냉각실 등

농장위생관리

소독실시, 환축관리, 사료위생, 폐사축처리, 착유위생 등

동물의약품, 사료, 물 관리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료, 물 위생관리

질병관리

질병관리, 백신 프로그램 등

반입·출하관리

반입우, 우유, 출하우 관리 등

착유관리

착유위생, 착유시설소독, 원유냉각, 납유금지 우유처리, 원유검사등

■ 일단 완성된 선행요건프로그램은 HACCP실천계획과 함께 팀원에 의하여 재검토되
어야 하며 잘못된 사항은 개선하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받는다.

라. 기록관리
■ 기록관리는 HACCP실천계획 및 선행요건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판
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며, 업체나 농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록을 분석함으로
써 잘못 관리되는 것을 찾아내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유용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HACCP 인증시나, 정기검사 등 외부 심사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 기록관리도 역시 HACCP운영에 요구되는 법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원재료의
도입(가축도입)부터 출고(출하)까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며, 가능한 관리내용이 간
략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 분야별로 구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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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은 HACCP운영은 물론 업체 경영차원에서도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되기 때
문에 여러 가지 다른 관리사항을 하나의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
적이다.
■ 기록관리는 농장운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 개선사항 도출 및 보존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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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드시 HACCP 운영에 요구되는 법률적 사항을 충족함은 물론 담당자와 승인자
의 보고체계 및 확인 서명이 필요하다.
■ 낙농 농장의 주요 기록관리는 착유기록, 원유냉각 보관기록, 방명록, 소 구입기록
(필요시), 약품수불기록, 소독기록, 치료기록, 폐사우 처리기록, 출하가축기록(필요
시), 주사 및 주사침사용기록, 휴약기간 및 무항생제 사료급여 기록, 수의사 임상기
록, 교육기록 등이 있으며 이들 내용을 농장의 경영형태에 맞게 기록 관리대장을 만
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표 1-5. HACCP 기록양식
구 분
출입 관리부
농장일보

주요관리내용
일시, 출입자성명, 차량번호, 72시간전 방문지, 방문목적, 출입자소독, 차량소독,
반입물품소독, 방문자연락처 등
사육현황, 번식관리 폐사우 기록, 주요작업 및 임상관찰, 물품반입 및 소독실시 기록 등

구입우 관리기록부

구입일, 개체, 번호, 구입처, 질병검진, 예방접종, 격리기간 등

개체주사, 약품수불부

개체 또는 우사번호, 처치방법, 증상, 휴약기간주사, 약품명 등

착유관리 기록부

착유두수, 맥동기, 진공압, 세척온수, 유방염발생 등

냉각기 / 집유수송
관리기록부

착유두수, 납유량, 산유량, 납유시 온도, 집유시간, 원유품질 등

이상유 처리 기록부

유방염우 원유, 항생제 치료우 원유, 납유금지 원유 등

폐사우기록부

개체번호, 폐사일, 처리방법 등

주사침 분실서

분실장소(잔류부위), 분실된 주사침의 종류, 분실사유, 사후처리방법 등

소독실시 기록부

소독일자, 소독실시대상, 소독방법, 소독약, 사용량, 실시자 등

개선조치 기록부

사고발생내용, 발생원인, 개선내용 등

마. 역사
■ HACCP제도는 1959년 우주개발계획 중 우주인에게 무결점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필스버리(Pillsbury)라는 식품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장

■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으로 각국에
HACCP 도입을 권고하였다.
■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적용에 관한 협약(WTO/SPS) 이후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통해 HACCP 도입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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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국제교역에 있어 식품의 생산에 HACCP 개념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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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1998년 8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이 고시되었다.
- 도축장은 도축규모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연차적으로 의무적
으로 적용하였으며, 가공장은 희망업체에 대하여 자율 적용 되었다.
- 2004년 1월부터는 식육포장 처리업, 집유장,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
물 판매 업소에 자율적으로 적용되었다.
- 2005년 1월부터 사료공장의 HACCP 인증이 시행되었다.
■ 우유 및 유제품의 HACCP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1997년 12월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축산물 도축장 및 가공장의 HACCP 근거규
정을 신설하였다.
■ 1998년 8월에는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기준을 고시하였다.
■ 국내 축산농장은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권장·적용하고 있다.
- 소 농장(
‘07), 돼지농장(
‘06), 닭 농장(
‘08), 오리농장(
‘09)
- 젖소 사육 농장의 HACCP 인증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 우리나라는 우주라면, 김치, 생식바, 수정과 등의 우주식품 인증취득(
‘08년 4)
- 불고기, 전주비빔밥, 미역국 및 참뽕음료 인증 취득(
‘10).

바. 용어의 정의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포장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축산물에 혼입
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 위해요소 (Hazard)
-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로서 자연독소, 병원성미생물, 화학물질, 농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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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동물약품, 인수공통전염병의 병원체 등이다.
- 기생충, 사용 금지된 식품첨가물, 색소, 털, 먼지, 주사바늘 등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이물질을 말한다.
■ 위해요소 분석 (Hazard Analysis)
- 원료와 공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농진청-젖소농장-내지 2010.11.29 10:9 AM 페이지15

과정을 말한다.
- 생물학적 위해요소 : 살모넬라, 기생충,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
- 화학적 위해요소 : 동물약품, 농약, 항생물질, 항균물질, 중금속 등 화학물질
- 물리적 위해요소 : 털, 돌, 쇠 조각, 주사바늘 등 이물질
■ 중점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
- HACCP를 적용하여 위해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축
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 한계기준(Critical limit)
- 중점관리점에 있어 설정된 허용범위 내에서 위해요소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
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 감시(Monitoring)
- 중점 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
의 관찰이나 측정수단을 말한다.
■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
- 중점 관리점에 대한 감시결과 위해요소의 한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 검증(Verification)
- 해당 농장에서 HACCP의 계획(적용)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선행요건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농장이 HACCP를 적용하는데 있어 토대가
되는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
■ HACCP 실천계획(Action plan)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농장
이 정한 자체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계획서를 말한다.
■ 결정체계도(Decision tree)
- 구입, 출하 등 각각의 관리단계에서 위해요인에 대한 중점관리점을 설정하기 위
위원회(Codex)에서 제시한 체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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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용하는 일련의 질문체계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 되는 것은 국제식품규격

제

개
요

15

농진청-젖소농장-내지 2010.11.29 10:9 AM 페이지16

■ HACCP팀(HACCP team)
- HACCP 운영 책임이 있는 전문가들의 그룹이다.
■ 심각도(Severity)
- 위해요소의 심각성을 말한다.
■ 공정도(Flow diagram)
- 식품회사 또는 농장 등 작업장에서 원료(가축) 도입부터 판매까지의 운영과정 또
는 각 운영단계에 대한 도식화된 일람표를 말한다.
■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위험도 및 심각성을 측정하여 그 영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 개인위생(Personal Hygiene)
- 작업장(농장포함) 직원의 개인별 청결이나 청결을 위한 실천행동 등을 말한다.
■ HACCP 계획 점검표
- HACCP 계획이 HACCP의 7원칙을 모두 적절히 다루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점
검표를 말한다.
■ HACCP 유효성 평가
- HACCP 계획서의 모든 구성요소가 효과적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최초
로 검토하는 것이다.
■ 타당성(Validation)
- HACCP 계획의 모든 요소들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확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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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젖소농장의 HACCP
가. 젖소농가 위생관리
낙농산업은 그동안 고품질의 안전한 우유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세계 각국은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유대산정 등 각종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원유품질
이나 위생품질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오고 있다.
우유에서의 위해요소는 주로 분변이나 유두와 유방의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오염되지
만 화학적 위해요소와 미생물학적 위해요소는 유방내로 부터 올 수 있다. 화학적 위해물
질의 오염은 사료(아플라톡신, 다이옥신, 질산염), 살충제, 동물약품 및 공해(중금속, 방
사능 물질)로 부터 오염될 수 있다.
미생물학적 위해요소는 인수공통 질병 유발 병원균이 포함되며, 이들 병원균은 대부
분 착유과정에서 오염되거나 또는 유방으로부터 우유 내에 배출된다. 병원균과 같은 생
물학적 위해요인은 분변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다. 특히 분변이 연변이거나 수양성일 때
오염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젖소의 유방이 몸체의 뒷부분과 항문 아래쪽에 가
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원유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우유생산과 관련된 위해요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착유간격의 유지
는 물론, 위생적인 착유기관리, 우사 환경 관리, 유방염 관리가 중요하다. 착유과정중 원
유내 병원성세균의 오염은 유방표면의 오염이나, 원유 저장탱크의 오염, 착유기기의 오
염 및 유선내의 오염으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임상형 유방염을 가진
착유우의 우유는 ml당 수백만개의 병원성 세균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은 우유가 집유 된다
면 심각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준임상형 유방염은 낙농농장에 큰 문제가 된다. 왜냐
하면 유방의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우유의 체세포수가 증가 하여 낙농제품의 품질
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유방염은 전염성 유방염, 환경유발 유방염, 하절기 유방염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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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예방은 좋은 유방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젖소를 선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특히

장

유두나 유두끝이 좋은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피부에 있는 케라틴과 지방산은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방염 감염은 외부로부터 유방에 감염되는 것을
방어하는 최초의 기관인 유두관을 통해서 감염된다.
착유후에 소독제를 사용하여 유두끝을 코팅하거나, 스프레이하거나, 침지시키는 것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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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끝의 손상은 착유시에 부정확한 착유장비의 작동 및 부적절한 착유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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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직후 유두끝이 약간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두 끝부분에 병원균 침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병원성 세균이 유두내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비유기 말기에 각 분방의 유선내에 지속성 항생제를 주입하면 유방내에 존재하는 세
균을 제거할 수 있고, 건유초기에 유방을 보호할 수 있다. 건유젖소에 지속성 항생제를
처리하면 대장균 등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이어지는 비유기에 유방염 발병수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하절기 유방염 시즌에는 착유우가 착유실을 통과하는 매일 사용이 허용된 세
척제로 유방을 스프레이 해주는 것은 유방염 방지에 효과적이다. 더욱이 깔집이 착유우
사의 바닥재로 사용된다면 환경적인 병원성 미생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
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표 1-6. 유방염과 병원성 미생물
구 분

전염성

병원균
Streptococcus
agalactiae

- 유두관을 콜로니화 할수 있는 편성세균
- 전염성이 매우 강함

Staphylococcus
aureus

- 만성감염, 급성, 괴저성 유방염발생 가능
- 유두피부에 서식하며 제거하기 어려움

Staphylococcus
dysdalactiae

- 유두부위 및 편도부위에서 흔히 발견
- 때때로 전염성과 환경성의 중간형태로 발견

Mycoplasma bovis,
M. califonicum
Escherichia coli
환경
유발

하절기

종 류

Klebsiella pneumoniae

- 매우 전염성이 강하며, 북미에서 큰 문제
- 분변에서 많이 존재
- 결함이 있는 착유기 사용이 주원인
- 토양에 공생하며 비위생적 깔짚 및 습하고 열악한 환경에
저장된 톱밥 사용시 발견

Pseudomonas
aeruginosa

- 유두세척수가 비위생적이고 온도가 부적절한 경우 발생
- 발생빈도는 비교적 낮은 편 임하절기

Actinomyces
pyogenes 등

- 하절기에 많이 발생
- 파리와 유두손상과 관련 있음

젖소농장에서 유방염 방지 및 위생적인 원유생산을 위한 기본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젖
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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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유장 진입 소의 개체 확인

HACCP

■ 유방염 증상 소의 격리

관
리
방
법

■ 착유기 준비후 즉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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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별 사료급여량 확인
■ 착유전 감염 예방을 위한 유두 건조나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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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유후 착유기 제거 또는 과착유 방지를 위한 자동 제거 착유기사용
■ 유두소독
■ 착유자의 고무(비닐)장갑 착용
■ 착유장 세척 및 소독
■ 우유의 신속 냉각
■ 농장 소독
■ 체세포수와 총세균수 측정
■ 잔류물질 측정
우유는 화학물질, 세균, 사료와 같은 3가지 원인물질로부터 오염에 매우 민감하다. 가
장 중요하고 자주 발생되는 원인은 페놀과 같은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농장에서 사
용하거나, 착유장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화학물질의 사용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사
료첨가제중 오염을 야기시키는 가장 흔한 성분은 어분, 야생 마늘과 같은 것이다. 특히,
농장에서 자가배합 원료로 아니스 열매나 아마인 오일과 같은 방향성 물질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젖소농장에서 HACCP의 도입을 추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낙농
가의 위생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수집 정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현재의 농장 상황에서 범위까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해분석(hazard analysis) 및 중점관리점 결정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으로 HACCP를 도입하고자 하는 낙농가에서 가장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
다. 특히 낙농농장은 우유가공장의 폐쇄되고 독립된 상태에서의 위생관리와 비교할 때,
착유우가 목야지, 우사 등과 같이 개방된 자연환경 하에 있다는 점과 착유장은 미생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가열공정이 없기 때문에 위해요인에 노출이 쉽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젖소농장에서 HACCP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기존에 운영되어온 관리체
계를 그대로 운영할 것인가, 변형시킬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것인
가에 대한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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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위생적인 우유생산 관리

더러운 깔집, 낙후된
환기시설, 구조의 질
위생

환경적 병원체, 오염된 물

구조, 청결함, 해충통제,
strip cup사용

장비, 유두 상태, 유두 침지,
유방염

부적당한 진공 장비
사용

분출, 유출, 유두 라이너
상태

착유후 청결도
우유와 접촉한 모든 표면
으로 부터 지방과 피부조각의
정기적 제거
잔존물, 체세포수, 세균수가
취해진 수집된 샘플

나. 젖소농가 위해요인과 중점관리
위해요소는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소
이며, 그 발생요인 및 방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를 위해요인 분석(Hazard Analysis)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젖소농장의 위해요인 분석에는 사료, 사육환경, 젖소사육, 착유 및 원유보관은 물론
관리자와 장비 등 모든 젖소사육과 원유 관리에 포함되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위해요
인 분석을 위해서는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관련 국내외 자료, 법규는 물론 외부 전문가
등 HACCP 팀 구성원과 협력하여 수행하되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 실시하
젖
소
농
장

는 것이 효과적이다.
■ 생산단계를 세분하라. : 원유생산까지 주요 관리 분야를 세분하라.

HACCP

■ 각 단계에서 위해를 평가하라. : 각 단계에서“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를 생각하고

관
리
방
법

■ 위해요인 제어에 효과적인 수단을 결정한다.

20

필요한 방지대책을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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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할 것에 대한 간단한 목록을 작성한다.
■ 방지에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할 행동을 간단히 기록한다.
■ 잘못될 점을 교정하기위한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라
젖소 농장에서 위생관리를 위한 있어서 중점관리점(CCP)수는 제한은 없으나 최소한
의 비용과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점관
리의 결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결정체계도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또한 농장여건
에서 최대로 준수되어야 하고, 실천이 쉬워야 하며 발생 가능한 생리적, 화학적 및 물리
적 위해요인이 관리되어야 한다.
젖소사육농가에서 중점관리점은 조사료원의 제초제나 살충제 잔존여부, 배합사료내
의 동물의약품 과량 내포, 납유용 원유의 항생제 잔존여부, 납유용 원유의 병원균 오염여
부 그리고 출하 및 도태가축의 항생제 잔류여부와 주사침 잔류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1-7. 젖소농장 위해요인 목록
관리단계
사료
음용수

위해요인
사료오염 및 변패, 사료급여장치오염
음용수 오염, 급수기 오염

우사

시설불량(부상) 우상오염, 소독시설, 환기, 방충 및 방서 시설

환경

분뇨 및 폐수처리, 퇴비장관리 및 퇴비화처리

건유 및 육성우
착유우
착유관리

질병보균축, 질병발생, 약제사용
착유우 보균축, 우상 및 우체오염, 질병발생, 약제사용
맥동 및 진공압, 세척소독, 착유기 오염, 집합유 오염, 착유자 건강관리,
착유자오염(의복, 장화), 착유관리불량

원유냉각기관리

냉각기 세척소독불량, 냉각기 고장 및 오염, 냉각기 온도관리

운송 및 소도입

운송스트레스, 환축 및 보균축 유입

출하원유 및 가축
도태가축

항생제 잔류, 출하원유 병원균오염, 출하가축 주사침 잔류
항생제 잔류, 주사침 잔류유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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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중점관리점 결정을 위한 고려대상 항목
생산과정
가축입식

주요검사항목
구입처, 질병기록, 개체기록

우사 및 운동장

오염, 기구파손 및 불량, 소독상태, 세척소독

급여사료

구입회사, 사료오염 및 변패, 급여장치 오염

농장용수

물오염, 급수기 오염, 수질검사

동물약품

휴약기간, 부적절한 약제사용, 사용법준수, 특수약품관리

환축 및 유방염우
착유관리
냉각기

사용약제, 휴약기간, 원인균검사, 납유금지기간
유방염우 및 항생제처리우, 맥동기, 진공압, 세척소독
냉각온도, 세척소독, 원유품질

다. 국내·외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장부터 판매단계까지 HACCP 적용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2012년까지 4,500개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 FDA는 1995년 12월18일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HACCP규정을 최종
고시하고 1997년 12월 18일부터 강제적용토록하고 있으며 이에는 수입식품도 포함된다.
우유 및 유제품은 PMO-A(Grade A Pasteurized Milk Ordinance)에 근거한 주정부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과거 축산농가에 권장하던 우수농장관리제도(GAP)를 HACCP 시스템
으로 변경하여 2013년까지 축산농장에 5,000개소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선진국에서는 HACCP 개념에 의한 축산농가 인증 제도를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HACCP 개념에 의한 관리프로그램은 국가별로 부르는 이름은 다르나 호주
(LPA : Livestock Production Assurance), 캐나다(CQM : Canadian Quality Milk),
유럽(GAP : Good Agricultural Production)등에서 국가 또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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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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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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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축산농장은 과거 축산농가에 권장하던 우수농장관리제도(GAP)를
‘09년 8월
에 HACCP 인증제도로 변경
- 2013년 까지 축산농장에 5,000개소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은 농장단계 HACCP 인증 마크 공모(2010년 1월 7일까지)
- 건강한 가축사육과 안심하고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 이라는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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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단계 HACCP 인증의 확대보급 및 지속적인 관리 유지
- HACCP 인증농장의 간판부착 및 생산축산물에 마크부착
■ 농가생산, 도축·가공, 유통단계 일괄 HACCP 추진(일본 생협 주관)
■ 일본의 축종별 HACCP 인증기준 개요
- HACCP 방식에 의한 위생관리 도입에 필요한 기초적인 요구사항을 설정한다.
- 경영자는 HACCP 팀을 임명하고 HACCP계획(CCP결정, 감시방법의 확립 등을
작성하고 문서화하며, 기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리).
- 적용가축은 젖소, 육우, 돼지, 산란계, 육용계
■ 일본의 젖소농장 주요 권장 중점관리점(CCP)은 개체건강체크, 약제투여, 착유기점
검이다.
표 1-9. 일본 축산농장 HACCP개요
인증기준

축종별 인증 규범

제1장 : 범위, 인용문서, 용어

제1장 : 시설, 설비요건

제2장 : 경영자의 책임

제2장 : 시설, 설비, 기구의 위생관리

제3장 : 위해요인 분석과 준비

제3장 : 원재료

제4장 : 일반위생관리 프로그램 확립 및

제4장 : 가축 및 축산물의 취급

HACCP계획 작성

제5장 : 출하 가축 및 출하축산물의 운반

제5장 : 교육 및 훈련

제6장 : 출하 가축 및 출하축산물의 정보

제6장 : 평가, 개선 및 위생관리시스템 개선

제7장 : 종사자의 위생과 안전

제7장 : 위생관리 문서 목록과 문서 및 기록요구 사항

제8장 : 종사자의 교육, 훈련
제9장 : 주요관리사항 관리를 위한 위해관리 포인트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 권장하고 있는 원유의 관리 및 출하 메뉴얼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착유 15분전에 배수밸브를 닫고 유효염소농도 200ppm의 차아염소산 소다를 분무
기를 사용하여 구석구석까지 잘 분무한다. 이때 탱크 안쪽 면은 물론 교반기, 유량
계, 온도계 등 우유가 접촉하는 모든 부품에 대하여 살균액이 잘 분무되도록 실시한
다(자동 세정장치 이용가능)
■ 원유냉각기의 시동스위치를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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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밸브를 열고 살균제액을 배출

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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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유지침에 의한 착유 실시
■ 착유 종료후, 원유냉각기내 원유온도를 측정하고 4±1℃인 것을 확인한다(2회/일).
이상 수치가 확인된 경우는 농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검토한다. 이상의 것
을 시설장비 관리기록에 기록하고 농장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중략
■ 원유에 대해서는 원유검사를 받고 세균수 40만이하(우유 또는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법령에 기초한다)인 것을 확인하는 한편 지역에서 권장하는 목표치에 가
깝도록 노력한다.
■ 이상의 결과를 작업관리기록에 기록하고 농장책임자에게 보고한다.

표 1-10. 일본 젖소농장 HACCP 위생관리

젖
소
농
장

HACCP
관
리
방
법

24

구분

항목

관리기준

젖소도입

8

도입관리

사료관리

9

사료도입 (5), 사료보관(4)

자재도입관리

11

약제도입(6), 깔짚(5)

시설위생

91

시설조건(5), 구조 및 위생(9), 사료보관및 위생(8)
퇴비보관 및 위생(7), 폐기물시설 및 위생(8)
손세척시설(5), 신발소독시설(5), 급수시설(5), 배수(6)
조명(5), 환기공조(5), 방충방제시설(4), 화학제보관(4), 냉장보관시설(3),
작업자탈의실(5), 화장실(2),차량소독(3), 방충방서(2)

원유관리

11

원유처리시설(6), 원유처리실 위생(5)

기계도구위생

23

급이기(4), 사료교반기(4), 소독기(4), 착유도구(6), 냉각기(5)

세척 소독기준

22

착유기(6), 냉각기(5)우사(7), 급수(2), 사료조(2) 등

가축관리

32

포유우(7), 육성우(7), 건유우(9), 착유우(9)

원유출하관리

7

원유관리(3), 종사자위생(16)

종사자교육

20

농장작업자(8), 낙농헬퍼(7), 아르바이트(3), 기록교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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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캐나다 젖소농가 위생 기록관리
관리단계

항목수

주요내용

주사기록

12

주사량, 휴약기간 등

동물약품기록

8

사용량, 저장장소 등

냉각탱크온도

7

일시, 오전, 오후, 등

착유도구위생관리

6

세정온수온도 등

교정조치

6

교정조치 내용, 교정전문가 등

급수관리

7

급수원, 세균검사 등

살충제 수불

11

구입일, 수량, 저장상태 등

살충제 사용

10

상품명 사용량 등

개체이력

8

이력번호, 구입일, 판매일 등

백신관리

10

백신명, 번호, 휴약기간 등

사료수불

12

구입일, 급여일, 등

주사바늘관리

7

주사일, 규격 등

유방염관리

15

개체번호, 발견일, 처치유구 등

냉각기관리

25

세척수 온도 등

착유장비관리

37

진공압, 맥동비 등

라. HACCP과 직접지불제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
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추진
하고 있다.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등록자로서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제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장

■ HACCP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
격으로 통보 받은 자
■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 동 기간 동안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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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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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 정산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
■ 다만,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유수급관리 적용을 받
지 않는 축산 농가는 제외한다.
■ 농가 당 지급한도액 : 20백만원/년
-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금액의 20%를 추가지급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
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 당시 인증종
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 종류로 지급

표 1-12. 축종 및 축산물별 지급단가 (2009. 1)
HACCP 인증농가 중
구분

무항생제 인증농가

유기축산 인증농가

한우

두당 65,000원

두당 170,000원

육우

두당 한우 지급단가의 50%

우유

리터 당 10원

리터 당 50원

돼지

두당 6,000원

두당 16,000원

계란

개당 1원

개당 10원

육계

마리당 60원

마리당 200원

토종닭

젖
소
농
장

HACCP
관
리
방
법

26

육계 지급단가 기준 3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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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젖소 농장 HACCP 지정 준비

■ 젖소농장에서 HACCP 지정(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사전준비 사항과
구비서류 및 평가항목 등을 소개하였다.
■ 지정을 위한 선행요건프로그램은 착유관리를 포함하여
7개 분야 58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
관리, 질병관리, 반입 및 출하관리, 착유관리.
■ 인증을 위한 HACCP 관리 분야의 평가 15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제시한 예시 중에서 농장의 여건에 맞게 선택 및 보완하여 활용
■ 평가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3장의 관리기준서 또는 5장의 관련 법령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