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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식품안전행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

한 계획으로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수립, 추진된다.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

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고, 2014년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

될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식품안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새 정부의 국정기조,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될 것이다. 새 정

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불량식품 

근절추진단 조직 및 사업운영, 79번째 국정과제에 근거한 식품안전체감

도 조사 및 발표, 식품안전통합전산망 구축 등의 과제가 매년 수행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는 법무부, 환경부, 지자체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그 만큼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마쳐지는 2017년에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국가

가 되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

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4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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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udy on Developing the Third Basic Plan on 
Food Safety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launching of the present government, it i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management. In 

succession to the First and the Second Basic Plan from 2008 

and 2011, the Third Basic Plan on Food Safety Management 

must be established in 2014, to push ahead it from 2015 to 

2017. Ba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Plan,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existing tasks would 

be relaxed, reinforced, maintained, or abolished. Also, devel-

opment and promotion of new tasks are required to meet the 

primary goa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re are total six purposes on this study. Purposes are as 

follows; 1) Analysis of environmental and policy conditions 

change in food safety management; 2)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Basic Plan on Food Safety 

Management; 3) Strategic analysis of food safety management 

from major countries; 4) Establishment of framework for the 

Third Basic Plan on Food Safety Management; 5) Establishment 

of the Third Basic Plan on Food Safety Management; and 6) 

Policy suggestion for food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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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of this study were literature review, survey, data 

analysis, group meetings, entrusting manuscript. Especially, 

survey on perception of food safety management was con-

ducted online to focus groups of 31 public officials and 85 ex-

pert, and key words for the environmental change, vision, na-

tional objective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detailed tasks 

were found out.    

In this study, the vision of the Third Basic Plan was offered as 

“safe food” and “happy nation,” and the purpose was improving 

the level of food safety for consumer protection. The im-

plementation strategies cover risk analysis (assessment, man-

agement, and communication) in food and better dietary life. 

Lastly, increasing utilization of research results for the Basic 

Plan, determining performance indicator of action plan, and 

fulfilling task sincerely were suggested for the future policy and 

the next Basic Plan.

* Key Words: Third Basic Plan on Food Safety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Food safety, 

Policy environment and conditions, 

Eradication of low-quality food



요 약 <<

제1장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에는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

본계획, 2011년에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

으며 2014년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될 제3차 식품안

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 

140개 국정과제에 식품안전과제 포함 등 현 정부 출범에 따른 식

품안전관리의 중요성 강조되면서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은 기존 계획보다 더 충실히 수립되어야함

○ 지난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평가를 바탕으

로 기존과제의 완화, 강화, 유지, 폐지 등을 판단하고, 새로운 국

정목표에 맞는 신규과제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함

○ WTO 출범이후 식품교역도 자유화, 개방화 폭이 확대되면서 식

품안전관리의 범위도 수입식품으로까지 넓어지고 있어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식품안전관리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시의성있는 

식품안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함

○ 식품안전관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법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여 수립된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보다 더 폭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세부사업

을 개발되어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국가정책 추진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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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목적

○ 식품안전관리 환경 및 정책여건 변화 분석

○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 성과평가

○ 주요국 등의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 분석

○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틀 마련

○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선진화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연구내용

○ 식품안전에 관한 환경변화 심층 분석

○ 한국, 미국 등 주요국의 식품안전 추진 전략 고찰

○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성과평가

○ 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재에 대한 SWOT 분석 

○ Key words 선정을 위한 FG 인식조사 실시

○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과제 개발



요약 5

  □ 연구방법

○ 기존자료 및 문헌고찰

○ FG (Focus group) 조사

－ 환경변화,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설정을 위한 Key words 

선정에 대한 인식조사

－ 정책 관련자 103여명, 전문가 137명 대상

－ 인터넷 조사 실시

－ 최종 조사완료자는 정책관련자 31명, 전문가 85명

○ 회의 개최

－ 연구진 회의

－ 부처별 관련자 회의

－ 지자체와의 회의

－ 연구결과 발표회

○ 원고의뢰

－ 농림축산분야 전문가에 환경변화 등 원고 의뢰로 보고서 완성

도 제고

○ 자료분석

－ Coding, 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SPSS 12.0 ver.로 전산처리

－ 교차 분석 및 Chi-square test, Student’s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 검정하였는데 유의수준은 p value 0.0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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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식품안전관리 환경 및 정책여건의 변화와 전망

  □ 식약처 출범 및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발족

○ 식품안전관리의 총괄부처로 식약처가 출범하였으며 이로인해 농

축수산물 등의 안전업무와 입법 권한이 모두 식약처로 이관 (일부 

위탁)되는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 추진

○ 국무조정실, 식약처, 농식품부, 검찰 및 경찰과 지자체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식약처 내에 설치됨

  □ 외식 증가 및 안전관리 강화

○ 1975년 대비 2013년 외식비가 51.7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1990년 대비 외식업체수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외식의 위생적 

측면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음

○ 짧은 자영업의 Life cycle (개업후 3년 이내 폐업 업소 비율 

76.3%) 및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업소의 위생관리가 소홀함

  □ 국제적인 식품사고 증가

○ 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식품위해 사전인지 및 수입차단 신속화 필

요함

○ 유럽의 장출혈성 대장균 (EHEC O104:H4), 미국의 멜론 식중독 

사건 (Lysteria monocytogens), 일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

건 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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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식중독 발생

○ 2013년 식중독 발생건수는 235건 (환자수 4,958명)으로 지난 5

년간 감소추세에는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 필요함

○ 기후변화, 단체급식 및 외식 증가에 따른 식중독 사고 다발화가 

우려됨

  □ 수입식품 증가

○ 2013년 수입식품의 건수는 35만건을 상회, 전년대비 8.3% 증가함

○ 수입신고 전체건수 대비 부적합률은 0.24%로 건강기능식품 

(1.29%)과 가공식품 (0.29%)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합률을 보

이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요망됨

  □ 소비자 편리를 위한 식품인증, 표시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11

종의 표시와 27종의 인증을 운용하고 있음

○ 부처별 중복인증 및 소비자의 활용도와 활용예정도, 인지도 등이

낮은 식품인증의 통폐합이 필요함

－ 식품명인, 지리적 표시 등의 현재 활용률 및 향후 활용계획이 

낮은 편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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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등 구매행태의 변화

○ 전자상거래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4년 이후로 약 18.0%이며, 

이중 2013년 기준 음·식료품은 전체 5위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

이고 있어 대응이 필요함 (거래액 비중: ’01년 2.4%,’05년 5.0%, 

’13년 8.4%)

○ 최근 오픈마켓 등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식품위해 

발생시 책임소지 규명 등 관련 법령의 중복, 사각지대 해소로 전

자상거래상의 식품안전 확보가 필요함

  □ 영양사업 확대 

○ 현재 WTO 성인 1일 권장량 대비 국내 성인의 섭취량이 2배 이

상인 나트륨 저감화 등 균형잡힌 식생활 영위를 위한 지속적인 국

가적 노력이 필요함

○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FTA 확대

○ 지난 10년간 49개국과 11개의 FTA 체결 및 현재 9개의 FTA 이

행중이므로 향후 시장 개방 폭은 더욱 확대되어 이들 국가에서 수

입되는 물품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

련은 필수요소임 

○ 최근 칠레, 브라질, 유럽 등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입이 상대

적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음



요약 9

제3장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추진 전략 

1. 한국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본 안전관리 지속 추진

○ 생산단계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지속적 확대

○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및 위약요인 관리 추진

○ 수입단계 통관검사 강화

○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활성화

○ 불량식품 정보 수집의 다각화와 부처간 공유체계 확립

○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확대 강화

○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HACCP의 확대 적용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확대

○ 식품 중 이물 제어관리 강화

○ 주류관련 안전관리 제도의 정착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 식품등의 유해물질 기준 및 규격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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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조리사 배치 의무화 시행 

(1회 급식 100인 이상)

○ 학교주변 식품의 조리/판매 환경 개선

○ 식중독 발생의 사전예방 및 관리 추진

○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의 대대적 전개

○ 나트륨 줄이기 대책 협의회 구성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을 활용한 소비자와의 소통 활성화

○ 건강기능식품의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나. 농림축산식품부

  □ 총괄 목표

○ 친환경/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기반의 확대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바른 식생활 등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 세부목표

○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 농축산물의 생산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

－ 농약,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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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시스템 구축 

○ 사전예방적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GAP) 활성화

－ 축산물의 경우 HACCP 인증 확대

○ 원산지표시제 및 이력추적제 확대 시행

－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제도정착 유도

－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전면 의무시행

－ 돼지고기 이력추적제도 확대시행 계획

○ 소비자 정책 참여 강화

－ 소비자 참여형 식품종합정보망 운영

－ 지역 소비자 교육체계 확립

○ 안전한 농식품 소비 확대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사전 안전성 조사 실시

－ 우수 농식품 소비기반 확대에 주력

2. 미국

  □ FDA

○ 2011년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은 사전예방이 중심이 

되는 식품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측면

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

－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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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준수

－ 대응조치

－ 수입식품

－ 업무협력기관과의 관계 증진

  □ FSIS

○ 미국 농무성의 식품안전검사국 (FSIS)은 2016년까지의 전략체계

를 구축하여 시행중이며,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중임

－ 식품매개 질환 예방

－ 농장에서 식탁까지 관리 강화

－ 소비자 권한 및 인프라 강화

3. 일본

  □ 식품안전위원회

○ 식품안전위원회는 내각부 산하에 설치되어 주로 위해성 평가

(Risk assessment)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안전전문가 중 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산하에 12개의 전문 조사회를 두고 있음

  □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 및 기준

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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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매해 전년도 결과에 기반을 두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계획

을 세우며, 이러한 검역 결과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

○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성은 농림수

산물 내 유해 화학물질이나 미생물의 함유량 조사(오염실태조사)

하고, 조사에 의해 건강 영향 위해가 높은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조사결과를 국제 기준에 제출하여 

일본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음 

  □ 소비자청

○ 소비자청은 2009년 내각부 외청으로 설립되어 식품안전 정책의 

종합조정 및 식품 표시 등의 업무를 관장함

○ 식품표시에 관하여 소비자청이 담당하는 제도로는 음식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식품위생법 관련제도, 원료 및 원

산지 등 품질에 대한 표시로 소비자 선택에 이바지하는 JAS 법 관

련 제도, 영양개선 및 기타 국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건강증진

법 관련 제도가 있음 

4. 영국

○ 영국의 식품기준청(FSA: Food Standard Agency)은 영국 전역

의 식품 안전 및 위생, 식품 표시(안전, 알레르기)와 같은 식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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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법 

집행에 관여하기도 함

○ 영국 FSA (Food Standard Agency)는 2015년까지의 전략목표

로 “국민을 위한 안전한 식품”을 세우고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함

－ 식품 생산 및 급식시 소비자의 관심사항 해결을 최우선으로 함

－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 소비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지원 

－ 안전한 식품의 생산 및 판매 

5. 독일

○ 독일의 식품안전법상 세 가지 주요 목표는 ‘인간건강보호’, ‘거짓

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대중에 정확한 정보제공’임. 이와 관련한 

일곱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먹이사슬 원칙

－ 생산자 책임 원칙

－ 이력추적 원칙

－ 독립된 과학적 위해 평가

－ 위해평가와 위해 관리의 분리

－ 사고 예방 원칙

－ 투명한 위해 소통



요약 15

6. 국제기구

  □ 유럽연합

○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유럽연합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과 관

련된 위해성 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계획

은 세웠던 것과 달리 올해 2014년에 처음으로 다년간 업무 계획

(2014년 ~ 2016년)을 세운 바 있음

－ 과학적으로 우수한 정책제언을 위한 노력

－ 유럽내 위해성 평가 관련능력의 활용 최적화

－ 식품 위해분석 방법과 사용법의 조화

－ 위해성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과학적 근거 강화

  □ FAO

○ FAO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동물건강, 식물 보호와 함께 식품안전

의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식품안전품질서비스 

(AGNS) 사업을 벌이고 있음

－ 식품안전 (Food safety along the food chain)

－ 통합적인 식품관리체계 (Integrated food control systems)

－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 식품 (Food and food products)

－ 과학적 자문 제공 (Provision of scientific advice)

－ 미생물 및 화학 물질 (Micro-organisms and chemicals i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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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 (Biotechnology) 등

  □ WHO

○ WHO는 식품안전향상을 위해 식품매개 인축공통 전염병을 포함

한 전략계획을 (2013년 ~ 2022년) 수립한 바 있으며  세 가지 목

표는 다음과 같음

－ 과학에 근거한 의사 결정

－ 부문간 협력

－ 리더십 및 기술 지원

  □ CODEX

○ 식품안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증가 속에서 Codex의 국제 식품규

격, 지침, 실행규범 및 권고는 국제 식품 무역/교류의 안전성, 품

질, 공정성에 근간이 됨

－ 지역위원회를 포함한 2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

년 한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 국제기준의 설정을 모색함

－ 분과는 크게 일반, 식품, 지역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일반분과

에서는 오염물질 분과, 식품첨가물 분과 등으로 구분되어 활동

하고 있는 바,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함



요약 17

7. 시사점

○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향후 식품안전관리 전략 및 현 동향을 살펴

본 결과 우리가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로 해야 할 시사점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음

- 소비자 보호

- 식품위해분석(평가, 관리, 소통)을 근거로 식품안전관리

- 인프라 개선

- 홍보 강화

- 식품규제 준수 

- 외식 등의 안전, 영양성 확보

- 식품표시 및 포장의 안전성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 급식 안전 및 영양 관리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체 지원

-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실행

- 국제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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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성과 평가

1. 양적평가

○ GAP 인증사업,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 등의 사업이 지표상 당초 

목표를 달성 못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반면에 농약 재평가, 국내외 정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추진실적이 

지표상 목표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1〉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지표 실적(1) 

(단위: %, 명, 건, 개)

추진전략 주요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누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선제적 
위해관리

GAP 인증농가 비율 5 3.4 7 4.0 8 4.1

HACCP
인증 비율

축산물 79 82 82 85.6 85 86

일반식품 - 7.2 9.6 9.6 11.9 10.8

식품제조가공업체 
등록제 도입

- 도입

영업

등록제 

도입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도입매장수(누적)

- 34,762 - 42,134 52,134 43,474

학생급식 식중독 환자수 
(십만명당)

55 50 43 48 34

유해물질기준 설정건수 55 50 43 48 34

농산물 이력정보 전산관리 
비율

12 11 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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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지표 실적(2) 

(단위: %, 명, 건, 개)

추진전략 주요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누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과학적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안전기준 DB 구축률

70 70 90 90 100 69

농약 재평가 건수 60 94 90 168 120 171

적극적 
참여와 
소통

국내외 네트워크 정보교류 
기관‧업체수

60 51 65 109 70 75

식품안전관련 토론회 개최 10 10 20 21 30 15

식품 위해정보 활용도1) 11 19.0 15 이상 20.4 15 이상 16.7

건강한 
식품문화 

조성

급식업체의 저나트륨화 
참여(개소)

1,000 431 1,200 1,381 1,400 1,436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전년 대비 증가율

10 24 20 8 30 1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2) 9 9 21 21 48 27

주: 1) 수집된 정보 중 심층 분석 후 제공되는 정보건수 비율

     2) (센터관리대상 수혜 어린이수/전체 수혜  대상어린이수)× 100

2. 질적평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1) 성과

○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과 국민의 식품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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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운영

○ 30개 부처‧기관과 협업으로 맛가루, 불법 도축 등 국민의 관심분

야에 대한 범정부 기획감시를 실시함

  □ 식품안전 체감도 상승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가 향상됨(67% → 72%, 

전년대비 5.6%p 상승)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폭 확대

○ 전년 22개소에서 ’13년 88개소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위생․영양관리를 지원 추진함

  □ 식중독 예방

○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가 97명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

적으로 감소함

  □ 위해식품 유통 및 판매 차단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 0.6%로 

감소하였음

  □ 방사능 검사 등 수입식품 안전 강화

○ 방사능 기준강화 및 일본산 식품 수입시 정밀검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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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

  □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미흡

○ 빠른 위해정보 전달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선제적/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다소 미흡하였음

  □ HACCP 등 제도 적용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

○ 지정업소의 사고 발생 및 사고 발생업소의 지정 미취소 등 내실화

가 미흡하였음

  □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 추진 소홀

○ 표시 및 인증의 소비자 친화적인 면이 부족하고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가 시행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이 다소 미흡하

였음

  □ 외식 등 증가하는 식문화 환경에 대응 미흡

○ 외식비 및 외식업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체의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하였음

3) 보완

  □ 사고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예방적 안전관리 미비로 식품제조단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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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지정을 확대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식중독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학교 급식과 음식점에서의 식

중독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전체 식중독 발생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과학적 안전’과 국민의 ‘심리적 안심’ 사이에 격차가 존재

하므로 소비자의 안심 확보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함

  나. 농림축산식품부

1) 성과 

  □ 농식품 안전기반 관리 강화 

○ 중금속 오염우려 농경지 조사, 부정/불량 농약 유통방지를 위한 

점검, 농약안전사용 교육 실시, 동물용 의약품 안전성 재평가, 축

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함

  □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 

○ 대상 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하였고, 홍보물 배포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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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 이력정보의 편리한 접근성 제공, DNA 동일성 검사 도입, 돼지이

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함

2) 미흡 및 보완 과제 

  □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 농산물 인증관리시스템 정기적 점검, 인증업무의 투명성 제고, 민

간인증기관 심사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함

  □ GAP 활성화 

○ 대형 유통업체의 참여 확대,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농민의 적극

적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함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여건 조성 

○ 세계적으로 공인된 유기농의 범주 내에서 국제적 조화를 이루도

록 운영 필요, 유통과 소비분야에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제5장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틀

1. 식품안전환경에 대한 SWOT 분석

○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으로 요인 분석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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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식품안전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사 실 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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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및 실천

▪식품안전총괄 부서의 
출범

▪HACCP 등 선진             
식품안전기술의 정착

▪지자체의 역량 부족

▪영세기업의 역량 부족

▪소비자의 역량 미흡

▪새 거버넌스의 역량 
미입증

환

경

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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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이 국정목표화

▪GDP 2만4천불로 
식품안전에 관심 증대

▪새로운 거버넌스 출범

▪IT, BT 등 관련 기술수준 
최고화

▪미래대응 및 Global 
&Local 안전기반 구축 

▪식품규제 합리화 추진 

▪식품수출 확대 등 
식품산업 육성 

▪선제적 위해 평가, 관리

▪중앙-지자체간 
식품안전망 구축, 강화 

▪합동단속 확대 등 
감시체계 개선

▪전자상거래 등 대응

▪식품이력추적제 등 확대

위 협위 협위 협      Threat Threat Threat 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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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확대 등으로 수입 
식품위해물질 유입 증가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성적 판단 팽배

▪영세업체 85% 이상

▪식품사고 지속 발생 

▪식품안전 인프라 진단 
및 확충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경쟁력 있는 근거기반한 
정책연구 활성화 

▪지자체 인프라 진단 및 
개선 

▪올바른 소비자 교육, 
홍보 강화

▪안전신속대응체계 구축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식품 등 관리 강화

  1.  기본적인 식품안전 관리 추진

  2.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 및 평가

  3.  소통 확대 및 환경변화 대응

  4.  건강한 식생활 조성 

4  대   추 진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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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 인식조사 실시

  가. 조사개요

○ 온라인 웹조사 방법으로 약 19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

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표 3〉 조사개요

조사대상 계 공무원 전문가

발송 규모 240명 103명 137명

응답 규모 116명 31명 85명

최종 응답률 48.3% 30% 62%

조사방법 온라인 웹조사

조사 기간 2014년 7월 7일 ~ 25일 (19일간)

조사내용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등

  나. 조사결과

  □ 응답자 구성분포

○ 총 11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이 31명, 전문가

가 85명으로 전문가가 공무원의 약 2배 수준으로 조사됨

  □ 환경변화

○ 비교적 반대 의견이 많은 분야가 국내 식품사고 대형화 (19.2%),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13.5%), 농수산물 등의 생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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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13.5%) 등으로 나타났고, 가장 찬성하는 분야는 수입식품 

및 유해물질 증가 (90.4%), 단체 급식 및 외식 증가 (82.7%)로 조

사됨

  □ 국가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 총 9개의 Key words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었으나 근

절, 사회, 창조, 구현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한 대상자도 

30% 가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수정‧보완의견을 개진한 Key words도 반대한 경향과 비슷하게 

사회(48.1%), 구현(48.1%), 근절(42.3%), 창조(40.4%) 등의 순

으로 나타남

  □ 정책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 찬성이 가장 많은 Key words는 소비자(88.5%), 예방(76.9%) 등

으로 나타났고, 수정‧보완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은 선진화(50.0%), 

강화(44.2%), 통합(34.6%)의 순으로 나타남

  □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 가장 찬성의견이 많았던 Key words는 교육 및 홍보 (76.9%) 이

었으며, 사전 및 사후대응 (71.2%), 인프라 (69.2%), 협력 

(69.2%), 조화 (69.2%)의 Key words가 뒤를 이었음

○ 반대가 가장 많았던 Key words는 근절로 28.9%가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감시도 21.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정‧보

완의견이 높은 Key words는 표시광고 (51.9%), 규제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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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46.2%)의 순으로 조사됨

  □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

○ 반대의견은 거의 없었으나(대부분 20% 미만), 지자체 평가 및 자체

평가 강화, 수출식품 지원 등에서 20% 이상의 반대의견이 개진됨

3. 시사점

  □ 환경 및 정책여건 변화

○ FTA 대응은 진부한 Key word란 지적이 많았으나 향후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 특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외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식품안

전 확보가 중요하게 인식됨.

○ 이 정부의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은 의미있는 과제

이나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 범위 등이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보완의견도 제시됨

  □ 비전

○ 근절, 강화 등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Key words의 사용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사회, 구현 등 일부 식상한 Key words도 

채택을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됨

○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걸맞는 행복, 안전 및 안심은 좋은 비전이 

될 것이며, 창조도 새로운 인식이기는 하나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

서는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연계하여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28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Key word라는 의견이 있어 비전에 창조라는 개념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음

  □ 정책목표

○ 가장 찬성이 많은 Key words는 소비자, 예방 등이었고, 

○ 수정이 필요한 것은 선진화, 강화, 통합 등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Key words로 조사됨

○ 선진화는 기 달성되었고, 합리화는 선진화 및 과학화와 중복되는 

개념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 내실화와 효율화는 국민에게 가장 이해가 높을 Key words가 될 

것이란 의견이 있었음

○ 사전예방 역시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국민 스스로 보호하는 역량

강화 차원에서 사전예방이 거론되어야 한다는 수정의견이 있었음

  □ 추진전략

○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되어

야 하고, 생애주기별로도 맞는 식생활 분석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또한 Food Chain상 농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제조가공식

품의 안전성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이력추적이 중

요시 되어야 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의

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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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과제

○ 현 정부의 국정기조 및 목표에 걸맞는 비전, 목표, 전략 등에 걸맞

는 특정화된 세부과제를 계획, 추진해야 함

○ 세부과제는 식품안전에 관하여 사각지대 없이 가능한 모든 분야

를 포함토록 하여야 함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세부과제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함 

제6장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틀

1. 기본 방향

1. 77번 국정과제 내 세부과제는 우선 추진

2.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단위과제 등은 각 해당부처에서 수립

3.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와의 연계성 확립

4. 기존사업의 폐지·유지·강화·완화를 결정   

5. 현장 추진가능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과제 개발

○ 우선 제1, 2차때 추진하던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근거로 

기존사업의 폐지, 유지, 강화, 완화가 결정되어야 하고, 새로운 과

제는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에 걸맞는 특정화된 세부과제를 

계획, 추진해야 함

○ 기존, 신규 등 세부과제는 현장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3년내 추진가능한 과제를 개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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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비전 등 전략안

〔그림 2〕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비전 등 전략안

비전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목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기본적인 식품안전관리  추진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및 

평가 

 - 불량식품 생산 근절 기반 확립

 - Food-Chain별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상의  식품안전관리  

 - 인증, 표시, 포장 등 관리 강화

 - 식품사고 예방 신속대응체계

 - 위기대응 역량 강화

 - ICT 융합 안전기반 구축

 - 미래대비 선제적 위해평가

 - 기준, 규격의 국제 조화

 - 식품 안전성 검사수준 고도화

 -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

 - 평가결과 공개 확대 

 -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평가

 - 다학제적인 접근 평가

추진

전략

및

과제

소통 확대 및 환경변화 대응 건강한 식생활 조성

 - 소비자와의 소통, 교육 강화

 - 중앙-지자체-중앙간 협력강화

 - 국제공조 강화 및 조화

 - 식품규제 개선 

 - 인프라, 거버넌스 등 적정화

 - 비관세 장벽해소 등 제도 개선

 - 식품안전 전문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식생활 관리

 - 급식·외식의 질적관리 강화

 - 사회취약시설의 식생활 관리

 -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 식생활 교육 강화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확보 및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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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식품의 안

전관리를 연계시켰고, 목표는 외국의 동향을 참조하여 소비자 보

호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음 

○ 4개의 추진전략은 식품위해분석(위해평가, 관리, 소통)에 근거하

고,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기본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

과 향후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 포함

되었음

제7장 정책제언

  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가 제2차 기본계획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각 관련 부처에서는 연구결과보다는 부처 편리에 맞게 세

부과제를 개발, 정리하고 있어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정책연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임

  나.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확정

○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는 해마다 이루어지지만 매

번 해마다 과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대부분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에는 각 과제별 성과지표가 미리 계획되고, 추진과정에서의 

달성여부가 평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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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과지표 교체시 교체사유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

으로 처음 계획된 바처럼 세부과제가 추진될 수 있을 것임 

  다. 당초 계획의 조정없는 성실한 추진 

○ 대부분의 과제가 성실히 수행되나 일부과제는 과제 수행과정에서 

처음 계획된 내용과는 다르게 수행당시의 상황에 맞게 수정, 조정

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 아니므로 처음 계획된 과제

범위의 축소나 조정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주요용어: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성과평가, 비전, 정책 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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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및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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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가. 연구 필요성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2008년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

여 수립하게 되어있다. 

2008년에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2011년에는 제2차 식품안전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리고 2014년에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1, 2차 기본계획과는 달리 제3차 식품안

전관리 기본계획은 시작과 끝이 현 정부 동안 추진되는 것이므로 특히 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에 충실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식품교역의 자유화, 개방화 폭이 확

대되면서 식품안전관리의 범위도 국내 생산식품에서 수입식품으로까지 

넓어지고 있어 주요국과 CODEX 등 국제기구의 식품안전관리 정책 동향

을 반드시 참고하여야만 시의성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식품위해정보의 폭 넓고 신속한 수집 및 활용이 현재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간이 되고, 더불어 OECD가 권고하고 있는 식품규제의 합

리화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 제3차 식품안

전 기본계획 수립의 시금석이 되었다.

또한 식품안전의 국내 환경 및 정책여건 변화도 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

초자료가 되었다. 



36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이 정부 출범에 따라 식품안전 환경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가시적인 변화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 140개 국정과제에 식품안전과제 포함 등 역

대 정부에 비해 식품안전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들이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하기 위해 충실히 검토 및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기존에 추진되었던 기본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하는 세부과제의 개발 및 

추진도 필요하다.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활용성은 다소 다르게 평가되고 있

다. 제1차 때는 새정부 출범 초기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가 추

진되지 못한 채 상향식으로 수립되었고,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수립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지만 연구결과의 활용도는 크지 않았던 것

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14년 수립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

될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는 법무부, 환경부, 복지부 등 제

2차 기본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관련 부처가 참여하였고, 그 만

큼 세부사업도 다양하게 개발, 계획되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식품안전관리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

부로 2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은 축산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소비 등 모든 

식품체인에 걸쳐 수행되었다. 또한 위해성평가도 일부 수행되는 등 농식

품부의 정책목표가 식품안전관리 모든 분야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식품안전관리업무가 식품

의약품안전전처로 일원화되었다. 식품안전관리가 식약처로 일원화되었

지만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는 농식품부로 업무가 위탁되어 현재도 생산단

계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는 농식품부의 책임하에 수행되고 있다. 또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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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위해사범의 형량 제고 및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먹는물 관리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올

바른 영양섭취 등 중요하게 추진되어야할 과제들의 담당부처인 법무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의 다양한 근거자료와 전문가 및 관련자 인식 조사 결과 

및 여러 참여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시의성있게 수립되었고, 향후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나. 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목적, 방법 및 분석방법 등이 정리되어있고, 제2장은 국내 식품안전환경 

및 정책여건의 변화와 전망으로 향후 3년간 식품안전사업 추진의 근간이 

될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유념해야 할 국내 식품안전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정책여건을 예측하였으며, 제3장에는 일본, 미국 등 주

요국의 식품안전관리 추진 전략이 정리되어있다. 

제4장은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 성과가 평가되었고, 제

5장은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 식품안전관리 국가 

인프라, 전문가 등 관련자 인식조사 등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제6장은 제

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비전, 정책목표, 추

진전략 등 기본계획이 구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7장은 이 연구의 결

론 및 정책제언이 개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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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제3차 식품안전관

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국내외 식품안전 정책여건 변화를 

분석,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정부의 국정목표에 걸맞는 비전, 정책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별 세부과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관리 환경 및 정책여건 변화 분석

  둘째,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 성과평가

  셋째, 주요국 등의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 분석

  넷째,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틀 마련

  다섯째,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여섯째, 향후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2. 연구 내용

  가. 식품안전에 관한 환경변화 분석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식품안전이 처해있을 

국내 환경변화 및 정책여건을 분석해야만 적정 대응을 위한 올바른 방향

성을 갖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향후 3년간 주요 



제1장 서론 39

식품안전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이 이루어졌다. 식약처 출

범에 의한 인프라 변화,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방안, 외식 및 단체급식의 증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관리 등이 주요 환경 변화로 고찰되었다.  

  나. 한국, 미국 등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추진 전략 

한국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과 더

불어 국제 통상이 개방화, 자유화됨으로써 식품안전교역에 의한 영향력 

등을 감안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식품 교역국과 CODEX 등 국

제기구의 식품안전 추진 전략 및 계획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식품 수출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갖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근

거자료가 되었다.  

  다.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성과평가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고, 추진된 

것과는 달리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현 정부에서 기획되고, 추

진될 것이기 때문에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 

총평, 성과, 미흡한 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제3차 식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특히 세부과제 개발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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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현 식품안전관리체제 및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 마련을 위해 

식약처 출범 이후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과 

식품안전환경에 대한 SWOT 분석 및 대응전략이 수립되었다.  

  마. Key words 선정을 위한 FG 조사 실시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FG 조사 방법에 의해 제3차 식품안

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향후 식품안전관리의 환경 및 정

책여건 변화에 대한 예측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비전, 국정목표, 추진전략의 기초가 되는 핵심 Key 

words도 조사, 선정하였다. 즉, 연구진이 개발한 Key words에 대해 조

사대상자의 찬반과 수정‧보완, 기타의견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과제 개발

연구진에 의해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

전략과 대과제가 설정되고, 각 추진전략별로 관련 부처의 세부과제가 개

발되었다. 세부과제 개발 원칙은 새로운 과제 개발, 기존과제의 강화 및 

완화, 폐지 등이며, 해마다 세부과제별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도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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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및 분석 방법

1. 연구 방법

  가. 기존자료 및 문헌고찰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타분야 기본계획 수립 자료

와 식약처, 미국 등 국내외 식품안전관리 동향 및 전략을 수집, 정리하였

다. 또한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각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의 검

토, 분석이 이루어졌다.

  나. FG 조사

1) 조사목적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향후 식품안전 환경 및 정

책여건 변화에 대한 의견과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설정을 위해 각 

Key words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2) 조사방법 및 규모

조사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메일 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조

사결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에 참여하는 정책 관련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FG(Focus Group)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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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1-1〉 FG 조사개요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기간

 정책 관련자 103명 무작위추출 온라인 웹조사 2014.7.7.∼7.15

 전문가 137명 상동 온라인 웹조사 상동

  다. 회의개최

1) 연구진 회의

이 연구의 주체인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반적인 연구 

방향성, 방법 등 연구 추진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주기적인 회

의를 개최하였고, 또한 관계부처별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아젠다 선정 등

을 위한 연구진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2) 부처별 관련자 회의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이 있는 식약처를 비롯하여 

법무부 등 8개 부처 담당자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

본계획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또 그에 걸맞는 세부과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별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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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와의 회의

식품안전행정의 최일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파악과 향후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하여 서울시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4) 연구결과 발표회

총 8개 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한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결과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

고, 발표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 각 부처별 

세부과제를 수정‧보완하였다.

  라. 원고의뢰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분야의 전문가에게 환경변화 

및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 성과평가에 대한 원고를 의뢰하

였다. 

2. 분석 방법

  가. 자료정리

조사, 수집된 설문지는 총 116 매(공무원 31명, 전문가 85명)로 이 자

료는 Coding, 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SPSS 12.0 Vers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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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산처리하기 위한 에디팅 등 자료 정리가 되었다. 

  나. 자료처리

조사된 자료는 [그림 1-1]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 분석되었다.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Editing ⇒ Coding ⇒ Data Cleaning ⇒ Data Process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입력자료의 오류

 검색

 SPSS 12.0

 Version

  다. 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의 집계표를 제

시하였으며 분석 필요에 따라 기본 변수별로 문항과 문항간의 교차분석

(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Chi-square test와 Student's 

t-test를 실시하여 변수간, 집단간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고, p value는 

0.01, 0.05%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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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추진체계

이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책임연구원

연구계획 수립

- 총리실, 보사연간 정례회의 

- 관련 부처별 간담회 개최

추진 성과평가 국내외 식품환경 및 여건 분석

- 제1, 2차 추진실적 

  성과평가 및 시사점 도출

- 향후 3년간의 국내외 주요국의 

  식품안전환경 변화 및 정책여건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관련 부처간 전략회의 개최

  - 식약처 등 8개부처 참여 

  -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틀 마련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 수립

  -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비전 등 설정

  - 전문가, 담당 공무원 FGI 조사실시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하의 세부과제 마련 

  -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마련

  - 각 관련부처별 세부과제 비교, 검토 및 수정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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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절 식약처 출범 및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발족

1.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식품안전업무의 총괄 기관으로 식약청이 식약처로 [그림 2-1]처럼 확

대 개편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어 작년 3월

에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림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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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 개정(2013년 3월 22일) 하에 농·축·

수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조직 확대개편으로 과거 식품의

약품안전청(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 3부, 6개 지방청, 8 검사소)이 

국무총리 소속인 식품의약품안전처(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 6부, 6개 

지방청, 13 검사소)로 승격되었다1).

식약처가 출범하면서 기존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 기능,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위생 안전 기능으로 분산되

었던 식품안전정책 및 농축산물 안전관리체계가 식약처로 이관되었다2). 

이에 따라 과거 식품안전국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

산물안전국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소비자위해예방국 내 소통협력과와 불

량식품 근절 추진단(임시조직)을 운영키로 하였다. 

또한 식약처로 승격 후 입법 권한을 갖게 되어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도 통합·강

화되었으며 2014년 기준 식약처 소관 법률 제·개정 현황은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기존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업무에 새로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

장하던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되

던 식품안전업무가 식약처로 모두 이관되었다. 즉, 생산부터 소비까지

(farm-to-table)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생산단

계 집행기능은 농림부·해양수산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농림축산

1)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

품안전처를 둔다. 

2)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 중 일부(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

산업정책실과 수산정책실 중 일부(소비자안전정책과, 안전위생과 등) 및 농림수산검사검

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 축산물·수산물 수입

검사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에서 담당했으나 정부조직법 공포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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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공포일)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3.7.30)

○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4.7.31

식품위생법

(’13.5.22)

○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 ’14.5.23

○ 수출국 제조업체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 마련 등 ’13.11.23

식품위생법

(’13.7.30)

○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식약처의 감독 근거 마련

’14.1.31

○ 잔류농약 기준 설정시 원활하게 자료 확보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벌칙 마련

’13.10.31

○ 식품규제 단속과정에 소비자 참여 기회 확대 ’13.7.30

식품위생법

(’14.1. 미정)
○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신고 의무화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13.7.30)

○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정의 신설

○ 고카페인 함유식품 광고 제한·판매 금지

○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표시 권고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

’14.1.31

○ 품질인증 표시사용 제한기간 명확화 (6개월 범위) ’13.7.30

식품부가 수행하던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하되,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표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개정 현황(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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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공포일)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일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14.1. 미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축산물

위생관리법

(’13.7.30)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용어를 ‘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 

   변경

○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가축의 출하 전 준수사항 

   규정

○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 근거 신설

’14.1.31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및 

   조사·평가

○ 닭, 오리 등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

’14.7.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3.8.13)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도입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매장 면적에 해당하는 자)
’14.2.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4.1.28)

○ 구매대항자에게 수입신고 의무화

○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약사법

(’13.8.13)
○ 업무정지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 (1년의 범위) ’13.8.13

의료기기법

(’13.8.13)
○ 업무정지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 (1년의 범위_ ’13.8.13

의료기기법

(’14.1. 미정)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고용 의무화 추진

○ 벌칙 조항 추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7.30)

○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신설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허가제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신설

’13.10.31

○ 업무정지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 (1년의 범위) ’13.7.3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13.7.30)

○ 법인 등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서 제외 ’13.7.3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업무계획,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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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운영

  가. 조직체계

새정부의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면서 [그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무조정실, 식약처, 농식품부, 검·경 및 지자체 등 범정부 차

원의 추진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내에 설치되었고, 이 정부의 5개년 종합

대책이 4월에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림 2-2〕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조직체계

  나. 추진사업

불량식품·소비자 불만 사례 DB를 활용한 과학적 기획감시 실시 및 시

민감시단 운영, 기관별 정보를 통합하는 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추진하

고 있고 그 외에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신뢰제고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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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조직 구

축, 부적합 식품 차단·추적관리 강화, 농·축산식품 위생관리 강화, 식품

안전 소비자 참여확대, 급식소 위생 강화,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 불량식품에 대한 연구

불량식품은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불량식품 판별을 위한 검사법 개발 등 관련 연구 및 합동 단속 등의 업무

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 유형은 <표 2-2>에 제시된 바

와 같다.

〈표 2-2〉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 유형

구분 세부내용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 행위

○ 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제조·가공·판매

제품의 품질, 가격, 원산지 등
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행위

○ 가짜 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

   하여 판매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

○ 국내 무신고 제품 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
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

○ 담배, 화투 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

○ 세균 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 반찬 재활용 등

자료: 2013년 제1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불량식품 근절 종합계획, 201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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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식 증가 및 안전관리 강화

1. 외식증가

사회구조의 핵가족화, 여성경제참여율 증가,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외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외식비는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날

로 증가하고 있다. 

1975년 5.9천원에서 2010년에는 285.7천원, 2012년에는 304.8천

원으로 증가하여 1975년 대비 2012년에 5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

고, 외식업체수도 1990년 298,196개 업소에서 2012년 598,545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외식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식업은 소규모 창업 

열풍으로 자영업비율이 높은 생계의존형 점포가 대부분이며, 업주의 외

식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미흡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창업

후 5년 이내에 휴·폐업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3).

KB 경영연구소의 2013년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비중

은 29.5%로 매우 높아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특히 이런 자영업

의 life cycle이 짧아서 개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하는 업소 비율이 76.3%

로 나타나고 있고, 음식점의 경우 1년마다 메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업주 입장에서 위생수준을 먼저 

제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위생수준이 높아야 시장경쟁력

이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KB 경영연구소, 2013년 경영 연구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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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연도별 외식비 증가현황

(단위: 천원, 배)

구분 총 식료품비 외식비

1975 168.5 5.9

1980 208.8 12.1

1985 227.9 22.0

1990 307.2 70.3

1995 364.1 115.7

1999 341.7 128.0

2000 444.0 185.7

2001 463.4 200.9

2002 481.3 212.7

2003 495.2 223.0

2004 532.5 244.4

2005 539.3 246.9

2006 543.9 247.9

2007 555.6 257.9

2008 584.8 267.4

2009 580.9 274.8

2010 602.6 285.7

2011 641.7 292.9

2012 663.8 304.8

(2012년/1975년) 3.94 51.7

주: 1) 2009년부터는 신분류에 근거함.

     2) 식료품비에 주류비 포함.

     3) 2009년부터 음식·숙박을 식사비와 숙박비로 구분하여 식사비만 외식비에 포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도시가계연보, 가계조사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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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위기 및 장기불황으로 업소당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외식업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업소의 위생관리 

역시 소홀해지기 쉬운 상황이다4).

2. 외식의 안전관리

외식의 증가로 인한 외식의 안전관리는 국가 현안과제가 되었다. 우리

나라 수도이자 대표적인 관광지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많은 내외국인이 

관광차 들르는 지역으로 음식점의 위생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정

책과제로 음식점 위생관리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9년 서울시는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점검 및 강화를 위해 위생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

입하여 평가지표, 평가매뉴얼을 확정하고 강남구 내 300개 업소, 2010

년 종로구·중구·용산구 1,4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2012년까지 해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

고, 2013년에는 음식점 인증을 통합하였으며, 2014년에도 9월부터 평가

를 실시하였다. 

식약처도 2013년 전국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전국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사전조사로 충북 보은, 속리산 지역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지

역적 특성이 나타났다. 즉, 업소 위치지역이 특정 종교 소속으로 개발에 

제한적이어서 화장실의 남녀 미구분 및 시설 미현대화 등이 나타났고, 이

런 결과는 타 지역에 비해 시설 면이나 위생관리 측면에서 낙후된 것으로 

4)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비중은 29.5%로 매우 높아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특히 life cycle이 짧아서 개업 후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업소 비율이 76.3%로 나타나고 있음.



58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평가되었다. 이런 지역별 특수성에 의한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제고는 기

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위생개선에만 

초점을 둔 단독사업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2-4〉 서울시의 연도별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추진 실적

구분 서울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식약처
(2013)

지역

- 강남구 

  삼성동 

  음식문화

  개선    

  시험거리 

  및

  코엑스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초구,

  한강교량

  전망쉼터

- 강남구를 

  제외한 

  24개구 

  모범 

  음식점

- 서울 

  전지역 

  모범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 서울 

  전지역 

  모범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 전국15개 

  지자체

  추천

  음식점

  (관광지)

평
가
업
소

합
계

12,058개소 289개소 1,609개소 4,233개소 4,116개소 1,811개소 583개소

신
규

8,894개소 289개소 1,424개소 3,372개소 3,057개소 752개소 483개소

재
평
가

3,164개소 - 185개소 861개소 1,059개소 1,059개소
100개소

(교차평가)

평가
방법

- 현장평가

- 검체수거

  검사 

- 현장평가

- 검체수거

  검사 

- 현장평가 - 현장평가 - 현장평가 - 현장평가

표본
추출

- 전수평가 - 전수평가

- 조사대상 

  모집단의

  80%

- 전수평가 - 전수평가 - 추천업소

주: 1) 식중독균 검사는 수원여대(정부인증 시험기관)에서 담당했음.

     2) 검사대상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의 3종임.

     3) 식중독균 검사대상은 행주와 도마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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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제적인 식품사고 증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 세계 선진국들은 자국의 식품안

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장출혈성 대

장균, 미국의 멜론 식중독 사건, 그리고 일본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

건 등 대형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지

속적으로 미치고 있다. 즉, 관련 제품의 사전 인지 및 수입차단이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식품안전 사고의 세계화로 라면의 벤조피렌 사건 등 특정 국가에서 발

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사회적 파장이 유발

시키고 있는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신속한 사후 관리와 사전 예방

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식품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국은 식품접객업 등을 포함

하여 식품안전의 사전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한 예로 미

국 오바마 정부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시행하여 해외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확대 계획을 발

표하는 등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런 대형 식품사고의 영향에 대한 적절

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의 식품수입국으로 매년 수

입식품의 양이 중량, 금액측면에서 증가하면서 수입식품의 안전이 곧 우

리나라 식품안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중국산 

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어 수입중단 및 판매금지가 되면 국내

산 장어도 동시에 소비자에게 외면당하여 판매량이 급감하는 동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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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세계 주요 식품사고 

구분 내용

아크릴아마이드 사건

❍ 스웨덴에서 1,200명(17~70세) 대상의 Food survey와 섭취

   실태조사(1997년~1998년) 실시결과 1일 인체노출량은 

   35~40㎍/day이 도출됨. 이를 근거로 위해지수를 산정한 

   결과는 2.9~3.35로 신경독성 발생이 우려되는 수준이었음. 

곰팡이독소류
(마이코독신) 사건

❍ 유럽연합의 신속정보시스템(RASFF)에 2006년 874건의 

   곰팡이 독소류의 Notification 중 Alert Notification 

   74건, Information Notification 800건이 알려졌음.

❍ 주요 위해식품으로는 수입 피스타치엔, 중국산 땅콩, 터키산 

   헤이즐넛, 미국산 아몬드, 사료 중의 아플라톡신도 주의가  

   필요하였음.

장출혈성대장균 
EHEC O104:H4 사건

❍ 2011년 5월 독일에서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 한달간 2,684명이 설사 증세를 보였고, 810명

   이 신부전증을 앓았으며, 사망자도 39명에 달함.

❍ 슈퍼박테리아의 매개체로 처음에는 스페인산 오이가 지목

   되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어 국가 간의 무역 분쟁

   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음. 다음으로 새싹채소를 먹은 경우 

   설사를 할 확률이 9배에 달한다며 WHO에서 공식화하였음. 

   특히 2009~2010년에 이집트에서 수입된 호로파 씨앗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이집트에서도 부인

   하고 있어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함.

❍ 유럽질병관리통제센터에서 발표한 E. coli (STEC) 식중독

   으로 인한 발생한 환자수는 4,000여명이고 사망자수는 

   53명임. 

미국산 멜론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건 

❍ 미국 동부시간으로 2011년 9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미국 

   내에서 콜로라도산 캔털루프(Cantaloupes) 멜론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  

   감염된 72명의 환자가 보고됨. 

❍ 미국 언론들은 이 식중독 사태를 지난 10여년 사이 가장 

   치명적인 식중독사태로 규정함. 

❍ 지역, 주, 연방 보건 및 규제기관에 의한 합동 조사 결과, 

   원인은 콜로라도 그라나다 젠슨농장에서 재배된 캔털루프 

   멜론으로 밝혀짐.

    - 이 질병에 의해 30명의 사망자가 보고됨.

    - 사망자의 연령층은 48세~96세이고 평균 82.5세. 

      또한 임신한 한 여성은 유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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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미국, 중국 등에 대응하여 식품규제가 가장 강한 유럽연합은 

이런 대형 식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경보체계(RAFFS)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동물, 식품, 사료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및 식중독 발생현황 등의 위해정보를 유럽식품안전청에 보고하고, 

취합된 정보들을 주간단위로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회원국들로 통보하는 

성공적인 사전안전관리체계이다.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식품위해물질에 대한 세계적인 관련 정보를 사전

에 수집, 분석하여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와의 

연결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연말에 통합식품안전정보

망이 구축되면 정보제공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최신 

식품안전정보를 구득할 수 있어 지자체 단위의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

을 것이다.

제4절 지속적인 식중독 발생

지난 100년간 서울의 겨울철 평균기온은 1.87℃로 평년(영하 0.87℃)

보다 2.74℃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은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금세기말

까지 지구 평균기온 최대 6.4℃, 해수면 59㎝ 상승이 전망되고 있고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의해 식중독 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식중독 발생 현황을 원인별

로 살펴보면 [그림 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2년도 식중독 주요 발생원인은 노로바이러스가 18.8%, 살모넬라



62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가 3.4%, 황색포도상구균이 7.0%, 장염비브리오균이 4.1% 등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림 2-3〕 원인별 식중독 발생현황 (2012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3호』 2012년.

〈표 2-6〉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발생 건수 환자수

2008 354 7,487

2009 228 5,999

2010 271 7,218

2011 249 7,105

2012 266 6,058

2013 235 4,958

자료: 식품통계연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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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입식품 증가

1. 국내 수입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식품수입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2009년도 전체 섭취열량 대비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식품부 발

표에 의하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2009년 56.9%, 

2010년 54.9%, 2011년 45.3%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

울러, 한·미 FTA, 한·EU  FTA 등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확대로 수입식품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

대되면서 <표 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입식품 건수, 중량도 꾸준한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입 금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표 2-7〉 최근 5년간 수입신고 현황(2009~2013)

(단위: 건, %, t, USD 1000)

년도 수입건수 증가율1) 중량 증가율1) 금액 증가율1)

2009년 255,341 0.2 11,301,537 -3.7 8,434,080 14.5

2010년 293,988 15.1 12,905,439 14.2 10,357,748 22.8

2011년 312,723 6.4 13,471,306 4.4 13,195,077 27.4

2012년 325,951 4.2 13,757,046 2.1 14,370,106 8.9

2013년 352,968 8.3 13,645,162 -0.8 14,690,787 2.2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2013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사이트, www.foodnara.go.kr/import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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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수입건수는 5.7%, 물량은 4.4% 증

가하였으며, 특히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건수는 연평균 각각 10.7%, 

8.1% 증가하고 있다.

<표 2-8>에 제시된 세부품목별 증가세를 살펴보면 1997년 대비 2012

년 수입량 증가는 작게는 곡물류는 1.2배, 설탕류는 1.3배 증가하였고, 

많게는 과일류는 3.4배, 육류는 2.8배 증가하고 있다.  

〈표 2-8〉 식품류 수입현황(톤)

(단위: 톤, %)

품목 1997년(A) 2012년(B) 증가율(B/A)

어류 414 1,119 270

육류 289 819 283

설탕류 2,196 2,743 125

한약재․대두 2,231 2,874 129

음료․주류 228 433 190

과일 245 840 343

채소 706 1,288 182

조제사료 2,999 6,036 201

낙농품 74 184 249

곡물 11,832 14,245 120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발췌, 2013.

이처럼 전세계 수많은 사업자로부터 식품류가 수입되고, 해외에서의 

식품안전 이슈가 국내 식품 안전관리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013

년 식약처 출범 이후에도 이를 관리할 행정 인프라의 확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된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수입금지·리콜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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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조치방법에 대해서 국제적 조화가 요구되고 국

가간 통상분쟁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위한 인

프라 확충도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 

2. 부적합 발생

325,951건의 수입식품 신고 건수는 가공식품이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으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20.3%), 농·임산물(14.4%)의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들 제품의 부적합률은 평균 0.24%를 보이고 있는데 품목

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1.29%, 가공식품이 0.29%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두 품목을 취급하는 식약처의 현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국가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표 2-9>에 

품목별 수입신고 및 부적합 현황에 제시되었다. 

〈표 2-9〉 품목별 수입신고 및 부적합 현황

(단위: 건, %)

구분
수입신고 부적합

부적합률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합계 325,951 100.0 783 100.0 0.24

농·임산물 46,781 14.4 74 9.5 0.16

가공식품 174,123 53.4 511 65.3 0.29

건강기능식품 7,423 2.3 96 12.3 1.29

식품첨가물 31,366 9.6 32 4.1 0.10

기구 또는 
용기·포장

66,258 20.3 70 8.9 0.11

자료: 2013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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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생된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수입금지·리콜 등 대응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조치방법은 국제적 조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부분이 

국가간 통상분쟁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규제내용이 전문적·기술

적 사항이 많아 행정규칙(고시) 형태의 규제가 많고 규제심사 등을 통한 

외부통제도 어려운 실정으로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이런 상황하에서 정부는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

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을 계

획하고 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하여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

든 해외제조업체(3만4천개소)에 대해 사전등록(공장 등록제)을 의무

화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

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 안전한 식품만 수입하기 위해 부적합 이력과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위해도에 따라 선별 검사하는 ‘수입식품 사전예측 검사시스템’을 본

격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의 식품 수

입 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번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

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공개하며 동시에 정확한 실태파악 

등을 위해 관련 직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3) 가공식품의 경우 주요 어린이 식품 수입 국가의 제조업체 및 농산물 

가공품 재배지를 실사한다(최근 5년간 15개국 149개소 실사, 연평

균 30개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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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산물은 부적합 이력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신규 승인신청 

작업장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최근 5년간 28개국 453개소 실

시, 연평균 90개소 점검).

5) 수산물의 경우도 수출실적이 많거나 부적합 이력 가공시설을 우선 

점검한다(최근 3년간 7개국 155개소 실시, 연평균 52개소 점검).

6) 수입량, 수입건수 상위 수입업체 및 해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에서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축산물에 대해서 수출국 위생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국 위생관리 

제도, 실험실, 잔류허용기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다.

세계 무역의 활성화 속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계속하여 

늘어날 것이며 더불어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안전사고는 꾸준히 관리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절 소비자 편리를 위한 식품 인증, 표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식품관련 주요 3부

처는 HACCP, GAP, GHP 등 다양한 제도 도입 및 적용으로 식품안전관

리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식품 인증, 표시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구매 및 섭취) 등 Food chain 별로 가장 소



68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비자에게 친화적인 정보제공은 식품 표시와 인증제도로 볼 수 있어 이러

한 관점에서 현재 운용중인 식품 표시와 인증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

리고 정부조직의 축소 (Downsizing) 등으로 식품안전관리는 시장명령적

인 사후규제에서 시장친화적인 사전규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가장 효

과적인 제도가 식품 인증, 표시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런 요구는 향후 더욱 

필요할 것이다. 

1. 표시5)

2013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는 

총 11종의 식품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식약처 8종, 농림부 2종, 해

수부 1종),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제도화된 것들이다.

1990년대 이전의 식품 표시제도는 1종에 불과하였고, 1990년대에 2

종이 추가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7종의 식품표시제도가 늘어났고 

2014년에 ‘어린이 기호식품 고카페인 표시’가 도입되어 실행할 예정이다.

<표 2-10>에는 각 부처별 식품표시제도의 운용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총 11종으로 볼 수 있으며 식약처가 7종, 농림축산식품부가 2종, 그리

고 해양수산부가 1종의 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표시로는 

유통기한 표시, 영양표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등이 있다.  

5) 식품표시는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영양성

분, 주의사한 표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토록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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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각 부처별 식품 표시제도 운용 현황  

부처 종류 내용

계 11 종

식품의약품안전처 7 종

 어린이 기호식품 - 품질인증 표시, 신호등 표시, 고카페인 표시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표시, 영양표시, 유통기한 표시

 가공식품 – 영양표시, 유통기한 표시

농림축산식품부 2 종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해양수산부 1 종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2. 인증6)

<표 2-11>에는 2013년 현재 세 부처가 운용중인 인증제도가 제시되

어있다. 

〈표 2-11〉 각 부처별 식품 인증제도 운용 현황

부처 종류 내용

계 27 종

식약처 7 종

 건강기능식품 인증, 건식 GMP 인증, 방사선조사식품, 

 어린이 먹거리품질인증, 식품이력추적, HACCP 인증, 

 축산물HACCP

농림축산
식품부

14 종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농산물, 술), 친환경 축산물,

 친환경 농산물(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지리적 표시, 

 전통식품, GAP, 축산물과 사료공장 HACCP, KS인증, 식품명인

해양수산부 6 종
 친환경수산물, 수산물과 수산특품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인증, 

 수산물이력제, 지리적표시  

6) 식품인증이란 식품을 일정한 표준기술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증

명하는 기술규제로서 식품의 안전성,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제도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순기능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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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종의 인증제도가 운용중인데 식약처 7종, 농림축산식품부 14종, 

해양수산부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인증의 경우  1990년대에 10개

의 인증이 도입되었으며,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도 10개의 인증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규제방식

각 부처별 식품인증 운용 현황은 <표 2-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12〉 각 부처별 식품인증 운용 현황

부처
구분

제도
방식 개수

총계
의무 8

임의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무 4

 HACCP(7개품목),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유통기한, 영양표시

임의 10

농림축산식품부
의무 3  농산물, 음식점원산지표시, 쇠고기 이력추적표시

임의 13

해양수산부
의무 1  수산물 원산지표시

임의 6

주: HACCP 의무 적용 7개품목은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냉동수산식품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배추김치

총 37종의 식품인증 및 표시제도 중 의무규정이 8종, 임의규정이 29종

으로 의무규정에는 원산지표시가 4종, HACCP 1종, 건강기능식품 3종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부 의무규정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경우 원산

지 표시 미준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의무 규정은 인

증을 획득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으며 미준수시 행정처벌이 따르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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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임의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제

도운용이 대부분 임의적용이라 제도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향후 의

무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표시방식

각 부처별 식품인증 운용 현황은 <표 2-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HACCP과 이력추적제도는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대상품목은 다르나 

취지, 목적, 의미 등 동일한 표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표 2-13>에 제시

된 바와 같이 표시로고가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처별로 이와 같이 동일제도이지만 대상품목에 따라 달라지는 인증로

고의 경우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국가인증제 공통표지 제도를 통해 소관 인증

표시를 2012년부터 사각모양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식약처 출범에 

따라 안전관리가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부처간 인증로고 

통합도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국무조정실에서 통합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있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서 지적된 바처럼 지리적 인증, 명인 인증 등 소비

자들에게 인지도, 활용도, 향후 활용예정도가 너무 낮은 인증은 통폐합하

거나, 일부 인증/표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소비자 편리위주의 제도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7).

7) 정기혜 등,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식품인증표시 효율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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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각 부처별 동일제도의 상이한 로고 및 규제방식 현황

제도 관련부처 대상품목 규제방식 인증로고

HACCP

식품의약품

안전처
가공식품

7개품목만 

의무규정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물 임의규정

사료공장 임의규정

이력추적

식품의약품

안전처
가공식품 임의규정

농림축산

식품부

농산물 임의규정

쇠고기 의무규정

해양수산부 수산물 임의규정

품질인증

식품의약품

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임의규정

농림축산

식품부
술 임의규정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산특산품
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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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전자상거래 등 구매행태의 변화

최근 사회적 환경 변화에 의해 새로운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새

로운 업종의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더불어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증

가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업종들의 법적 관리근거는 미흡한 수준으로 다

양한 형태의 현대사회의 소비패턴을 고려했을 때 일정부분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 업종 분류

  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전자 상거래로 정

의한다. 즉,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 인

터넷뱅킹,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2-4]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전자상거래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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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자상거래의 범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나.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다

음의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

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로 정의되고 있다. 다만, 전화

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

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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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

을 이용하는 방법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 홈쇼

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쇼핑 등이 해당되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는 전자상거래는 거래가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통신

판매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며,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거래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대부분의 통신판매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활

용해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

는 경우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청약을 한

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재화 등의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지불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다.

  다. 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

는 행위를 뜻한다(동법 제2조 제4호). 여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은 



76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

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

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동 시행규칙 제3조).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동법상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통

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알선의 방법으로 사이버몰

의 이용허락, 자기 명의의 광고수단의 제공 또는 통신판매의 일부 수행(정

보제공 또는 청약의 접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에 대

한 동법상 정의규정은 당사자간 통신판매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모든 

행위가 통신판매중개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 관련된 주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하에서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판매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명시되어있는 식품판매업내의 기타판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

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2012년 9

월에 제정된 바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

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에 제시되어있는 소비자 보호의 

독소 조항을 살펴보면 1항과 2항에 명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

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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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

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

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

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

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통신판매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규

정으로 사실상 통신판매중개자의 단독적인 배상책임은 규정되어 있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3. 시장현황

  가. 국내현황

<표 2-14>에는 사이버 쇼핑몰 운영형태별 거래액에 대한 내용이 제시

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2003년 대비 4.83배 거래액이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몰의 경우 그 증가폭이 온/오프라인 몰에 비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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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사이버 쇼핑몰 운영형태별 거래액 

(단위: 백만 원)

연도 계 Online 몰 On/Offline 몰

2003 7,054,817  2,401,107 4,653,711 

2004 7,768,105  3,824,930 3,943,175 

2005 10,675,595  5,913,345 4,762,250 

2006 13,459,595  8,285,365 5,174,229 

2007 15,765,573  10,006,876 5,758,697 

2008 18,145,516  12,061,352 6,084,164 

2009 20,642,979  14,005,549 6,637,430 

2010 25,202,988  16,960,832 8,242,156 

2011 29,072,463  18,991,029 10,081,434 

2012 34,068,199  22,130,654 11,937,54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3.

<표 2-15>에는 5년간 사이버쇼핑의 변화현황을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

어있다. 

〈표 2-15〉 소매업태별 매출 현황 비교

(단위 : 십억원,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소매판매액(A)
(전년비)

226,630 

(5.9) 

241,996 

(6.8) 

251,698 

(4.0) 

275,784 

(9.6) 

299,079

(8.4) 

309,092

(3.3)

사이버쇼핑(B)
(전년비)

15,766 

(17.1) 

18,146 

(15.1) 

20,643 

(13.8) 

25,203 

(22.1) 

 29,072

(15.4) 

32,347

(11.3)

비중(B/A*100) 7.0 7.5 8.2 9.1 9.7 10.5

자료: 통계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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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에는 통계청에서 지난 4년간 온라인, 오프라인 등 소매업태

별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최근 4개년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쳐 홈쇼핑의 

연평균 성장률이 2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프라인에서

는 편의점이 16.2%, 백화점이 11.0%로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높은 업종

으로 나타났다. 

〈표 2-16〉 소매업태별 매출 현황

(단위: 십억 원, %)

구분

매출액 구성비 연평균
성장률
(08~11)2008 2009 2010 2011 08‘ 11‘

온라인

 사이버쇼핑 10,359 12,305 14,604 15,851 4.3 5.3 15.2 

 홈쇼핑 5,039 5,978 7,580 9,267 2.1 3.1 22.5 

      소계 15,398 18,283 22,184 25,118 6.4 8.4 17.7 

오프
라인

 대형마트 30,114 31,213 33,748 36,797 12.4 12.3 6.9 

 백화점 19,800 21,784 24,317 27,088 8.2 9.1 11.0 

 슈퍼마켓 21,525 22,423 23,812 25,359 8.9 8.5 5.6 

 편의점 5,515 6,245 7,343 8,654 2.3 2.9 16.2 

 전문상품소매점 141,103 142,987 155,467 166,904 58.3 55.8 5.8 

 기타무점포판매점 8,541 8,764 8,912 9,160 3.5 3.1 2.4 

       소계 226,598 233,416 253,599 273,962 93.6 91.6 6.5 

온·오프라인 합계 241,996 251,699 275,783 299,080 100.0 100.0 7.3 

자료: 통계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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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국현황

<표 2-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무점

포 형태의 사이버 거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2010년에 3.7% 증가하였고, 영국은 4.3%, 일본

은 3.6%로 4%대 성장세를 보인 반면에 중국은 24.2%의 증가세를 보여 

2012년 17.0%의 증가를 보인 우리나라보다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1년 전세계 전자상거래 B2C시장 규모는 9,610억 달러로 전년대

비 20% 증가하였다. 

〈표 2-17〉 주요국의 무점포 소매업 유형별 시장규모(’05〜’10)

(단위: 억 달러, 백만 파운드, 억 엔, 억 위안,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AGR

(’05~’10)

미국 2,121 2,303 2,451 2,473 2,487 2,547 3.7

 영국1) 154 159 152 240 163 190 4.3

일본 - - 38,800 41,400 43,100 - 3.62)

중국 514 524 607 691 831 1,521 24.2

주: 1) TV Shopping 시장규모     

2) 2007년~2009년 연평균성장률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홈쇼핑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연구.

국가별로는 <표 2-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별 전자상거래 규모에 

있어서 미국이 제일 크며,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었다. 중국의 전년대비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률은 전년 대비 67.7%로 

증가하였음. 미국의 전년대비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률은 16.1%로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며, 온라인쇼핑 규모 전 세계 2위 일본의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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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은 8.6% 수준이었다(산업연구원, 2013). 

〈표 2-18〉 국가별 온라인쇼핑 시장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0 2011

거래액 거래액 전년대비 성장률 소매업 내 비중

미국 1,767,357 2,051,225 16.1 8.6

일본 927,433 1,007,340 8.6 2.6

중국 783,469 1,313,712 67.7 4.3

한국 25,204 29,070 17.9 5.3

주: 1) 2013년 1월 환율 기준        

2) 전자상거래 산출에 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이 없어 해석에 주의 필요

자료: KOTRA, 일본 경제산업성; 전자상거래 시장현황과 향후 과제(2013), 산업연구원

4. 소비자 피해사례

  가. 공정거래위원회

오픈마켓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개설한 점포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총

칭한다. 홈쇼핑이나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업체 등이 운영하는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오픈마켓은 제품 생산업체와 판매자 간의 중간 유

통마진 없이 직접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기준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상

품의 규모는 7조 7,0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된다.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종합인터넷 쇼핑몰보다 오픈마켓이 매출과 

수익성 면에서 우월한 온라인 쇼핑몰로 검증되었고 보다 안정적이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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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수익구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오픈마켓과 종합인터넷 쇼핑몰의 

가장 큰 차이는 상품소싱과 판매의 주체인데, 종합인터넷쇼핑몰은 구매

담당직원이 상품을 선정, 구매하여 쇼핑몰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MD(merchandising)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반하여, 오픈마켓은 판매자

들이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판매자 직접 판매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에 발표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오픈마켓과 관

련된 사례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2011년 6월 A사를 통해 산 중국

산 고춧가루에서 나일론 줄이 발견되었고, 발견한 식당은 자진해서 영업

을 중단했지만 문제의 고춧가루는 인터넷 상에서는 석 달 넘게 판매되었

는데 이는 현재까지 오픈마켓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 회수조치

가 되지 않음으로 발생된 사고였다.

  나. 한국소비자원

다른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에 TV 홈쇼핑 또는 소셜커머스에

서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을 시험검사

한 사례로써 조사 개요는 <표 2-1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조사는 표시조사와 실험실 시험검사,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

수되는 위해사례를 분석하는 등으로 전자상거래상의 식품안전 실태를 조

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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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개요

조사방법 조사내용

시험검사
❍ 위생지표균(세균, 대장균, 대장균군)

❍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위해정보 
수집·분석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는 위해사례분석

   - 위해식품, 위해원인, 위해증상 등

표시실태
❍ 「식품등의 표시기준」이행 여부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자료조사 ❍ 국내 시장현황 및 관련기준, 기타 안전정보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2.

 

TV홈쇼핑 및 소셜커머스도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일

반 택배회사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을 배달하고 있다. 제조업체에

서 주문받은 제품을 택배회사에게 맡기는 시점에서 소비자가물품을 배송

받는 시점은 24시간 내외로 추정된다.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냉동상태에

서 아이스팩과 함께 박스에 넣어 밀봉·포장하더라도 택배회사에서 보관 

및 배송 중에 냉장 또는 냉동조건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안전성을 담보하

기 어려움이 있다. 

즉, 택배의 특성상 냉장·냉동식품이라 할지라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

급됨에 따라 온도관리가 안되는 물류창고에 상당한 시간이 방치되고 배

송차량 또한 냉장·냉동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을 배송

받는 과정에서 냉동상태의 식품이 일부 해동되거나 동봉한 아이스팩이 

녹아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여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냉장·냉동식품이 관련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관련부처의 주기적인 점

검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소비형태가 향후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TV홈쇼핑·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업

체와 택배업체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냉장·냉동 배송체계 구축에 적

극 나서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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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영양사업 확대

1. 나트륨 줄이기 운동

WHO의 성인 1일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이나 국, 찌개, 김치, 장

류 등 나트륨 함유가 높은 식품을 즐겨 먹는 식문화로 국내 성인 1일 나트

륨 섭취량은 4,583mg8) 으로 2배 이상인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국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 운동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2012년 3월 21일 출범하였다. 업계, 소비자단체, 의

료계, 학계, 언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3명으로 구성된 나트륨 줄이

기 운동본부는 급식, 외식, 가공식품, 소비자, 학술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나트륨 줄이기를 선도하는 범국민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의 조직도는 [그림 2-5]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2-5〕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조직도

자료: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foodnara.go.kr/Na_down

8)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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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에는 분과별 활동내용이 제시되어있다. 

〈표 2-20〉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분과별 활동 현황

구분 세부내용

급식분과

○ 중·대형급식업체 협력 ‘저나트륨 급식주간’ 운영

○ ‘우리몸을 살리는 저염식 메뉴 레시피’ 발간

○ 단체 급식소 대상 나트륨 섭취 줄이기 국그릇 선택제 실시

외식분과

○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 지정 전국 확대

○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나트륨 줄인 메뉴 제공 시범실시 매장’ 지정 및 

   자율 참여

가공식품분과

○ 라면 등 면류, 장류, 조미식품의 자율저감(최대 10%) 유도

○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젓갈, 어묵 등 나트륨 저감화 품목 확대

○ 나트륨을 줄인 가공식품의 유통 활성화 지원

소비자분과

○ 다양한 행사 내 홍보를 통한 식습관 변화 유도

○ 일반 소비자 대상 맞춤형 나트륨 줄이기 실천행동 요령 제공

○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기관장 강연을 통해 주요 정책 

   설명 및 적극적 참여 요청

○ 공감대 활성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홈페이지 및 블로그)

○ 대상별 나트륨 줄이기 실천지침 마련·배포 및 필요정보 제공

○ 영양사·조리사·식품접객업자 대상 보수교육에 나트륨 줄이기 홍보

○ 식품위생법 보수교육시 나트륨 줄이기 전달교육(복지부)

○ 영양사·조리자·학생 대상 저나트륨 요리대회 개최

○ 영양사·조리자용 저나트륨 실천요령 개발·보급

학술홍보분과

○ TV·라디오·교통수단 등 대중매체 통한 나트륨 과잉섭취 심각성 지속 

   노출

○ 나트륨 줄이기 운동 관련 언론 대담 및 인터뷰

○ 관련 기사 게재 및 언론 기고

○ 나트륨 과잉섭취 실태 및 발생 질환, 나트륨 줄이기 실천요령 공유를 

   위한 SNS(트위터), 유튜브 활용

○ 청소년이 주제가 되어 자율적으로 블로그 등을 통해 나트륨 저감화 전파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식의약 영리더 운영(24팀)

○ 나트륨 줄이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식 고취 및 성공사례 

   공유 등 심포지엄 및 업계 기술 지원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시 나트륨 줄이기 운동 협조 요청

○ 사단법인 ‘싱겁게 먹기 실천연구회’ 법인 설립 허가

○ 나트륨 관련 용역연구과제 실시

○ 나트륨 저감화 정책 반영을 위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분석

자료: 2013년 제1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불량식품 근절 종합계획, 201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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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 분과에서 분과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염식 

식단개발, 나트륨 줄인 메뉴제공 시범사업 실시, 가공식품에서 나트륨 최

고 10% 줄이기, 저 나트륨 요리 대회 개최, 단체급식시 국그릇 선택제 등

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

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국가의 미래, 어린이의 건강 증진’의 미션과 ‘어린이 성장을 위한 최고

의 위생, 영양관리 기관’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는 식자재 위생 관리와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체계적 관리 하에 

단체급식의 체계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균형을 맞춘 식단을 제안하여 어린이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며,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관리로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핵

심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되며 관내의 어

린이 대상 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시·도에 설치한 센터는 관내 시·군·구 센터를 총괄 관리하거나 센터가 설

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연혁 및 개소 현황은 <표 2-21>에 제

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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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연혁 

연도 연혁

2008년
- 센터 관련 연구사업 수행(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형 개발 및 타당성 평가

2009년

- 센터 관련 연구사업 수행(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 및 컨텐츠     

  개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08. 3. 제정)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2010년

- 센터 관련 연구사업 수행(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및 지침서 현장적용 타당성     

   평가 연구

2011년

- 12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총 12개)

 : 서울(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은평구, 금천구), 인천 남구, 울산      

  울주군, 경기(부천시, 하남시, 오산시), 경남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 10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총 22개)

 : 부산 진구, 대구 수성구,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라남도, 경북 포항시

2013년

- 6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총 88개)

 : 서울(도봉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강북구), 

   부산(동부산, 중서영도구, 남동구, 북구, 동래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사상구, 연제수영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남동구, 동구), 

   구(동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서남구, 광산구), 대전(서구,          

   대덕구), 울산 동구, 세종, 경기(의정부시,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Ⅱ, 동두천시, 안산시, 안성시, 포천시), 강원(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충북(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충남(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전북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담양군, 무안군, 완도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칠곡군), 경남(창원Ⅱ, 통영시,  

   양산시), 제주 서귀포시 

자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20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위생·안전관

리와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 업무이다. 이를 위해 위생관리 

지침, 위생·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급식

용 식단 개발, 영양·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지원 등을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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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급식운

영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를 비롯한 정부부처 및 어린이대상 급식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간

의 운영체계가 [그림 2-6]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2-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체계

자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https://ccfsm.food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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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4년에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17년까지 500여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

국 4만 6천개의 어린이집이 관리되도록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

에 대한 국가의 책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9). 동시에 센터 1개 설치 시 

영양사 8~10명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져 2017년까지 5,000여명의 고

용창출 효과도 예상한다. 

제9절 FTA 확대

<표 2-22>에는 우리나라 FTA 협상 체결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표 2-22〉 우리나라의 FTA 추진 실태

FTA 타결국가 FTA 협상중 인 국가 협상할 국가

칠레(2002), EFTA(2005),

아세안 10개국(2006), 

미국(2007), 인도(2007),

EU(2009), 페루(2010)

호주(2013), 콜롬비아(2013), 

캐나다(2014), 터키(2013)

중국, 멕시코, 뉴질랜드,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세계 8위의 교역규모를 가진 우리나라는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FTA

에 두고 지난 10년간 49개국과 11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2004년 4월

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비롯해 현재 9개의 FTA가 이행되고 있다.

9) 아동 수혜율(약 141만명): (’12)9%(12만명)→(’13)21%(30만명)→(’14)48%(68만명)→(’17)100%(141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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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양자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대국은 중국, 뉴질랜

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며, 한･중･일 FTA와 RCEP, TPP 등의 다자

간 지역무역협정도 국내 공청회를 마치고 협상을 시작했거나 준비단계에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 또

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FTA 대상국 가

운데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과 브

라질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FTA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입

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비관세장벽인 동식물 위생조치(SPS)

조치가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제10절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

<표 2-23>에는 2014년 5월에 식품위해기준 등에 대한 제개정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신설된 내용의 골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

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 및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식품섭

취량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을 반영한 유해물질의 노출량 평가와 이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는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감

안할 때 그 필요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국가간 기준규격 차이로 인한 통상문제 발생시 우리 기준규격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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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품소비패턴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한국형 식품기준규격을 합리적으

로 설정해야하는 필요성을 감안한 정책여건 변화라 할 수 있다.

〈표 2-23〉 식품기준 및 규격 재평가의 법적 근거

근거법 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제26조 4항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

다. <신설 2014.5.21.>

식품위생법 

제7조의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

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57조

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

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할 수 있

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3. 식품등의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4.11.29.] 제7조의4

식품위생법 

제7조의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

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4.11.29.] 제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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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추진 전략

<<

3
제1절 한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새정부 출범에 따라 식품안전업무의 총괄 기관으로 식약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식약처에서는 기본적 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 사

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확대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을 목표로 세

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 기본 안전관리 지속 추진

식약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여섯가지 추진전략을 시행중이다.  

첫째로 생산단계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

다. 농산물의 경우 국민 다소비 농산물(배추, 파 등 11품목), 길거리 봄나

물 및 가로수 은행 등 쉽게 채취 및 섭취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

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위해우려 항목(잔류농약, 병원

성 미생물 등) 위주의 모니터링 조사10)를 실시중이다. 축산물의 경우도 

축장‧집유장의 식육 등에 대해 미생물(식중독균 등)과 잔류물질 검사(307

천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장 등 식육부산물에 대한 저온유통의무화

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도축장 23개소에 제빙기를 지원하고 있다. 수산

물의 경우 계절별로 위해우려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중으로 부적합 

10) (’12) 80천건 → (’13) 84천건 → (’14) 88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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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특별관리품목과 부적합 이력 양식장을 조사한다. 부적합 이력 특별 

관리 품목으로는 패류독소(3월), 활어패류 비브리오(6월), 굴 노로바이러

스(11월) 등이 있다.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및 취약요인 관리도 추진중이다. 현장검사소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영도매시장의 반입농산물은 관할 지자체에서 2

주마다 20건 이상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및 수산물 단

순가공업체를 식품가공업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위생개선을 도모하

고 있으며, 축산물의 경우 염소 등 불법도축 방지를 위해 사슴 등 소규모 

사육 가축용 도축장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농식품부)하여 도축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참기름, 고춧가루 등 최근 

부적합률이 높은 20개 식품유형11)을 지정하여 월1회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단계 통관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사전예측검

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수입검사 이력, 위해정보 등을 통해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 집중 관리하도록 추진중이다.  이 시스템에선 수입

검사 이력, 위해정보, 수입자 정보, 수출작업장 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각

종 위해정보 등이 자동으로 연계·입력되면 해당항목의 이력분석 결과를 산

출하고 이를 토대로 위해도에 따라 검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일본산 수

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 수입시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공개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파악 

등을 위해 관련 직원을 일본에 파견하고 검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검사과정에 ｢시민감시단｣과 소비자단체가 참관토록 하고 있다.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활성화도 식약처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다. 허

11) 참기름(들기름), 냉면육수, 고춧가루, 두부, 약주, 두류가공품, 조미건어포류, 절임류, 액

상차, 과자, 액젓, 즉석섭취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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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대광고(일명 ‘떴다방’), 농축수산물 원산지 둔갑, 친환경농산물, 대

형마트 PB상품 제조업체 등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를 집중관리하여 불량

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합동)단속을 시행중이며, 

최근 3년간 식품관련 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고의․악의적 

위반업체들(Black List)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사이버) 거래 등 식품안전의 사각지대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불법 의약품 성분(발기부전치료제 등)이 함유되었

는지 여부에 대해 정기적 수거․검사(연3회) 및 결과를 공개하거나 해외 인

터넷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자에 대해 수입신고를 의무화

(「식품위생법」 ’14.1월 개정, ’15.1월 시행)를 시행중이다. 

불량식품 정보 수집의 다각화와 부처간 공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현

장, 민원, 부처에서 함께 역할을 수행중이다. 현장에서는 전국 시민감시

단(1,309명)을 활용하여 불량식품 제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 현장

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민원에서는 소비자신고(1399: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등 정보 정밀 스크리닝

을 통한 실마리 단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부처의 경우 수사 정보 공유, 필

요시 공조 수사․위해평가 및 신속한 회수․폐기 등으로 업무협조를 강화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기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

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가 확대12) 및 강화13)되었고, 불량식품을 판매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을시 최대 10배 환수 조치(’13.7월 개정,’14.1

12) 형량하한제 대상확대 : (개선) 2종(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 사용) → 

(확대) 7종(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 허위․과

대 광고 등)

13) 형량하한제 처벌강화 : (종전) 7년 이하 징역 → (개선)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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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시행)가 시행된다. 또한 종전 3~4주 소요되던 인터넷 판매 불량식품 

차단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

하고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1~2일 소요되도록 개선한다. 

생산·유통·수입 각 단계별 국민 다소비 농·축·수산물과 위해성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검사 후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부적합

률이 높은 참기름·고춧가루 등 20개 가공식품과 도매시장 농수산물은 월 

1회 검사를 실시한다. 

  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확대 강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관련한 대표적인 추진 전략은 식품안전관리인

증인 HACCP의 확대 적용이다. HACCP의 지속적인 적용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기호식품, 국민 다소비식품의 가공식품은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에 따라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며14)(’14~’20), 이를 위해 

중소업체 대상 시설개선 자금 및 맞춤형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장에 이어 집유업, 유가공업 등에도 HACCP이 의

무적용된다. 이를 통해 식육의 생산‧출하, 도축‧가공, 소비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통합인증업체를 육성(’14년, 

4개소) 중이며,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통해 ’18년까지 50개소로 확대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식품의 경우 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료 종류별로 품질규

격을 마련하는 등 HACCP 표준관리기준서를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농·

수산물 종류별로 성상(신선도), 병해·충해 등 품질규격과 비가식 부분(사

14) 의무적용 확대 품목(8개)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유탕면류･국수, 특수용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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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 제거할 부분) 범위 등을 마련하게 된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확대도 사전 예방

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되

어 있는 모든 매장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하여 현재 전

체 식품판매업소 14만여개소 중 약 4만여 개소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

템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단

계적으로 의무화(2014년 현재 연매출액 50억 이상 제조‧수입업체, 1천㎡

이상 판매업체 대상)하여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함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을 연계하고 정보공유를 추진토록 한다.

식품 중 이물 제어관리 강화도 식약처가 도맡고 있다. 식약처는 이물 

신고가 많은 식품(면류, 커피, 과자류, 빵 및 떡류, 음료류와 같이 이물신

고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료, 제조과정, 포장과정 등

에서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2014년 8

월 기준), 이물관리 우수업체와 미흡업체간의 멘티-멘토를 운영하는 등 

업체의 이물관리 능력(노하우)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

(협의체)｣ 활성화도 추진중이다. 

주류와 관련한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2013년 7

월 주류안전업무가 이관된 후 주류업체(1,148개소)의 위생안전수준에 대

해 전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업체(141개소), 적정업체(914개소), 미

흡업체(93개소)로 분류되어 차등관리를 하고 있다.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방충·방서시설, 운송 냉장온도관리,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을 통해 안

전·품질 관리 집중지원과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며, 지하수 사용 주류업

체(탁주·약주 등 390개소)도 수질검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주류안전관리 제도의 정착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주류 영업등록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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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공유나 시설기준 등의 규정간 조화를 협력하기 위해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식약처를 비롯하여 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69종의 정보를 연계하여 구축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

다. 업체, 제품, 원재료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을 표준화하여 정

부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 없이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다. 또

한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각 단계별 안전관리를 살펴보면, 우선 수

입 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3만4천여개소)에 

대한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한다. 통관 단계에서는 위

해우려 식품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수입자의 과거 이력(부적합, 위반행

위 등)을 토대로 3등급(우수, 일반, 특별관리)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업

체를 집중관리한다. 유통 단계의 경우 ｢수입식품 이력추적제｣를 도입하

고, 유통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하는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우

선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이력이 높은 업체에 대

한 현지실사도 확대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의 경우 주요 어린이 식품 수입 국가의 제

조업체 및 농산물 가공품 재배지에 실사를 나가고 있으며(최근 5년간 15

개국 149개소 실시, 연평균 30개소 점검) 축산물은  부적합이력 작업장

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신규 승인신청 작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하였다(최근 5년간 28개국 453개소 실시, 연평균 90개소 점검). 또한 축

산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위생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국 위생관리 제

도, 실험실, 잔류허용기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산

물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실적이 많거나 부적합 이력 가공시설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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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한다(최근 3년간 7개국 155개소 실시, 연평균 52개소 점검). 

이 외에도 수입량 및 수입건수 상위 수입업체와 해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업체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정책

을 추진중에 있는데 ’14년 우수수입업소는 170개소로 등록 시 전년대비 

2배의 수입중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어린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확대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려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 설치확대15)를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4.6만개, 141만명)의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실태를 파

악하고 컨설팅해주며, 어린이 식습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 1

개 설치시 영양사 8~10명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져, ’17년까지 5,000

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조

리사 배치 의무화 시행(2014년 6월)으로 영양사·조리사 2,500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 외에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및 

특정시간대 TV 광고 제한 대상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에서 고카페인 음료

까지 확대 시행(2014년 1월) 등 어린이와 학생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식품의 조리‧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식중독 발생의 사전예방 및 관리도 추진중이다. 현재 ｢학교급식 전자

15) 센터 설치수 : (’12) 22개소→ (’13) 88개소→ (’14) 188개소→ (’17) 500여개소

    아동수혜율(약 141만명) : (’12) 9%(12만명)→ (’13) 21%(30만명)→ (’14) 48%(68만명)

                       → (’17) 100%(14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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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16)을 조달청 ｢나

라장터｣까지 확대하여17) 식중독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지하수 사용 학

교·사회복지시설･군부대 등에 보급한 살균·소독장치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계절별, 시설별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의 특성에 따라 학교급식소･식

재료 공급업체(3월, 8월) 및 수련시설, 김밥 등 제조업체(4월)에 대한 점

검을 강화한다. 

이 외에 식중독 유행 예측과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통합DB 구축도 

추진한다. BT·IT 기술을 활용하여 식중독 원인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분석 후 관리하고,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하여 추적할 수 있는 휴

대용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국내에서 유통·수입되는 식품, 환경(지하수 

등), 환자 등으로부터 검출된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유전정보(식중독 분리균주의 기원(분리장소, 관련 식품 등), 생화학적 특

성 등)를 DB화 한다.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국외

식업중앙회, 영양사협회 등과 협조하여 위생적인 음식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음식점 주방 공개, 종사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운동 전개 등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식중독 발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음식점별 위생수준을 평가하

여 등급을 부여하고 간판이나 출입문에 게재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

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자

16) 학교별 식재료 납품업체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식재료 오염이 발생할 경우 학교들
에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고 납품을 차단함. 식재료를 조달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

는 학교(2,796개)에 대해 신학기에 집중 지도･점검함.

17) 전체 학교(총 11,408개) 중 8,612개가 식재료를 외부 조달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가 5,283개(61.3%)이고, 나머지 3,329개(38.7%)는 조달청 나

라장터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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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 위생관리 제고도 담당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77,032개소로 

관련 식품접객업체(제과점, 음식점 등 676,784개소)의 약 11%를 차지

(’11년, 공정위)하고 있는 만큼 그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새로운 형태의 

외식산업 공급처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한 가이드라

인 제작‧배포 등 위생관리 강화도 필요한 추진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안행부, 농식품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나트륨 줄이기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나트륨 줄이기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 특

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지자체 공무원 전문교육, 영양사·조리사 및 외

식업 등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소통 활성화 및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도 추

진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1,309명)을 활용하여 식품

안전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비자, 업계, 언론 등이 함께 참

여하는 ‘불량식품 안 사먹기’ 및 ‘불량식품 안 만들기’ 등 안전 먹거리 문

화운동을 전개하여 학생‧성인‧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홍보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식

생활 환경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기능성으로 인

정될 수 없는 금지사항(질병치료, 성기능 개선 등)을 명문화하여 제시하

고 그 외에 다양한 기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농진청, 산업부 등 관계

기관,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80일로 단축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금지된 사항이외에는 기능성으로 인

정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판매업 신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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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축산식품부

생산단계에서 중금속, 농약, 미생물 등 각종 유해물질이 농축산물에 유

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는 GAP나 HACCP 같이 생산단계에서 안전한 농축산식품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농식품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원산지표시제도

와 이력추적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

품이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통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농식품부의 식품안전관리에서의 주요기

능은 안전한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 사전 예방적 농산물 안전성관리 강

화, 소비자와의 소통 증진을 통한 신뢰구축 등으로 국내에서 안전한 농식

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롭게 자리 매김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총괄 목표

박근혜정부에서 농식품부의 식품안전관련정책의 핵심목표는 친환경·

안전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기반의 확대와 사전예방적 안전관

리 강화, 바른 식생활 등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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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농식품부 식품안전관련 핵심추진과제와 주요내용

추진과제 주요 내용

친환경농산물
기반 확대

․ 인증관리 강화 및 신규수요 발굴 및 대규모 유통채널 확보

․ 생산자 교육 강화 및 지원정책 내실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GAP․HACCP 확대

․ 취약분야 중심의 안전관리망 구축

소비자 소통 강화
․ 원산지표시제도 확대

․ 표시 및 인증제도 개선

  나. 세부목표

1)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

 
안전한 식품생산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축산물의 생산환경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배환경 유해물질 오염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는 농지 및 용수를 지역별

로 선정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퇴비, 비료 등 유해물질 오염가능성이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 오염실태를 평가한다. 폐광산 등 오염 우려지역의 

농지와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다.

농약과 동물약품의 관리도 생산단계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을 위한 농약의 품질확인 및 유통점검, 농약의 오·

남용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 대상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면적작물의 농약

등록 확대, 농약의 약효․약해, 작물 잔류성, 그룹화 연구 등 시험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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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신의 과학 수준으로 동물용의

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한 사료생산을 위해 TMR사료공장의 HACCP지정을 확대하고, 사료 

제조·유통단계에서의 검사와 검정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 식품생산관리를 위해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단지와 마을 단위 소규모 친환

경농업 실천지구를 각각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전문화·집단화된 친환경농

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유기질 비료의 지원을 확대하고, 

토양개량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 사전예방적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

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

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를 활성화 할 것이다. 특히 사전예방적 안전관리(GAP)를 통해서 소비자 

안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GAP 인증절차의 복잡성, 농가의 GAP 인식부족, GAP 농산물 수

요 부진 등으로 참여율이 전체 농가의 4% 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증절차의 통합, 인증기준 내실화, 지침서 개발, 안전성분석비용 지원, 

학교급식 등을 통한 수요기반의 확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등 개선방안

이 시행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HACCP 인증 확대를 통해 축산물 안전위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HACCP은 농가단계, 도축단계, 가공단계, 유통단계 등 

단계별로 지정을 받고 있으나 향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

육단계와 도축단계의 HACCP을 관리하고 있다. HACCP 지정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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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846호에서 2013년 5,310호 농가로 증가추세에 있다, 2014

년 7월부터 집유장의 HACCP 의무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 원산지표시제 및 이력추적제 확대 시행

 
농식품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표시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한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13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하였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명예감시원 활용, 옥외광고판, 농협은행

ATM기 등의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제도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9년 6월부터 모든 쇠고기에 대해 생산 및 유

통단계의 이력추적을 전면 의무 시행하고 있다.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도 

2010년 10월부터 유통이력제를 의무시행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도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

추적제도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물이력추적제는 GAP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중

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향후 전화 ARS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력추적

등록 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4) 소비자 정책 참여 강화

 
농식품부는 소비자참여형 식품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지역 소비자교

육체계 확립을 통한 양방향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이를 위해서 2014년 1월부터 소비자가 참여하는 현 종합정보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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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정보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성출

하기 농축산물의 생산·판매·검역현장 중심으로 취재활동을 하도록 하며, 

컨텐츠기획과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리서치, 테스트를 통해서 신선식품과 제철식품의 구매가

이드를 농식품 버전 컨슈머리포트인 ‘농식품인사이드’에 분기별로 제공

하고 있다. 

5) 안전한 농식품소비 확대

 
현재 학교급식 등 공공분야에 있어서 우수농식품 공급을 위한 직거래

나 계약재배 등이 제한되기 이루어져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 농식품 소비

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7,500

건의 사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전한 농식품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서 구매·급식지침을 제정하고 우

수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지정을 확대하는 등 우수 농식품소비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수식재료공급업체는 농식품의 품질·위생수준, 

HACCP 인증 관리, GAP농산물 사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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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1. FDA

    

2011년 1월 4일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18)은 70년 이상 된 미국의 식품안전법을 전면적으

로 개혁하는 법으로 기존에  문제가 발생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닌 사전

예방이 중심이 되는 식품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SMA는 사전예방 및 위해 기반의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실제 문

제가 발생했을 때 더 나은 대응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 집행권한

을 FDA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입 식품

을 관리토록 하는 새롭고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FDA가 주정부 및 지

방 기관과 협력하여 통합된 국가 식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예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식품 안전 시스템 구축은 시간이 걸릴 것이

기 때문에 FDA는 이를 위한 중간단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의회는 법

안의 구체적인 이행 일자를 결정하였으며 또한 해당 회사에게 식품 리콜

을 명령하는 FDA의 새로운 권한과 같은 일부 법의 집행 내용은 빠르게 

18)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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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시키고 있고, 그 외의 사항은 FDA가 해당 규정과 지침서를 마련하여 

공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인력배치와 필수적인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매해 받는 예산도 FDA가 얼마나 빠르게 법안을 집행하는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공개적인 입법절차를 통

해 FDA는 요구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음은 FDA의 새로운 주요 위임 사항과 권한이다. 

  가. 예방(Prevention)

FDA는 식품 공급에 대해 포괄적이고 과학 기반의 예방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이 권한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2〉 FDA의 새로운 위임사항 및 권한 – 예방 

내 용

❍ 식품 업체에 대한 의무적 예방 관리
   : 식품업체는 서면 예방 관리 계획을 시행하도록 요구됨. 다음 사항은 이에 포함됨.
    (1)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성 평가
    (2) 어떤 예방 단계 또는 관리가 유해성을 크게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지를 명시
    (3) 해당 업체가 이러한 관리가 차질없이 시행되는지를 어떻게 감독할지를 명시
    (4) 감독 기록을 일상 업무로 유지
    (5)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업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명시
       (법 발효 후 18개월 내에 최종 수칙을 확정)

❍ 식품 생산의 안전기준 설정 의무
   : FDA는 과일과 채소의 안전한 생산과 수확을 위해 과학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함. 이러한 기준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뿐만 아니라, 의도적 혹은 비의
도적인 유해성도 고려해야함. 또한, 토질 개량제(퇴비와 같은 토양 첨가물), 위생, 포장, 
온도 조절, 재배 지역에서의 동물 및 물도 다뤄야 함. 

    (법 발효 후 2년 내에 최종 규제를 확정)

❍ 의도적인 식품 오염 방지를 위한 권한
   : FDA는 특정 취약 지점의 식품 공급망을 마련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반의 조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도적인 식품 변조 행위를 방지하는 규제를 공고해야함. 
    (법 발효 후 18개월 내에 최종 수칙을 확정)

자료: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399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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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와 준수(Inspection and Compliance)

FSMA는 예방적 관리 기준은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이를 준수할 때에만 

식품 안전이 향상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FDA가 관리감독하고, 요

구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FSMA는 FDA에 검사와 준수를 위한 새롭고 중요한 수단

을 제공하고 있다. 

〈표 3-3〉 FDA의 새로운 위임사항 및 권한 – 검사와 준수 

내 용

❍ 필수 검사의 빈도 

   : FSMA는 식품 업체가 위해에 근거하여 필수 검사의 빈도를 설정하고, 즉시 검사 빈도

를 늘리기를 요구함. 모든 고위험성의 국내 업체는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검사받아야 

하며, 최초 검사 이후엔 적어도 3년마다 한번씩 검사받아야 함. 법 시행 후 1년 내에 

FDA로 하여금 적어도 600개의 외국 기업을 검사하고 다음 5년 동안 매년 검사를 두

배 늘리도록 지사함.

❍ 기록 조회

   : FDA는 업체의 식품안전계획을 포함한 기록을 조회할 권한을 가지며 회사는 계획을 

    시행한 것을 문서로 유지해야 함. 

❍ 공인기관에 의한 검사

   : FSMA는 특정 식품 검사를 공인된 검사 기관에 의해 하도록 요구하며, FDA로 하여금 

    미국 식품 검사실이 고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시함.  

    (법 발효 후 2년 내에 공인 프로그램 수립)

자료: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399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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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응조치(Response)

FSMA는 예방 관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FDA가 대응 수

단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새로운 권한은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식품의 강제 리콜, 문제가 있는 제품의 추적 강화 및 고위험성 제품의 

추가기록 보존 등이 명시되어있다.

〈표 3-4〉 FDA의 새로운 위임사항 및 권한 – 대응조치 

내 용

❍ 식품 강제 리콜 

   : 기업이 FDA가 요청한 후에도 안전하지 못한 식품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에 실패할 때 

FDA가 해당 식품을 리콜하도록 강제 명령을 발동할 권한을 부여함.

❍ 행정적 억류 조치의 확대

   : FSMA는 잠재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 제품을 행정적으로 억류하기 위하여 보다 유연

한 기준을 FDA에 제공함.

     (행정적 억류는 의심되는 식품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FDA가 취하는 절차임)

❍ 등록 정지

   : FDA는 식품이 건강에 심각하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업체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음. 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식

품 유통 행위가 금지됨.

    (법 발효 후 6개월 내에 시행)

❍ 제품 추적 기능의 강화

   : FDA는 국내 및 수입식품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FDA는 식품에 의한 질별 발생을 예방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 사용자를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범 사업계획을 수립함. 

    (법 발효 후 9개월 내에 시범 사업계획 시행)

❍ 고위험성 식품의 추가 기록 보존

   : FDA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위험성 시품으로 지정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업체로 하여금 기록의 유지 및 보존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공고함.

    (법 발효 후 2년 내에 시행)

자료: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399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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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입식품

FSMA는 수입 식품이 미국 기준에 부합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안전하도

록 보다 확실을 기하기 위해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한다. 새로운 권한은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입업자의 책임, 제3자의 인증, 고위험 수

입식품의 인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3-5〉 FDA의 새로운 위임사항 및 권한 – 수입식품 

내 용

❍ 수입업자의 책임

   : 처음으로 수입업자는 외국의 공급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이 안전한지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관리를 하는지를 입증해야 할 명시적 책임을 가짐.

    (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최종 규정과 지침을 수립)

❍ 제3자 인증

   : FSMA는 자격 있는 제3자가 외국 식품 업체가 미국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함. 이 인증은 수입식품의 반입을 용이하도록 사용될 

수 있음.

    (법 발효 후 2년 이내에 FDA가 인증기관을 승인하는 체계 수립)

❍ 고위험성 식품의 인증제도

   : FDA는 고위험성 식품이 미국에 반입되는 조건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인증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다른 보증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 

❍ 수입업자 자발적 자격 구비 제도

   : FDA는 수입업자를 위해 신속한 검토와 참여를 제공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

여야 함. 무엇보다도 해당 자격은 검증된 업체에서 생산된 식품을 제공하는 수입업자

로 제한함.

    (법 발효 후 18개월 내에 시행)

❍ 반입 금지 권한

   : 외국 업체나 업체가 위치한 국가로부터 FDA의 접근이 거부될 경우, FDA는 외국 업

체 식품의 미국 반입을 거부할 수 있음. 

자료: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399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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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업무협력기관과의 관계 증진

FSMA는 국내외 정부 기관들과 공식적 협조 체제를 수립한다. 이 과정

에서, 동 법은 모든 식품 안전 기관은 공공 보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통합된 방식으로 서로 협조해야 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식한다.

<표 3-6>에 이런 명시조항이 제시되어있다.  

〈표 3-6〉 FDA의 새로운 위임사항 및 권한 – 업무협력기관과의 관계 증진

내 용

❍ 주 및 지방 기관의 집행 능력 배양

   : FDA는 주 및 지방 기관의 식품 안전 및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함. FSMA는 좀 더 효율적으로 국가 식품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의 

기능에 투자할 수 있도록 FDA에 여러 해 보조금을 제공함.

❍ 외국 기관의 집행 능력 배양

   : FDA가 외국 정부 및 해당 산업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하도

록 함. 외국 정부와 식품 생산업자에 미국 식품 안전 요구 조건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 계획의 일부분임.

❍ 다른 기관의 검사에 의뢰

   : FDA는 국내 업체에 대해 증가하는 검사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다른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었음. FSMA는 또한 FDA가 국

내 및 해외 수산식품 업체의 검사뿐만 아니라 수산식품 수입과 관련하여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기관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함

자료: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39907.htm

이 외에도 국가적 농업과 식품 보호 전략을 개발 및 시행하고, 검사 기

관 간의 통합 컨소시엄을 구축하며 식품 매개 질병 감시를 향상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휴관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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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안전검사국(FSIS)

   

미국 농무성의 식품안전검사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19) 

  가. 비전

FSIS의 비전은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다. 

  나. 미션

FSIS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은 ‘육류, 가금류, 계란 가공품류의 

안전성 확보와 올바른 표시 및 포장 확보에 의한 소비자 보호’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수립된 세가지 추진전략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19) FSIS 홈페이지

    http://www.fsis.usda.gov/wps/portal/informational/aboutfsis/strategic-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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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FSIS의 전략체계

자료: FSIS, Strategic Plan for 2011-2016

http://www.fsis.usda.gov/wps/wcm/connect/65602d92-d017-4edc-8536-5ed6a
aa6b52a/Strategic_Plan_2011-2016.pdf?MOD=AJP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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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전략

1) 식품매개 질환 예방

FSIS는 식품매개 질환을 예방과 관련하여 네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

다. 네가지 목표는 기존 및 새로운 위해에 맞춘 식품 안전 감시, 국내외의 

식품안전 규정 준수 극대화, 보건 교육 강화와 식품 취급 방법 개선을 위

한 지원, 식품매개 질병 예방을 위한 내부 및 외부 관계자 간의 협력 강화

이다.

2) 농장에서 식탁까지 관리 강화

농장에서 식탁까지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학에 근거한 식품매개 질병

과 새로운 동향에 대한 이해와 기존 및 새로운 위해에 대응하기 위한 효

과적인 정책 실행 두 가지를 목표로 추구한다.

3) 소비자 권한 및 인프라 강화

소비자 권한 및 인프라 강화와 관련한 첫 번째 목표는 공중 보건의 성

공적인 예방을 위한 직원 훈련, 자원 및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표는 공중 보건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규정된 공중보건의 요

구 및 목적을 지원하기위해 공중 보건 정보 시스템(PHIS: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을 포함한 혁신적인 방법, 절차 및 도구를 개발하

여 유지 및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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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일본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목표는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제조, 수입, 판매, 

식품첨가물, 기구, 포장 등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다. 

일본의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은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개

발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있다. 

〔그림 3-2〕 일본 식품안전행정의 위해분석

자료: 소비자청-식품안전 위해 정보교류

        http://www.caa.go.jp/safety/pdf/syokuhinanzen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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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분석은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위해성 평가 결과에 근거한 대책을 강구하는 위해 관리

(Risk management) 그리고 이해당사자간 정보 교류인 위해 정보교류

(Risk communication)를 포함한다. 세 요소에 기반한 일본의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은 <표 3-7>에 제시되었다.

〈표 3-7〉 일본의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

구분 주무부처 관련 법 수행업무

위해성 평가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 위해성 평가 수행

- 위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에 보고할 의무 존재

- 위해관리 적용 현황 파악

- 국내외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

위해 관리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등

- 검역소 업무

- 보건/복지 지역국 운영

- 지자체 및 지역 보건센터 등

- 식품위생과 관련된 위해 관리

농림수산성
농약단속법, 

사료안전법 등

- 농림 지역국 운영

- 작물 시험장 운영

- 농림, 수산 관련 위해 관리

소비자청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
- 식품의 표시관련 위해 관리

위해 정보교류 상기 모든 부처 -

- 식품안전관련 정보 공급

-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개진 기회 제공

자료: 후생노동성, Measure to Ensure Food Safety
http://www.mhlw.go.jp/english/policy/health-medical/food/dl/pamphlet.pdf

위해성 평가의 책임은 위해 관리와 분리되어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

여 설립된 식품안전위원회(FSC)에서 담당하고 있다. 위해 관리는 후생노

동성(MHLW)과 농림수산성(MAFF), 그리고 소비자청(CAA)이 위해성 평

가 결과에 근거하여 각기 관리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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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20)는 내각부 산하에 설치되어 주로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식품안전전문가 중 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산하에 12개의 전문 조사회21)를 두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위해성 평가와 위해 정보교류의 두 가

지 역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의 경우 관계부처나 일반에서 평가 요청이 오면 전문조사

회의 심의와 국민의견 청취를 거쳐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식품건강영향평

가를 하고, 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 등에 통지하게 된다.

식품안전위원회의 식품건강영향평가 심의 대상 항목은 <표 3-8>에 제

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평가 범위는 크게 화학물질류, 생물류, 새로운 제

품류 등의 세분류로 구분되어 평가와 심의가 진행된다. 

20)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jp/

21) 2011년 부로 ‘기획 전문조사회’, ‘위해 정보교류 전문조사회’, ‘긴급 대응 전문조사회’가 

‘기획 등 전문조사회’로 통합되어 기존 14개에서 12개(기획 등, 첨가물, 농약, 동물용 

의약품, 기구·용기/포장, 화학물질·오염물질, 미생물 바이러스, 프리온, 곰팡이 독·자연 

독 등,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신개발 식품, 비료·사료 등)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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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식품안전위원회의 식품건강영향평가 심의 대상항목

평가 그룹 평가 대상 관련 법령

화학물질류

첨가물 식품위생법

농약 식품위생법, 농약단속법, 수도법

동물용 의약품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학물질, 오염물질
식품위생법,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

기구,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생물학류 

프리온
식품위생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도축장법, 

소 해면상 뇌증 대책 특별조치법

곰팡이 독, 자연 독 등 식품위생법

미생물 바이러스 식품위생법, 도축장법

새로운 제품류

신개발 식품

(특정 보건용 식품)
건강증진법

유전자변형 식품
식품위생법,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

비료, 사료 등
식품위생법,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 비료 단속법 등

자료: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전문조사회별 정보

        http://www.fsc.go.jp/senmon/index.html

  나. 위해정보 교류

위해 정보교류의 경우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 위해성 분석 강좌, 지

역 지도자 양성 강좌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모니터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식품안전모니터는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470명

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유효 응답수는 353명 (75.1%)로 나타났

다. <표 3-9>에는 총 17개의 조사문항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식품안전 다이얼 (03-6234-1177)을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 문의,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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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2013년 식품안전모니터 조사 문항

식품안전모니터 설문 문항

❍ 식품안전의 위해 요인

❍ 식품안전에 관한 불안의 정도

❍ 식품안전의 관점에서 불안의 이유 (방사성물질 제외)

❍ 식품안전의 관점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유 (방사성물질 제외)

❍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 이유

❍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입수

❍ 식품에 대한 영향정보 수집의 자세

❍ 대지진 전후의 식품구입 관련 의사결정의 변화

❍ 방사성 물질 기준치 이하 식품에 대한 관점

❍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할 정보

❍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

❍ 위해 정보가 필요한 이유

❍ 주변에 정보 제공

❍ 육류 생식에 대한 위해 인식도

❍ 지난 1년간 육류 생식 경험

❍ 육류 생식 이유

❍ 지난 1년간 육류 생식에 대한 변화

자료: 식품 안전 모니터 과제보고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해”(2013년 8월 실시) 결과(요약) 

        http://www.fsc.go.jp/monitor/2508moni-kadai-kekka-yoyaku.pdf

  다. 추진목표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2012년 향후 식품안전 전략 시행 계획안을 수

립한 바 있는데 다섯가지 목표를 세웠으며 목표별 관련 내용은 <표 

3-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효과적인 위해성 평가 시행, 이해 당사자와의 위해 소통 강화, 조사

와 연구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정보와 자료 수집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마지막으로 긴급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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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전략 시행 계획안

목표 세부내용

효과적인 위해성 평가 시행

- 위해 평가의 시간관리 

-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자가 위해 평가

이해관계자와 위해소통 강화

- 위해 평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공청회 소집

-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도구 사용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조사 및 연구계획 수립 장려
- 위해 평가 방법 분석

- 조사 및 연구 계획 분야 우선 순위 결정 및 시행

정보와 자료 수집의 효율성 개선 - 구조화된 네트워크 사용

긴급 대응 능력 강화

-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 및 대응

- 긴급 상황 발생 시 위해 평가의 부분으로 과학적 

  자료의 신속한 검토

자료: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jp/english/plan_2012/strategic_implementation_plan_e1.html

이와 같은 다섯가지 목표 이외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 있다. 

즉, 해외의 식품 안전 위해 평가 단체들과의 정기적인 회의 소집, 다른 

조직들과 회담을 개최하고 정보 및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식품 위

해 보고,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포함한 활동의 최신 정보를 영어와 일본어

로 제공, 위해 평가의 적절한 시항을 위해 필요한 최신 과학 지식을 얻기 

위해 식품 안전에 대한 해외의 연구자 및 전문가를 초대하여 연례 세미나 

또는 워크샵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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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22)은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를 위한 규정 및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 내 잔류농약과 잔류

수의 약품, 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표준과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맡으며, 

유해물질 감염 예방을 위한 기준과 위해 식품의 유통 등에 대한 기준도 

제정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매해 

전년도 결과에 기반을 두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며, 이러한 

검역 결과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가. 조직체계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일본 식품위생 행정의 흐름도는 [그림 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22)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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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본 식품위생 행정 전개도

자료: 후생노동성,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2013년 3월 개정)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dl/pamph01.pdf

  나. 추진사업

후생노동성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 중점 10대 추진분야 및 과

제는 <표 3-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10대 중점 추진 분야를 보면  식품내 방사능 물질, 식중독, 광우병, 수

입식품, 식품잔류농약, 식품오염물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그리고 용기·포장류 및 세척제와 장난감 등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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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후생노동성의 중점추진과제

분야 중점 추진과제

1. 식품내 방사능 물질
- 식품내 방사능 물질의 한계치 설정

- 지자체에서 테스트 후 한계치 넘는 식품은 유통 금지

2. 식중독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최근 정보의 지속적 제공

-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통해 해당 식품의 전파 막음

3. 광우병 (BSE) - 감염위험 저감화의 관점에서 최근의 과학적 근거 고찰

4. 수입식품
- 식량 자급률 40% 수준의 식품 수입국이므로, 32개 국제 

  공항과 항구에서 검역소를 설치해 운영함

5. 식품내 잔류농약
- 모든 농약, 사료 첨가물, 수의 약품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

- 특정 기준치 이상의 식품에 대해서 판매와 제조 금지

6. 식품 오염 물질
- 식품내 오염물질 수준 파악을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

- 특정 규제가 필요한 경우 기준치 설정

7. 식품 첨가물
- 식품 첨가물의 효용성 및 건강 유해성을 검증후 허가

- 필요한 경우 안전을 위한 기준치 설정

8. 건강기능식품

- 수많은 식품들이 “건강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제조부터 판매까지 건강 유해 영향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9. 유전자변형식품

- 유전자변형으로 제조된 식품에 대한 안전 평가는 식품위생법상  

  필수임

- 이식된 유전자의 반응과 위해한 물질이 생성되는지 검증

10. 기구, 용기, 포장,  

    장난감, 세척제

- 해당 물질의 기준치 설정

-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물질 사용 금지

자료: 후생노동성, 식품 안전 확보를위한 노력(2013년 3월 개정)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dl/pamph01.pdf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 발생된 광우병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방

사능 오염에 대해서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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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수산성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성23)의 식품안전

관련 주요 업무 범위는 <표 3-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12〉 농림수산성의 식품안전관련 주요 업무 범위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농산물의 안전 확보

- 식품 중 카드뮴 및 비소, 곰팡이 독소

- 쌀, 보리, 야채 등의 잔류 농약

- 야채의 질산염 및 위생 관리

- 대두 및 대두 이소플라본

- 비료 및 농약

2. 축산물의 안전 확보

- 광우병

-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 가축 생산 단계에서의 위생관리

- 계란의 살모넬라 종합 대책

3. 해산물의 안전 보장 -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조사

4. 가공식품의 안전 확보 - 아크릴 아마이드, 클로로프로판올, 트랜스 지방산

5.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
- 캠필로박터, 살모넬라, 장관출혈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 제네스 등 식중독균

자료: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 관리 철저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향상, 농림수산성, 2014.

        http://www.maff.go.jp/j/syouan

 

23)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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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물 내 유해 화학물질이나 미생물의 함유량을 조

사(오염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건강 영향 위해가 높은 경우 대책을 강

구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CODEX에 제출

하여 일본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에 농촌 및 농업과 관련된 시책

도 담당하며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와 관련해서는 식료·농업·농

촌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표 3-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13〉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추진 내용 세부 내용

1. 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

- 생산에서 소비에 걸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위험 관리

- 생산 단계에서는 농업생산공정관리(GAP) 착수 

(GAP를 도입하는 생산지 수 꾸준히 증가)

- 식품의 제조단계에서 HACCP 도입 추진

(중소사업자의 낮은 HACCP 도입율을 개선하여 식품 안전

성 향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HACCP 지원법 

개정)

2. 동식물 방역 대책

- 해외 가축 전염병의 침입을 국경에서 방지하기 위해 입국

자에 대한 신발 바닥 소독, 검역 탐지견 등을 활용한 소지

품 검사, 국내외 가축 접촉 유무에 관한 질문 실시

- 농장 단계에서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 농장에 

HACCP 개념을 채용해 생산 농장 단계에서의 위해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고급 위생 관리 기법(농장 HACCP) 추진

- 식물의 병해충에 대해서 해외 병해충의 침입과 국내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실시

3.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식품 표시 등 관계부처 회의

에서 식품 표시 등의 적정화를 위한 방침 취합 및 정리24)

- 식품을 섭취할 때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합리적

인 식품 선택 기획 확보를 목적으로 식품 표시에 관련된 

세가지 법(식품위생법, JAS 법, 건강증진법)의 표시에 관한 

규정의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한 ‘식품표시법’ 공포(2013년 

6월,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

자료: 2013년도 식료·농업·농촌 백서, 농림수산성, 2013.

        http://www.maff.go.jp/j/wpapaer/w_maff/h25/pdf/gaiyou_all.pdf

24) 2013년 10월 이후, 호텔이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서 메뉴 표시와 다른 재료

가 사용됨이 문제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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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

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여 “식량 농업·농촌 기본 계획”을 정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대체로 5년마다 변경하고 있다. 현 기본 계획은 2010년에 

수립된 것으로 올해인 2014년까지이다. 현재 2013년 수립된 “농림수산

업·지역의 활력 창조 플랜25)”에서 제시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본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의견을 모집하고 있다. 

4. 소비자청

소비자청26)은 2009년 내각부 외청으로 설립되어 식품안전 정책의 종

합조정 및 식품 표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식품표시에 관하여 소비자청

이 담당하는 제도로는 음식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식

품위생법 관련제도, 원료 및 원산지 등 품질에 대한 표시로 소비자 선택

에 이바지하는 JAS 법 관련 제도, 그리고 영양개선 및 기타 국가 건강 증

진을 도모하는 건강증진법 관련 제도가 있다. 표시 기준 등의 기획은 소

비자청이 담당하며 집행 업무는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소비자청의 식품표시관련 주요 업무 범위는 <표 3-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25) 농업·농촌 전체의 소득을 향후 10년간 두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강한 농림수산업”, 

“아름답고 활력있는 농산어촌”을 위하여 ① 국내 외 수요 프론티어 확대, ② 수요와 공

급을 연결하는 가치 사슬의 구축, ③ 농지 중간 관리기구를 통한 농지 집약화 등의 생

산 비용 절감 노력과 경영 소득 안정 대책 및 쌀 생산 조정의 재검토 등 생산 현장 강

화, ④ 구조 개혁을 통해 아름답고 전통있는 농산어촌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다

면적 기능의 유지 및 발휘 도모 추진함.

26) 일본 소비자청    

http://www.ca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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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제도 세부 내용

품질 표시 기준

❍ 일반 적용 기준
  - 신선 식품, 가공 식품, 유전자 재조합 식품)
❍ 개별 신선식품 적용 기준
  - 현미 및 정미, 수산물, 표고 버섯)
❍ 별도의 가공식품 적용 기준
  - 음식 통조림 및 식품 병조림, 음료, 식육 제품 및 어육 

반죽 제품, 곡물 가공품, 농산물 및 임산물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조미료, 유지 및 유지 가공품, 기타

❍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있는 개별 가공식품 원료 기준
  - 야채 냉동 식품, 농산물 절임, 장어 가공품, 가다랭이 포)

식품 기한 표시

❍ 소비 기한 및 유통 기한
  - 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항목(지표) 설정
  - 식품의 특성에 따른 ‘안전계수’의 설정
  - 특성이 유사한 식품에 대한 기한 설정
  - 정보 제공

원료의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의 선정 요건
  - 원재료의 품질이 가공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식품
  - 원재료 중 단일 성분으로 50% 이상인 제품 

식품 첨가물 표시

❍ 지정 첨가물
  -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어 국가가 사용을 인정한 

첨가물 (품목이 정해져 있음)
❍ 기존 첨가물
  - 예전부터 사용해와 예외적으로 사용이 인정되는 첨가물

(품목이 정해져 있음)
❍ 천연 향로
  - 식물, 동물 기원의 맛내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 일반 음식물 첨가제
  -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이용되지만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

되는 첨가물

알레르기 표시

❍ 대체 표기
  - 알레르기 물질이 포함된 것을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예: 마요네즈(계란 포함)→마요네즈)
❍ 오염
  - 다른 제품의 재료가 생산 라인에 혼입되지 않도록 세척  

하는 등의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재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조 공정상 문제 등에 의해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는 주의 환기 표기를 권장함

❍ 가능성 표시 금지
  -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표시는 인정 안함

〈표 3-14〉 소비자청의 식품표시관련 주요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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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제도 세부 내용

영양성분 표시

❍ 규제의 대상이 되는 표시 영양 성분·열량 범위
❍ 표시해야할 사항 및 방법
  -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및 표시된 영양 
    성분의 함량을 순서대로 기재
❍ 강조 표시 기준
  - 단백질, 식이섬유 등에 대해 “고(高)”, “함유” 등을 표시  

하거나 열량, 지방 등에 대해서 “무(無)”, “저(低)“ 등을  
표시할 때 충족해야할 기준 마련

영양기능식품 정보 ❍ 영양성분(비타민, 미네랄)의 보급을 위해 이용되는 식품 

특정 보건용 식품

❍ 특정 보건용 식품
  - 건강증진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동법 제29조 
    제1항의 승인을 받고, 식생활에서 특정 보건 목적으로 
    섭취하며 해당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식품
❍ 특정 보건용 식품(질병 위험 감소 표시)
  - 관여 성분의 질병 위험 감소 효과가 의학적·영양학적으  

로 확립되어있는 경우, 질병 위험 감소 표시를 인정하는  
특정 보건용 식품

❍ 특정 보건용 식품(규격 기준형)
  - 허가 실적이 충분하고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는 관여 성  

분에 대한 규격 기준을 정하고, 소비자위원회의 개별 심  
사 없이 사무국에서 규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  
를 허용하는 특정 보건용 식품

❍ 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
  - 특정 보건용 식품의 심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효과의 
    과학적 근거 수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유효성이  

확인된 식품을 한정적으로나마 과학적 근거임을 표시하  
는 조건으로 승인된 식품

특별 용도 식품

❍ 환자용, 임산부용, 수유부용, 유아용, 연하곤란자용 등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 취지의 표시를 하는 식품

❍ 환자용 식품
  - 허가기준형(저단백질 식품, 알레르기 제거 식품, 락토오  

스제거식품, 종합영양식품)
  - 개별평가형
❍ 임산부, 수유부용 분유
❍ 유아용 조제분유
❍ 연하곤란자용 식품
❍ 특정 보건용 식품

과대표시 금지
❍ 건강증진법 제32조의 2에 따라 건강 유지 및 증진의 
효과 등에 관한 허위 도는 과대 광고 금지

 자료: 소비자청-식품표시제도

        http://www.caa.go.jp/foods/index.html#m07

        http://www.caa.go.jp/foods/index4.html#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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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청은 위해 평가 및 관리 전 과정에서 위해 평가자, 관리자, 

소비자, 사업자, 연구자, 기타 관계자들 사이의 상호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을 하는 위해 정보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검토회 및 의견교환회는 <표 3-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검토 및 의견교환회의의 주된 내용은 외식의 알러지 표시 방법, 영양표

시, 식품표시 검토, 원료의 원산지 표시 및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표시 

등 주로 식품표시에 대한 것이다. 결국 일본의 소비자청은 국민들에게 식

품안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식품표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표 3-15〉 소비자청의 검토회 및 의견교환회

내 용

❍ 외식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의 제공 방법 검토

❍ 식품의 새로운 기능성 표시 제도에 관한 검토

❍ 식품 표시 일원화 검토

❍ 영양 성분 표시 검토

❍ 건강 식품의 표시에 관한 검토

❍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정보 교환

❍ 식품기한 표시에 관한 의견교환

❍ 원료의 원산지에 관한 의견교환

❍ 에코나27) 관련 정보

❍ 식품 표시 연락 회의

자료: 식품표시제도, 소비자청, 2014.

         http://www.caa.go.jp/foods/index.html#m10

27) “Edible Coconut Oil of NAGASE”의 약자로 일본의 화학 및 화장품 회사인 가오(花

王)에서 2009년까지 제조·판매하던 식용유로, 식용유로는 처음으로 일본 후생성으로부

터 특정 보건용식품의 허가를 받았으나 안전 문제로 인해 2009년 관련 상품에 대해 허
가 해지 신고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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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국

1. FSA

영국 전역의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영국 식품

기준청(FSA: Food Standard Agency)28)은 영국 전역의 식품 안전 및 

위생, 식품 표시(안전, 알레르기)와 같은 식품관련 정책에 대해 책임을 갖

고 있으며29)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법 집행에 관여하기도 한다. 연합

국가인 영국은 각 국마다 FSA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에 대

해선 식품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이 분할되어 있으며 이는 <표 3-16>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16〉 영국의 식품표시 정책 수행 기관

내용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영양 및 

영양표시
영국 보건부 웨일즈 정부

FSA 

스코틀랜드

FSA 

북아일랜드

기타 표시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DEFRA)

FSA 웨일즈
FSA 

스코틀랜드

FSA 

북아일랜드

자료: About the FSA, 2014.

 http://www.food.gov.uk/about-us/about-the-fsa/#.U-LVQRB_vQc

28) 영국 FSA 홈페이지    

http://www.food.gov.uk

29) 식품관련 정책 중 동물복지의 경우 잉글랜드는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웨일즈와 스코틀 

랜드는 각 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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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SA는 [그림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5년까지의 식품안전 

전략 목표로 “국민을 위한 안전한 식품(Safer food for the nation)”을 

세우고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3-4〕 FSA의 2015년까지의 성과목표

자료: FSA Strategy to 2015(updated May 2013)

http://multimedia.food.gov.uk.multimedia/pdfs.strateg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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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에는 성과목표별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 

〈표 3-17〉 영국 FSA의 2015년까지의 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세부 내용

식품 생산 및 

급식시 소비자의 

관심사항 해결을 

최우선으로 함

- 단체급식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정 

  강화 

-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관련 기관과 협력

 · 지속적인 식품의 포화지방, 소금, 칼로리 수준의 저감화 

 · 쇼핑과 외식을 할 때 건강을 위한 여러 선택방안을 개발, 홍보 및 

   이용 장려

 · 건강한 식사를 위한 적절한 표준 분량 제공 및 점검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 비 EU국가의 식품과 사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 감소를 위한 

  국제 공조

- 유통 전 단계에 걸친 위해 기반의 수입식품 검사

소비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식품 

(종류와 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 가정내에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대중의 인식 개선

- 소비자가 식품이나 외식 장소를 선택시 위생기준의 정보 제공 

  확대

-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건강한 식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지원 

(효과적이고, 위해 

기반의 균형잡힌 

규제 및 시행)

- 규정을 단순화하여 준수도를 높임 

- 규제개선과 수출 보증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업체의 성장 

  지원

- 규정 준수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고하고, 소비자에 더 많은 

  정보 제공

-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을 돕고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혜택 차단

- EU와 타 지역 국가와의 국제협약 강화로 식품안전 강화

- 육류 관리의 새로운 규제 신설 및 국제 공조 강화

안전한 식품의 

생산 및 판매 

- 우선순위별 위해물질 관리로 식품매개질병 감소(닭의 캠필로 박터)

- 국제 동향 등 파악으로 화학물질의 오염과 같이 잠재적으로 

  재발생할 수 있는 위해 영향을 확인 및 최소화

자료: FSA Strategy to 2015(updated May 2013), 2014.

http://multimedia.food.gov.uk.multimedia/pdfs.strateg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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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독일

1. 조직

독일연방 농식품부를 포함하여 독일의 식품안전과 관련있는 기관들의 

연계가 [그림 3-5]에 제시되어있다.

EU에 속해있는 독일은 EFSA의  정책과 관리 지침을 따르며 위해성 평

가와 위해성 관리를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민간 

기업의 위탁사업은 금지하는 등 추진사업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그림 3-5〕 독일 식품안전 네트워크

자료: Brochure Food Safety Strategies, 2014.

http://www.bmel.de/SharedDocs/Downloads/EN/Publications/FoodSafetyStrate
gies.pdf?__blob=publicationFile



제3장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추진 전략 137

2. 추진사업

독일연방 농식품부(BMEL)30)는 안전한 음식과 건강한 식단, 매력적인 

농촌, 강한 농업, 동물복지 중심의 축산, 다양한 숲과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중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 및 사료 감시에 

대한 보고서, 과학적 의견, 의회의 토론 회의록, EU 수준의 청문회와 회

의, 산업과 산업협회로부터의 정보, 언론 보도 및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

한 식품, 식품 표기, 건강한 식단, 식품 취급, 건강 및 제품 안전 등을 책임

지는 독일의 식품 안전 통신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설립된 독일연방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31)은 주정부와 

중앙정부, EU 사이에서 조정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 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에 대한 국가 책임기관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식물 보호 제품, 동

물용 의약품, 동물 사료 첨가제,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새로운 유형의 식품 

등의 검사 및 승인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연방 위해성 평가 연구소(BfR)32)는 건강 위해에 대한 분석 및 평

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과학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식품 안

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 문제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을 내고 있다. 유럽 

내 협력기관으로는 유럽 식품안전청(EFSA)이 있다. 

독일 내 세 기관과 함께 이 외에도 16개의 주정부 및 중앙정부, 그리고 

EU 기관들이 독일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0) 독일연방 농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bmel.de/EN/Food/food_node.html

31) 독일연방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bvl.bund.de/EN/Home/homepage_node.html

32) 독일연방 위해성 평가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bfr.bund.de/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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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식품안전법의 세가지 주요 목표는 인간 건강 보호, 거짓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대중에 정확한 정보 제공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3-6]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일곱 가지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림 3-6〕 독일 식품 안전의 기본 원칙

자료: Brochure Food Safety Strategies, 2014. 

http://www.bmel.de/SharedDocs/Downloads/EN/Publications/FoodSafetyStrate
gies.pdf?__blob=publicationFile

즉, 먹이 사슬 원칙 (The food chain principle), 생산자 책임 원칙 

(The principle of producers’ responsibility), 이력추적 원칙 (The 

traceability principle),  독립된 과학적 위해 평가 (Independent sci-

entific risk assessment), 위해 평가와 위해 관리의 분리(Separation 

of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사고예방 원칙 (The 

precautionary principle), 투명한 위해 소통 (Transparent risk 

communic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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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유럽연합

1. EFSA 

 

유럽 식품안전청(EFSA: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33)

은 유럽위원회,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EU 예산에 

의해 지원되는 독립된 기관으로 유럽 연합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과 관련

된 위해성 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기관과의 긴밀한 협

력과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협의로 EFSA는 독럽적인 과학 자문과 기존 또

는 새로운 위해에 대한 명확한 소통을 제공한다. 

EFSA는 먹이사슬에서의 모든 위해에 대한 평가 및 정보교류를 담당하

는데 위해성 평가는 위해 관리와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유럽의 정책과 입

법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제공하고 유럽위원회, 유럽 의회 및 EU 회원국

의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위해 관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의견

과 자문을 생산한다. 식품 및 사료의 안전, 영양, 동물의 건강과 복지, 식

물의 보호 및 건강,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

한 먹이사슬의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EFSA는 지난 2009~2013년 세운 전략계획을 보완하여 2012~2015년 

까지의 과학적 전략(Science Strategy)를 수립하였다. 과학적 활동은 네 

33) EFSA 홈페이지

    http://www.efsa.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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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주요 전략적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림 3-7]에 제시된 바와 같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주요 전략목표는 <표 3-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3-7〕 EFSA의 과학적 전략수립

자료: EFSA Science Strategy 2012-2016, 2014. 

http://www.efsa.europa.eu/en/corporate/doc/sciencestrategy12.pdf

즉, 과학적으로 우수한 정책제언을 위한 노력, 유럽내 위해성 평가 관

련 능력의 활용 최적화, 식품 위해분석 방법과 사용법의 조화, 위해성 평

가 및 모니터링의 과학적 근거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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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EFSA의 과학적 전략목표 

전략적 목표

❍ 과학적으로 우수한 정책제언을 위한 노력

   (Further develop excellence of EFSA’s scientific advice)

❍ 유럽내 위해성 평가 관련능력의 활용 최적화

   (Optimise the use of risk assessment capacity in the EU)

❍ 식품 위해분석 방법과 사용법의 조화

   (Develop and harmonise methodologies and approaches to assess risks 

    associated with the food chain)

❍ 위해성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과학적 근거 강화

   (Strengthen the scientific evidence for risk assessment and risk         

    monitoring)

자료: EFSA Science Strategy 2012-2016, 2014. 

http://www.efsa.europa.eu/en/corporate/doc/sciencestrategy12.pdf

EFSA는 매년 업무 계획(work plan)을 세웠던 것과 달리 올해 2014년

에 처음으로 중장기 업무 계획(2014-2016)을 세웠다.34)  이를 통해 단

기 계획을 넘어서 중단기 계획으로 EFSA가 직면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우선되는 세가지 목표는 과학적 조언의 목적에 맞게 이

용성과 적합성 강화(Strengthen the utility and fitness for purpose 

of its scientific advice), EU 위해성평가공동체 구축 및  자료 이용 최

적화(Build the EU risk assessment community and optimise the 

use of resources),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Build more transparency 

and trust)이다. 

34) Multiannual Work Plan 2014-2016 – Annual Work Plan 2014

    http://www.efsa.europa.eu/en/corportae/doc/mwp1416workplan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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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국제기구

1. Codex

Codex35)는 1962년 FAO와 WHO가 합동으로 식품규격작업을 하면

서 그 일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

련 법령·기준 및 규격을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식품안전에 대한 대중 

관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Codex의 국제 식품 규격(Standards), 지침

(Guidelines), 실행규범(Codes of practice) 및 권고(Recommendations)

는 국제 식품 무역·교류의 안전성, 품질, 공정성에 근간이 되고 있다. 

현재 회원국은 185개국에 유럽연합(EU)까지 총 186개이며, 회원기구

는 정부간 국제기구(IGO) 52개, 비정부기구(NGO) 154개와 UN기구 15

개를 포함하여 총 221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운

영중인 분과위원회는 23개이며, 통상 매년 한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 국제

기준의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339종의 국제기준을 설정하였으

며, 이 기준은 WTO 회원국 사이에 통상마찰이 발생했을 때 관련 조치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Codex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업무내용은 <표 

35) 자료: Codex 홈페이지

    http://www.codexalimentarius.org/committees-and-task-forc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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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개최일시 주요내용

일

반

오염물질
분과

(CCCF)
2014.3.31-4.4

- 8단계와 5/8단계에서의 규격초안 및 관련 조항

 · 영야용 분유 및 특수 의료 목적용 유동식 내 납 

최대 기준초안

 · 백미의 무기 비소 최대 기준초안

 · 옥수수, 옥수수 제품 및 관련 표본의 푸모니신 

최대 기준 초안 

 · 아플라톡신과 사탕 수수에서 오크라 톡신 오염의 

예방 및 감소 부록 초안(곡물의 곰팡이 독소 

오염의 실행규범(CAC/RCP 51-2003))

 · 식품 및 사료의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오염을 

예방 및 감소하기 위한 잡초관리 실행규범초안

식품첨가물
분과

(CCFA)
2014.3.17-21

- 8단계와 5/8단계에서의 규격안과 규격초안 및 

관련 조항

 · 5/8단계에서 식품첨가물 노출정도에 대한 

단순평가 지침
 · 8단계와 5/8단계 각각에서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GSFA)의 식품첨가물 규정

 · 5/8단계에서 국제 식품첨가물 

국제번호체계(INS) 개정초안

 · 5/8단계에서 식품첨가물의 성상 및 순도에 대한 

성분 규격초안

식품위생
분과

(CCFH)
2013.11.11-15

- 채택을 위해 제안된 조항

 · 미생물 위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원리 및 

지침(CAC/GL 30-1999)에서 위해특성화, 

위해커뮤니케이션, 위해 평가 및 위해 관리의 

정의에 대한 개정안 제안

- 8단계와 5/8단계에서 규격초안과 관련 조항

 · 멧돼지과의 고기에서 트리키넬라 종의 관리에 

대한 지침 초안 마련

 · 가축의 고기에서 무구조충 관리에 대한 지침초안

 · 향신료 및 건조 아로마 허브의 위생 실행규범 

수정 초안

3-1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과는 크게 일반, 식품, 지역으로 대분류되어있고, 일반분과에서는 오

염물질 분과, 식품첨가물 분과 등으로 개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을 하고 있다.  

〈표 3-19〉 Codex 분과위원회별 주요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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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개최일시 주요내용

식품수출입
검사 및 인증

제도분과
(CCFICS)

2013.2.18-22

- 8단계와 5/8단계에서의 규격초안 및 관련 조항

 · 8단계와 5/8단계에서 국가 식품 관리 시스템 

(N06-2009)에 대한 원칙안과 원칙초안 및 지침
- 그 외

 · 식품 안전 긴급 상황시 정보 교류에 대한 

지침(CAC/GL 19-1995)의 개정안

식품표시
분과

(CCFL)
2013.5.14-17

- 8단계와 5/8단계에서의 지침안

 · 나트륨염의 무첨가와 관련하여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사용에 대한 지침(CAC/GL 23-1997) 개정안

 · 양파 및 감자의 발아억제를 위한 에틸렌 사용과 

관련하여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지침의 개정 초안 마련 

- 그 외 개정안

 · 조항 6.3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의 사용에 관한 지침의 편집된 개정안

(CAC/GL 23-1997)

 · 정의와 합병과 관련하여 영양표시에 대한 

지침(CAC/Gl 2-1985)의 개정안 

일반원칙
분과

(CCGP)
2014.4.7-11

- 지침서 개정안

 ·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해 분석 용어의 정의 

개정초안: 위해 특성 및 위해 평가

 · 일반 원칙 분과 위원회의 위임사항 개정초안

 · Codex 규격과 관련조항의 상세화 절차 개정초안

분석 및 시료
채취방법

분과
(CCMAS)

2014.3.3-7
- 규격에 대한 개정안

 · 여러 단계의 Codex 규격 분석 및 샘플링 방법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
(CCNFSDU)

2013.11.4-8

- 위원회의 채택을 위한 5단계에서의 규격초안

 · 식품에 필수영양소 첨가를 위한 Codex 일반 

원칙 수정 초안(CAC/GL 9-1987)

 · Codex 영양표시에 대한 지침의 추가 또는 

수정된 영양소 기준치(NRV)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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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개최일시 주요내용

농약잔류
분과

(CCPR)
2013.5.6-11

- 8단계에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 5/8단계에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초안(6/7단계 생략)

- 5단계에서 식품과 동물사료 분류의 수정초안(뿌리 

및 덩이줄기 채소류)

- 폐지가 권고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의 비례적용원칙적용에 

관한 원칙 및 지침서

- 식품과 동물사료 분류의 개정에 따른 과일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 JMPR과 관련된 사안들

식품중
동물용의약품
잔류분과

(CCRVDF)

2013.8.26-30

- 8단계와 5/8단계에서의 규격안과 규격초안 및 

관련 조항

 · 특정 건강 문제로 인해 ADI나 MRL가 JECFA에 

의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위해관리 권장초안(chloramphenicol, 
malachite green, carbadox, furazolidone, 

nitrofural, chlorpromazine, stilbenes, 

olaquindox)

 · 다성분분석법(MRM)의 성능 특성에 대한 지침초안 

- 그 외 조항

 · 추가종 동물용 의약품의 MRL 추정에 대한 

규정안

 · CRVDF을 위한 Concerm form사용 규정안

 · 벌꿀의 MRLS 설정에 관한 규정안

식

품

어류 및
어류제품

분과
(CCFFP)

2014.2.17-21

- 8단계에서의 규격안과 관련 조항

 · 활 및 생 이매패류에 관한 규격(CODEX STAN 

292-2008)에서 해양생물의 독소에 관한  참고 

및 확실한 방법의 성능 기준

 · 신선 및 급속 냉동 생 가리비 제품의 규격안

- 5단계에서의 규격초안과 관련 조항

 · 피쉬소스 가공의 규범초안

- 그 외

 · 어류제품에 관한 규격에서 식품 첨가물 조항

- 3단계에서의 규격초안과 관련 조항

 · 신선 및 급속 냉동 생 가리비 제품의 처리에 관한 

규범초안

생과채류
분과

(CCFFV)
2014.2.24-28

- 8과 5/8단계에서 규격안과 규격초안(6/7단계 생략)

 · 8단계에서 패션푸르츠에 관한 규격안

 · 5/8단계에서 둘리안에 대한 규격초안

 · 5/8단계에서 오크라에 대한 규격초안

 · 생과채류와 관련된 새로운 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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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개최일시 주요내용

유지류
분과

(CCFO)
2013.2.25-1.3

- 4/8단계에서 지역 규격 초안 제안

 · 식물성유 규격안에서 미강유에 대한 측정지표 

개정 초안 마련

- 규격에 관한 그 외 개정

 · 개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식용 유지 

규격(CODEX STAN 19-1981), 동물성유 

규격(CODEX STAN 211-1999) 및 올리브유와 

올리브 포마스 관련한 규격(CODEX STAN 

33-1981)의 개정 

 · 벌크 상 식용유지류의 저장 및 운송에 관한 실행

규범(CAC/RCP 36-1987)에서 지난 화물로부터의 

잔류를 허용할 수 있는 물질의 목록 개정

우유 및 
유제품분과
(CCMMP)

2010.2.1.-5

- 5/8단계에서의 규격안 및 관련 조항

 · 발효유가 기반인 음료에 관하여 발효유에 대한 

규격(CODEX STAN 243-2003) 수정안 발의

- 그 외

 · Codex 규격내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분석 및 

시료채취방법의 목록 업데이트
 · 우유 및 유제품 규격내 식품첨가물 목록 개정

 · 우유 및 유제품의 수출인증서(CAC/GL 
67-2008) 개정

 · 우유 및 유제품 규격내 오염물질 부문 개정

가공과채류
분과

(CCPFV)
2012.10.15-19

- 5/8단계에서의 규격초안

 · 식탁에서 서빙되는 올리브의 규격 초안 제안

- 그 외 조항

 · 과일 통조림 포장재의 지침서(CAC/GL 
51-2003) 개정

 · 특정 감귤류 통조림, 가공된 토마토류 관련 규격 

개정

 · 애플소스 통조림 관련 규격 개정

- 5단계에서의 규격초안

 · 특정 과일 통조림의 규격초안과 망고에 대한 

부록 초안 마련

 · 특정 급속 냉동 채소류 관련 규격 초안 마련

당류
분과

(CCS)
2000.2.9-11

- 8단계에서 꿀에 대한 수정된 규격안 제안

- 5/8단계에서 당류의 규격에 대한 개정 초안 마련

향신료 및
식용허브

분과
(CCSCH)

2014.2.11-14
- 2차 회의 개최를 위한 CCSCH의 새로운 작업에 

대한 제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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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개최일시 주요내용

지

역

FAO/WHO
아프리카지역
조정위원회

(CCAFRICA)

2013.1.29-2.1

- 조정위원회

 · 가공 치즈의 지역 표준 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기로 합의

 · 새로운 CCSCH 설립에 정당성이 있음에 동의함

 · 2014-2019 전략계획안을 숙고 후 여러 의견 및 

제안 논의

 · 카메룬을 아프리카지역 조정국으로 재임명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

- 그 외

 · FAO와 WHO에 능력배양 부분과 과학적 조언, 

Codex 신탁 자금과 관련하여 감사 표현함

 · Codex의 5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지원

 · 국가 식품 관리 시스템,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의 

Codex 규격 사용 및 지역의 영양 문제에 관한 

정보 교류

 · CCAFRICA의 새로운 전략안 개발에 합의함

 · 지역 또는 국제적 Codex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에 동의

 · Codex와 보조기관에서 조정국인 카메룬이 

책임있는 지위로 아프리카 입후보의 제출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에 합의 

FAO/WHO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
(CCASIA)

2012.11.5-9

- 채택을 위한 규격안과 규격초안 및 관련 조항

 · 조정위원회는 5/8단계에서 Tempe에 대한 지역 

규격초안, 5단계에서서 비발표 콩제품에 대한 

지역 규격초안, 발효 콩페이스트와 칠리소스의 

지역 규격의 일부 식품 첨가물 규정 개정을 전달
- 승인을 위한 기타 사항

 · 조정위원회는 조정국으로 일본을 재임명하는 

것과 길거리 음식의 위생실습의 지역규범에 대한 

새로운 작업 전달을 합의 

- 그 외

 · 다음 회의 때 해조류 제품에 대한 지역 규격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

 · 2014-2019 Codex 전략계획안을 검토하고 

집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차후 검토를 위해 

조언 및 권고사항을 제공 

 · 가공 치즈의 규격을 설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CCSCH 설립에 

대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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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개최일시 주요내용

FAO/WHO
유럽지역

조정위원회
(CCEURO)

2012.9.25-28

- 위원회에 의해 논의된 사항

 · 5/8단계에서 살구버섯의 수정된 지역 규격초안 

진행

 · 조정국으로 네덜란드를 지명하기로 합의

- 그 외

 · 3단계에서 Ayran에 대한 지역 규격초안을 

수정하기 위해 반납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 2014-2019 전략계획안과 관련 의견 및 제안 

논의

 · 가공 치즈와 CCSCH 설립에 대해 논의함

 · 국가적 식품 컨트롤 시스템, 식품법률 입법, 

Codex 업무 및 FAO/WHO 활동에 과학적 

자문 참여, Codex 문제에 대한 국가적 구조, 

Codex 규격 사용, 지역의 영양 문제에 대해 

정보 업데이트

FAO/WHO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조정위원회
(CCLAC)

2012.11.19-23

-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사항

 · 코스타리카를 CCLAC의 조정국으로 재임명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

 · 야콘에 대한 Codex 지역 규격에 대한 새로운 

작업을 승인을 받기로 합의

- 관심있는 주제

 · 가공 치즈에 대한 국제 규격을 만드는 것에 동의

 · 향신료 및 식용허브의 중요성 및 분과 형성에 

합의하였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메커니즘 

합의엔 도달하지 못함

 · 위원회의 공식 언어로 Codex 문서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권장함

 · 2014-2019 Codex 전략계획안 검토 및 의견 및 

제안 논의

 · 신탁 자금의 목적 2, 3번에 대해 권장 사항을 

만들고, 자금을 신청할만한 여러 그룹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에 우려를 표명함

 · 국가 식품 관리 시스템 및 식품 규격을 설정할 때 

Codex 와 소비자 참여를 위한 국가 구조, 

Codex 규격 사용, 영양 문제, FAO/WHO 

활동에 과학적 자문 참여와 관련하여 정보와 

식별 능력배양 요구에 대해 논의

 · CCLAC의 지역 입장을 채택하는 절차 및 

내부용으로 CCLAC 회의간 입장을 조정하는 

절차에 합의

 · 지역 관심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회 및 관련 보조 기관의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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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개최일시 주요내용

위해 일부에 대한 지역적 입장을 취함 

 · 조정자가 Codex 사무국과 함께 CCLAC 

웹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평가해야한다고 합의

 · 2013-2019 지역 전략계획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 CCFFP의 아마존 수생 종에 새로운 작업을 지원

FAO/WHO
북미 및
남서태평양

지역
조정위원회

(CCNASWP)

2012.9.19-22

- 조정위원회

 · 가공치즈에 대해 국제 또는 지역 규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합의하고 Codex의 향신료 

및 식용허브 관련 업무 및 분과 형성을 지지함

 · 2014-2019 Codex 전략계획안을 검토하고 

집행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의한 추가 검토를 

위해 내용과 권장 사항을 제공

 · 발효 노니쥬스의 지역 규격을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

 · 파푸아뉴기니를 조정국으로 재임명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

- 그 외

 · FAO, WHO 및 기술적 조언과 과학적 자문의 

파트너에 감사를 표현하고 Codex 신탁 자금, 

FAO, WHO와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기부국의 

지원을 인정

 · CCNASWP의 현 전략계획의 이행상태를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2014-2019 

CCNASWP 전략계획안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함

 · 물과 혼합됐을 때 음료로 사용될 수 있는 건조된 

제품에 초점을 맞춘 Kava의 지역규격 개발 

제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과학 정보 및 격차 

식별의 검토속에서 돕기 위한 FAO와 WHO의 

제안을 받아들임

 · 식품 표시기한에 대해 조화로운 접근방식의 토의 

문서 고려를 중단하기로 합의

 · CCNASWP가 NCD와 VMD와 관련된 지역의 

식이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태평양 지역에 걸쳐 연합의 

조화로운 접근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합의

 · 지역 기준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제품과 관련 

식품안전 또는 무역 이슈를 식별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의 잠재적인 관심 제품을 

우선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에 합의



150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분과위원회 개최일시 주요내용

FAO/WHO
근동지역

조정위원회
(CCNEA)

2013.1.21-25

- 8과 5/8단계에서의 규격안과 규격초안 및 

관련조항 마련

 · 8단계에서의 길거리 음식 실행규범안(CCFH의 

위생 규정 개정)

 · 5/8단계에서의 대추야자 페이스트에 대한 지역 

규격초안 마련

- 그 외

 · 가공치즈에 대한 Codex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지하면서 Codex의 규격 부재 속에서 이 

제품에 대한 각기 다른 국가의 규격이 국제 

무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 향후 

가능한 작업 범위를 제안

 · CCSCH의 창립을 지지

 · CCMAS로 부터의 질문에 설명

 · 2014-2019 전략계획안 검토 및 의견과 제안 

논의

 · 전기 작업그룹에 의해 2단계에서 Doogh에 대한 

규격초안을 반납
 · 지난 회의 때의 국가 식품관리시스템과 

식품규격설정, 국가 및 지역수준과 지역 내 영양 

문제들에 Codex 규격 사용과 식품규격설정 시 

소비자 참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연수가 필요한 

것을 시사

 · 낙타유 규격에 대한 새로운 작업을 요청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림

 · 식품의 부호, 분류 및 등록에 대한 정보 언급함

 · 할랄푸드, Labneh, Zaatar, 냉장 및 냉동고기에 

대한 새로운 작업을 위한 프로젝트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

 · 지역 전략계획을 개발하기로 결정

 · 아랍어로도 코덱스 특별 간행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코덱스 사무국에 요청

 · 레바논을 조정국으로 선정

 자료: Codex Alimentarius, 2014.   

        http://www.codexalimentariu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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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O

FAO36)는 정부기관을 비롯한 관련 산업 및 관계자와 함께 소비자의 식

품에 대한 안전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식품안전품

질부서(Food Safety and Quality Unity, AGND)는 식중독 발생을 줄

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식

품안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 생계 개선 

및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품질부서의 역할은 <표 3-20>에, 다루고 있는 주제는 <표 

3-21>에 제시되어 있다. 

〈표 3-20〉 식품안전품질부서의 역할

식품안전품질부서의 역할 

❍ 국제 식품 규격에 따른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자문을 제공

❍ 식품안전위기상황 관리를 포함하여 식품 관리 및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 및 개인의 

   능력 개발

❍ 식품안전정책 체제 개발을 위한 과정 지원

❍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식품 안전 및 품질 네트워크의 개발 장려, 

   지지

자료: FAO Food safety and quality
        http://www.fao.org/food/food-safety-quality/home-page/en/

36) FAO 홈페이지

http://www.fao.org/hom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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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식품안전품질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식품안전품질부서에서 다루는 주제 목록

❍ 동물성 사료(Animal Feeds)

❍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 생물 보안(Biosecurity)

❍ 생명 공학(Biotechnology)

❍ 생물 독소(Biotoxins)

❍ 영계의 캄필로박터 종(Campylobacter spp. in broiler chickens)

❍ Codex 관련 역량 강화 활동(Capacity Building Activities related to Codex)

❍ 기후 변화: 식품 안전에 영향(Climate change: implication for food safety)

❍ 다이옥신(Dioxins)

❍ 염소 함유 살균제(Disinfectants containing chlorine)

❍ 영아용 조제분유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및 그 외 미생물

❍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장출혈성 대장균(EHEC)

   (Enterohaemorrhagic Escherichia coli(EHEC) in meat and meat products)

❍ 식품매개 기생충(Foodborne parasites)

❍ 히스타민(Histamine)

❍ 실험실 개발(Laboratory development)

❍ 락토페르옥시다아제(Lactoperoxidase)

❍ RTE(Ready to eat) 식품의 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

   (Listeria monoctogenes in ready-to-eat foods)

❍ 멜라민(Melamine)

❍ 신선한 농작물과 관련된 미생물학적 위해

   (Microbiological hazards associated with fresh produce)

❍ 농약의 마이너 사용(Minor use pesticides)

❍ 마이코톡신(Mycotoxins)

❍ 나노 테크놀로지(Nanotechnologies)

❍ 커피의 오크라톡신 A 오염(Ochratoxin A contamination in coffee)

❍ 식품에서 대장균 방지(Preventing Escherichia coli in Food)

❍ A형 간염 바이러스(HAV)와 노로바이러스(NoV)의 예방 및 관리

   (Prevention and control of Hepatitis A Virus(HAV) and Norovirus(NoV))

❍ 민간 표준 식품 규격(Private food standards)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 생선 소비의 위해 및 혜택(Risks and benefits of fish consumption)

❍ 계란과 영계의 살모넬라(Salmonella in eggs and broiler chickens)

❍ 일본의 상황(Situation in Japan)

❍ 길거리 음식(Street food)

❍ 해산물의 비브리오 종(Vibrio spp. in seafoods)

❍ 식품 바이러스(Viruses in foods)

자료: FAO Food safety and quality A-Z index, 2014.

        http://www.fao.org/food/food-safety-quality/a-z-index/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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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는 또한 먹이사슬에서의 위기관리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동물 건

강, 식물 보호와 함께 식품안전  위기대응 시스템(EMPRES: Emergency 

Prevention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3-8]에는 먹이사슬위기관

리체계의 흐름도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3-8〕 먹이사슬 위기관리체계

자료: FAO Food Chain Crisis Management Framework, 2014.

        http://www.fao.org/foodchain/fcc-home/en/

식품안전 위기대응 시스템(EMPRES Food Safety)은 식품 안전 위해

의 예방과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 식품 안전 위기의 예

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는 주요 국제 시스템으로서 식품안전 위기대응 시

스템은 조기 경보, 위기 예방과 신속 대응을 FAO 회원국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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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O

WHO37) 는 식품안전향상을 위해 식품매개 인수 공통전염병을 포함한 

식품안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Food Safety: Including Foodborne Zoonoses, 2013-2022)을 세웠

다.

이 중장기 계획하의 WHO의 미션은 ‘식품매개질환의 발병 저감화, 건

강보장 확대, WHO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장’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그림 3-9]에는 WHO의 식품안전 향상 계획이 제시되어있고, 각 목표

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9〕 WHO의 식품안전 향상 계획

37) WHO 홈페이지

    http://www.who.i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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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vancing food safety initiatives: strategic plan for food safety including 
foodborne zoonoses 2013-2022, 2014.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01542/1/9789241506281_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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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학에 근거한 의사 결정(Science-based decision-making)

전략의 방향은 식품이 매개하는 건강 위해(foodborne health risks)

를 줄이기 위해 전체 먹이사슬별로 과학에 기반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과학적 조언, 식품 안전 규격·지침·추천 개발 및 

실행을 추진한다. 

성과 지표로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식품매개성의 건강 위해 요인을 줄

이기 위한 우선 순위 선정 및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된 국제 식품안전 

표준, 지침, 권고사항, 도구의 수이다. 

  나. 부문간 협력(Cross-sectoral collaboration)

전략의 방향은 국제 및 국내 부문 간 협력 증진과 소통 및 홍보 강화이

며 이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식

품이 매개하는 건강 위해 요인의 감소를 위해 부문 간 네트워크 참여 증

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과 지표는 네트워크 참여가 증가된 회원국의 수이다. 

  다. 리더십 및 기술 지원(Leadership and technical assitance)

본 전략의 방향은 식품위해에 기반하여 통합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를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지도 및 기술 지원으로 식품위해에 기반하여 

개발된 현장 적용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보유한 회원국 수의 증가

를 추구한다. 성과 지표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회

원국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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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시사점

우리나라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미국, 일본, 영국 등과 

Codex, WHO 등의 국제기구의 향후 식품안전 전략을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고, 이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과

제 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하겠다. 

국내외 향후 식품안전전략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주요 Key words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의 상위개념으로 거의 모든 국가, 기

관에서 목표로 삼고 있었고, 그 외에 최근 새롭게 등장한 주요 목표나 전

략으로는 외식, 식품포장, 식품규제 등으로 현 우리나라 식품안전정책의 

추진방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 보호

식품위해분석(평가, 관리, 소통)을 근거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개선

홍보 강화

식품규제 준수 

외식 등의 안전, 영양성 확보

식품표시 및 포장의 안전성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급식의 안전 및 영양 관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체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실행

국제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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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성과 평가

<<

4
제1절 양적 평가

1. 주요 지표 

<표 4-1>과 <표 4-2>에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상의 주

요 지표별 성과 정도가 양적으로 평가되어있다.

〈표 4-1〉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지표 실적(1) 

(단위: %, 명, 건, 개)

추진전략 주요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누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선제적 
위해관리

GAP인증농가 비율 5 3.4 7 4.0 8 4.1

HACCP
인증 비율

축산물 79 82 82 85.6 85 86

일반식품 - 7.2 9.6 9.6 11.9 10.8

식품제조가공업체 
등록제 도입

- 도입

영업

등록제 

도입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도입매장수(누적)

- 34,762 - 42,134 52,134 43,474

학생급식 식중독 환자수 
(십만명당)

55 50 43 48 34

유해물질기준 설정건수 55 50 43 48 34

농산물 이력정보 전산관리 
비율

12 11 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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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는 과학적 위해성 평가, 적극적 참여와 소통, 건강한 식품문화 

조성 전략에 대한 추진결과가 제시되어있다. 

GAP 인증사업의 목표 달성도가 애당초 목표에 비해 낮은 실적을 보였

고, 그 외에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도 지표상 당초 목표를 달성 못한 사

업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농약 재평가, 국내외 정보 활용도 등은 추진

실적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2〉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지표 실적(2) 

(단위: %, 명, 건, 개)

추진전략 주요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누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과학적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안전기준 DB 구축률

70 70 90 90 100 69

농약 재평가 건수 60 94 90 168 120 171

적극적 
참여와 
소통

국내외 네트워크 정보교류 
기관‧업체수

60 51 65 109 70 75

식품안전관련 토론회 개최 10 10 20 21 30 15

식품 위해정보 활용도1) 11 19.0 15 이상 20.4 15 이상 16.7

건강한 
식품문화 

조성

급식업체의 저나트륨화 
참여(개소)

1,000 431 1,200 1,381 1,400 1,436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전년 대비 증가율

10 24 20 8 30 1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2) 9 9 21 21 48 27

주: 1) 수집된 정보 중 심층 분석 후 제공되는 정보건수 비율

     2) (센터관리대상 수혜 어린이수/전체 수혜  대상어린이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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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질적 평가

1.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 새정부 출범에 따라 식약처가 설치되고, 부정불량식품이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근절을 국정목표화 하면서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

획의 추진성과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가. 주요 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출범이후 부처간 협업을 통한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며, 불량식품 근절과 

국민의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1) 불량식품 근절

 

2013년부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약처는 30개 부처‧기관과 협업

하며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였다.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

서는 맛가루, 불법도축 등 국민관심분야에 대한 범정부 기획감시를 5회 

실시하여 6,623개소를 적발(행정기관)하고 6,114명을 검거(수사기관)하

는 성과를 냈다.

2)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및 공표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식품안전체감도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66%에

서 2013년 72%(2013년 11월, 국무조정실 조사)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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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품안전 체감도가 전년도 대비 5.6% 향상되었다. 고의적인 식품위해

사범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의 확대나 불량식

품 판매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강력한 처벌 

등이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

3) 어린이 급식 지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를 전년 22개소에서 2013년 88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수혜를 받는 아동 수가 2012년 12만명에서 

2013년 3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결국 2011년 대비 수혜아동 수가 

1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림 4-2]에 자세한 수치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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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아동 수

4) 식중독 예방

식중독과 관련하여서도 2013년 기준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가 

97명으로 조사되어 2011년 122명, 2012년 119명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및 군부대 

등에 살균‧소독장치를 확대 보급38)하고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식약

처)｣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농수산식품유통공사)｣간 정보 연계로 

식중독 확산을 조기 차단한 성과로 판단된다. 

38) 2012년에 867대를 설치하였고 2013년엔 비영리시설에 745대, 군부대에 1,256대 추가

설치하며 살균‧소독 장치를 확대 보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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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식중독 환자수

5) 위해식품 유통 및 판매 차단 

식약처는 생산‧유통‧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향상도 추진하였다. 생산

단계부터 소비까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률39)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3년 기준 

전체 14만여개 식품판매업체 중 4만 2천여개소(30%)에 위해식품 판매차

단시스템을 설치하는 노력도 보였다. 현재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

축 매장의 1일 이용객수는 약 1,770명으로 식약처는 2016년까지 중소형 

매장 3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6) 일본산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일본산 수입식품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39) 유통식품 부적합률 : (’03) 1.2%→ (’08) 1.0%→ (’1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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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철저히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세슘 기준을 과거 

370Bq/kg에서 100Bq/kg으로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였고, 일본원전 방

사능 오염수 유출 등 우려에 따라 임시특별조치를 시행중이다. 2013년 

기준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총 27,421건을 검사하여 69건의 미량검출

결과를 찾아내는 등 정책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7) 건강영양사업 확대

건강영양사업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나트륨 섭

취량 감소도 도모하고 있다. 식약처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

으로 확산하여 나트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40)가 높아지고 실제 섭취

량도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나트륨 실제 섭취량의 변화는 [그림 4-4]에 

제시되어있는 바와 같다

〔그림 4-4〕 나트륨 섭취량 변화

40) 2011년 기준 22%에서 2012년 24%, 2013년 41%까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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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제정책 합리화

식약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육점 등에서는 

저지방 부위(안심, 등심) 등을 돈까스, 양념육으로 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로인한 2,800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PC방이나 

만화방 등에서는 2013년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컵

라면’이나 ‘커피믹스’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어 서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다. 이 외에도 미 FDA의 잔류농약 기준을 개정토록 

하여 ‘제주감귤’의 미국 수출길을 개척하거나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

회(제5차, 9.8~10)를 통해 중국의 김치 미생물 규격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미국·중국 등 외국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

하여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장애를 해소하고 수출 지원 및 증진에 기여하

였다. 

  나. 미흡한 점

1)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미흡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매번 강조되면서도 식품안전관리의 사전 위해 예

방 및 대응체계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선제적․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

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사전 위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위해정보를 사전에 수집․점검․분산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

고 있으나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즉,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위해정보 전달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의 선

제적․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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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배송상의 식품안전사고 등 소비자 

피해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식품안전관리 방안은 여러 법

령과의 형평성, 중복성 등에 의해 구체적 정책대안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어 빠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 HACCP 등 제도 적용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

시중에 유통되는 전체 생산제품 중 HACCP 적용 비율이 2012년 

39.7%에서 2013년 47.1%, 2014년 51.6%까지 증가하는 등 지정사업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최근 HACCP 지정업소에서 식품사고가 발생되었고, 

또 발생된 업소의 지정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사전예방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HACCP 등  중요한 제도의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 추진 소홀

2009년 8월에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 소

비자들의 비전문성 등에 의하여 아직 제대로 된 요청과 점검결과가 공개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참여가 소홀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41).

또한 식품표시, 영양표시, 식품인증 등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게 표시

되기 보다는 행정편리위주로 너무 작은 글씨크기, 읽기 불편한 위치, 1회 

제공량당 영양표시, 지리적 인증제 등 홍보가 부족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

어 식품안전정보 제공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관련 제도의 

41)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20명 이상이 요청시 위생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개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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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책수립 및 홍보 등이 부족하여 경험, 자신의 인지 등 감성에 주로 

치우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확대 등이 다

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외식 등 증가하는 식문화 환경에 대응 미흡

사회구조의 핵가족화, 여성경제참여율 증가,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외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외식비 지출은 1975년 5.9천원에서 2010

년에는 285.7천원, 2012년에는 304.8천원으로 증가하여 1975년 대비 

2012년에 5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외식업체수도 1990년 

298,196개 업소에서 2012년 598,545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런 외식증가에 따른 외식업체의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대응은 다소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 환경관리 미흡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식품

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에 전담관리원을 책임 지정·운영하고,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여 조리?판

매업소의 위반율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대수준에는 부족하였

으며 막연한 불안감 또한 상존하여 학교앞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

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2). 

42) ’12: 48% → ’1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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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완과제

사고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체 생산제품중 HACCP적용비율이 2012년 39.7%에

서 2013년47.1%, 2014년51.6%까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예방적 안전

관리가 미비한 수준이다. 식품제조단계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지정을 확대하고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식중독 발생이 감소추세이나, 학교 급식과 음식점에서의 식

중독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식중독의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

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적 안전’과 국민의 ‘심리적 안심’ 사이에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여 

소비자의 안심 확보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끊임없는 소통도 필요할 

것이다. 즉, 신규과제 개발과 더불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우선 확대, 

내실화되어야 함은 향후 보완되어야 과제로 지적되었다.   

2. 농림축산식품부

  가. 총평

농식품부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4개분야 135개 세부과제 중 2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안전 농식품 중심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세부

과제를 보면 첫째, 폐광산 등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와 다소비 54품목 등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강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밖에도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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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확대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강화, 동물용의약품의 효과적인 재평

가와 재심사를 통한 안전성․유효성 확보,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

성 향상 및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을 위한 세부과제가 착실히 시행되었다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GAP 제도와 이력추적제를 활

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GAP 활성화를 위해 인증절차를 통합하고, 제

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이력추적제 강화를 위

해서 쇠고기에 대한 전자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돼지고기 이력제 기반을 마련하였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식품의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확대 추진되었다. 음식

점 원산지 표시품목은 2012년 12품목에서 2013년 16개로 확대되었으

며, 다각적인 홍보노력도 이루어졌다. 

소비자와의 소통채널 강화를 위해서 농식품 소비정책 관련 소비자단체

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

다. 특히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농식품소비에 대한 소비자

의 역량을 높이고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Foodsafety.go.kr)' 를 운영함

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도 식생활교육 지정기관을 확대하고, 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분

석 및 식재료 우수관리업제 지정 추진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

프라를 확대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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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성과

1) 농식품 안전기반 관리 강화

휴·폐광산 등 오염우려지역 농경지 및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조사결과 농경지 50개지구 2,911필지 중 34개지구 

408필지가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기준을 초과한 

필지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다음해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를 반드시 

실시한다.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조사 3,009건 중 62건이 부적합

으로 나타났는데 쌀 등 8품목이 해당되었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수

매․폐기 조치하도록 생산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향후 폐광산 등 중

금속 오염우려 농경지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실태조사 확대가 필요하다. 

부정·불량 농약 유통방지를 위한 유통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농

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다. 2013년 단속결과 부정․불량 농약 73

건, 판매업미등록 2건이 적발되었다.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였다.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영농교육은 343천명

(3,212회)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지자체 공무원 및 농협 등 관련인 784

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정·불량 농약 근절을 위한 지속적

인 계도와 불시점검도 필요하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재심사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동물용의약품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사료의 품질·안전성 관리로 소비자

에게 안전 축산물 공급을 도모하였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가축사육환경이 개선되고 생산성향상 

등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후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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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사업에 따라 자가발전 시설 지원이 가능함을 시·도를 통해 축산농

가에 홍보하여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

음식점원산지표시품목은 2013년 표시 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하

였다.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도 소비자가 식별하기 쉽게 개선하였으

며 2013년에는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을 커피가공품 및 양잠산물 등으로 확대하였다.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17개 시·도, 시·

군·구 등 자체 기관 홈페이지, 기관안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변경되는 제

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개

선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전광판 국가 광고」 홍보를 전국 전광판 33개소

(수도권 19개소)를 통해 실시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별 성수기 및 수입산 급증시

기 등에 맞춰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13년 누계 단속실적은 4,443건

이며, 이중 거짓표시 2,902건, 미표시 1,541건에 달한다. 원산지표시위

반 관리의 과학화를 위해서 곶감, 황기에 대한 유전자(DNA) 식별방법을 

개발하였고, 콩나물, 흑삼, 대파, 생표고버섯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화학적 식별법도 개발하였다. 

농산물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였고, 원

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한 것은 성과로 평가되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추진도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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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확대될수록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교육

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품목 

추가 등 개선된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전광판 국가광고, 농

협은행ATM 문자홍보 등의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망된다.

3) 축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정부는 2004년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쇠고기 유

통추적 체계를 투명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소의 출생·수입 및 쇠고기 생산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쇠고기이력추

적제를 실시해 왔다. 2008년 12월부터 사육단계, 2009년 6월부터 유통

단계의 전면 의무시행을 추진했고, 2010년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

력제를 시행하였다. 

시범부터 본 사업까지 안정적이고 빠른 운영으로 국내산 쇠고기에 대

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2010∼11년 동안 소비자후생을 1조 3천억

원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진국 보다 짧은 시범사업 기간에도 불

구하고 농장에서부터 유통까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중이며, 축산물 등급 

표시의무화 업무와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전용서비스(안심장보기 앱)등 이력정보의 편리한 접근

성 제공으로 대국민 국내산 쇠고기 신뢰도는 향상되고 있어 쇠고기 이력

정보의 대국민 활용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이력정보 조회건수는 

2011년 775만건에서 2012년 1,291만건, 2013년 1,392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쇠고기 유통형태에 대비하여 과학적 검증법인 DNA

동일성 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국가적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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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 도입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시행 중이다. 검사두수비율은 

도축두수대비 1.5%로 일본의 1%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향후 2015년까지 국내산․수입산 쇠고기의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을 확

대하여 소비자가 정육점 등에서 수입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열람할 수 있

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돼지이력제" 는 2012년 사육단계를 시작으로 

시범 유통단계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돼지도체 이력번호표시기는 도축

장에 34대가 설치 완료되었다. 이는 도축장에 대해 이력번호를 자동적으

로 인쇄가 가능한 이력번호표시기를 보급하여 돼지이력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는 것이다. 

당초 이력제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

률’ 전부개정안이 2013년 6월경에 통과·공포되어 2013년 12월말에 시

행을 계획하였으나, 늦어져 201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

다. 따라서 사업추진 일정이 1년 정도 순연되어 시행되고 ‘수입쇠고기 이

력정보 소비지 열람확대’ 등 모든 이력제 강화방안 역시 2014년 12월부

터 가능하게 되었다. 

  다. 미흡 및 보완과제

1)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농산물 인증관

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위반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인

증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였다. 유기농자재

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량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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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였다.

2013년에 민간인증기관 188개소(누적)의 인증업무 실태점검을 실시하

여 위반한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 1.5월~6월)을 실시하였다.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행정처분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인

증심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자체기준 마련을 유도하고, 친환경농

산물 재포장 취급인증 의무화제도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2012년 85.3%에서 2013년 89.5%로 향상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매년 인증기관의 부정‧부실인증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

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증기관 행정처분 현

황을 보면 201년 5개소에서 2013년 14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향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부정‧부실인증시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인증기관 인

증심사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GAP 제도 활성화 미흡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는 농산물

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

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GAP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절차의 통합, 중복

서류 생략 등 제출서류의 간소화, GAP지정 시설 경유 의무 완화, 위해요

소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GAP 시설보완사업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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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컨설팅 및 교육 홍보의 실시 등 생산농가의 GAP 제도 참여를 위한 생

산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먹을거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에 GAP 농산물 

공급확대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농축산식품에 대한 GAP적용 확대를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주요정책내용을 보면 GAP인증농가가 GAP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 GAP시설을 지원하고, GAP 인증 농산물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농산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GAP인증을 위한 토

양ㆍ용수관리, 단체조직화,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다. GAP 인증신

청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재배환경(토양, 용수 등) 및 농산물에 대

한 안전성 분석비용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였다. APC 등 산지유통 시

설․장비 보완사업을 통해서 GAP시설을 확충하였다. 

산지농협과 농협중앙회는 GAP 인증농산물 취급․판매를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를 견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GAP인증 농산물 판매 확

대와 소비자 교육․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GAP인증 

농가수는 최근 3년간 매년 3천농가씩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목표치인 

4만5천명을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GAP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전체 농산물 생산에서 GAP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당초 2017년까지 전체 농산물에서 GAP 비중을 10%까지 높

일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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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GAP 성과지표

(단위: 천명)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13년 

실적2010 2011 20112 2013

GAP 인증농가수 34 37 40 45 45

이와 같은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참여 확대와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농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여건 조성 미흡

정부는 집단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조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업환경의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친환경농업지구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확대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600ha 이상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

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비료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생산 기

반을 구축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전국에 광역친환

경농업단지를 2013년에 신규로 2개소 지정하였고, 친환경농업지구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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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로 36개소를 선정하였다. 농수축산 부산물,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질

비료 공급은 2012년 286만톤에서 2013년 308톤으로 확대하였고, 맞춤

형 화학비료 공급 확대로 비료사용량을 절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화학비료소비량은 1999∼2001년

에 375kg/ha에서 2011년 249kg/ha으로 33.6% 감소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

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

과지표로서 ‘광역·지구조성 친환경농업단지의 인증면적 비율(%)’ 이 선

정되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율(무농약 이상)은 매년 6

∼7% 씩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성과 목표치는 36.0%로 설정되었는데 사후관리 강화, 인증기

준 강화, 저농약 폐지 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면적비율은 36.7%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4〉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성과지표

(단위: 천명)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13년 

실적2010 2011 20112 2013

광역·지구조성 친환경 

농업단지의 인증면적 

비율(%)’(무농약이상) 

32.5 34.0 34.2 36.0 36.7

그러나 여전히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이 5% 미만이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

리나라의 친환경인증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유기

농의 범주 내에서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단지 면적확대 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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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유통과 소비분야에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FTA 확대 등에 의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여전

FTA 확대 등 국가간 교역 증가, 식품안전문제 무국경(borderless) 현

상 등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여전하다. 일본 방사능 사건 

등 해외 식품안전 문제가 국내 식품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수출국 

현지 사전관리 없이 통관단계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 안전 보장에 한계

가 발생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가 72.2%인 반면 수

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는 52.9% 수준(’13)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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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절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

품의약품안전처로 집중되었으나 여전히 <표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

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

어 있는 실정이다. 

식품별로 나누어 사전예방적인 정책입안과 사후관리적인 지도·단속으

로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의 지도단속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제품의 특성상 수산식품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참여하고 

있고, 학교급식의 경우는 교육청, 지자체, 식약청 등이 업무에 따라 분산

되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품의 경우 유해물질 잔류기준은 

식약처가 제정하고 있다.

정책입안 현황을 살펴보면 농식품과 축산식품의 경우는 농식품부와 식

약처가 담당하고 있고, 수산식품과 식용천일염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먹

는 샘물은 환경부, 주류는 국세청과 식약처, 학교급식은 교과부와 식약처

가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도 식약처가 단독으로 정책입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식품안전관리업무가 한 기관에서 관리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

으나 제품의 특성상 전문성이 있는 부처에서 담당하는 관리체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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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2014년 식품안전관리체계

구분
재배/
사육/

양식 등

수입

국내가공
유통

(보관/
운반)

소비
(최종판매)비 가공/

단순 가공
고차가공

농식품

정책입안 농식품부 식약처/ 농림식품부

지도단속 지자체 식약처 식약처/지자체

수산식품

정책입안 해수부 식약처

지도단속 지자체 해수부 식약처 식약청/지자체

축산식품

정책입안 농식품부 농식품부/식약처(유해물질 잔류기준) 식약처

지도단속 지자체 농식품부 농식품부/지자체
식약처/

지자체

식용
천일염

정책입안 해수부 식약처/지자체

지도단속 지자체 식약처/지자체

건강기능
식품

정책입안 식약처

지도단속 식약처 식약처/지방청 지자체

먹는샘물

정책입안 환경부

지도단속 환경부/지자체

주류

정책입안 국세청
식약처

(유해물질 잔류기준 등)
국세청

식약처

(유해물질 잔류기준)

지도단속 지자체
식약처

(유해물질 잔류기준 등)
식약처/지자체

학교급식

정책입안
교과부와 교육청(학교급식운영, 안전관리)/

식약처(학교급식소외의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지도단속
교육청(학교급식소, 급식납품업체)/

지자체(학교급식소, 납품업체)/ 식약처(학교급식소, 납품업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14.



제5장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틀 187

제2절 식품안전환경에 대한 SWOT 분석

〔그림 5-1〕 SWOT 분석

사 실 요 인

강 점강 점강 점      StrengthStrengthStrength 약 점약 점약 점      WeaknessWeaknessWeakness
 

 

 

▪근거기반한 정책수립 
의지 및 실천

▪식품안전 예산 등 확대

▪HACCP 등 
선진식품안전기술의 
정착

▪지자체의 역량 부족

▪영세기업의 역량 부족

▪소비자의 역량 미흡

▪새 거버넌스의 역량 
미입증

환

경

요

인

기 회기 회기 회      OpportunityOpportunityOpportunity SSS 

  O전략O전략O전략      
                           강점기반-기회활용강점기반-기회활용강점기반-기회활용

WWW 

  OOO 

  전략전략전략                        
                              약점보완-기회활용약점보완-기회활용약점보완-기회활용

▪식품안전이 국정목표화

▪ GDP 2만4천불로 
식품안전에 관심 증대

▪새로운 거버넌스 출범

▪IT, BT 등 관련 기술수준 
최고화

▪미래대응 및 Global 
&Local 안전기반 구축 

▪식품규제 합리화 추진 

▪식품수출 확대 등 
식품산업 육성 

▪선제적 위해 평가, 관리

▪중앙-지자체간 
식품안전망 구축, 강화 

▪합동단속 확대 등 
감시체계 개선

▪전자상거래 등 대응

▪식품이력추적제 등 확대

위 협위 협위 협      Threat Threat Threat SSS 

  T 전략T 전략T 전략                  
                           강점기반-위협대처강점기반-위협대처강점기반-위협대처

WWW 

  TTT 

  전략전략전략      
                           약점보완-위협회피약점보완-위협회피약점보완-위협회피

▪FTA 확대 등으로 수입 
식품위해물질 유입 증가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성적 판단 팽배

▪영세업체 85% 이상

▪식품사고 지속 발생 

▪식품안전 인프라 진단 
및 확충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경쟁력 있는 근거기반한 
정책연구 활성화 

▪지자체 인프라 진단 및 
개선 

▪올바른 소비자 교육, 
홍보 강화

▪안전신속대응체계 구축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식품 등 관리 강화

  1.  근거기반한 미래지향적 식품안전평가

  2.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3.  위해 소통 확대 및 협력 강화

  4.  올바른 식생활 관리 

4  대   추 진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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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인 분석

  가. 강점(Strength)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부터 3년 주기로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우리나라 전체 식품안전업무를 기획하고 있는 등 근거에 기반한 식

품정책이 수립되고 있고, 특히 이 정부에서 불량식품은 4대 사회악의 한

가지로 근절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현재 식품

안전이 처해있는 환경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나. 약점(Weakness)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약점으로는 영세업체 과다 및 역량 부

족, 식품안전업무를 식약처로 총괄한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검증 미확

인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다. 위협(Threat)

FTA의 확대, 국민의 식품안전에 관한 평가에 과학적인 사실과 더불어 

경험 등에 의존한 감성적 판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 영세업체가 전체

의 85%를 상회하는 등의 요인은 분명 식품안전관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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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회(Oppotunity) 

식품안전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는  [그림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정부의 국정목표에 식품안전이 포함되어 선진화를 추구하

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식약처 출범 등 거버넌스의 변화가 있었으

며,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는 기회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한 IT산업의 발전으로 위해식품판매차단 등 기술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

는 요인이 추가되고 있다.

2. 전략

현재부터 향후 3년간의 식품안전이 처해있는 환경을 SWOT 분석법으

로 각각의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S, W, O, T의 각요인들을 근거로한 대

응전략이 수립되었다.

  가. SO 전략

SO 전략은 강점을 기반으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식품안전에 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인프라 확충을 바탕

으로 향후 미래에 대응하는 식품안전 기반을 구축하여 선진화된 식품안

전관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즉, 현

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규제 합리화와 식품산업 육성 및 예산지원

이 필요한 선제적 위해평가 및 관리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문제점 해결 

및 미래 지향적인 식품안전관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190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나. WO 전략

 

WO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업무협력이 

미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망을 구축하고, IT 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식품이력추적제 확대, 전자상거래상의 식품안전관리 확보, 합

동단속 확대 등 단속체계 강화 등이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ST 전략

 

ST 전략은 강점을 기반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위협 요인에 적절히 대응

하여 외부 위협요인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강점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의지와 투자로 이를 바탕으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식약처로 일원화된 식품안

전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및 확충, 식품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근거중심의 식품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

책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예산 수반이 필요한 정책연구의 활성화는 ST 

전략으로 중요하다. 

  라. WT 전략

 

WT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최대한 회피하는 전략이다. 즉, 가

장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전략으로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홍

보 확대, 소비자 피해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GMO와 

같은 신소재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회복, 그리고 식품안

전을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이 주요 전략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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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FG 인식조사 실시

1. 조사개요

<표 5-2>에는 제안된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에 대해 전문가 조

사를 실시한 조사개요가 정리되어있다.

총 11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대상자 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담당 공무원이 31명으로 전체의 26.7%, 전문가가 85명으로 전문가가 공

무원의 약 2배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5-2〉 조사개요

조사대상 계 공무원 전문가

발송 규모 240명 103명 137명

응답 규모 116명 31명 85명

최종 응답률 48.3% 30% 62%

조사방법 온라인 웹조사

조사 기간 2014년 7월 7일 ~ 25일 (19일간)

조사내용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등

19일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온라인 웹조사를 통해 실시

하였다. 최종 응답률은 48.3%로 조사대상 공무원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

전처 소속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답률 27.0%), 농림축산식품부 공

무원은 42.0%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그 외 해수부, 관

세청, 국무조정실 등에서 인식 조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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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가. 식품안전관리 환경 및 정책여건 변화

1) 총괄분석

<표 5-3>에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근간으

로 최근의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3〉 환경변화 Key words에 대한 분석

(단위: 명, %)

Key words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N % n % n % n %

식품안전의 중요성 강조
 - 식약처 출범
 - 불량식품근절 추진단 설치

116 100.0 83 71.2 13 11.5 20 17.3 

식중독 관리 116 100.0 91 78.9 9 7.7 16 13.5 

수입식품 및 유해물질 증가 116 100.0 105 90.4 2 1.9 9 7.7 

소비자 중심의 식품정책으로 전환
 - 표시/인증 개선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116 100.0 91 78.9 9 7.7 16 13.5 

단체 급식 및 외식 증가 116 100.0 96 82.7 9 7.7 11 9.6 

전자상거래 등 구매행태의 변화 116 100.0 83 71.2 11 9.6 22 19.2 

국내 식품사고 대형화 116 100.0 38 32.7 22 19.2 56 48.1 

건강지향적인 식생활 추구
 - 나트륨 저감화 등

116 100.0 80 69.2 14 11.5 22 19.2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116 100.0 82 71.2 16 13.5 18 15.4 

식품이력추적 확대 116 100.0 87 75.0 13 11.5 16 13.5 

농수산물 등의 생산환경 개선 116 100.0 89 76.9 16 13.5 1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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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반대 의견이 많은 분야가 국내 식품사고 대형화 (19.2%), 어린

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13.5%), 농수산물 등의 생산환경 개선 (13.5%) 

등으로 나타났고, 가장 찬성하는 분야는 수입식품 및 유해물질 증가 

(90.4%), 단체 급식 및 외식 증가 (82.7%)로 조사되었다. 

2) 수정·보완 의견43)

<표 5-4>에는 수정‧보완된 의견이 정리되어 제시되어있다.

가장 반대가 많았던 국내 식품사고 대형화에 대해서는 단체 급식 및 외

식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단체급식의 위생안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

뤘다. 다만 사전 안전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식품사고 대형화에 대한 우

려는 적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 반대가 많았던 환경변화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

화와 농수산물 등의 생산환경 개선이었는데, 이에 관한 주된 수정·보완의

견은 다음과 같았다. 즉,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친

환경급식 등 불량식품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대로 친환경급식보다는 GAP 농산물 급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수산물 등의 생산환경 개선 키워드의 경우에는 굳이 농수산물

의 생산환경을 특정하기보다 일반 국민의 생활환경과 연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장 반대가 적었던 환경변화 키워드는 수입식품 및 유해물질 증가였

는데 수정·보완 의견에서도 대부분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었다. 

43) 수정·보완, 기타의견은 응답자들이 조사표에 작성하신 문귀형태 그대로 제표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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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식품안전의 중요성 강조
 - 식약처 출범
 - 불량식품근절 추진단 설치

전세계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

소득 증대와 지적호기심 향상으로 더욱 중요함.

불량식품근절이 취지는 좋지만, 정확한 범위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 계획, 집행분야의 분산으로 책임관리기능 상실

(사고발생시 책임전가로 신속한 대처 곤란)

국민적 관심사인 불량식품에 대한 근절의지가 표명된 

이상, 그에 따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식품안전 업무가 식약처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단지 

절차상으로만 걸쳐있는 상태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짐.

다만,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현실적인상황 고려없이 

실적위주 단속은 재고해야함.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식의약 모두 총괄

관리는 필수

현재 저희 회사에서도 부정불량 식품 현장대응반의 

조사가 왔었습니다.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됩니다. 

식중독 관리

현재로도 충분히 잘 하고 있으나, 단지 원인불명의 

포션을 낮추는 방향이 필요함.

식중독에 대한 관리는 향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자재 관리 강화필요

식중독은 잔류농약 등 어떤 유해물질보다 피해가 

큽니다.

늘상 여름이면 거론되다보니, 다소 식상한 느낌이고, 

환경개선이 많이 되어 집단급식 외 식중독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중독 원인은 관리 부주의으로 지속적인 지도, 관리

가 필요 

수입식품 및 유해물질 증가

해외 원료의 수입급등으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수입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중국산 불량 양념류, 가공식품 등의 반입에 대한 국민

적 우려가 크다고 봄

최근 바이러스에 슈퍼라는 단어가 붙고있음, 이를 

억제, 사멸을 위하여 각종 신종물질 개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필요 

〈표 5-4〉 환경변화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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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소비자 중심의 식품정책으로 전환
 - 표시/인증 개선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식품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만들어가므로 균형이 

중요함.

식품안전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원인제공자 처벌 강화

국가인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표시/인증제 개선 등은 별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

식의약은 고객 서비스로 당연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 필요

단체 급식 및 외식 증가

외식 및 급식의 증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단체 급식과 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어 법적 규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 대상 단체급식 및 가족간 외식 

증가에 따른 안전식품의 단체급식 공급 및 프리미엄급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소득이 높아지면서 식생활도 개선되고 있는 실정으로 

식생활이 기본적인 건강 지킴이로 관리 필요

외식의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문제도 있다고 사료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 구매행태의 변화

불량, 부정식품의 근절에 필요함.

전자상거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함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구매시 안전성 담보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고 봄. 이는 곧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뢰를 어찌 높일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

국내 식품사고 대형화

사전 안전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식품사고의 대형화

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므로 불필요함.

단체급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화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프로세스 설정이 필요함 

단체급식의 증가, 외식증가

특히, 단체급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건강지향적인 식생활 추구
 - 나트륨 저감화 등

위해성분의 관리도 필요하나, 균형잡힌 식습관을 위한 

교육 홍보가 더 중요함.

비만인구와 노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확인되고 있

으므로 건강지향식생황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국민 개개인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굳이 정책적으로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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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습관은 어릴적부터 교육이 필요함.

어린이 먹거리와 의약품의 첨가물 관리 필요. 

성장기의 먹거리 안전성확보 필요

현재 학교급식을 위한 지방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

다. 친환경농산물이니 유기농산물을 고집할 것이 아니

라 맛과 영양이 뛰어난 GAP농산물 급식을 해야 함 

불량식품 근절과 연계하여 어린이가 섭취하는 급식, 

결식아동 식사 안정적 제공, 친환경급식화 등 고민이 

필요

식품이력추적 확대

우선순위 상위는 아니라는 판단임.

한국의 환경이 유기농이 확대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력추적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품질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나, 비용 대비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듯

적어도 건기식이외의 레토르트나 비가열제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수산물 등의 생산환경 개선

신선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

함. 특히 미국도 동일한 사회적 식습관 변화로 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중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농수산업 환경뿐만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활환경과도 

연계한 여건변화를 꾀할 필요는 있음 

3) 추가 의견

<표 5-5>에는 전문가 조사에서 추가로 개진된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주된 내용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

다. 즉, 식약처의 비전문성과 현장감각 부족에 의해 농산물의 경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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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들

이 있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최근의 식품 소비 동향인 간편식 증가, 단체급식/

외식 증가,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대한 법규관리 현실화 필요성과 함께 농

수산물의 경우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 및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에 적합한 관리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5-5〉 환경변화에 대한 추가 의견

추가 의견

소비자의 취식 습관리 간편식 증가, 단체급식, 외식 증가, 전자상거래의 증가 패턴이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법규관리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농수산물의 경우 이력추적관리를 통해 

어떤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관리 

방법으로 판단됨 

박근혜정부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이관하여 안전성업무를 이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

이라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업무는 우리업무가 아니라는 조

직 내부 인식이 강하여 예전에 비해 관심도가 매우 저하되어 있으며, 장차 안전성에 

관한 모든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될 것이라는 생각이 조직내에 팽배되어 있음. 현재 농정현

장을 잘 알지 못하는 식약처가 관련법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과 현장감각이 매우 결여되어 

탁상행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업무처리가 옥상옥이 되어 신속하지 못함 

식품 위생안전관리체계가 식약처로 일원화 되었으나 식약처의 경우 농산물 안전생산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며 현재 안전관련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위탁기관에서 문

가가 있는 안전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려해도 불가능한 실정임 특히 농산물 안전관련 

사고발생시 책임관리기능이 약화되어 신속한 대응체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기획, 계획

수립, 정보관리, 홍보 등의 총괄기능이 식약처에 있으나 식약처는 농산물 생산관련 전문성

이 낮아 대처할 수 없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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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가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1) 총괄 분석

<표 5-6>에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국가 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6〉 국가 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채택여부 

(단위: 명, %)

Key words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N % n % n % n %

국민 116 100.0 96 82.7 11 9.6 9 7.7 

행복 116 100.0 98 84.6 5 3.9 13 11.5 

안심 116 100.0 109 94.2 0 0.0 7 5.8 

근절 116 100.0 29 25.0 38 32.7 49 42.3 

사회 116 100.0 22 19.2 38 32.7 56 48.1 

창조 116 100.0 31 26.9 38 32.7 47 40.4 

건강 116 100.0 105 90.4 2 1.9 9 7.7 

구현 116 100.0 27 23.1 33 28.9 56 48.1 

먹을거리 116 100.0 78 67.3 7 5.8 31 26.9 

총 9개의 Key words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었으나 근절, 사

회, 창조, 구현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한 대상자도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정‧보완의견을 개진한 Key words도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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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과 비슷하게 사회(48.1%), 구현(48.1%), 근절(42.3%), 창조(40.4%)  

등으로 나타났다. 

2) 수정·보완 의견 

<표 5-7>에는 인식 조사에서 현재 제시된 Key words에 대한 수정·보

완의견을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7〉 국가 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Key words Key word별 수정·보완 의견

국민 식상한 키워드

행복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적 본성에 와닿는 키워드

안심

편안하고 안심된 생활

식품안전 이외에도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절

부정적 어휘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나, 효과가 미치지 못할 경우 정책

에 대한 신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

사회 식상한 키워드

창조
유지도 나쁘지는 않음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듯

건강 시대적 요구 등을 반영

구현
매우 작위적인 느낌의 단어

보수적 느낌

먹을거리

먹거리의 안정 생산과 안전성 확보정책 추진 필요

가장 기본적요소일 듯

먹거리 x파일이 이슈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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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회, 구현 등은 부정적이거나 식상한 어휘로 수정·보완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행복과 안심, 건강, 먹을거리 등은 시대적 요구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인간 본성에 충실한 키워드라는 의견을 개진한 대상

자도 있었다. 

3) 추가 의견

<표 5-8>에는 FG 인식 조사에서 추가로 개진된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제기된 의견들을 보면, 기술개발, 평가, 소통과 참여, 책임성, 환경 등

이었다.

〈표 5-8〉 국가 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관련 추가의견

추가 의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 관리 

안정 속에 행복이 있음 따라서 창조와 안전행복은 같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개인적으로 아직 선진국인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최

근의 흐름으로 볼때는 분명 먹거리나, 복지부분의 요청이 보다 높아 질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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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가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1) 총괄분석

<표 5-9>에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국가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찬성이 가장 많은 Key words는 소비자(88.5%), 예방(76.9%) 등으로 

나타났고, 수정‧보완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은 선진화(50.0%), 강화

(44.2%), 통합(3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국가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조사 

(단위: 명, %)

Key words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N % n % n % n %

선진화 116 100.0 38 32.7 20 17.3 58 50.0 

합리화 116 100.0 69 59.6 25 21.2 22 19.2 

과학화 116 100.0 82 71.2 7 5.8 27 23.1 

체감도 116 100.0 51 44.2 27 23.1 38 32.7 

효율화 116 100.0 83 71.2 4 3.9 29 25.0 

내실화 116 100.0 74 63.5 13 11.5 29 25.0 

강화 116 100.0 38 32.7 27 23.1 51 44.2 

통합 116 100.0 60 51.9 16 13.5 40 34.6 

예방 116 100.0 89 76.9 9 7.7 18 15.4 

소비자 116 100.0 103 88.5 2 1.9 11 9.6 

보호 116 100.0 74 63.5 13 11.5 2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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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보완 의견

<표 5-10>에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국가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Key words에 대한 수정·보완의견이 제시되어있다.  

선진화는 기 달성되었고, 합리화는 선진화 및 과학화와 중복되는 개념

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내실화와 효율화는 국민에게 가장 이해가 

높을 Key word가 될 것이며, 사전예방은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보호도 

국민 스스로 달성하는 역량강화 차원에서 거론되어야 하며, 통합은 구속

의 의미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정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표 5-10〉 국가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선진화 많이 선진화 된것 아닌가?

합리화
선진화, 과학화와 중복 개념

그간에 불합리했다는 것을 인정할 듯

과학화 쉽게 다가오는 어휘는 아닌 듯

체감도
나타나는 행정추구 경향이 있음.

항상 느끼는 것

효율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용토록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할때, 가장 

국민에게 쉽게 이해될 듯

내실화

기본이 튼튼하면 내실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중요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듯...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용토록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할때, 가장 

국민에게 쉽게 이해될 듯

강화
강압적 의미가 보여 부정적임.

우선 단어에서 거부감이 일듯

통합
구속의 의미가 내포됨.

통합만이 능사는 아님

예방 문제발생보다 예방적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

소비자 식상한 표현

보호 국민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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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의견

<표 5-11>에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국가목표 수립을 하기 

위한 Key words에 대한 추가의견이 제시되어있다.  

  

〈표 5-11〉 국가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에 대한 추가의견

추가 의견

우리나라에 적합한 과학적인 목표 수립

  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1) 총괄 분석

<표 5-12>에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 수립에 대

한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가 정리되어있다.  

가장 찬성의견이 많았던 Key words는 교육 및 홍보 (76.9%) 이었으

며, 사전 및 사후대응 (71.2%), 인프라 (69.2%), 협력 (69.2%), 조화 

(69.2%)의 Key words가 뒤를 이었다. 반대가 가장 많았던 Key words

는 근절로 28.9%가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감시도 21.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보완의견이 높은 Key words는 표시광고 

(51.9%), 규제 (46.2%), 근절 (46.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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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조사

(단위: 명, %)

Key words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N % n % n % n %

규제 116 100.0 51 44.2 11 9.6 54 46.2 

근절 116 100.0 29 25.0 33 28.9 54 46.2 

인프라 116 100.0 80 69.2 9 7.7 27 23.1 

사진 및 사후대응 116 100.0 82 71.2 9 7.7 25 21.2 

연구 116 100.0 78 67.3 16 13.5 22 19.2 

분석 116 100.0 67 57.7 16 13.5 33 28.9 

감시 116 100.0 42 36.5 25 21.2 49 42.3 

생애주기 116 100.0 51 44.2 23 19.2 42 36.5 

소통 116 100.0 87 75.0 9 7.7 20 17.3 

표시광고 116 100.0 42 36.5 13 11.5 60 51.9 

인증 116 100.0 49 42.3 18 15.4 49 42.3 

협력 116 100.0 80 69.2 11 9.6 25 21.2 

교육 및 홍보 116 100.0 89 76.9 5 3.9 22 19.2 

근거 116 100.0 65 55.8 13 11.5 38 32.7 

역량 116 100.0 71 61.5 9 7.7 36 30.8 

평가 116 100.0 74 63.5 11 9.6 31 26.9 

조화 116 100.0 80 69.2 18 15.4 18 15.4 

연계 116 100.0 76 65.4 7 5.8 33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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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규제

부정적 의미. 유도가 더 좋지 않을까...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필요한 규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국민께 

납득시킬 필요

근절
부정적 의미.

100%는 항상 위험

인프라 기반만 조성하는 듯한 느낌을 줄 우려

사진 및 사후대응
사후대응보다는 선제적 사전대응이 요구됨

체계적인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을 듯

연구
연구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이므로 그다지 신뢰받기 

어려울 듯

분석 보수적 표현

감시
부정적 의미

부정적 시각

생애주기 쉽게 와 닫지 않는 표현

2) 수정·보완 의견

<표 5-13>에는  추진전략에 대한 수정‧보완의견이 제시되어있다. 

역시 규제, 감시, 강화 등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단어의 Key words화

는 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연구, 분석, 조화 등 보편성이 강

한 단어는 Key words로써 대표성이 부족하며, 인증 및 표시 등은 사업의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생애주기와 같이 건강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는 식품안전분야에

서는 다소 생소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하지만 협력, 교육과 홍보에 대해

서는 아무런 이견 없이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 추진전략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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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소통 구체성 결여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키워드

표시광고
나타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이 더 중요

구체성 결여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키워드

인증
인증을 안해도 믿을 수 있는 전략과 사회요망

구체성 결여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키워드

협력 -

교육 및 홍보 -

근거 논리적 설명으로 국민적 신뢰제고에 도움이 될듯

역량 보편적 표현

평가

평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가하지 않아도 

실적이 나타나는 것.

보편적 표현

조화 보편적 표현

연계
조화로써 이미 충분함

보편적 표현

3) 추가 의견

<표 5-14>에는 올바른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추가의견을 조사한 결과

가 제시되어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되어야 하

고, 생애주기별로도 맞는 식생활 분석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또한 Food Chain 상 농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제

조가공식품의 안전성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이력추적이 

중요시 되어야 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전

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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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N % n % n % n %

수입식품 및 검사 116 100.0 98 84.6 2 1.9 16 13.5 

식품유해물질 116 100.0 96 82.7 4 3.9 16 13.5 

표시 및 인증 등 정보 116 100.0 71 61.5 7 5.8 38 32.7 

신소재 및 신기술 식품 116 100.0 61 51.9 13 11.5 42 36.5 

〈표 5-14〉 추진전략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에 대한 추가 의견

추가 의견

국민에 대한 바른 식생활, 농수산물 이력 추적 교육 및 홍보, 소통 생애 주기에 맞는 바른 

식생활 분석 

사회적 합의 필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평가를 통해 건강지향적 식생활과 안전한 먹을거리와 연계

  마.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

1) 총괄분석

<표 5-15>에는 전략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

어야 할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Key words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가 정리

하여 제시되어있다. 

반대의견은 거의 없었으나(대부분 20% 미만), 지자체 평가 및 자체평

가 강화, 수출식품 지원 등에서 20% 이상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다. 즉, 

지자체 평가는 현재 안행부에서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수출식품은 

수출업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등이 화두로 지적되었다. 

〈표 5-15〉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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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N % n % n % n %

식중독 116 100.0 87 75.0 7 5.8 22 19.2 

HACCP, GMP, GAP, GHP 116 100.0 89 76.9 5 3.9 22 19.2 

식품첨가물 116 100.0 58 50.0 13 11.5 45 38.5 

유기농 및 잔류농약 116 100.0 69 59.6 9 7.7 38 32.7 

유전자재조합식품 116 100.0 62 53.9 13 11.5 41 34.6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116 100.0 74 63.5 9 7.7 33 28.9 

계층별(어린이, 노인) 먹거리 116 100.0 69 59.6 13 11.5 33 28.9 

외식 및 집단급식 116 100.0 96 82.7 4 3.9 16 13.5 

건강기능식품 116 100.0 65 55.8 9 7.7 42 36.5 

식품이물 116 100.0 40 34.6 18 15.4 58 50.0 

식품저장 등 116 100.0 45 38.5 11 9.6 60 51.9 

인프라 116 100.0 67 57.7 11 9.6 38 32.7 

국제협력 116 100.0 71 61.5 16 13.5 29 25.0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116 100.0 98 84.6 2 1.9 16 13.5 

위해식품 신속수거 등 대응 116 100.0 85 73.1 4 3.9 27 23.1 

이력추적 116 100.0 87 75.0 7 5.8 22 19.2 

지자체 평가 및 자체평가 강화 116 100.0 42 36.5 25 21.2 49 42.3 

생애주기별 식생활 116 100.0 49 42.3 22 19.2 45 38.5 

위기대응 116 100.0 78 67.3 7 5.8 31 26.9 

연구활성화 116 100.0 60 51.9 13 11.5 42 36.5 

사육 환경 116 100.0 54 46.2 16 13.5 47 40.4 

식품안전 전문교육 116 100.0 71 61.5 16 13.5 29 25.0 

사회취약시설 급식관리 116 100.0 78 67.3 7 5.8 31 26.9 

식생활 교육 116 100.0 89 76.9 7 5.8 20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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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N % n % n % n %

학교급식 116 100.0 96 82.7 2 1.9 18 15.4 

사료안전 116 100.0 54 46.2 13 11.5 49 42.3 

방사능 안전 116 100.0 76 65.4 11 9.6 29 25.0 

수출식품 지원 116 100.0 64 55.8 25 21.2 27 23.1 

2) 수정‧보완 의견 

<표 5-16>에는 전략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

어야 할 세부과제에 대한 수정‧보완의견이 정리되어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 관리와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

보완 의견이 없었으며, 역시 증가세가 강한 외식 및 단체급식과 기본적으

로 필요한 국제협력, 인프라 개선, 유기농 및 잔류농약 등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소비자가 가장 위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유전자변

형식품 등에 대해서는 올바른 개념 정립을 위한 정책 홍보, 소통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식품이물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정의, 범위 등

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지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재 안전행정부가

지자체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분야만 독립적으로 구

분하여 따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식품안전분야 실적 평가 업무

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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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수입식품 및 검사 -

식품유해물질 식품 유해요소

표시 및 인증 등 정보 -

신소재 및 신기술 식품 기업에서 알아서 수행할 듯.

식중독 -

HACCP, GMP, GAP, 
GHP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항목임.

식품첨가물

과학적 사실보다는 정서적 감정에 휘말려 사회적 손실이 크다

고 생각함.

특히 식품첨가물 기준에 대한 식약처의 명확한 기준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함.

유기농 및 잔류농약 -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변형으로 교체

과학적 사실보다는 정서적 감정에 휘말려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함.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행정위주의 과제로 판단됨.

소비자 홍보 및 교육

계층별(어린이, 노인) 
먹거리

-

외식 및 집단급식 국민의 관심이 클듯

건강기능식품
시대적 분위기 반영

건강보조식품

식품이물

이물의 정확한 definition이 없음.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definition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분유 등의 이물질 혼입은 사회적 관심이 큼

식품저장 등 안전한 품질의 유지를 위해 중요함.

〈표 5-16〉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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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수정·보완 의견

인프라 -

국제협력 -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적 관리

위해식품 신속수거 등 
대응

국민의 안심을 유도할 듯

이력추적 시스템관리의 한계를 감안할 필요

지자체 평가 및 자체평가 
강화

-

생애주기별 식생활 -

위기대응

사전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한 과학적 관리방법

이 요구됨.

위기시 신속한 대처에 대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매뉴얼 및 주기적 도상연습 등 체계화 필요할 듯

연구활성화 -

사육 환경 -

식품안전 전문교육 -

사회취약시설 급식관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취약시설 용어 바꿀수 없을까요?

식생활 교육 -

학교급식 -

사료안전 -

방사능 안전 안전관리가 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

수출식품 지원 수요, 공급에 따라 업체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할 일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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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의견 

<표 5-17>에는 전략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

어야 할 세부과제에 대한 추가 의견이 정리되어있다.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원산지 관리, 식품표시 개선 및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에 적절이 대응할 수 있는 HACCP 등 높은 차원의 

식품안전 기술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 의견으로 개진되었다. 

〈표 5-17〉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에 대한 추가의견

기타 의견

해외수입 식자재 및 식품의 원산지 추적관리도 추천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 않나요. 건강보조식품 또는 건강기능보조식품

소비자들의 제품구입에서 최근 일괄표시면의 확인 후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만큼 발전하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먹거리

의 안전화에 보편적인 haccp등 인증은 기본이며, 유기가공, 외식산업 안전화 등의 보다 

높은 부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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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자별 세부 조사결과

  가. 식품안전관리 환경 및 정책여건 변화 

<표 5-18>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환경변화 

Key words에 대한 인식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신뢰도 검증 결과 공무원과 전문가간의 유

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그룹에서 반대보다 수정‧보

완 의견이 많았던데 반면에 공무원 그룹은 수정‧보완보다 반대의견을 피

력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5-18〉 조사대상자별 환경변화 Key words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Key words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식품안전의 중요성 강조 31 67.7 16.1 16.1 85 76.2 4.8 19.1 

식중독 관리 31 87.1 6.5 6.5 85 66.7 9.5 23.8 

수입식품 및 유해물질 증가 31 93.6 3.2 3.2 85 85.7 0.0 14.3 

소비자 중심의 식품정책으로 전환 31 80.7 9.7 9.7 85 76.2 4.8 19.1 

단체 급식 및 외식 증가 31 80.7 9.7 9.7 85 85.7 4.8 9.5 

전자상거래 등 구매행태의 변화 31 74.2 9.7 16.1 85 66.7 9.5 23.8 

국내 식품사고 대형화 31 32.3 19.4 48.4 85 33.3 19.1 47.6 

건강지향적인 식생활 추구  31 64.5 16.1 19.4 85 76.2 4.8 19.1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31 61.3 16.1 22.6 85 85.7 9.5 4.8 

식품이력추적 확대 31 71.0 19.4 9.7 85 81.0 0.0 19.1 

농수산물 등의 생산환경 개선 31 77.4 16.1 6.5 85 76.2 9.5 14.3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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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가 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표 5-19>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국가비전 

수립을 위한 Key words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공무원

의 경우에 행복, 안심, 먹을거리에 반대의견이 전혀 없었고, 전문가의 경

우에는 안심과 건강에 반대의견이 없었다.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신뢰도 검증 결과를 보면 공무원과 전문가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표 5-19〉 조사대상자별 국가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Key words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국민 31 83.9 9.7 6.5 85 81.0 9.5 9.5 

행복 31 87.1 0.0 12.9 85 81.0 9.5 9.5 

안심 31 96.8 0.0 3.2 85 90.5 0.0 9.5 

근절 31 22.6 29.0 48.4 85 28.6 38.1 33.3 

사회 31 16.1 32.3 51.6 85 23.8 33.3 42.9 

창조 31 25.8 29.0 45.2 85 28.6 38.1 33.3 

건강 31 93.6 3.2 3.2 85 85.7 0.0 14.3 

구현 31 19.4 29.0 51.6 85 28.6 28.6 42.9 

먹을거리 31 71.0 0.0 29.0 85 61.9 14.3 23.8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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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가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표 5-20>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국가목표 

수립을 위한  Key words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신뢰도 검증 결과 선진화에서 공무원과 전

문가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52.4%가 찬성한 반

면, 공무원 그룹에서는 19.4%만이 찬성하였고 58.1%가 수정‧보완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른 항목에서는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20〉 조사대상자별 국가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Key words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선진화* 31 19.4 22.6 58.1 85 52.4 9.5 38.1 

합리화 31 61.3 25.8 12.9 85 57.1 14.3 28.6 

과학화 31 74.2 3.2 22.6 85 66.7 9.5 23.8 

체감도 31 51.6 16.1 32.3 85 33.3 33.3 33.3 

효율화 31 77.4 3.2 19.4 85 61.9 4.8 33.3 

내실화 31 67.7 12.9 19.4 85 57.1 9.5 33.3 

강화 31 29.0 22.6 48.4 85 38.1 23.8 38.1 

통합 31 58.1 16.1 25.8 85 42.9 9.5 47.6 

예방 31 77.4 6.5 16.1 85 76.2 9.5 14.3 

소비자 31 90.3 3.2 6.5 85 85.7 0.0 14.3 

보호 31 64.5 12.9 22.6 85 61.9 9.5 28.6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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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표 5-21>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에 대한 인식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21〉 조사대상자별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Key words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규제 31 48.4 6.5 45.2 85 38.1 14.3 47.6 

근절 31 22.6 32.3 45.2 85 28.6 23.8 47.6 

인프라 31 71.0 6.5 22.6 85 66.7 9.5 23.8 

사진 및 사후대응 31 71.0 9.7 19.4 85 71.4 4.8 23.8 

연구 31 67.7 19.4 12.9 85 66.7 4.8 28.6 

분석 31 58.1 19.4 22.6 85 57.1 4.8 38.1 

감시 31 35.5 22.6 41.9 85 38.1 19.1 42.9 

생애주기 31 41.9 19.4 38.7 85 47.6 19.1 33.3 

소통 31 74.2 9.7 16.1 85 76.2 4.8 19.1 

표시광고 31 32.3 12.9 54.8 85 42.9 9.5 47.6 

인증 31 41.9 16.1 41.9 85 42.9 14.3 42.9 

협력 31 77.4 6.5 16.1 85 57.1 14.3 28.6 

교육 및 홍보 31 74.2 6.5 19.4 85 81.0 0.0 19.1 

근거* 31 41.9 16.1 41.9 85 76.2 4.8 19.1 

역량 31 67.7 9.7 22.6 85 52.4 4.8 42.9 

평가 31 58.1 12.9 29.0 85 71.4 4.8 23.8 

조화 31 74.2 16.1 9.7 85 61.9 14.3 23.8 

연계 31 71.0 9.7 19.4 85 57.1 0.0 42.9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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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수입식품 및 검사 31 83.9 3.2 12.9 85 85.7 0.0 14.3 

식품유해물질 31 80.7 6.5 12.9 85 85.7 0.0 14.3 

표시 및 인증 등 정보 31 51.6 6.5 41.9 85 76.2 4.8 19.1 

신소재 및 신기술 식품 31 51.6 12.9 35.5 85 52.4 9.5 38.1 

식중독 31 77.4 6.5 16.1 85 71.4 4.8 23.8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신뢰도 검증 결과 “근거”만이 유의한 결과

를 보였고, 나머지는 조사대상자수가 적어서인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문가 그룹은 공무원 그룹에 비해 근거 Key 

words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문가 76.2%, 공무원 41.9%), 공

무원은 찬성과 수정‧보완의 응답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41.9%).

  마. 세부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

<표 5-22>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세부실천과

제 선정을 위한 Key words에 대한 인식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해본 결과 조사대상자수가 

적어서인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 표시 및 

인증 등 정보와 인프라의 경우 두 그룹간 찬성의견의 차이가 20% 이상 

나타났다. 표시 및 인증정보는 전문가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전문가 76.2%, 공무원 51.6%), 인프라의 경우에는 공무원에서 찬성하

는 비율이 더 높았다 (공무원 67.7%, 전문가 42.9%).

〈표 5-22〉 조사대상자별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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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HACCP, GMP, GAP, GHP 31 83.9 3.2 12.9 85 66.7 4.8 28.6 

식품첨가물 31 45.2 12.9 41.9 85 57.1 9.5 33.3 

유기농 및 잔류농약 31 51.6 12.9 35.5 85 71.4 0.0 28.6 

유전자재조합식품 31 51.6 12.9 35.5 85 57.1 9.5 33.3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31 61.3 6.5 32.3 85 66.7 9.5 23.8 

계층별(어린이, 노인) 먹거리 31 54.8 16.1 29.0 85 66.7 4.8 28.6 

외식 및 집단급식 31 83.9 3.2 12.9 85 81.0 4.8 14.3 

건강기능식품 31 51.6 9.7 38.7 85 61.9 4.8 33.3 

식품이물 31 35.5 19.4 45.2 85 33.3 9.5 57.1 

식품저장 등 31 32.3 16.1 51.6 85 47.6 0.0 52.4 

인프라 31 67.7 6.5 25.8 85 42.9 14.3 42.9 

국제협력 31 64.5 12.9 22.6 85 57.1 14.3 28.6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31 87.1 0.0 12.9 85 81.0 4.8 14.3 

위해식품 신속수거 등 대응 31 77.4 3.2 19.4 85 66.7 4.8 28.6 

이력추적 31 71.0 9.7 19.4 85 81.0 0.0 19.1 

지자체 평가 및 자체평가 강화 31 35.5 25.8 38.7 85 38.1 14.3 47.6 

생애주기별 식생활 31 35.5 22.6 41.9 85 52.4 14.3 33.3 

위기대응 31 64.5 6.5 29.0 85 71.4 4.8 23.8 

연구활성화 31 51.6 16.1 32.3 85 52.4 4.8 42.9 

사육 환경 31 38.7 16.1 45.2 85 57.1 9.5 33.3 

식품안전 전문교육 31 54.8 19.4 25.8 85 71.4 4.8 23.8 

사회취약시설 급식관리 31 67.7 6.5 25.8 85 66.7 4.8 28.6 

식생활 교육 31 74.2 6.5 19.4 85 81.0 4.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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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공무원 전문가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계 찬성 반대

수정‧

보완

학교급식 31 80.7 3.2 16.1 85 85.7 0.0 14.3 

사료안전 31 41.9 16.1 41.9 85 52.4 4.8 42.9 

방사능 안전 31 61.3 9.7 29.0 85 71.4 9.5 19.1 

수출식품 지원 31 51.6 25.8 22.6 85 61.9 14.3 23.8 

 * p<0.05, ** p<0.01, *** p<0.001 (by Fisher's exact test)

4. 요약 및 시사점

정책환경 변화, 국가비전, 전략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선 두 그룹간 인식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G 조사 결과 얻어진 세부적인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안전 환경 및 정책여건 변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향후 정책 환

경변화 전망에서 FTA 대응은 진부한 Key word란 지적이 많았으나 향후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특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외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식품안전 확보가 중요하게 인

식되었다. 

이 정부의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은 의미있는 과제이나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 범위 등이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보완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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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이외에 여러 수정‧보완이나 추가의견이 있었지만 연구의 틀 

범위내에서 고려하여 포함, 감안, 삭제 등 적절한 처리를 하였다. 

  나. 비전

근절, 강화 등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Key words의 사용은 바람직하

지 않다는 의견과 사회, 구현 등 일부 식상한  Key words도 채택을 반대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새정부의 국정목표와 걸맞는 행복, 안전 및 안

심은 좋은 비전이 될 것이며, 창조도 새로운 인식이기는 하나 특히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전략목표와 전략과 연계하여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Key words라는 의견이 있어 비전에 창조라는 개념은 포함시키지 않기

로 했다.

  다. 정책목표

가장 찬성이 많은 Key words는 소비자, 예방 등이었고, 수정이 필요

한 것은 선진화, 강화, 통합 등 부정적 의미, 식상한 의미를 내포한 Key 

words로 조사되었다. 선진화는 기 달성되었고, 합리화는 선진화 및 과학

화와 중복되는 개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내실화와 효율화는 국

민에게 가장 이해가 높을 Key words가 될 것이며, 사전예방은 매우 중요

하고, 이제는 보호도 국민 스스로 달성하는 역량강화 차원에서 거론되어

야 하며, 통합은 구속의 의미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정의견들이 개

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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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전략

가장 찬성의견이 많았던 Key words는 교육 및 홍보 (76.9%) 이었으

며, 사전 및 사후대응 (71.2%), 인프라 (69.2%), 협력 (69.2%), 조화 

(69.2%)의 Key words가 뒤를 이었다. 반대가 가장 많았던 Key words

는 근절로 28.9%가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감시도 21.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보완 의견이 높은 Key words는 표시광고 

(51.9%), 규제 (46.2%), 근절 (46.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되어야 하

고, 생애주기별로도 맞는 식생활 분석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또한 Food Chain 상 농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제

조가공식품의 안전성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이력추적이 

중요시 되어야 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전

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마. 세부과제

연구진에 의해 제시된 세부실천과제에 대해 반대의견은 거의 없었으나

(대부분 20% 미만), 지자체 평가 및 자체평가 강화, 수출식품 지원 등에

서 20% 이상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다. 즉, 지자체 평가는 현재 안행부

에서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수출식품은 수출업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등이 화두로 지적되었다. 

조사에서 개진된 수정‧보완, 추가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222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첫째, 현 정부의 국정기조 및 목표에 해당하는 비전, 목표, 전략 등에 

걸맞는 특정화된 세부과제를 계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 새로운 식품안전 인프라에 대한 검증, 국내외 식

품안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부과제의 개발이 필요

하고 더불어 기존과제의 강화, 완화, 폐지, 유지 등도 함께 평가 및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부실천과제는 식품안전에 관하여 사각지대 없이 가능한 모든 

분야를 포함토록 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식품생산에서부터 섭취까지 범위를 넓혀 식품포장, 

식품거래상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현재는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교정급식 등 사회취약시설까지 안전관리 대상지

역에 포함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세부과제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

FG 조사에 의하면 수입식품, 전자상거래, 외식 및 단체급식 등 증가세

가 뚜렷한 분야의 식품안전 관리를 제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새로운 과제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세부실천과제 내용은 식품안전 등 특정분야에만 한정하지 말고 

건강을 염두에 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부과제를 계획하도록 한다. 

식품안전의 최종목표가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이기 때문에 생애주

기별로 맞춤형 영양, 먹는물 등에 관한 과제 등도 심도있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더불어 사료안전, 농장안전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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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절 기본방향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표 6-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가지로 설정되었다.

〈표 6-1〉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1. 79번 국정과제내 세부과제는 우선 추진(부록 2)

 2.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와의 연계성 확립

 3. 성과평가에 의한 기존사업의 폐지·유지·강화·완화를 우선 결정   

 4. 현장 추진가능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과제 개발 

우선 부록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중 제79번

째인 식품안전에 관한 여러 국정과제를 우선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하고, 세부과제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국정목

표, 추진전략과 연계되어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기본계

획이기 때문에 신규과제 개발에만 치중하기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

러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과제의 강화, 완화, 폐지, 

유지 등을 결정하여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되

어 마쳐야 하는 계획으로 특히 이 정부의 국정기조나 목표에 부합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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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제2절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비전 등 수립

[그림 6-1]에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본틀이 수립되어 제

시되어있다.

1. 비전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비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행

복을 포함하고, 또한 Key words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감안하여 

“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로 설정하였다.

2. 정책목표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특히 외국의 식품안전추

진 전략을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즉, 소비자 보호를 중요

한 화두로 포함하여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식품안전관리”로 하여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세부과제 수준에 포함되어있던 소비

자 신뢰제고를 국정목표로 상위개념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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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비전 등 전략안

비전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목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상시 식품안전관리 지속 추진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및 

평가 

 - 불량식품 생산 근절 기반 확립

 - Food-Chain별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상의  식품안전관리  

 - 인증, 표시, 포장 등 관리 강화

 - 식품사고 예방 신속대응체계

 - 위기대응 역량 강화

 - ICT 융합 안전기반 구축

 - 미래대비 선제적 위해평가

 - 기준, 규격의 국제 조화

 - 식품 안전성 검사수준 고도화

 -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

 - 평가결과 공개 확대 

 -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평가

 - 다학제적인 접근 평가

추진

전략

및

과제

소통 확대 및 환경변화 대응 건강한 식생활 조성

 - 소비자와의 소통, 교육 강화

 - 중앙-지자체-중앙간 협력강화

 - 국제공조 강화 및 조화

 - 식품규제 개선 

 - 인프라, 거버넌스 등 적정화

 - 비관세 장벽해소 등 제도 개선

 - 식품안전 전문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식생활 관리

 - 급식·외식의 질적관리 강화

 - 사회취약시설의 식생활 관리

 -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 식생활 교육 강화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확보 및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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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과제는 4개 분야로 구분

되었다. 첫 번째는 기본적 식품안전관리 지속 추진, 두 번째는 사전예방

적인 식품안전관리 및 평가, 세 번째는 소통확대 및 환경변화 대응, 네 번

째는 건강한 식생활 조성으로 설정되었다. 즉, 식품위해분석법에 근거하

여 평가, 관리, 소통의 3대 원칙에 근거하였고, 여기에 식생활 분야를 추

가한 전략이 되었다. 

  가. 상시 식품안전관리 지속 추진 

여태껏 추진하던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은 기존과제의 유지, 

강화, 완화로 계속되어야 한다. 즉, 생산에서부터 소비 및 수입식품까지 

포함하여 빈틈이 없이 기존의 식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

는 전략으로 Food-Chain별 안전관리 강화, 유통식품, 수입식품, 식품표

시 및 인증, 식품사고 및 위기 대응 강화 등의 분야가 포함되어있다. 

  나.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및 평가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 및 평가는 과학적 위해평가로 이어진다. 

과학적이란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IT 등 다학제적인 접근을 의미하며 

EFSA의 목표처럼 평가방법의 적절성 평가, 평가 인프라 확대, 평가결과 

공개 확대로 활용 강화 등이 포함되며 특히 국제 식품교역의 확대에 따른 

선제적 위해평가가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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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통 확대 및 환경변화 대응

식품안전에 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평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더불

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은 이해당사자간 식품안전에 관한 소통 강화이다. 

소통은 식품안전관리정책의 마지막 수행단계로 국가간, 중앙부처간, 중

앙정부와 지자체간, 정부와 국민간, 전문가와 일반인간 등 다양하게 이루

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개념이다. 또한 기후변화, 외국산 위해상품 신속 

유입 등 식품안전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라. 건강한 식생활 조성

과거에는 영양불량이 문제시되었지만 점차 영양과잉이 나타나면서 최

근에는 영양불균형이 현안이 되고 있다. 나트륨의 과잉 섭취, 지나친 절

식, 일부 저소득층의 지속되는 굶주림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

서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는 의료비 절감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본적인 역

할을 하게 되며, 특히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

형 식생활 관리는 가장 중요한 식품정책이 될 것이다.

4. 세부과제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국정목표, 추진전략별로 수립된 

각 부처별 세부과제는 부록 3에 과제 목록별로 제시되어있다. 이 세부과

제들은 연구자의 제안으로 향후 해당부처의 가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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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성과지표 ’14(현수준) ’15 ’16 ’17

상시
안전관리 
지속 
추진

농축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0.59 0.54 0.54 0.54

단순가공업체 위생 지도·점검 - 200 300 400

법령 재위반율 16 13 10 8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 참여업체수 90 120 150 160

제조업체 자율위생관리 참여율 - 20 30 40

유통단계 수거검사 151,000 151,000 151,000 151,000

위해 우려 농수산물 수거검사 - 65,000 70,000 72,000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8,400 9,500 10,500 11,500

허위과대광고 위반 건수 500 450 400 360

가공식품 회수 효율성 평가율 78 80 82 84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

(축산물) 

0.86
0.67 0.60 0.55

(수산물) 

0.36
0.33 0.31 0.30

(식품) 

0.20
0.19 0.18 0.17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회의건

4 4 4 4

불량식품 기획감시건 12 12 12 12

불량식품 기획감시 결과 
제도개선 발굴건

6 6 6 6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건 45 50 50 45

제3절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주요성과 지표

<표 6-2>에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주요과제에 

대한 성과지표가 연도별로 제시되어있다. 이 주요 성과지표는 각 부처의

견을 수집, 분석하여 정리된 것이다. 

〈표 6-2〉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지표

(단위: %, 건, 수, 종, 개소, 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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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성과지표 ’14(현수준) ’15 ’16 ’17

반복적 위해사범 기획수사 건수 15 20 25 25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20 40 40 40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10 20 30 33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
중금속 

6종

곰팡이

독소 8종 

다이옥신,

PCBs

위생지표균 규격 개정 102 103 89 10

식중독균 규격 개정 17 19 25 5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품목

22 8 9 16

기구·용기 기준규격 재평가 
재질건

2 2 2 2

인체모니터링 결과 활용 
정책제안 건수

25 25 30 35

통합위해평가 가이드라인 
제안 및 시험법 마련

5 5 8 10

식품안전 시험법 및 가이드
라인 마련

106 120 140 150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확대 
강화

HACCP 인증업체 비율

(축산물) 

13.3
15.9 18.5 21.1

(식품) 

10.8
13.3 14.7 18.1

중점관리 주류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85 86 88 90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매장수(누적)

52,134 60,000 70,000 80,000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품목 800 900 1,000 1,100

해외제조업체 등록 - - 등록 등록

사전 안전관리 식품 수입률 1.02 1.26 1.50 1.74

부적합 수입자 교육명령 9 15 16 17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만족도

구축 60 65 70

식품 위해정보 조치율 45 50 5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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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성과지표 ’14(현수준) ’15 ’16 ’17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영양프로그램 구축 - ISP 개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

48(27) 68 82 100

환자용영양식품 가이드라인 
개발건수

- 4 12 23

소비자 영양표시 활용도 51 55 60 70

학교주변 식품안전 불안감 47 35 20 10

영양교육 참여 학생비율 4.3 50 60 70

학생급식 식중독 환자수
(십만명당)

48 45 43 43

식중독균 통합 DB 신규 
컨텐츠

500 1,600 1,600 1,600

개방형 주방 참여업소 - 10,000 12,000 14,000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제품 
증가율

12 14 17 20

총열량 대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비율

7.1 10 미만 10 미만 10 미만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건강기능성 원료 인정 37 40 45 50

소통 
확대 및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위해소통 회의 및 소비자포럼 
개최

6 8 10 10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인원수 1,000 1,000 1,000 1,000

소비자 교육 인원수 3,800 4,000 4,400 4,600

불량식품근절정책 인지도율 66 70 75 80

표시기준 개정 시 이해
관계자 요구 수용건수

3 3 3 3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 2 3 3 3

위기대응교육 이수자 30 200 800 1,000

신소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

45 50 55 60

나노식품 시험분석법 마련 -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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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성과지표 ’14(현수준) ’15 ’16 ’17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DB

11,000,000 1,000,000 - -

화학물질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방법(특허)

1

축수산 안전관리 연구 결과 
정책활용률

- 64 68 72

검사능력평가 양호기관 비율 82 83 84 85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회의 
및 훈련 개최

4 5 5 5

수출정보 제공 35 50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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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절 결론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15년

에 시작되어 2017년 추진이 완료되는 명실상부한 이 정부의 식품안전 정

책의 가장 상위 개념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국정목표를 오롯이 담았고, 또 기본

계획의 비전이나 목표, 추진전략에 걸맞는 세부과제가 개발되었다. 

우선 향후 3년간의 식품안전관리 환경이 정책여건으로는 식약처 출범

에 따른 새로운 인프라 검증,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외식 및 단체급식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100세 시대

에 대비하는 올바른 식생활, 수입식품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위해물질 관

리 등이 중요한 식품안전 환경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반영한 이번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제1, 2차와는 달리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비전은 국정기조인 국민 행복과 식품

안전을 연계시켰고, 국정목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식품안전추진전략인 

소비자 보호를 우리도 표방하였으며, 추진전략별 분야에는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이 포함되었다. 

이번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식약처 등 식품안

전 해당부처는 물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관리 및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예방 등이 중요 과제가 되면서 해당 부처인 법무부, 환경부 등의 

부처가 참여하였다. 특히 관련 부처 담당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국정목표, 추진전략 등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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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 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기

존사업의 강화, 완화, 폐지, 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각 

부처가 세부과제를 개발함에 있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각적인 측면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립된 제3차 식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성실히 추진한 3년 후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수

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정책제언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기보

다는 중기 계획의 성격이 짙다. 즉,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를 바탕으로 구

체적인 세부과제 개발 및 수행이 필요하다. 여태껏 제1, 2차 식품안전관

리 기본계획이 수립, 집행되고 있고 금번에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

획이 수립되었다. 제4, 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도움을 될 

말한 정책적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가 제2차때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각 관

련 부처에서는 연구결과보다는 부처 편리에 맞게 세부과제를 개발, 정리

하고 있어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정책연구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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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확정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는 해마다 이루어지므로 성과평

가를 위한 과제별 성과지표가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데 

주로 해당 연도별로 과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대부분의 과제가 목표

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에는 각 과제별 성과지표가 미리 

계획되고, 추진과정에서의 달성여부가 평가되어야 하고, 또한 성과지표 

교체시 교체사유 등이 정확히 평가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처음 계획된 바

처럼 세부과제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3. 당초 계획대로의 세부과제 이행 노력 

대부분의 과제가 성실히 수행되나 일부과제는 과제 수행과정에서 처음 

계획된 바와 다르게 수행당시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 아니므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애당초 수립된 과제범위의 축소나 변경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이는 성과평가에 의한 부득이한 추진내용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추진의 수월성만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하향 조정 등을 의미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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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부록 1.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Key words 
조사표

조사대상 일련번호 작성자

공무원
성명

소속

제 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Key words 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무총리실과 수행하는 ｢ 제 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의 인식조사 

     메일입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조사 기간: 2014년 7월 7일(월) ~ 7월 25일(금)

※ 조사를 완료해주시는 분께 10,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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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침

□  각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O, X, △중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 채택여부 표시 : 찬성(O),  반대(X), 의견없음 혹은 수정‧보완(△)

□  수정사항이나 개선사항 및 기타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           

          및  “추가 의견”에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향후 3년간 고려해야할 환경변화

향후 3년간 고려해야 할 환경변화
채택여부

의견
O X △

식품안전의 중요성 강조

 - 식약처 출범

 - 불량식품근절 추진단 설치

식중독 관리

수입식품 및 유해물질 증가

소비자 중심의 식품정책으로 전환

 - 표시/인증 개선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단체 급식 및 외식 증가

전자상거래 등 구매행태의 변화

국내 식품사고 대형화

건강지향적인 식생활 추구

 - 나트륨 저감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이력추적 확대

농수산물 등의 생산환경 개선

□ 추가 의견 :                                          



부록 245

2. 국가비전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Key words
채택여부

의견

O X △

국민

행복

안심

근절

사회

창조

건강

구현

먹을거리

□ 추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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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Key words

채택여부

의견

O X △

선진화

합리화

과학화

체감도

효율화

내실화

강화

통합

예방

소비자 

보호

□ 추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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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s

Key words
채택여부

의견
O X △

규제

근절

인프라

사전 및 사후대응

연구

분석

감시

생애주기

소통

표시광고

인증

협력

교육 및 홍보

근거

역량

평가

조화

연계

□ 추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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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채택여부

의견
O X △

수입식품 및 검사

식품유해물질

표시 및 인증 등 정보

신소재 및 신기술 식품

식중독

HACCP, GMP, GAP, GHP

식품첨가물

유기농 및 잔류농약

유전자재조합식품 

소비자 홍보 및 정책만족

계층별 (어린이, 노인) 먹거리

외식 및 집단급식

건강기능식품

식품이물

식품저장 등

인프라

국제협력

사전모니터링, 사후관리 

위해식품 신속수거 등 대응

5. 세부과제 선정을 위한 주요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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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채택여부

의견
O X △

이력추적

지자체 평가 및 자체평가 강화

생애주기별 식생활

위기대응

연구 활성화

사육 환경

식품안전 전문교육

사회취약시설 급식관리

식생활 교육

학교급식

사료안전

방사능 안전

수출식품 지원

□ 추가 의견 :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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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8) 단위과제(23) 주관부처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적용 확대 식약처

학교앞 식품안전관리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약처

인터넷 불법유통관리 식약처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 식약처

식품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부정식품사범 지속적 단속 법무부

관련기관간 실시간 협력체계확립,「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 불안 해소
농식품부

유해수산물 제조․유통행위 차단에 중점을 둔 단속 강화 해경청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체 운영 해경청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 불안 

해소
관세청

악의적 부정․불량식품 사범 단속활동 전개 경찰청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력체제 유지 및 재발 방지 주력 경찰청

정책추진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추진 경찰청

통합 식품안전 

정보망 및 

소통전담조직 

구축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식약처

상이한 안전기준 통일 식약처

소통망 구성 운영 식약처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농식품부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해수부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관세청

부록 2. 국정과제 목록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세부과제(8)→단위과제(42) : 식약처 21, 농식품부 8, 해수부 4, 

    법무부 1, 관세청 3, 경찰청 3, 해경청 2

〈부표 1〉 국정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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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8) 단위과제(23) 주관부처

부적합 식품 

차단 및 

추적관리 

시스템 강화

식품이력추적 단계적 의무화 식약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적용 확대 식약처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영․유아식품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농식품부

국내산․수입산 쇠고기의 전자적 거래신고 확대(~’15년) 농식품부

농축산식품에 

대한 

GAP․HACCP 

적용 확대

축산물 HACCP(안전위생관리기준) 단계적 의무화 식약처

농축산식품에 대한 GAP(농산물우수관리) 적용 확대 농식품부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영양성분표시 확대 및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 식약처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완화 식약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중장기 확대 방안 마련 시행 농식품부

포장유통 농수산물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표시제도 도입 농식품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중장기 확대 방안 마련․시행 해수부

포장유통 수산물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표시제도 도입 해수부

급식소 

위생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과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식약처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의무 고용 식약처

학교로 납품되기 이전 사전 안전성조사 체계 구축 및 식재료 우수

관리업체 지정 등 추진
농식품부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오염 우려 농수산물 유통판매 차단 식약처

HACCP 의무적용 확대 식약처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 구축, 현지실사 강화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식약처

수출국 위생평가, 수출작업장 등록제 추진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에 대한 단속 관리 강화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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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유통 전(前)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 -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률

0.59 0.54 0.54 0.54

단순가공 농‧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

500 500 500
단순가공업체 
위생지도‧점검

- 200 300 400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

721 742 764 재위반율1) 16 13 10 8

식품이물 저감화를 
위한 협업 확대

- - -

이물저감화 
네트워크 
참여업체 수

90 120 150 160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율위생관리 강화

- - -
자율위생관리 
참여율

- 20 30 40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7,800 10,492 11,231

유통단계 
축산물‧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151,000 216,000 221,000 223,000

위해우려 
농수산물 
수거검사 

- 65,000 70,000 72,000

방사능 
검사건수2) 8,400 9,500 10,500 11,500

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1,007 1,019 1,037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

500 450 400 360

위해식품 회수 체계 
강화

- - -

가공식품 
회수효율성 
평가율3)

78 80 82 84

수입식품 검사 강화 13,524 13,279 14,596

수입축산물검사 
부적합률

0.86 0.67 0.60 0.55

수입수산물검사 
부적합률

0.36 0.33 0.31 0.30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률

0.20 0.19 0.18 0.17

부록 3. 세부과제 목록

1.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세부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개소, %, 건수, 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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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지속 강화

185 190 196
범정부 협의체 
회의개최 건수

4 4 4 4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

1,613 1,661 1,711

기획 감시 건수 12 12 12 12

제도개선 사항 
발굴 건수

6 6 6 6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과학적 분석법 개발

540 540 690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건수

45 50 50 45

위해사범 단속 강화 - - -

반복적 
위해사범 
기획수사 건수

15 20 25 25

농약 등 잔류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315 324 334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건수

20 40 40 40

동물용의약품 
기준 개정 건수

10 20 30 33

중금속 등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1,900 1,900 1,900
기준‧규격 
재평가

-
중금속 

6종

곰팡이

독소 

8종

다이옥신, 

PCBs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1,120 300 300

위생지표균 
규격 제‧개정 
건수

102 103 89 10

식중독균 규격 
제‧개정 건수

17 19 25 5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1,950 1,950 1,950
기준·규격 
재평가 품목수

22 8 9 16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2,050 2,050 2,050

기준‧규격 
재평가 재질 
건수

2 2 2 2

인체모니터링 기반 
통합위해평가

2,438 2,600 2925

정책제안 건수 25 25 30 35

가이드라인 
제안 및 시험법 
마련 건

5 5 8 10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연구

3,790 4,100 4,400

시험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건

106 120 140 150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적용 확대

24,448 25,070 26,870

HACCP인증
(축산물)4)

13.3 15.9 18.5 21.1

HACCP인증
(식품)4)

10.8 13.3 14.7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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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주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975 1,004 1,034

중점관리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85 86 88 90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4,145 6,718 5,180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매장 수
(누적)

52,134 60,000 70,000 80,000

식품이력추적관리 
확대

1,587 1,640 1,670 등록 업소수 830 1,671 1,610 2,783

해외 제조업체 
등록관리 및 수출국 
위생평가

2,050 1,148 1,177
해외제조업체 
등록

- - 등록 등록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강화

10,560 10,392 11,579
사전안전관리 
식품5) 수입률

1.02 1.26 1.50 1.74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자의 책임 강화

- - -
부적합 수입자 
교육명령

20 22 24 26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1,3006) 1,340 1,380

통합식품안전정
보망
구축 운영 
(사용자 만족도)

시스템 

구축
60 65 70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530 600 650
식품 위해정보 
조치율7) 45 50 55 60

개인 맞춤형 
영양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100 650 550

영양프로그램
(스마트뉴트리
코디, PerNIS)

-
ISP 

개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68,000 101,300 133,10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

48

(27)8)
68 82 100

환자용 
영양식품(가칭)의 
영양‧안전 관리

- - -

환자용영양식품 
가이드라인 
건수(누계) 

- 4 12 23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확대

1,038 1,069 1,101

소비자 
영양표시 
활용도 비율

51 55 60 7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5,132 5,623 6,597

학교 주변 
식품안전 불안 
비율

47 35 20 10

초등학교 교육 
참여 학생 비율

43 50 60 70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강화

1,966 2,050 2,130

학생급식 
식중독 환자수 
(십만명당)

48 45 4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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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식중독 사전예측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4,950 5,300 5,450

통합DB 콘텐츠 
확보 
건수(신규)

500 1,600 1,600 1,600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1,153 1,186 1,223
개방형 주방 
참여 업소

- 10,000 12,000 14,000

나트륨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

3,000 3,000 3,000

나트륨 저감화 
가공식품의 
증가율9)

12 14 17 20

당류 섭취 
저감화 추진

700 700 700

총열량 대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비율 

7.1 10% 미만유지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3,299 4,058 4,991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건강기능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 -
기능성 원료 
인정 건수

37 40 45 50

대국민 위해소통 
확대 강화

1,053 1,200 1,400

위해소통 회의 
및 소비자포럼 
개최

6 8 10 10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확대

150 170 190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인원

1,000 1,000 1,000 1,000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3,278 3,376 3,477

소비자 교육 
인원

3,800 4,000 4,400 4,600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정책 
인지도

66 70 75 80

식품등 표시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2,016 2,075 2,138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용건수

3 3 3 3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지속 정비

2,724 1,600 3,100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

2 3 3 3

위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2,724 1,600 3,100
위기대응 교육 
이수자

30 200 800 1,000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1,181 1,200 1,250
소비자대상 
교육 횟수

45 50 5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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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나노식품의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350 500 500
시험분석법 
마련

- 1 2 2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875 1,000 1,000

기후변화 관련 
식품안전관리 
DB 건수
(단위 : 백만건)

11 1 1 1

사전‧예측 및 
경보체계 구축

- 1 1 1

식품안전 및 
시스템 
정착‧활용 기술 
개발

- 2 2 2

축수산 안전관리 
과학화 연구 강화

10,220 8,700 10,000 정책활용률 신규과제 64 68 72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구축

658 678 698
검사능력평가 
양호기관 비율

82 83 84 85

식품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

483 536 703
회의 및 훈련 
개최 횟수 

4 5 5 5

우리식품 수출지원 
확대

720 720 720
수출정보 
제공 건수  

35 50 60 70

 주: 1) 재위반율(%)=(재적발업체수/적발업체수) ×100(%)

     2) 방사능 검사건수는 식약처(지방식약청),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 및 시·도 검사 건수의 합

     3)회수 효율성 평가기준(7개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의 비율

     4) 전체 업체수 대비 HACCP 적용업체 비율

     5) 우수수입업소 및 사전확인등록제도 등록 식품

     6)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관리운영 예산이며 구축 예산은 2,706백만원

     7) 조치율 = 조치정보44)/ 주요정보45)) × 100

     8) 현 수준

     9) 가공식품 품목 설정현황 : ’12년 업체간담회를 통해 52개 가공식품이 설정됨

44) 조치정보: 수입검사강화, 국내유통제품 수거검사, 판매금지‧회수, 인터넷 사이트 판매차

단요청, 안전성서한, 허가변경, 보도자료, 현장실태조사, 유관기관정보공유, 기준규격설

정 등 정보를 통한 예방적 조치들을 유도한 정보 

45) 주요정보: ‘식의약품 위해정보관리메뉴얼’에 따라 2등급(식품기준위반 등으로 관리가 필
요한 정보) 이상이거나, 우리처 내부에 분석하여 보고한 정보(정책 참고정보 제외)로 수

거‧검사 등의 예방적 조치와 사업부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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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국내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 - -
방사능조사 
실적

1,700 1,800 1,900 2,000

농산물 유해물질 
실태조사

- - -
실태조사 
단성분 수

0 5 5 5

농산물 재배환경 
오염실태 조사

- - -
오염실태 조사 
건수

7,500 7,500 7,500 7,500

가축사육환경 개선 180,000 180,000 200,000

지원농가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

17.8 18.0 18.6 19.4

지원농가 
산란계산율

74.7 75.2 76.3 77.1

지원농가 
농가호당 
우유생산량

983.0 992.8 994.5 995.6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유통단속 및 
교육 강화

- - -
농약의 
품질검사 건수

300 300 320 320

농약 직권등록 및 
직권그룹화 적용방안

3,000 3,000 3,000
농약 직권등록
(품목)

50 50 50 50

농약 위해성 재평가 - - -
농약 위해성 
재평가 건수

77 91 372 102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리 
강화

- - - - - - - -

우수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 - - - - - - -

사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40 80 83
TMR 사료공장 
HACCP 지정

46 80 110 140

2. 농림축산식품부

〈부표 3〉 농림축산식품부 세부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건, 수, %, kg, 명, 개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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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활성화

3,000 3,000 3,000
GAP전문가 
양성 인원

800 1,000 1,500 2,000

생산단계 HACCP 
활성화

1,938 1,938 1,938

생산단계(농장) 
HACCP 
인증개소

5,807 7,632 8,968 10,494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

247,754 243,637 240,343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10.0 12.0 13.5 15.0

축산물이력제 강화 
방안

17,286 16,768 16,433

쇠고기 
이력정보 
조회건수 
증가율

7.6 9.7 10.5 11.0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활성화

303 303 303 - - - - -

농산물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연구 강화

1,000 1,050 1,100

잔류분석법 
개발 건 (누적)

3 5 8 10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
침 설정 작물수

26 26 27 28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 
안전성 연구 강화

850 850 850

유해미생물 
제어 유전자원 
탐색 건
(누적)

2 4 6 -

유해미생물 
제어재 개발 건
(누적)

2 3 4 5

GAP 현장실천 
매뉴얼 개발 건
(누적)

15 20 25 30

농약 안전성 평가 및 
연구 강화

850 900 900

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건수
(누적)

320 400 480 560

원제 GHS 
설정건수
(누적)

10 15 20 25

분석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 - -
국외연수 
이수 인원

20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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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5,570 5,621 5,621

체험공간 지정 137 160 180 200

교육기관 지정 50 60 70 80

초등 
텃밭가꾸기

30 60 90 120

어린이집 텃밭 50 100 150 200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조사 강화

1,513 1,590 1,666

학교급식 
식재료(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지원

7,500 7,500 7,500 7,500

식재료 
우수관리 업체 
지정확대

61 90 110 130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2,960 5,470 3,553

건 축 공 사 2,616 4,360 1,744 -

장 비 구 축
72종

3,000
-

97종

2,800

41종

1,700

운   영   비
 3인

80

 6인

600

 14인

1,000

 23인

1,850

원산지표시 제도개선 
및 단속 효율화

- -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수

16 20 - -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 -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소비자 만족도1)

64.82) 67.0 69.0 71.0

농식품 인증․표시제 
개선

870 930 930

농식품 
국가인증 
소비자 인지도

58.0 62.0 64.0 68.0

농산물 기본정보 
표시제 도입

- - - - - - - -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 5,621 5,621 5,621

소비자 교육 및 
식생활 교육 
만족도

70 77 80 80

 주: 1) 소비자 만족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조사’

     2) ’11~’13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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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수산물 생산해역 
안전관리 강화

2,300 2,300 2,300 - - - -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472 496 520
수산물안전기준
적합률

97.8 97.9 98.0 98.1

국내 생산 천일염 
안전관리 강화

2,999 2,999 2,999 소금수출실적 12,794 13,177 13,572 13,979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리 
강화

- -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750 850 900 950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150 200 300 수거․검정 횟수 80 100 200 300

사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200 200 200 사료검정 횟수 200 250 300 350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 - - - - - -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모니터링 강화

472 496 520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모니터링

400 410 420 430

친환경양식어업 
시스템 구축

225 227 227

신개념 
양식생산시스템 
구축율

68 89 95 100

양식장 HACCP 확대 600 600 600
HACCP 등록 
양식장수(누계)

38 50 65 80

수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1,630 1,630 1,630 - - - - -

국내 천일염 이력관리 
강화

2,100 2,100 2,100
국내 천일염 
이력제 이행율

65 70 75 80

수산물 위생협력 강화 240 240 240 -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기능 개선 및 최적화

200 200 200
안전정보망 
기능 개선율

- 70 72 74

3. 해양수산부

〈부표 4〉 해양수산부 세부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 천불, 건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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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수산물의 과학적 
효율적 안전성 검사

1,165 1,282 1,410

정밀검사 
숙련도평가 
항목수

13 13 14 14

수산물의 유해물질 
관리 강화

100 100 100 - - - - -

수산물 안전성 연구 
강화

500 500 500 - - - - -

수산물 안전성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24 26 29
전문인력 
교육이수 인원

10 28 30 32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200 200 200 - - - - -

수산물 안전성 관리 
지자체 협력 강화

1,000 5,800 5,700 - - - - -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 강화

3,403 3,403 3,403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건수

9 12 12 15

원산지표시 
이행율

97 98 98 99

수산물 위해정보 
소통 강화

260 260 260

수산물 
위생안전 교육 
참석자수

6,000 6,300 6,700 7,000

수산물인증·표시제도 
개선 

- - - - - - - -

수산물 위해성평가 
강화

100 100 100
수산물 
위해성평가

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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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부

〈부표 5〉 교육부 세부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 -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
육 실시율1)

50 65 80 90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280,0502) 280,000 280,000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율

80 90 100 100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확립

- - - - - - - -

주: 1) 영양교사, 월 2회 이상

     2) 식품 알레르기 응급 대책 교육자료 개발비 포함

5. 환경부

〈부표 6〉 환경부 세부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수) 

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수돗물 미규제 미량 
유해물질 관리 강화

420 450 500
조사대상정수장
수 

70 70 80 80

먹는물 안전을 위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

250 350 300 감시지점 수 160 180 200 200

먹는샘물 안전관리 100 100 100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수

3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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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부

〈부표 7〉 법무부 세부과제 목록

(단위: 회) 

과제명
예산사항 성과지표

’15 ’16 ’17 성과지표명 ’14 ’15 ’16 ’17

식품위해사범 단속 - - -

회의개최 실적
(유관기관 회의 등)

10 12 14 16

수사전문화 
교육1) 실적

20 23 26 30

주: 1) 식품전담검사‧수사관 교육, 법무연수원 특사경교육, 검찰청 특사경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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