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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국 Food Code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원문
(https://www.fda.gov)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료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문과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Food Code는 재⋅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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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CODE
2017년 미국공중보건국 식품의약품국 권고안
●●●●

식품공전은 공중보건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건전한 식품과 정직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델이다. 식품공전은 통일된 규제안을
통하여 소매업체와 식품시설에서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FDA 권고안이다.

지역, 주 및 연방정부는 이 모델 공전을 채택하여 식품서비스, 소매
식품점 또는 식품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규정 이행 책임을 위임
받은 다양한 관할 부서, 기관, 기구 및 기타 유관 기관의 관리
통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공전에서는 소매 및 식품시설
에서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접근법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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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제공하는 영업장 규제를 위한
미국공중보건국 권고안 개정 이력
●●●●

1934 -

음식점 위생 규정, 미국공중보건국, 보건관리국연합, 미국레스토랑규제위원회 제안서
(Proposed by the U.S. Public Health Service in cooperation with the Conference
of State and Territorial Health Officers and the National Restaurant Code Authority)

1935 -

식음료시설에 관한 조례(An Ordinance Regulating Food and Drink Establishments)
(미국 공중보건국 권고사항), 1935년 12월, 등사판

1938 -

식음료 시설 규제하는 규정 및 규칙, 미국 공중보건국 권고사항 1938년 3월 (Ordinance

and Code Regulating Eating and Drinking Establishments, Recommended by
the U.S. Public Health Service, March 1938, Mimeographed)
1940 -

식음료 시설 규제하는 규정 및 규칙, 미국 공중보건국 권고사항 1940년 6월 (Ordinance
and Code Regulating Eating and Drinking Establishments, Recommended by
the U.S. Public Health Service, March 1938, Mimeographed)

1943 -

식음료 시설 규제하는 규정 및 규칙, 미국 공중보건국 권고사항, 미국공중보건국
권고사항, 1943년, FSA, 공중보건 간행물 번호 280(1955년 재출간, DHEW, PHS
간행물 번호 37)(Ordinance and Code Regulating Eating and Drinking

Establishments, Recommended by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1943, FSA, Public Health Bulletin No. 280 (Republished in 1955, DHEW, PHS
Publication No. 37)
1957 -

식음료 판매 위생 조례와 규칙, 미국공중보건국과 DHEW 1957년 권고사항, PHS
간행물 번호 546(The Vending of Foods and Beverages -A Sanitation Ordinance
and Code, 1957 Recommendation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DHEW, PHS
Publication No. 546)

1962 -

모델 식품접객 위생관리 조례 및 규칙과 식품접객위생관리 매뉴얼, 미국공중보건국과
DHEW 1962년 권고사항, PHS 간행물 번호 934(Food Service Sanitation Manual

Including A Model Food Service Sanitation Ordinance and Code, 1962
Recommendation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DHEW, PHS Publication No.
934)
1965 -

식음료 자동판매 위생 조례와 규칙, 미국공중보건국과 DHEW 1965년 권고사항, PHS
간행물 번호 546(The Vending of Food and Beverages -A Sanitation Ordinance
and Code, 1965 Recommendation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DHEW, PHS
Publication No. 546)

- ii -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제공하는 영업장 규제를 위한 미국공중보건국 권고안 개정 이력

1976 -

모델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조례와 식품접객업소위생관리 매뉴얼, 1976년 식품의약국
권고사항, DHEW/PHS/FDA, DHEW 간행물 번호 (FDA) 78-2091(Food Service

Sanitation Manual Including A Model Food Service Sanitation Ordinance, 1976
Recommendations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HEW/PHS/FDA,
DHEW Publication No. (FDA) 78-2091)
1978 -

모델 위생관리와 식음료 판매 조례, 1978년 식품의약국 권고사항, DHEW/PHS/FDA,
DHEW 간행물 번호 (FDA) 78-2091(The Vending of Food and Beverages

Including A Model Sanitation Ordinance, 1978 Recommendations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HEW/PHS/FDA, DHEW Publication No. (FDA)
78-2091)
1982 -

소매식품점위생규칙, 1982년 식품의약품관계자협회와 공중보건국 권고사항, 식품의약국,
AFDO/HHS 간행물(Retail Food Store Sanitation Code, 1982 Recommendations

도 the Association 도 Food and Drug 도ficials and U.S. Department 도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FDO/HHS Publication)
1993 -

식품공전, 미국공중보건국과 식품의약국 1993년 권고사항, 미국국가기술정보서비스 간행물
PB94-113941(Food Service Sanitation Manual Including A Model Food Service

Sanitation Ordinance, 1976 Recommendations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HEW/PHS/FDA, DHEW Publication No. (FDA) 78-2091)
1995 -

식품공전, 미국공중보건국과 식품의약국 1995년 권고사항, 미국국가기술정보서비스
간행물 PB95-265492(Food Code, 1995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ublication PB95-265492)

1997 -

식품공전, 미국공중보건국과 식품의약국 1997년 권고사항, 미국국가기술정보서비스 간행물
PB97-133656(Food Code, 1997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ublication PB97-133656)

1999 -

식품공전, 미국공중보건국과 식품의약국 1999년 권고사항, 미국국가기술정보서비스 간행물
PB99-115925(Food Code, 1999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ublication PB99-115925)

2001 -

식품공전, 미국공중보건국과 식품의약국 2001년 권고사항, 미국국가기술정보서비스 간행물
PB2002-100819(Food Code, 2001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ublication PB2002-100819)

2003 -

2001년 식품공전 부속서, 국가기술정보서비스 PB2003-106843(Supplement to the
2001 Food Cod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ublication
PB2003-10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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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식품공전, 미국공중보건국과 식품의약국 2005년 권고사항, 미국국가기술정보서비스 간행물
PB2005-102200(Food Code, 2005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ublication PB2005-102200)
2007 -

2005년 식품공전 부속서, 국가기술정보서비스 PB2007-112622(Supplement to the
Food Cod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ublication
PB2007-112622)

2005
2009 -

식품공전, 미국공중보건국과 식품의약국 2009년 권고사항, 미국국가기술정보서비스
간행물 PB2009-112613(Food Code, 2009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ublication PB2009-112613)
2011 -

National

2009년 식품공전 부속서, 국가기술정보서비스 PB2011-114303(Supplement to the
Food Cod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ublication
PB2011-114303)

2009
2013 -

식품공전, 미국공중보건국과 식품의약국 2013년 권고사항, 미국국가기술정보서비스 간행물
PB2013-110462(Food Code, 2013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ublication PB2013-110462)

2015 -

2013년 식품공전 부속서, 국가기술정보서비스 PB2015-104921(Supplement to the
2013 Food Cod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Publication
PB2015-1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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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전 개정 절차
10. 감사의 글

1. 식품매개 질병 추정과 위험인자 및 개입
미국에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은 개인에게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초래하고 회피할
수 경제적 부담의 주요 원인이다. 스칼란(Scallan 외, 2011a와 b)은 미국 전역에서 식품매개
질병으로 약 4,800만 명이 고통을 받고 128,000명이 병원에 입원하며 3,000여명이 사망한다
고 추정한다. 매년 1,000여 건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지역 및 국가)한다는 통계는 식품매개 질
병 예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식품매개 질병은 집단보다는 개인에서 발생한다. 식품매개 질병은 대부분 일상 생활
에서 불편함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일부 모집단, 특히 미취학 연령의 어
린이, 의료시설 내 고령자, 면역체계가 손상된 모집단에서 식품매개 질병은 심각하며 생명을 위
협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통증, 고통, 생산성 저하 및 의료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식품매개 질병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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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적 손실은 100~830억 달러로 추산된다. Meade 등에 따르면 지난 세기 미국에서 식품
과 식품매개 질병의 본질적인 특성에 큰 변화가 있었다. 살균과 통조림 기술 등 식품 관련 기술
의 발전으로 많은 질병이 사라졌으나 동시에 새로운 식품매개 질병이 등장하고 있다. 식품매개
질병 감시는 다양한 요인으로 매우 복잡하다. 첫째, 보고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식품
으로 인한 질병은 증상이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가벼운 질환은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
고 치료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식품을 매개체로 전파되는 많은 병원체들은 물을 통해서도 사
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매개체로 식품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일부 식품매개 질병은 확인 또는 진단할 수 없는 병원체에 의하여 매개된다.
집단발병 역학 데이터에 따르면 소매 및 식품서비스시설에서 종업원 행동 및 준비 관행과 관
련된 다음 5가지 위험인자가 식품매개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 부적절한 식품 보관 온도

∙ 부적절한 조리(예: 완전히 조리하지 않은 각란)
∙ 오염된 장치
∙ 출처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
∙ 개인 위생 불량
식품공전에서는 위험인자를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5대 공공보건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지식 입증, 종업원 건강 관리, 오염 매개
체로 손 위해 관리, 병원체 관리를 위한 시간 및 온도 변수, 소비자 권고사항이다. 첫 두 항목
은 2장에서 나머지는 3장에서 기술한다.
식품의약국은 식품매개 질병을 예방하고 식품업계 소매 부문에서 시설을 허가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 75개의 주 및 지역 기관과 3,000개 이상의 관련 부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산업 부문에서 백만 개 이상의 식품시설이 운영 중이며 1600만 명이 넘는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2. PHS 모델 공전 개정 이력, 목적 및 권한
(A) 개정 이력 및 목적
식품 보호 분야에서 미국 공중보건사업(PHS) 활동은 20세기 초 질병 확산에서 원유의 역할
에 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효과적인 질병 예방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포괄적
인 식품위생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추가 연구에서는 저온 살균 공정
개선 등 질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발굴하고 평가하였다.
이어 모델 공전이 개발되었으며 주 정부 및 지방 정부가 식품매개 질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
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 중 첫째로, 현 PHS/FDA의 권고사항인 A
등급 살균유 조례(Grade “A” Pasteurized Milk Ordinance)가1924년에 처음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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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PHS는 식품 산업 소매 부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관련된 권장 모델 식품공전을 발
표하였다. 공전 개정 이력을 III과 iv쪽에 연대순으로 수록하였다. 수년에 걸쳐 모든 주와 수백
개의 지방 당국 및 다수의 연방기관이 PHS가 권고하는 모델 식품공전의 일부를 채택하였다.
오늘날 FDA의 최신 모델 식품공전의 목적은 식품 산업 소매 부문 규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과
학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모든 수준의 정부 당국이 수행하는 식품 통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매 부문은 식품유통사슬에서 소비자에게 식품 소유권이 이전되는(소
비자에게 식품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시설이나 위치를 포함한다.
모델 식품공전은 연방법이나 연방규정이 아니며 일원화된 규정을 통하여 소매 수준에서 식품
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FDA의 권고사항이다. 연방 요건은
아니지만(관할 연방 당국이 채택하기 전까지) 모델 식품공전 조항은 연방식품법 및 규정에 부합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든 정부 수준에서 법률 채택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었다. FDA에 공전 조
항 채택 현황을 보고한 관할 당국의 목록은 FDA CFSAN 웹사이트(http://www.fda.gov/
RetailFoodProte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목록은 자발적인 보고에 의존하며, FDA은
채택된 모든 규칙과 미 모델 식품공전 조항의 동등성 평가를 아직 완료하지 못하였다.
모델 식품공전과 공전 해설서 및 의견서는 연방식품관리기관으로서 FDA가 소매 단계에서 식
품 영업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수천 개의 연방, 주 및 지방 기관 및 부족이 국가식품규제정책
의 일관된 구현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B) 권한
주 및 지역 정부를 지원하는 PHS 권한은 공중보건법 42 USC 243]에 근거한다. 제311(a)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장관은 주정부와 정부 부처가 전염성 질병의 예방과 억제 및 기타 공중보건 문제와 관련
하여 보건 규정을 시행하는 주 및 지역 당국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 공중보건의 보호 및 개선
관련 사안을 주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 보호와 관련된 법 조항을 시행하는 책임은
1968년 PHS 내에서 식품의약국 국장에게 위임되었다21 CFR 5.10(a)(2) 및 (3)].
미국 경제법(1932년 6월 30일, 개정안 [31 USC 1535])에 따라 FDA는 연방 기관을 지원
한다.
지역, 주 및 연방정부기관을 지원하는 FDA의 권한과 책임은 미국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21
USC 301]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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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기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매개 질병의 집단발생과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방지
할 책임은 식품업계와 정부 당국 모두에게 있다. 더 나아가 식품업계와 정부 당국은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준비된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정확한 식품정보와 함께 제공하
여야 한다.
FDA가 2012년 선언한 기관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식품 공급을 통해 공중보건을 향상하고,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과학적 근거를 토
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건강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을 제고한다.
따라서, 공전 조항은 식품매개 질병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로 종업원의 건강과
산업계 관리자의 역량, 안전한 식품, 독성을 유발하지 않으며 세척이 우수한 장비, 식품시설의
우수한 위생 수준을 보장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체계이다.

4. 기준 일원화의 이점
업계와 정부 규제 책임자는 최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명확하게 문서화된 모델 공전의 장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다양한 규제 당국이 한 목소리로 공중보건보호, 요구사항의 필요성, 허용되는 규제 대안을 제
시할 때 업계는 표준과 관리 기준을 더 충실히 이행한다.
모델 공전은 요구사항을 확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점이다. 일관된 기준은 교육 및 품
질 보증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인정된 표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식품 사업에 유용하다.
또한 지방, 주 및 연방 정부 기관은 자체 공전을 개발 또는 개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모델 식품공전은 식품 산업 소매 부문에서 균일하게 채택할 수 있는 식품안전, 위생 및 공정
거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문서는 이전 모델 공전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년 간
축적된 개인, 기관 및 조직 경험과 노력의 결과이다. 삶의 질, 건강, 그리고 공공 복지가 사회
수준에서 어떻게 식품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수용한다.
모델 식품공전 조항은 동일한 제품과 프로세스에 관한 연방성능표준과 일치하며, 적절한 경우
공전에 연방 기준을 공전 조항에 반영한다. 연방성능기준은 식품에 대한 공공의 식품안전 기대
치를 반영하고 대표적으로 공중보건 관점에서 우려되는 병원체의 사멸 성능 기준을 정의한다.
규제 이행 수단으로 성능기준을 사용하면 시설은 전통적인 가공접근법을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대체하여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예로, 특정 조리 시간과 온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연방
당국의 점검 대상 시설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검증된 HACCP
계획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성능표준 적합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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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가공업체도 연방 규제 시설과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소매시설은 특정 제품이나 공정에 이 식품공전을 대체하여
연방식품안전 성능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소매 가공업체가
연방성능표준 이행을 입증하려면 연방 점검 대상 시설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충족을 위한 공정관
리가 적절히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방성능기준으로 공전을 대체하
기 위하여 변경허가는 신청하는 경우 HACCP 계획서를 개발하고 기록을 보존하고 규제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문서화된 검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수정 및 개선 사항
이 개정안에는 2013 FDA 식품공전 부속서에 수록된 변경, 추가, 삭제 및 서식 변경사항과
격년으로 개최되는 2016년 식품보호위원회(Conference for Food Protection) 권고안을 반
영하였다. 또한 이전 공전의 적용, 연구 및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개선사항
의 대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이나 새로운 정보를 반영한 결과이다. 일부 개정사항은 새롭게 제정
된 또는 개정된 연방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 정책의 동향을 반영한다.
1973년 재활법 제508조(29 U.S.C. 794d)에 따라 웹 접근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전 전체에 걸쳐 일부 표, 도표 및 이미지를 변환하였다. 제508조 연방 기관이 전자정보기술
접근 장벽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 정부 정보와 서
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DA와 규제 당국은 표준화와 인증 활동, 주 교육훈련 과정, 지역 식품보호 세미나, 식품 장
비 표준기관 심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다양한 구도 및 서면 요청에 대응하는 과
정에서 미비된 공전 조항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도 Agriculture) 등 다른 연방 기관이 관할하는
연방법 및 규정과 관련된 조항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되었다.
변경사항을 요약하여 식품공전 끝부분에 수록하였다. 공통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률 및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일부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2) 조항을 수정하여 국가 규정과 다른 연방기관 및 국제기구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준과
일관성을 향상하고 공중보건을 훼손하지 않고 식품공전 내 조항의 일관성을 개선하였다.
(3) 혼동과 일관성이 결여된 공전 조항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의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였다.
(4) 참고문헌을 추가하고 공중보건근거를 갱신하였으며 모델 서식, 가이드 및 목록 등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추가하였다.
(5) 광범위한 사용자층을 고려하여 관심있는 사용자가 주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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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고 용어를 추가하였다.

6. HACCP 모델로서 식품공전과 기타 공전 통합 목적에 관한 논의
식품공전에서는 변경허가에 따른 식품시설 운영을 위한 HACCP 계획 사전 승인을 허용하지
만 HACCP 계획 사전 승인은 1997년 12월 18일 발효된 수산양식업 위해요소와 관리 가이던
스(Fish and Fishery Products regulation 21 CFR 123) 등 다른 HACCP 규제 모델에서
는 언급되지 않았다. FDA는 2011년 4월 수산양식업 위해요소와 관리 가이던스(Fish and
Fisheries Hazards and Controls Guidance) 네 번째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또한 두 모델
규정은 HACCP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공전에
서 요구하는 HACCP 계획에는 흐름도, 제품 제조, 교육 계획 및 개선 조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산양식업 규정에서 흐름도 및 제품 제조법은 권장되지만 필수 요소는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규정의 성격과 규정을 시행하는 규제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 식품공전 변경
허가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된 HACCP 계획은 규제 당국은 해당 시설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
하기에 충분한 관리계통을 확립하였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HACCP 계획은 식품시설
외부에서 검토되며, 검토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식품 관련 성능이력 자료가 없는 식품시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규제기관이 영업과 관리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이 계획서에 포함되
어야 한다. 변경허가 요건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매 생산이 금지된 시간·온도 제어 식품에 적용
된다.
소매 식품시설에서 HACCP 원칙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FDA는 “식품안전관리:
식품서비스, 소매식품점 및 기타 소매 식품시설 운영자를 위한 HACCP 원칙 가이드
(Managing Food Safety: A HACCP Principles Guide for Operators of Food
Service, Retail Food Stores, and Other Food Establishments at the Retail Level)”
를 발간하였다. 이 문서는 FDA 웹사이트(http://www.fda.gov/RetailFoodProte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산양식업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산물 가공업자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 합리적으
로 발생 가능성 높다고 예상되는 식품안전 위해요소에 대응하여 서면으로 HACCP 계획을 수립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수산양식제품규정에 따라 개발된 HACCP 계획은 현재 생산이 금지된
식품이 대상이 아니며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식품이 적용 대상이다. 규제 당국은 시설 현장에서
계획서를 검토하고 무엇보다도 과거 개선 조치의 적절성을 제공된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한다.
식품공전은 본문과 가이드라인에 연방 HACCP 규정을 포함하고 참고문헌과 해설서를 추가하여
보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해당 규제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HACCP 계획에 따라 제품
이 생산될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모델에 따라 HACCP 계획서 간소화 등 HACCP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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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품공전에서 요구하는 엄
격한 규정에 따라 계획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적용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
HACCP 계획은 규제이행 조치로서 성능기준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요소다. 식품안전
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이 발간하는 성능기준은 광범위한 육류, 가금
류, 알 가공품에 적용된다. 연방성능표준은 다양한 식품 공정에 특정 시간과 온도를 명시한 지
휘통제 조항과 동등하다고 인정된다. 연방성능표준은 공전 변경허가 조항에 따라 변경이 허가되
고 밸리데이션된 HACCP 계획과 공전 HACCP 조항이 이행되는 경우 식품공전에서 요구되는
식품이나 공정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7. 공전 채택 및 인증 사본
식품을 규제하는 모든 정부 기관(연방, 주, 지역정부)은 모델 식품공전을 활용할 수 있다. 주
정부와 지역정부는 모델 공전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A) 주정부 입법 기구가 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B) 국가 입법기관이 규칙 제정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규정으로 공포한다.
(C) 지역 입법기관이 규칙 또는 규정 제정 권한을 위임 받았다면, 조례로 채택한다.
일반적으로 공전 요구사항을 채택 기관은 공전을 채택 의향을 통보하고 공개 검토를 위하여
사본을 제공하며 , 채택 전에 공공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다음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권고하는 방법은 “약식” 또는 “인용에 의한 채택” 접근법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공전 요구사항
을 인용하는 짧은 문구를 삽입하고 공개 검토를 위하여 해당 공전 부분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한
다. 이 접근법은 정부 기관이 공전 조항 채택을 허용하는 근거법을 인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
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출판 및 인쇄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조용 인증 사본은 FDA 소매식품보호부서(Retail Food Protection Staff, HFS-320,
5001 Campus Drive, College Park, MD 20740-3835)에서 제공한다. 관할 당국의 조항
채택을 전문 항목 2(A)를 참조한다.
다른 방법은 “원문 인용” 또는 “본문 인용” 방법으로 채택을 제안하는 공전 본문 전체를 인용
한다.
두 방법 모두 기존 법률과 행정 절차 또는 규제 방침에 따라 공전 조항을 수정하여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접근법을 사용하여 공전을 채택하고자 하는 정부 기관을 위하여 부속서
7에 채택 서식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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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자를 위한 정보
모델 식품공전의 수정(전문 항목 5번)은 많은 부분에서 문서 사용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다른 부문은 사용자의 이해를 가정하고 이행과 적용을 용이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관점에서 구조, 명명법 및 방법론이 변경되었다.
식품공전은 크게 네 부분, 인력(제2장), 식품(제3장), 장치/설비/공급(제4장~제7장), 이행과
집행(제8장)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사용자는 목차와 함께 공전 참고문헌 자료(부속서 7, 가이드
3-B)를 참조하여 부분별 범위와 구성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문서의 구성체계는 다음
과 같다.
장(Chapter)
조(Part)
항(Subpart)
절(Section)(§)
호(Paragraph)(¶)
목(Subparagraph)

9
9-1
9-101
9-101.11
9-101.11(A)
9-101.11(A)(1)

공전 조항은 점검보고서에서 인용할 있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도 있다. 인용이나 참조에
부적합한 조항은 번호체계에서 소수점 이하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용 불가” 조항은
소수점 뒤에 두 자릿수로 끝나는(1-201.10) 조항과 세 자릿수로 끝나는(8-805.100) 두 유형
으로 나뉜다.
같은 조항의 중복 기술을 피하기 위하여 문서 전체에 걸쳐 다음 두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 참
조하였다.
A.

첫 번째 유형에서는 (공전 내 해당 부분)에 이어 “따라 또는 따른(under)”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 교차 참조 방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린다. 그리고
2) 개별 위반사항의 근거가 되는 가장 적합한 조항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어떤 공전 조항이 위반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B. 두 번째 유형은 (공전 내 해당 부분)에 이어 “에(in) 명시된”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 교차 참조 방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이 공전의 요구사항에서 연방 규정 등 다른 문서 조항을 참조할 때 사용한다
(예: 3-201.11(C), 또는
2) 사용자에게 예외 조항이나 대체 허용 조항 등 고려할 필요가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공전 조항에 사용한다.
예로, 3-201.16(A)는 “제(B)호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B)에서
는 (A)의 예외 조항을 기술한다. 3-201.11(E)에서는 “3-401.11(C)에 명시된 대로...”라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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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3-401.11(C)에서 즉석섭취식품 형태로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힌 온전한 전근육 비프스
테이크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3-201.16(B)와 3-401.11(C)에서 명시한 예외 조항과 허가 조항을 찾아 예외 또는 허가가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위반 조항, 참조된 내용 및 참조가 이루어지는 문맥을 토대로 공전 사용자는 상호 참조의 의
도를 추정하여야 한다. 즉, 사용자는 상호 참조가 단순히 요구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다음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라는 표현은 다른 공전 조항을 인용한다.
∙ 참조한 요구사항을 공전 조항에 포함한다(“에서 명시된”)
식품공전에서는 규제 대상보다는 원칙에 따라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예로, 장치 요구사항은
냉장고, 개수대, 온도계별로 기술하지 않고 물질, 설계 및 제작, 수량 및 용량, 위치 및 설치,
유지·보수 및 작동 등 공전 원칙에 따라 제시된다. 이를 통해 개별 장치나 장치 범주별로 같은
조항을 반복할 필요없이 한 번만 명시할 수 있다. 일부 장비에 특별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은 적절한 기준 원칙(예: 설계 및 제작) 부분에서 기술하고 색인에 별도로 수록된다.
일부 조항은 기울임체로 표시된다. 기울임체 조항은 요구사항이 아니며 특정 예외조항이나 요
구사항 이행으로 간주되는 대체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기울임 글꼴은 요구사
항에 전제하는 조항을 나타내며 예외나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조항에 사용된다.
기울임체로 표시된 조항은 보통 “~ 제외하고”,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없다”, 또는 “적용
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포함한다. 이 공전의 3-202.18(D)를 참조한다.
“주요” 또는 “일반” 표현은 이 공전에서 위험기반 관리요소를 더 식별하기 위하여 변경되었다.
공전에 포함된 요구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세 범주로 분류된다. 우선조항(Priority item)은 식
품매개 질병의 제거, 방지 또는 허용되는 수준으로 저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전 조항으로,
위해요소 관리 측면에서 해당 조항보다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조항이 없다. 우선근거조
항(Priority Foundation item)은 하나 이상의 우선조항을 뒷받침하거나 촉진 또는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말한다. 핵심조항(Core item)은 우선조항이나 우선근거조항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일반 위생, 운영관리, 위생표준작업지침서(SSOP), 설비, 구조물, 장치 설계, 또는 일반 유지·보
수와 관련된 조항이다.
위 첨자 “P” 또는 “Pf”는 해당 절에서 우선조항과 우선근거조항을 나타낸다. 별도 표시되지 않
은 모든 조항은 핵심항목이다.
식품공전에 사용된 통상적인 표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여야 한다(shall)”는 반드시 요구
되는 행위로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서는 안 된다(may not)”는 절대적인 금기 사항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may)”는 허용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미한다(means)”는 말하고자 하
는 사실을 전달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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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본문에서 “작은 대문자”로 표시된 용어와 정의는 공전에서 정의하고 특정 의미를 지
정한 용어나 정의이며 정의된 맥락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정의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는 모든
형태의 용어와 용어의 조합을 “작은 대문자”로 표시하였다.
문서 끝 부분에 제시한 부속서에는 식품공전 조항을 적용하는 책임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다. 부속서에서 설명하는 요구사항은 해당 조항 본문을 별도로 참조하지 않는다. 이는 식
품공전" 모델에 기초한 다른 요구사항이나 향후 제정될 법률의 “단순 명료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 그러나 부속서의 목적은 규제 당국이 규정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문서를 사용하기 전에 각 부속서의 주제와 핵심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부속서(예: 참고문헌, 공중보건근거)는 해당 부속서가 적용되는 식품공전 항목
번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다른 부속서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델 서식, HACCP의 원
칙, 시설 점검 지침 및 제안된 HACCP 계획 심사에서 고려되는 특정 식품 프로세스 기준 등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9. 공전 개정 절차
(A) 식품공전 개정 및 발간 주기
FDA는 4년 마다 개정판을 발간한다. 정규 개정 기간 사이 FDA는 기존 공전을 보완하는 부
속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새로운 개정판에는 부속서에 포함된 보완 사항과 기타 수정 사항이 반
영된다.

(B) 개정 건의사항 제출
FDA는 식품공전 수정과 관련된 모든 개인이나 기관, 조직의 제언을 환영한다.
이 문서의 목적에서 언급하였듯이(전문 항목 2번), FDA는 식품공전 시행을 책임지는 정부 당
국과 업계가 시행과정에서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FDA는 민주적인 절
차를 통하여 문제와 우려사항을 해결하는 조직에서 제기한 정책 필요성과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여기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표자 참여를 장려하는 조직이
포함되며 이들의 공식 대표자는 투표를 통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기도 한다. 식품보호위원회
(Conference for Food Protection)(소매 식품), 전미주간우유운송협회(National Conference
on Interstate Milk Shipments)(우유 및 유제품), 주간패류위생협의회(Interstate Shellfish
Sanitation Conference)(연체 패류) 등이 그러한 조직에 해당한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조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주어진 서식을 이용하여 기한 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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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FDA는 이해관계자에게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FDA의 모델 공전에 기초한 연방-주 협력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권고한다.

10. 감사의 글
많은 사람이 이 식품공전에 반영된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권고안을 개발하는 작업에 노력과 시
간을 아끼지 않았다. 규제책임자, 교육자, 산업계 리더, 소비자 대표, 기업, 전문가협회, 중개인
협회 등 다양한 부문의 대표자가 공전 개발에 기여하였다. 과학적으로 건전하고 적용 범위가 명
확한 최신 모델 공전의 개발은 숙련된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FDA는 식품공전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 관계자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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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장 목적 및 정의
1-1 제목, 취지 및 범위
1-101
1-101.10

제목
식품공전

아래 조항이 식품공전을 구성하며 이하 이 공전으로 부른다.

1-102
1-102.10

취지
식품안전, 질병 예방 및 정직한 식품정보

이 공전의 목적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건전한 식품과 정직한 식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103
1-103.10

범위
진술

이 공전에서는 관리 및 인력, 식품영업장, 장비와 설비를 정의하고 기준을 확립하며 식품시설 계
획 검토, 심사, 허가서 발급, 종업원 제한, 허가 중지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한다.

1-2 정의
1-201
1-201.10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적용과 용어 정의

(A) 다음 정의에 따라 공전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B) 용어 정의 이 공전에서 1-201.10(B)에 수록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FDA Food Code 2017

인증프로그램(Accredited Program)
(1) “인증프로그램” 인정기관이 국가 표준과 해당 인정기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식품보호관리자 인증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인증프로그램” 인증 절차를 말하며, 의뢰인의 사명, 조직 구조, 인력 자원, 재정 자
원, 프로그램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 자격 요건, 재 인증, 원칙과 이의제기
절차, 시험 개발 및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지정된다.

(3) “인증프로그램”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다.
첨가물
(1) “식품첨가물(Food additive)”은 미국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201(s) 및 21 CFR
170.3(e)(1)에서 정의하고 있다.
(2) “색소첨가물(Color additive)”은 미국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201(t) 및 21 CFR
70.3(F)에서 정의하고 있다.
“부정·불량(Adulterated)”은 미국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402 정의를 따른다.
“승인(Approve)”은 규제 당국이 원칙, 관리기준, 공중보건 보호 관점에서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무증상(Asymptomatic)
(1) “무증상(증상이 없는)”이란 명확한 증상이 없고 질병이나 다른 의료적 상태가 나타나
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 공전에서는 주로 병원체 감염증 환자가 구토, 설사, 황달
등 징후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무증상”은 증상이 해소되었거나 증상이 애초에 발현되지 않는 상태를 포함한다.
“aw”란 식품내 자유수(free water)의 수분활성으로 물질의 수증기압과 같은 온도에서 순
수한 물의 증기압의 비와 같으며 Aw로 표시한다.
“발루트(Balut)”는 부화하기 전에 배아가 특정 발달 단계에 도달하도록 충분한 기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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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알 내부의 배아를 의미한다.
“음료(Beverage)”란 물을 포함하여 마시는 액체를 말한다.
“병입수(Bottled drinking water)”란 병입광천수를 포함하여, 병이나 기타 포장·용기에
밀봉되어 사람이 섭취할 용도로 판매되는 물을 말한다.
“케이싱(Casing)"이란 소세시류 제품에 사용되는 관 형태의 용기로 천연 또는 인공(합성)
물질로 만들어진다.
“인증번호(Certification

number)”란

국가패류위생관리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의 조항에 따라 패류 관리당국이 연체 패류의 중개업자에 문자와
숫자의 고유한 조합을 말한다.
“CFR”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말한다. 이 공전에서 연
방규정집을 인용하는 경우 편(Title), 부(Part), 조(Section) 체계를 따른다. 예로, 40
CFR 180.194는 연방규정집 제40편, 제180부, 제194조를 의미한다.
정치세척(Cleaned in Place)
(1) “정치세척(CIP)”이란 기계적인 수단으로 배관장치를 통하여 또는 세척이 필요한 장비
표면에 세제용액, 세척수, 멸균수를 순환하거나 흘려보내는 세척방법을 말한다(예: 냉
동 디저트 장치의 세척, 살균에 사용).

(2) “정치세척”은 CIP 계통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 상태에서 수동으로 세척하는 방법은
정치세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예: 띠톱, 슬라이서나 믹서 등의 세척과 멸균).
“혼합(Commingle)”은 다음을 의미한다.
(1) 꼬리표나 표시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수확 날짜나 해역이 다른 쉘스톡을 합한다.
(2) 용기코드가 다른 용기에 담긴, 또는 탈각 날짜가 다른 탈각 패류를 합한다.
분쇄(Comminuted)
(1) “분쇄(Comminuted)”란 썰기, 조각내기, 그라인딩 또는 썰기 등을 방법으로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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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방법으로 말한다.
(2) ‘분쇄 식품’은 게필테 피시(gefilte fish), 기로스(gyros), 소고기 분쇄육, 소시지와
같이 작은 크기로 잘라 재구성하거나 재조합한 수산물 또는 육류 식품으로 소시지와
같이 2 종류 이상의 분쇄육을 혼합한 식품을 포함한다.
“조건부 종업원(Conditional employee)”이란 식품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을 갖
고 있는 잠재적인 식품종업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안된 의료적인 질문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을 제안하는 잠재적인 식품종업원을 말하며, 이러한 절차는 1990년 미국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1편에 따라 이루어진다.
“확인된 질병 집단발생(Confirmed disease outbreak)”이란 시험실에서 적절한 시료를
분석하여 인과관계가 규명되고 역학분석 결과 식품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집단발생 사
례를 말한다.
“소비자(Consumer)”는 식품시설 또는 식품가공공장의 운영자가 아니며 재판매를 목적으
로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일반으로 식품을 소유한 개인을 말한다.
핵심조항(Core Item)
(1) “핵심조항(Core item)”이란 우선조항이나 우선근거 조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전 조
항을 말한다.
(2) 대부분 일반 위생, 운영 관리, 위생표준작업지침서(SSOP), 시설이나 구조물, 장비 설
계 또는 일반 유지·보수와 관련된 조항이다.
“내부식성 물질(Corrosion-resistant material)”이란 접촉하는 식품에 의한 장기적인 영
향, 정상적인 세척 및 살균화학물 사용 및 기타 환경 조건에서 허용되는 표면 세척용이성
을 유지하는 물질을 말한다.
“조리대 장착 장비(Counter-mounted equipment)”란 이동형이 아니라 바닥이나 테이
블, 조리대 또는 선반 위에 고정 장착하도록 설계 및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이란 특정 식품계통에서 통제에 실패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보건 위험이 초래되는 지점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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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관리점에서 파악된 잠재적인 식품안전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물리적,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매개변수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말한다.
“자른 잎채소(Cut leafy greens)” 란 절단, 얇게 썰기, 조각으로 자르기 등으로 처리된
잎채소를 말한다. "잎채소"는 양상추, 로메인, 잎상추, 버터상추, 어린잎 상추(다 자라지 않
은 양상추나 잎채소), 꽃상추(escarole, endive), 스프링믹스, 시금치, 양배추, 케일, 아루
굴라, 근대 등을 포함한다. 고수나 파슬리 등 허브는 “잎채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개업자(Dealer)”란 패류위생관리당국(Shellfish Control Authority)이 국가패류위생관
리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에

따라

패류

선적,

가공

(shucker-packer), 재가공(repacker), 재선적(reshipper), 정화 등의 활동을 허가할 사
람을 말한다.
“주의가 요하는 성분표시(disclosure)”란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혔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병원균을 사멸하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나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혔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병원균을 제거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을 명확히 밝히는 서면 진술을 말한다.
음용수(Drinking Water)
(1) “음용수”란 40 CFR 141 국가일차먹는물규정(National Primary Drinking
Water Regulations)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물을 말한다.
(2) “음용수”는 “상수”라고도 불린다.
(3) “음용수”은 먹는 물로 보일러 용수, 대걸레 세척용 물, 빗물, 폐수 등 비음용수는 제
외된다.
“건조보관구역(Dry storage area)”이란 개인용일회용품과 같이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 아
닌 대용량으로 포장 또는 용기에 담긴 식품 보관을 위하여 지정된 공간(room) 또는 구역
을 말한다.
세척이 용이한(Easily Cleanable)
(1) “세척이 용이한” 표면은 다음 특성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a) 일반적인 세척 방법으로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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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면 재질, 설계, 제작 및 설치에 따라 특성이 좌우된다.
(c) 승인된 배치, 목적 및 용도에서 식품에 병원성 또는 독성물질 또는 기타 오염
물질의 유입을 촉진하는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2) “세척이 용이한” 표면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수준의 세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정
의 (1)에 명시된 표면의 세척용이성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정할 수도 있다.
(a) 바닥 또는 소비자 식사에 사용되는 식탁에는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할 필요가 없
으나 식품 준비 표면은 스테인리스강 재질이 적합하다.
(b) 소비자 식사 구역의 장식용 부착물 또는 부속품과 달리 주방의 실용적 부착물
또는 부속품은 청결성이 요구된다.
“이동이 용이한(Easily movable)”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휴대용, 바퀴를 장착할 수 있는, 글라이더(glider), 롤러(roller), 또는 세척을 위하여
장비를 기계적인 수단으로 안전하게 기울일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2) 유틸리티에 고정 연결되지 않고 신속한 유틸리티 연결과 분리가 가능하며, 장비나 주
변 구역 세척을 위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선이 유연하고 길이가 충분하다.
알(Egg)
(1) “알”이란 닭, 오리, 거위, 호로새(뿔닭), 메추라기, 주조류, 칠면조와 같은 조류의 각
란을 의미한다.

(2) 다음은 “알"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발루트
(b) 엘리게이터와 같은 파충류의 알, 또는
(c) 알가공품
난류제품(Egg Product)
(1) “난류제품”은 건조, 냉동, 또는 액상으로 알 가공품으로 껍질로부터 분리된 내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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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또는 일부를 식품가공공장에서 저온살균한 식품으로 식품첨가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 케이크 믹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난류 함량이 낮은 식품은 “난류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종업원(Employee)”이란 허가소지자, 책임자, 식품종업원, 감독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
는 사람,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가족 구성원, 자원봉사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식품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PA”는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말한다.
장비(Equipment)
(1) “장비(Equipment)”란 냉동고, 그라인더, 후드, 제빙기, 식육 분할기, 믹서, 오븐, 대
형 냉장실, 저울, 개수대, 슬라이서, 테이블, 대기 온도계측기기, 자동판매기, 식기세
척기 등 식품시설에서 사용되는 품목을 말한다.

(2) “장비”는 손수레, 지게차, 짐수레, 팔레트, 랙(rack)과 스키드(skid)와 같이 포장되거
나 랩으로 싸인 로트 형태로 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하는 대용량 포장 식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배제(Exclude)”란 특정인이 식품시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식품
시설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FDA”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말한다.
수산물(Fish)
(1) “수산물”이란 조류나 포유류를 제외하고 바다 어류, 갑각류 및 기타 수생생물(악어,
개구리, 수생거북, 해파리, 해삼, 성게 및 이러한 동물의 알 등)과 모든 연체동물을
의미한다.
(2) “수산물”은 방법과 가공법과 상관없이 가공된 모든 수산물과 수산물의 일부 또는 전
체를 사용하여 준비된,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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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Food)”이란 익히지 않았거나 조리 또는 가공된 식용 물질로, 얼음, 음료 또는 전체
또는 일부를 사람이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성분을 포함한다(씹는 껌도 포함).
“식품매개 질병 집단발생(Foodborne disease outbreak)”이란 일반 식품을 섭취한 결과
로 비슷한 질병 사례가 2건 이상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식품접촉면(Food-contact surface)”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식품과 접촉하는 장치나 기구의 표면, 또는
(2) 식품이 흐르거나 응축하여 떨어지거나 흩뿌려질 수 있는 장비나 기구의 표면
(a) 식품 내부로, 또는
(b) 식품과 빈번히 접촉하는 표면
“식품종업원(Food employee)”이란 포장되지 않은 식품, 식품용 장비나 기구, 또는 식품
과 접촉하는 표면을 다루는 작업자를 말한다.
식품시설(Food Establishment)
(1) “식품시설”이란 다음 영업장을 말한다.
(a) 식품 저장, 준비, 포장, 제공,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식당과 같이 식품은
사람이 섭취하도록 제공하는 영업장, 또는 단위급식소(satellite)나 출장 급식소,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에 식품을 제공하는 출장영업장, 시장,
자동판매시설, 기관, 푸드뱅크
(b)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식료품 가정 배송이나 식당 테이크아웃 주문, 배달서비스 등
일방 배송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의 소유권을 양도한다.
(2) “식품시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자동판매 구역이나 급식소가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판매기 구역이나
단위급식시설에 식품을 공급하는 운송 차량이나 중앙식품준비시설 등의 운영 요소
(b) 이동식 또는 고정, 임시 또는 영구 시설 여부, 또는 위치와 무관하게 시설 부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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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밖에서 식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섭취하는 영업장

(3) “식품시설”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사전 포장된 형태로 시간·온도 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만 제공하는 시설
(b) 자르지 않은 신선 과채류만 제공하는 농산물 판매대
(c) 식품가공공장(식품시설 부지 내에 있는 공장 포함)
(d) 개인주택의 주방, 단 종교 단체나 자선 단체의 빵 바자 행사 등에서 시간·온도 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용으로 준비하거나 제공하고 법에 따라 허용되며, 식품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장소에서 쉽게 식별되는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식품이
규정 당국의 규제 및 점검을 받지 않은 식당에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e) 이 정의의 (3)(d)에 명시된 방법으로 준비된 식품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구역
(f) 개인주택의 주방. 소규모 가족 단위 보육서비스 제공자, 소유자가 거주하고 최대 침실
수가 6개 이하이며 아침만 제공하는 숙박시설(bed-and-breakfast), 단, 식품을
제공하는 손님의 수가 18명 이하이고 공공 광고나 우편 소책자, 등록 지역에 게시된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이 규정 당국의 규제 및 점검을 받지
않은 식당에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g) 식품출장서비스나 가정 배달 식품을 수령하는 민간 가정
식품가공공장(Food Processing Plant)
(1) “Food processing plant”이란 “식품가공공장”이란 인간이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
을 제조, 포장, 표시 또는 보관하고 다른 식품가공공장이나 식품시설 등에 제품을 판
매하거나 유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2) 식품시설은 “식품가공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렵동물(Game Animal)
(1) “수렵동물”이란 9 CFR 301.2 정의에서 가축, 양, 돼지, 염소, 말, 노새(mule)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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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말로 분류되지 않거나 가금류나 어류로 분류되지 않는 식용 동물을 말한다.
(2) “수렵동물”은 순록, 엘크(elk), 사슴, 영양, 물소, 들소, 토끼, 다람쥐, 주머니쥐
(opossum), 너구리, 뉴트리아(nutria), 사향쥐 등 포유류 동물과 육상뱀과 같은 비
수생 파충류를 포함한다.

(3) 주조류(ratites)는 “수렵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사용농약(General use pesticide)”이란 EPA가 40 CFR 152.175 제한사용농약
(Pesticides classified for restricted use)에 따라 사용 제한이 필요한 농약으로 분류
하지 않은 농약을 말한다.
“A급 기준(Grade A standards)”이란 미국공중보건국/FDA의 “등급 A 저온살균 우유 조
례(Grade A Pasteurized Milk Ordinance)”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의미하며, 일
부 액상 우유 및 분유에 적용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이란 미국식품미생물기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가 개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
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원칙을 이행하는 공식화된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손세척용 개수대(Handwashing Sink)
(1) “손세척용 개수대”란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치 및 구비된 화장실, 세면
대 및 배관설비를 말한다.
(2) “손세척용 개수대”는 자동 손 세척 설비를 포함한다.
“위해(Hazard)”란 소비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생물, 화학 및 물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보건행위자(Health practitioner)”란 의료행위가 승인된 임상의나, 법으로 허용되는 경
우, 임상간호사, 건강관리전문가(physician assistant) 또는 그와 비슷한 의료전문가를 말
한다.
“밀봉 용기(Hermetically sealed container)”란 미생물 유입의 억제하고 미생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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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도록 설계 및 사용되는 용기로 저산성 통조림식품의 경우 가공 후 내용물이 상업적
멸균 상태로 유지되는 용기를 말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Highly susceptible population)"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모집단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식품매개 질병에 취약한 집단을 말한다.
(1) 면역이 저하된 사람, 취학 전 아동, 또는 고령자, 그리고
(2) 보육, 의료시설이나 성인이나 아동 돌봄 센터, 신장투석센터, 병원이나 요양원, 노인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식품을 제공받는 사람
“임박한 보건 위해요소(Imminent health hazard)”란 다음에 근거하여 특정 관행, 상황
또는 사건으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영업을 개선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중대한 위협이나 위험을 말한다.
(1) 잠재적인 부상자의 수, 그리고
(2) 예상되는 부상의 특성, 중증도 및 지속시간
“주입된(Injected)”이란 “펌프 절임(pump marinating)” 또는 “스티치 펌핑(stitch
pumping)”과 같은 가공법을 이용하여 내부로 용액을 주입하는 식육 조작법을 말한다.
“온전한 식육(Intact Meat)”이라 분쇄, 주입, 기계적 연화 또는 재구성(reconstitution)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근육이 온전히 보존된 식육을 말한다.
주스(Juice)
(1) “주스”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일이나 야채에서 추출한 수용액,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과일의 가식부 퓨레, 또는 그러한 수용액이나 퓨레 농축액을 말한다.

(2) HACCP의 목적에서 음료나 음료의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 액체, 퓨레, 또는 농축액
은 “주스” 포함되지 않는다.
“주방용품(Kitchenware)”이란 식품 준비 및 보관에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법률(Law)”이란 해당 지역, 주 및 연방 법령, 규정 및 조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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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넨류(Linens)”란 천 재질로 만들어진 식품 바구니, 냅킨, 식탁보, 행주, 작업복(장갑 포
함) 등을 말한다.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알레르겐)(Major Food Allergen)
(1)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다음과 같다.
(a) 우유, 알, 어류(농어, 넙치, 대구 및 게, 바닷가재, 새우와 같은 갑각류 패류 포함), 나무
견과류(아몬드, 피칸, 호두 등), 밀, 땅콩 및 대두, 또는
(b) 이 정의의 (1)(a)에 명시된 식품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함유하는 식품 성분

(2) 다음은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이 정의 (1)(a)에 명시된 FOOD에서 추출하여 고순도로 정제한 기름이나 그러한
기름에서 유래한 성분
(b) 2004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공법 108-282)에 명시된 청원 또는 통지에 따라
면제되는 모든 성분
“육류(Meat)”란 식품으로 사용되는 소, 돼지, 양 또는 염소 및 기타 가식 동물의 육질을
말하며, 수산물과 가금류 및 3-201.17(A)(3)과 (4)에 명시된 수렵동물 고기는 제외된다.
기계적 연화(Mechanically Tenderized)
(1) “기계적 연화”란 칼날(blade tenderizing), 핀(pinning), 바늘(needling) 또는 다
른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조직 깊숙이 침투가 가능하도록 식육 조작법을 말한다.
(2) 육류에 용액을 주입하는 방법은 “기계적 연화”로 간주되지 않는다.
“mg/L”란 리터 당 밀리그램으로 백만 분율(ppm)의 미터법 표기이다.
“연체 패류(Molluscan shellfish)”란 신선 또는 냉동 굴, 조개(clams), 홍합, 가리비 또
는 이들의 가식부로 탈각 내전근으로만 구성된 가리비 제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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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속 조리(Non-Continuous Cooking)
(1) “비연속 조리”란 의도적으로 조리를 중지하고 냉각한 후 식품을 판매나 제공하기 전
에 조리를 완료하는 조리법을 말한다.
(2) “비연속 조리”는 일시적으로 조리를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단계를 제외하고 연속
조리 절차와 동일할 경우 비연속 조리로 간주되지 않는다.
포장된(Packaged)
(1) “포장된”이란 병, 캔, 판지상자, 봉지에 담기거나 랩에 싸인 상태로 포장은 식품시설
이나 식품가공공장에서 이루어진다.

(2) 식품종업원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또는 배송하는 동안 식품
을 보호하기 위하여 랩으로 싸거나 운반 용기에 담은 식품은 “포장된” 식품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허가증(Permit)”이란 식품시설 운영권을 부여하는 규제 당국이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허가소지자(Permit holder)”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소유자, 소유자 대리인 등 식품시설의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
(2) 식품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유효한 허가를 취득한 사람
“사람(Person)”이란 협회, 기업, 개인, 제휴사, 기타 법인, 정부 또는 정부 부서나 기관을
의미한다.
“책임자(Person in charge)”란 점검 시점에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관리품(Personal Care Items)
(1) “개인관리품”이란 건강, 위생 또는 외모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
품이나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이 있거나 오염원이 될 수 있다.
(2) 의약품, 응급처치용품, 화장품, 치약과 구강 세척제, 세면도구 등이 포함된다.

13

FDA Food Code 2017

“pH”는 용액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나타내는 수소 이온 농도의 음의 로그 값이다.
pH 0~7은 산성, 7~17 사이 값은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순수한 증류수는 중성으로 pH
는 7이다.
“물리적 설비(Physical facilities)”란 비누나 휴지 분배기와 같은 부속장치와 조명, 난방,
또는 공조계통환기구와 같은 부착물 등 식품시설 구조물과 내부 표면을 말한다.
“배관설비(Plumbing fixture)”란 다음에 해당하는 회수장비나 장치를 말한다.
(1) 시설 부지 내 급수계통에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연결되고 급수계통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는다.
(2) 시설 부지 내 배수계통으로 사용한 용수, 폐기물, 또는 하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출한다.
“배관설비(Plumbing system)”란 급수관, 배관 설비 및 트랩, 오물, 폐기물 및 배기관,
하수 및 빗물하수관, 건물 배수관(연결부, 장치 및 기구 포함), 수처리 장비를 말한다.
“독성 또는 유독성 물질(Poisonous or toxic materials)”이란 “독성 또는 유독성 물질”
은 섭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다음 네 범주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세척제, 살균제, 알칼리, 산, 건조제, 광택제, 기타 화학물질
(2) 농약은 살충제와 살 서제를 포함하고 살균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급의 윤활유 및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개인관리품목 등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질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지 않으며, 석유화학제품 및 페인트와 같이 소매용
으로 부지 내에 보관하는 물질
“가금류(Poultry)”는 다음을 포함한다.
(1) 9 CFR 381.1 가금류제품 검사 규정 정의, 가금류(Poultry Products Inspection
Regulations Definitions, Poultry)에서 정의하는 살아 있거나 죽은 사육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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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 주조류 또는 비둘기(squab)), 그리고
(2) 9 CFR 362.1 자율 가금류 검사 규정, 정의(Voluntary Poultry Inspection
Regulations, Definitions)에서 정의하는 살아있거나 죽은 모든 철새, 수렵 조류,
꿩, 자고새(patridge), 메추라기, 뇌조 또는 비둘기(pigeon)
“시품시설 부지 내(Premises)”는 다음을 의미한다.
(1) 허가소유자가 통제하는 물리적 설비, 시설물, 연속된 토지나 재산, 또는
(2) 허가소지자가 통제하고 식품시설의 인력, 설비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리적 시설과 시설물, 이 정의 제1항에 기술되지 않은 토지나 재산으로 의료시설, 호
텔, 모텔, 학교, 여가 활동 캠프, 교도소와 같은 대형 영업장의 경우 식품시설도 하나
의 구성요소일 수 있다.
“대분할육(Primal cut)”이란 지육(carcass)과 이분체(side)에 분리된 식육 부위로 우둔살,
돼지 허릿살, 양고기 치맛살, 송아지 안심 등을 말한다.
우선조항(Priority Item)
(1) “우선조항”이란 식품매개 질환이나 부상과 연관된 위해요소를 제거, 방지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품공전 조항을 말하며, 다른 어
떤 조항으로도 해당 위해요소를 직접 제어할 수 없다.
(2) “우선조항”은 조리, 재가열, 냉각, 손씻기 등과 같이 정량적인 수단으로 위해요소 관
리를 입증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다.
(3) 이 공전에서 “우선조항”은 위첨자 “P”로 표시한다.
우선근거조항(priority Foundation Item)
(1) “우선근거조항”은 이 공전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우선조항을 뒷받침하는 조항을
말한다.
(2) “우선근거조항”이란 인력 교육훈련, 기반시설 또는 필요한 장비, HACCP 계획, 문서
화 또는 기록유지와 같이 식품매개 질병 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계 경영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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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따라 특정 장비를 구비하거나 조치 또는 절차를 확립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말한다.
(3) 이 공전에서 “우선근거조항”은 위첨자 “Pf”로 표시한다.
“공공상수도계통(Public water system)”의 정의는 40 CFR 141 국가일차먹는물규정
(National Primary Drinking Water Regulations)을 따른다.
“주조류(Ratite)”란 에뮤(emu), 타조, 레아(rhea)와 같이 날지 못하는 조류를 말한다.
즉석섭취식품(Ready-to-Eat Food)
(1) “즉석섭취식품”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조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3-401.11(A)나 (B), 3-401.12,
3-402.11, 또는 3-401.11(C)에 명시된 식품, 또는
(b)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힌 동물성 식품으로 3-401.11(D)(1)과 (3)에 명시된 대로
소비자 권고문이 표시된 식품, 또는
(c) 3-401.11(D)(4)에 명시된 변경허가에 따라 준비된 식품, 그리고
(d) 기호, 미적 요소, 미식 등의 목적으로 추가 준비 과정을 거칠 수 있다.
(2) “즉석섭취식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3-401.11 또는 3-401.12에 따라 조리되거나 3-402.11에 따라 냉동된 동물성 식품
(b) 3-302.15에 따라 세척하는 생과채류
(c) 3-401.13에 따라 조리하여 고온유지하는 과채류
(d) 3-401에 따라 특정 온도에서 명시된 시간 동안 조리하여 3-501.14에 따라 냉각되는
모든 시간·온도 제어 식품
(e) 식품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세척, 조리 또는 기타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물성 식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껍질, 향신료, 조미료 및 설탕과 같은 식물 유래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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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향신료와 양념, 설탕과 같은 식물성 물질
(g) 식품안전을 위하여 추가 조리가 요구되지 않은 빵, 케이크, 파이, 충전식품(fillings)
또는 아이싱 등 제과 품목
(h) USDA 지침에 따라 생산되고 병원균 사멸을 위한 처리 과정을 건조발효소시지
(건조살라미, 페페로니), 염장숙성육 및 가금육가공품(프로슈토햄, 컨츄리숙성햄,
파르마햄), 건조육 및 가금류가공품(저키, 비프 스틱), 그리고
(i) 21 CFR Part 113에 명시된 대로 제조된 식품, 밀봉 용기에 포장된 열처리 저산성
식품
저산소 포장(Reduced Oxygen Packaging)
(1) “저산소 포장”이란 다음을 말한다.
(a) 포장 내에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다른 가스 또는 가스의 조합으로 대체하는 포장 방법,
또는 포장 내 공기에서 산소 조성을 대기 중 산소 조성(해수면 기준 21%)보다 낮게
유지하는 포장 방법
(b) 최종 포장 상태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또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위해요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식품에 사용되고 이 정의 (1)(a)에 명시된 공정
(2) “저산소 포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포장에서 공기를 제거하여 포장 내부가 진공상태로 유지되도록 밀봉하는 진공포장
(b) 가스치환포장 내 공기의 조성은 대기와 다르지만 포장재의 투과성이나 식품의 호흡
특성으로 시간에 따라 포장 내 공기 조성이 변할 수 있다. 가스치환포장에서는 산소
비율을 낮추거나 완전히 제거, 또는 이산화탄소나 질소 등 특정 가스의 비율을 높인다.
(c) 가스제어포장(Controlled atmosphere packaging)에서는 식품 포장 내 공기의
조성이 대기와 다르게 포장이 개봉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된다. 포장 내 공기의
조성은 산소제거제를 사용하거나 산소 완전 대체, 비호흡성 식품, 비투과성 포장재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유지된다.
(d) 조리-냉각(cook-chill) 포장에서는 조리된 식품이 뜨거운 상태에서 비투과성 봉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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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고 공기를 배출한 다음 밀봉하거나 봉지를 열처리하여 밀폐한다(크리핑). 포장된
식품은 저온성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온도로 급속히 냉각하여 냉장 상태로
유지된다.
(e) 수비드(Sous vide) 포장에서는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힌 식품을 비투과성 봉지에 진공
포장하여 조리하고, 급속 냉각한 다름 저온성 세균의 생장이 억제되는 온도에서 냉장
보관한다.
“고형폐기물(Refuse)”이란 물을 전달체로 하수계통으로 배출되지 않는 고체 폐기물을 말한
다.
“규제 당국(Regulatory authority)”이란 식품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지역, 주정부
또는 연방 집행당국이나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
“주의사항(Reminder)”이란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힌 식품,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병원체를
제거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때 예상되는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문구나 문장을 말한다.
“식품 재사용(Re-service)”이란 식품을 판매 또는 제공한 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거나
반환한 식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한(Restrict)”이란 식품종업원이 식품매개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할 목적
으로 식품종업원의 활동을 한정하는 조치를 말하며, 제한된 식품종업원은 노출된 식품, 깨
끗한 장비, 기구, 리넨류 또는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한된 알”이란 9 CFR 590 정의에서 검사란(check), 오염란(dirty egg), 배양부적합란
(inoculator rejected), 비가식란(Inedible), 누출란(leaker), 손실란(loss)으로 정의된 알
을 말한다.
“사용제한농약(Restricted

use

pesticide)”이란

40

CFR

152.175

제한사용농약

(Pesticides classified for restricted use)에 명시된 성분을 포함하고 인증된 작업자의
감독 아래 사용하여야만 하는 농약을 말한다.
“위해성(Risk)”이란 식품 위해요소로 인해 특정 모집단에서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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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물질(Safe material)”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요소의 일부가 되거나 식품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지 않는 재료로 제조 또는 제작된 물품
(2) 미국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409조에 명시된 첨가물, 또는
(3) 첨가물이 아니며 식품의약국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기타 물질
“살균(Sanitization)”란, 효능평가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깨끗한 표면에 지속해서 열이나
화학물질을 적용하여 공중보건에서 중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5 로그(99.999%) 수준으로 저
감하는 처리를 말한다.
“밀봉된(Sealed)”은 수분이 유입 또는 통과할 수 있는 균열부나 개구부가 없는 상태를 말
한다.
“보조동물(Service animal)”이란 안내견, 신호견 또는 장애인을 보조하도록 훈련된 동물
을 말한다.
“서비스 구역”이란 이동식 식품시설이나 운송 차량이 정기적으로 입고하여 장비 세척, 액체
또는 고체 폐기물을 배출하고 물탱크나 얼음통, 식품(boarding food) 등을 재충전하는
구역을 말한다.
“하수(Sewage)”란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질이 현택 또는 용해된 액상 폐기물로 화학물질
이 용해된 액체를 포함한다.
“패류위생관리당국(Shellfish control authority)”이란 수확과 유통 인증 등 연체 패류
관리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운영하는 주, 연방, 해외, 부족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을 말한다.
“쉘스톡(Shellstock)”이란 탈각하지 않은 연체 패류를 말한다.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Shiga 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STEC)”이란 시가
독소(베로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대장균을 말한다. STEC 감염은 무증상일 수도 있으며
경증 비혈성 설사증에서 출혈성 대장염,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신부전의 일종)까지 다양
한 질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STEC 혈청형으로는 E. coli O157:H7, E. coli
O157:NM, E. coli O26:H11, E. coli O145:NM, E. coli O103:H2, E.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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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11:NM 등이 있다. STEC는VTEC(verocytotoxigenic E. coli)(베로독소 생성 대장
균) 또는 EHEC(Enterohemorrhagic E. coli)(장출혈성 대장균)로도 불린다. EHEC는
출혈성 대장염(hemorrhagic colitis, HUS)을 유발하는 STEC다.
“탈각 패류(박신)(Shucked shellfish)”이란 한쪽 또는 양쪽 패각이 모두 제거된 연체 패
류를 말한다.
“개인용일회용품(Single-service articles)”이란 식기, 휴대용 기구와 가방, 용기, 식탁매
트, 교반기, 빨대, 이쑤시개 및 포장지 등 한 사람이 일회 사용 후 폐기하도록 설계 및 제
작된 물품을 말한다.
일회용품(Single-Use Articles)
(1) “일회용품”이란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도록 설계 및 제조된 기구나 대용량 식품 용기
를 말한다.
(2) “일회용품”은 왁스페이퍼, 정육지, 플라스틱 랩, 성형 알루미늄 식품 용기, 병, 플라
스틱 관, 양동이, 빵 포장지, 피클병, 케첩병, 캔 등 다회사용 목적으로 4-101.11,
4-201.11, 4-202.11에 따라 요구되는 재질, 내구성, 강도 및 세척용이성을 충족하
지 못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슬랙킹(Slacking)”이란 식품의 온도를 조절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예로 유탕 조리나 새
우와 같이 이후 덩어리로 냉동된 식품의 조리에서 열침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온도를
-23°C(-10°F)에서 -4°C(25°F)로 점진적으로 승온하여 조리에 사용한다.
“매끄러운(Smooth)”은 다음 의미로 사용된다.
(1) 움푹 파인 부분이나 개재물(inclusions)이 없고 세척용이성이 3번 스테인레스강(100
그릿)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우수한 식품접촉 표면
(2)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면 이물질이 없는 상업용 등급의 열연강과 동일한 표면
특성을 가진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장비의 표면
(3) 세척을 어렵게 하는 거친 부분이나 돌출부가 없는 바닥면이나 벽면 또는 천장
“식기(Tableware)”란 식탁에서 식음료 섭취나 식품 제공에 사용되는 기구로, 포크, 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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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커틀러리(flatware), 사발, 컵, 접시, 텀블러와 같이 오목한 식기류, 그리고 바
닥이 평평한 접시 등을 포함한다.
“온도측정장치(Temperature measuring device)”란 온도계, 열전대(thermocouple),
서미스터(thermistor) 등 식품, 대기 또는 물의 온도를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임시식품시설(Temporary food establishment)”이란 단일 행사와 관련하여 연속 운영
일수가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식품시설을 말한다.
시간·온도 제어 식품(Time/Temperature Control for Safety Food)(이전 잠재적 위해
식품(potentially hazardous food, PHF)
(1)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란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나 독소 생성을 제한하기 위해 시
간 및 온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2) “시간·온도제어 식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익히지 않은 또는 열처리한 동물성 식품, 열처리한 식물성 식품, 익히지 않은 발아
새싹을 포함하는 식물성 식품 자른 멜론, 자른 잎채소, 자른 토마토나 자른 토마토와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나 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변형되지 않은 자른 토마토
혼합 식품,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나 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변형되지 않은
기름과 마늘 혼합 식품, 그리고
(B) 이 정의 (3)(d)에 명시된 식품을 제외하고, aw와 pH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필수평가
대상(Product Assessment Required, PA)으로 지정된 식품(표 A와 B)
표 A. 식품에서 포자 제어를 위해 열처리로 영양 세포를 파괴한 후 용기․포장하는 경우
pH와 Aw의 상호작용
Aw 값

pH: 4.6 이하

pH: 4.6~5.6

pH: >5.6

≤0.92

비TCS 식품*

비TCS 식품

비TCS 식품

>0.92~0.95

비TCS 식품

비TCS 식품

식품검사

>0.95

비TCS 식품

식품검사

식품검사

* TCS 식품이란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간과 온도 조절이 요구되는 식품을 말한다.
** PA(Product Assessment): 식품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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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 열처리하지 않았거나 열처리 후 포장하지 않은 식품에서 영양세포와 포자 제어를 위한
pH와 Aw
Aw 값

pH: <4.2

pH: 4.2~4.6

pH: 4.6~5.0

pH: >5.0

<0.88

비TCS 식품*

비TCS 식품

비TCS 식품

비TCS 식품

0.88~0.90

비TCS 식품

비TCS 식품

비TCS 식품

식품검사

>0.90~0.92

비TCS 식품

비TCS 식품

식품검사

식품검사

>0.92

비TCS 식품

식품검사

식품검사

식품검사

* TCS 식품이란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간과 온도 조절이 요구되는 식품을 말한다.
** PA: 식품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3) 다음은 “시간·온도제어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a) 껍질이 온전하고 공기 중에서 냉각된 완숙 달걀 또는 껍질이 온전한 반숙으로 생존
가능한 모든 살모넬라를 파괴하기 위하여 저온살균된 난류

(b) 상업적으로 열처리된 미개봉 밀봉 식품으로 냉장이 아닌 유통조건에서 상업적인 수준의
멸균이 유지되는 식품
(c) pH나 aw 또는 pH와 aw의 상호작용으로 이 정의 표 A나 B에서 비TCS 식품으로
지정된 식품
(d) 이 정의 표 A 또는 B에서 필수평가대상(PA)으로 지정된 식품이나 제품 평가에서
다음을 근거로 병원성 미생물의 생장이나 독소 생성 가능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입증된 식품
(ⅰ) 방부제, 항균제, 습윤제, 산성제 또는 영양소 등 첨가 또는 자연 식품의 특성을
포함하는 내재 인자
(ⅱ) 포장, 저산소 포장과 같은 가스치환포장, 유효기간과 사용, 보관 및 사용 온도
범위 등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또는 작업 요인 등의 외재 인자, 또는
(ⅲ) 내재 및 외재 인자의 조합, 또는
(e) 식품이 병원성 미생물이나 질환 또는 부상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화학 또는
물리적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 (3)(a)~(3)(d) 중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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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병원성 미생물의 생장이나 독소 생성이 억제되는 식품
“USDA”는 미국 농부무(U.S. Department of Agriculture)를 말한다.
“기구(Utensil)”란 다회사용, 개인용일회용, 또는 일회용 주방용품이나 식기와 같이 식품
보관, 준비, 운송, 배출(디스펜스), 판매 또는 제공에 사용되며 식품과 접촉하는 도구나 용
기, 식품과 접촉하는 장갑, 식품 온도측정장치의 온도 감지 탐침, 식품과 접촉하는 탐침형
가격 또는 식별 꼬리표를 말한다.
“변경허가서(Variance)”란 규제 당국이 발급하는 문서로 이 공전 조항 하나 또는 그 이상
에서 명시한 요구사항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면제한다. 규제 당국은 요구사항 변경이나 면제
가 건강 위해나 우려사항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변경허가서를 발급한다.
“자동판매기(Vending machine)”란 동전, 지폐, 토큰, 카드 또는 키를 삽입하거나 전자거
래 또는 선택적인 수동 조작에 따라 포장되지 않은 벌크나 포장된 형태로 단위제공량(unit
serving)을 배출하는 셀프서비스 형태의 기기로 개별 작동 후 식품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다.
“자동판매기 구역(Vending machine location)”이란 한 대 이상의 자동판매기가 배치된
방, 공간, 또는 차폐 구역, 또는 기타 구역을 말하며 시설 부지 내 자동판매기를 유지·보수
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식기세척(Warewashing)”이란 식품과 접촉하는 기기와 장비 표면의 세척과 살균을 의미
한다.
“Whole-muscle, intact beef”이란 주입, 기계적 연화, 재구성 또는 칼집, 재우기 등으
로 조작하지 않은, 근육이 온전히 보존된 소고기를 말하며, 온전한 전근육 소고기를 잘라
비프스테이크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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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리와 인력
2-1 감독
2-101

책임

2-101.11

지명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소지자는 직접 식품시설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시설 책임자는 식품시설이 운전되는 동안 시설 내에
Pf

있어야 한다.

(B) 동일한 허가증 소지자의 법적 책임이고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개별적으로

허가된 부서가 있는 식품시설에서 허가증 소지자는 식품을 준비, 포장 또는 제공하지 않는
특정 기간 동안, 모든 운영 시간 시설 내 상주하는 책임자와 부지 내 별도로 승인된 시설의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2-102
2-102.11

지식
입증

식품 작업의 특성에 따른 위해성을 고려하여, 점검 기간 그리고 규제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책임자는 식품매개 질병 예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및 이 공전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관한
지식 수준을 입증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다음을 통해 관련 지식 수준을 입증하여야 한다.
Pf

(A) 공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점검 기간 우선항목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

(B) 인증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는 시험을 통과하여 요구되는 수준의 지식과 이해 수준을
입증함으로써 식품보호관리자 인증을 받는다.Pf 또는
(C) 수행하는 특정 식품 작업과 관련된 검사관의 질문에 정확이 답변한다. 관련 지식을
입증하여야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매개 질병 예방과 식품 종업원의 개인위생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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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을 갖고 있거나 식품매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의학적 조건을 가진 식품종업원에
의한 식품매개 질병의 전파 방지에 있어 책임자의 직무를 설명할 수 있다.Pf
Pf

(3) 식품매개 질병과 연관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

Pf

(4) TCS 식품의 온도 및 시간 유지와 식품매개 질병 간 관계의 유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5) 육류, 가금류육, 알, 어류 등을 생식하거나 충분히 조리하지 않고 섭취할 할 때
예상되는 위해성을 설명할 수 있다.Pf
(6) 육류, 가금류육, 알, 어류를 포함하여,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적절한 조리 온도와 온도
Pf

유지 시간을 설명할 수 있다.

(7)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안전한 냉장 보관, 고온유지, 냉각 및 재가열에 요구되는 온도
및 시간을 명시한다.Pf
(8) 식품매개 질병 예방과 다음의 관리 및 제어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Pf

(a) 교차오염

Pf

(b) 즉석섭취식품 손 접촉
(c) 손 세척Pf, 그리고

Pf

(d) 식품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적절히 유지·보수

(9)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식별된 식품과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민감한 사람에게 초래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
(10) 식품 안전과 다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Pf

(a) 충분한 수와 용량의 장치,

그리고
Pf

(b) 적절한 설계, 제작, 설치, 운전, 유지·보수 및 세척

(11) 기구와 장치의 식품 접촉면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적절한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12) 용수 공급원과 역류 및 교차연결 방지 조치 등 용수 보호 대책을 확인할 수 있다.
(13) 식품시설 내 독성물질을 식별하고 법에 따라 안전한 보관, 배포, 사용 및 처분 절차를
숙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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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설 부지 내에서 판매 또는 식품 제공 과정에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식품매개 질병의
전염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통제 지점을 식별하고 이 공전 요구사항에 따라 통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설명한다.
(15) 법률이나 이 공전, 또는 규제 당국과 식품시설 책임자 간 합의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인증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 책임자와 식품종업원이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을
Pf

이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6) 이 공전에 따라 다음에 주어진 책임, 권리 및 권한을 설명한다.
Pf

(a) 식품종업원

(b) 조건부 종업원Pf
(c) 책임자Pf
Pf

(d) 규제 당국 , 그리고
(17) 책임자, 식품종업원, 조건부 종업원이 보고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과 식품종업원을
Pf

배제 또는 제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102.12

인증된 식품보호관리자

(A) 식품시설의 책임자는 인증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는 시험을 통과하여 요구되는 수준의
Pf

지식과 이해 수준을 입증함으로써 식품보호관리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B) 이 절은 규제 작업 특성과 준비하는 식품의 범위를 고려하여 규제 당국이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식품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02.20

식품보호관리자 인증

(A) 식품보호관리자 인증프로그램을 통하여 식품보호관리자로 인증받아 갖고 있는 지식을
입증한 책임자는 2-102.11(B)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식품보호관리자 인증프
로그램은 식품보호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B) 책임자가 식품보호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보호관리자 인증프로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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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식품보호관리자로 인증된 식품시설은 2-102.12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103
2-103.11

직무
책임자

책임자는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A) 6-202.111에 따라 개인 주택이나 거실 또는 수면 공간으로 사용되는 구역에서 식품시설을
Pf

운영하지 않는다.

(B) 식품시설 운영에 불필요한 사람은 식품 준비, 식품 보관 또는 세척 구역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 책임자가 승인하고 적절한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한 후 단시간 방문과 견학은
허용된다.Pf
(C) 식품 준비, 보관 및 세척 구역에 출입하는 종업원과 배송 및 유지·보수 작업자 및 살충
작업자 등 기타 작업자는 이 공전을 준수하여야 한다.Pf
(D) 종업원의 손 세척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종업원이 효과적으로 손을 세척하는지 확인한다.Pf
(E) 종업원이 배송된 식품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입고된 식품이 승인된 공급업체에서
제공되었으며, 배송 온도, 오염 방지 여부, 정확한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종업원은 상시로
수령하는 식품을 관찰하고 평가한다.Pf
(F) 종업원이 식품시설 비운영 시간에 시설로 배송된 식품이 승인된 출처에서 유래하고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는지 확인한다. 보관 장소는 식품에 요구되는 온도를 위지하고 오염과
혼입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고 적절히 표시한다.Pf
(G) 종업원이 난류나 분쇄육과 같이 심각한 식품매개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적절히

조리하고,

4203.11과

4-502.11(B)에 따라 적절한 눈금을 가진 보정된 적절한 온도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조리
온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Pf
(H) 식품종업원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온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4시간 이내 섭취하지
않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빠르게 냉각한다.
냉각 중 식품종업원이 식품 온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지 상시 확인한다.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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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식품종업원은 고온 또는 저온으로 유지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식품종업원이 식품 온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지 상시 확인한다.Pf
(J) 소비자가 익히지 않거나 충분히 조리되지 않은 동물성 즉석섭취식품을 주문하는 경우
Pf

식품의 안전성을 위하여 3-603.11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다.

(K) 종업원은 세척된 다회사용 장비 및 기구를 재사용 전에 적절히 살균 세척하고 세척액 온도
Pf

및 고온수 살균용액의 온도, 세척액 노출 시간, 농도, pH를 모니터링한다.

(L) 3-304.16에 따라 소비자가 샐러드바나 뷔페와 같은 셀프서비스를 이용할 때 깨끗한
Pf

식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M) 3-301.11(E)에 명시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업원은 델리 조직, 주걱, 집게, 일회용 장갑 또는 분사 장비 등의 적절한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고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Pf
(N) 식품종업원은 식품 알레르기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적절한 식품안전
교육훈련을 받는다.Pf
(O)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은 2-201.11(A)에 따라 식품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Pf

알린다.

그리고

(P) 식품시설에서 작성한 서면절차와 계획을 이 공전에서 명시한 장소에 비치하고 요구사항에
Pf

따라 시행한다.

2-2

종업원 건강

2-201

허가소지자, 책임자, 식품 종업원 및 조건부 종업원의 책임

보고대상 증상과 진단 및 보고 책임
2-201.11

허가소지자, 책임자 및 조건부 종업원의 책임

(A) 허가증소지자는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이 식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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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건강 상태와 활동을 책임자에서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식품종업원 또는
조건부 종업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자가 식품매개 질병 전파 위해성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증상이나 질병 발병일, 무증상 진단 등 필요한 부가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보고대상 증상
(1) 다음 증상을 보이는 경우
(a) 구토P
(b) 설사P
(c) 황달P
(d) 발열을 동반한 인후통,P 또는
(e) 다음 부위에 발생한 종기나 감염된 상처와 같이 외부로 노출되었거나 유출 병소

(ⅰ) 손가락 골무나 싸개 등 불침투성 덮개로 병소를 보호하고 그 위에 일회용
P

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이나 손목

(ⅱ) 팔 일부가 노출되고, 병변이 비투과성 덮개로 보호되지 않은 경우, 또는
(ⅲ) 병소가 건조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꼭 밀착된 붕대로 보호되는 경우를
P

제외하고, 다른 신체의 일부

보고대상 진단
(2) 보건행위자가 다음으로 인한 질병으로 진단한 경우
P

(a) 노로바이러스

(b) A형 간염 바이러스P
(c) 이질균P
(d)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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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장티푸스(살모넬라 타이피균) 또는
P

(f) 살모넬라(비장티푸스성)

보고대상 과거 질병
(3) 최근 3개월 내 보건행위자가 진단한 장티푸스(보건행위자의 판단에 따라 항생제는
투약하지 않음)

보고대상 노출 이력
(4) 식품종업원이나 조건부 종업원이 질병 집단발생과 연관된 식품을 섭취 또는
준비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준비한
행사에서 식품을 섭취하여 확인된 질병 집단발생에 노출되었거나 집단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a) 마지막 노출 48시간 이내 노로바이러스 감염P
(b) 마지막 노출 3일 이내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이나 이질균 감염P
(c) 마지막 노출 후 14일 이내 장티푸스P 또는
P
(d) 마지막 노출 후 30일 이내 A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5) 확인된 질병 집단발생 환경에 근무하거나 노출된 경우, 또는 그러한 환경에 근무하거나
노출된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다음에 의하여
질병으로 진단을 받을 사람과 같이 거주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P

(a) 마지막 노출 48시간 이내 노로바이러스 감염

(b) 마지막 노출 3일 이내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이나 이질균 감염P
(c) 마지막 노출 14일 이내 장티푸스(살모넬라 타이피에 의한),P 또는
P

(d) 마지막 노출 30일 이내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규제 당국에 보고하여야 할 책임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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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책임자는 식품종업원이 수록된 증상을 보이거나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보고할 경우
규제 당국에 알려야 한다.
Pf

(1) 황달,

또는
Pf

(2) 이 절 (A)(2)(a)-(f)에서 명시한 병원체에 의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조건부 종업원을 식품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자의 책임
(C) 책임자는 조건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 절 (A)(1)~(3)에 명시된 증상을 보이거나 보고, 또는 진단을 받은 조건부 조건부
종업원은 2-201.13에 따라 증상 및 진단 질환별로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P

식품종업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2)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에서 식품종업원으로서 작업을
수행하고 (A)(4)~(5)에 명시된 노출 이력을 보고한 조건부 종업원은 2-201.13(J)에
따라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식품종업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P

책임자의 배제 또는 제한 책무
(D) 책임자는 이 절의 제(A)(1)~(5)목에 따라 식품종업원이 증상 발현이나 질병 진단이나 과거
노출 이력을 보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여 한다.
(1) 2-201.12(A)~(C),

(D)(1),

(E)(1),

(F)(1),

(G)

또는

(H)(1)

그리고

P

2-201.13(A)~(H) 조항에 따라 배제한다. 또는
(2) 2-201.12(D)(2), (E)(2), (F)(2), (H)(2), 또는 2-201.12(I) 또는 (J) 그리고
P

2-201.13(D)~(J) 조항에 따라 제한한다.

식품 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의 보고 의무

(E) 식품종업원이나 조건부 종업원은 책임자에게 이 절 (A)에서 명시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Pf

식품종업원의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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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식품종업원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1) 2-201.12(A)~(C), 2-201.12(D)(1), (E)(1), (F)(1), (G) 또는 (H)(1) 그리고
P

2-201.13(A)~(H) 조항에 따라 배제한다. 또는
(2) 2-201.12(D)(2), (E)(2), (F)(2), (H)(2), 또는 2-201.12(H), (I) 또는 (J) 그리고
P

2-201.13(D)~(J) 조항에 따라 제한한다.

배제 및 제한 조건
2-201.12

배제 및 제한

식품시설 책임자는 다음을 고려하여 식품종업원을 배제하거나 제외한다.

구토나 설사 증상을 보이는 종업원
(A) 비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종업원을
배제한다.
P
(1) 구토나 설사 증상 또는

(2) 구토나 설사 증상을 보이고 노로바이러스, 이질균, 살모넬라균(비장티푸스성) 또는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황달 증상을 보이거나 A형 간염으로 진단된 경우
(B) 식품종업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배제한다.
(1) 황달 증상을 보이고 최근 7일 이내 황달이 시작된 식품종업원은 황달이 A형 간염
바이러스나

기타

배설물-구강

전파

전염병과

무관하다는

의료

문서를

보건행위자로부터 발급받아 책임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되어야 한다.
(2) 종류와 무관하게 증상 발현 후 14일 이내 또는 황달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A형 간염
P
바이러스 감염 진단, 또는
P

(3) 증상이 없으나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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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장티푸스 병력을 보고한 경우
(C) 장티푸스로 진단을 받았거나 2-201.11(A)(3)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장티푸스 진단
병력이 있는 식품종업원은 배제한다.

증상이 없으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D) 식품종업원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1) 해당 식품종업원이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P
배제한다 또는

(2) 해당 식품종업원이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P

경우 제한한다.

증상이 없으나 이질균 감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E) 식품종업원이 이질균 감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1) 해당 식품종업원이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P
배제한다 또는

(2) 해당 식품종업원이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P

경우 제한한다.

증상이 없으나 STEC 감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F) 식품종업원이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감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1) 해당 식품종업원이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P
배제한다 또는

(2) 해당 식품종업원이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P

경우 제한한다.

증상이 없으나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감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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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식품종업원이 살모넬라(비장티푸스성) 감염으로 진단을 받고 무증상이라면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식품시설에서 해당 종업원의 작업을 제한한다.

발열과 함께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경우
(H) 식품종업원이 발열과 함께 급성 인후통 증상을 보인다면,
(1) 해당 식품종업원이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P

배제한다 또는
(2) 해당 식품종업원이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P

경우 제한한다.

개방된 감염 상처나 농포(고름) 종기가 있는 경우
(I) 종기와 감염된 상처와 같이 외부로 노출된 유출 병변이 2-201.11(A)(1)(e) 적절히
보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종업원을 제한한다.P

식품종업원이 식품매개 병원균에 노출되고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J) 식품종업원이 2-201.11(A)(4)(a~d) 또는 2-201.11(A)(5)(a-d)에 따라 명시된 식품매개
병원균에 노출되고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P

업무를 제한다.

배제 및 제한 관리
2-201.13

배제 및 제한 조치 해제, 조정 및 유지

책임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식품종업원의 배제 또는 제한을 해제, 조정 또는 유지한다.
(A) 식품종업원이 장티푸스나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증상을 보였으나 진단받지 않는 경우 배제 조치를 해제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201.12(A)(1)에 따라 배제된 식품종업원을 복귀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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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24시간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b) 책임자에게 비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 진단
(2) 식품종업원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아 2-201.12(A)(2)에 따라 배제된 경우

증상이 사라져 현재는 무증상이라면 해당 식품종업원의 배제 조치를 조정한다.
(a) 배제된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고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식품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 절의 (D)(1) 또는
(2)에 명시된 복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근무를 제한한다.P 또는

증상이 사라져 현재는 무증상 상태이고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
에서 근무하는 경우 배제 조치를 유지한다.
(b) 배제된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고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 절의 (D)(1) 또는 (2)에
명시된 복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배제 조치를 유지한다.P

이질균 감염 진단
(3) 식품종업원이 이질균 감염 진단을 받아 2-201.12(A)(2)에 따라 배제된 경우

증상이 사라져 현재는 무증상이라면 해당 식품종업원의 배제 조치를 조정한다.
(a) 배제된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고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식품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 절의 (E)(1) 또는
(2)에 명시된 복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근무를 제한한다.P 또는

무증상이었으며 현재도 무증상이라면 배제 조치를 유지한다.
(b) 배제된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고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 절의 (E)(1) 또는 (2)
또는 (E)(1)과 (3)(a)에 명시된 복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배제 조치를 유지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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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C 감염 진단
(4) 식품종업원이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감염 진단을 받아 2-201.12(A)(2)에 따라 배제된
경우

증상이 사라져 현재는 무증상이라면 해당 식품종업원의 배제 조치를 조정한다.
(a) 배제된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고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식품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 절의 (F)(1) 또는
P
(2)에 명시된 복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근무를 제한한다. 또는

증상이 사라져 현재는 무증상 상태이고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
에서 근무하는 경우 배제 조치를 유지한다.
(b) 배제된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고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F)(1) 또는 (2)에 명시된
복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배제 조치를 유지한다.P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감염 진단
(5) 식품종업원이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감염 진단을 받아 2-201.12(A)(2)에 따라
배제된 경우

증상이 사라져 현재는 무증상이라면 해당 식품종업원의 배제 조치를 조정한다.
(a) 배제된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30일 이상 유지하고 이 절의 (G)(1) 또는
P
(2)에 명시된 복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근무를 제한한다. 또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경우 배제 조치를 유지한다.
(b) 배제된 종업원이 아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 절의 (G)(1) 또는 (2)에 명시된 복귀
P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배제 조치를 유지한다.

A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황달 진단 - 배제 조치 해제
(B) 책임자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2-201.12(B)에 따라 배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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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종업원을 복귀 조치한다.
P

(1) 식품종업원의 황달 증상이 7일을 초과 경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P

(2) 식품종업원의 비황달성 증상이 14일을 초과 경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또는
(3) 식품종업원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서면 진단서를 보건
행위자로부터 발급받아 책임자에게 제출한 경우

장티푸스 진단 - 배제 조치 해제
(C)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201.12(C)에 따라 배제된 식품종업원을 복귀 조치한다.
P

(1) 책임자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고,

(2) 식품종업원이 장티푸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서면 진단서를 보건행위자로부터 발급받아
책임자에게 제출한 경우P

노로바이러스 감염 진단 - 배제 또는 제한 조치 해제
(D) 책임자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2-201.12(A)(2) 또는
(D)(1)에 따라 배제되었거나 2-201.12(D)(2)에 따라 제한된 식품종업원을 복귀 조치한다.
(1) 배제 또는 제한된 식품종업원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서면 진단서를
보건행위자로부터 발급받아 책임자에게 제출한 경우
(2) 식품종업원이 구토나 설사 증상이 사라진 후 배제 또는 제한되었으며 무증상 상태가
P
48시간 이상 유지된 경우, 또는

(3) 식품종업원이 배제 또는 제한되었으며 진단 후 무증상 상태가 48시간을 초과 경과하여
P

유지된 경우, 또는

이질균 감염 진단 - 배제 또는 제한 조치 해제
(E) 책임자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2-201.12(A)(2) 또는
(E)(1)에 따라 배제되었거나 2-201.12(E)(2)에 따라 제한된 식품종업원을 복귀 조치한다.
(1) 배제 또는 제한된 식품종업원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배변 검체 시험에서 연속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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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반응을 보이고 이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 이질균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서면
진단서를 보건행위자로부터 발급받아 책임자에게 제출한 경우
P
(a) 항생제 복용 중단 48시간 이후, 그리고
P

(b) 적어도 24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2차례 시험

(2) 식품종업원이 구토나 설사 증상이 사라진 후 배제 또는 제한되었으며 무증상 상태가
P
7일 이상 유지된 경우, 또는

(3) 식품종업원이 배제 또는 제한되었으며 진단 후 무증상 상태가 7일을 초과 경과하여
P
유지된 경우, 또는

STEC 감염 진단 - 배제 또는 제한 조치 해제
(F) 책임자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2-201.12(A)(2) 또는
(F)(1)에 따라 배제되었거나 2-201.12(F)(2)에 따라 제한된 식품종업원을 복귀 조치한다.
(1) 배제 또는 제한된 식품종업원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배변 검체 시험에서 연속 2회
음성 반응을 보이고 이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서면 진단서를 보건행위자로부터 발급받아 책임자에게 제출한 경우
P
(a) 항생제 복용 중단 48시간 이후, 그리고
P

(b) 적어도 24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2차례 시험

(2) 식품종업원이 구토나 설사 증상이 사라진 후 배제 또는 제한되었으며 무증상 상태가
7일 이상P 또는
(3) 식품종업원이 배제 또는 제한되었으며 진단 후 무증상 상태가 7일을 초과 경과하여
P

유지된 경우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 배제 또는 제한 조치 해제
(G) 책임자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고P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2-201.12(A)(2)에 따라
배제되었거나 2-201.12(G)에 따라 제한된 식품종업원을 복귀 조치한다.
(1) 배제 또는 제한된 식품종업원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배변 검체 시험에서 연속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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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반응을 보이고 이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 살모넬라균(비장티푸스성)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서면 진단서를 보건행위자로부터 발급받아 책임자에게 제출한 경우
P
(a) 항생제 복용 중단 48시간 이후, 그리고
P

(b) 적어도 24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2차례 시험

(2) 식품종업원이 구토나 설사 증상이 사라진 후 제한되었으며 무증상 상태가 30일 이상
P
유지된 경우, 또는

(3) 식품종업원이 배제 또는 제한되었으며 진단 후 무증상 상태가 30일을 초과 경과하여
P

유지된 경우

발열을 동반하는 인후통 - 배제 또는 제한 조치 해제
(H) 2-201.12(H)(1)이나 (2)에 따라 배제 또는 제한된 식품종업원이 보건행위자로부터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료 문서를 발급받아 책임자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종업원을 복귀
조치한다.
(1) 고름사슬알균(Streptococcus pyogenes) 감염 치료를 위하여 24시간 이상 항생제
P

투여

(2) 목에서 채취한 검체 배양 시험에서 1회 이상 고름사슬알균 음성 반응,P 또는
P

(3) 보건행위자가 더 이상 고름사슬알균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진단

개방된 감염 상처 또는 농포성 종기 - 제한 조치 해제
(I) 2-201.12(1)에 따라 제한된 식품종업원이 피부, 감염상처, 베인상처, 화농성 종기 등을
다음 중 하나로 적절히 덮어 보호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의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1) 감염된 상처나 화농성 종기가 손, 손가락 또는 손목 부위인 경우 골무나 손가락 싸개와
P

같은 비투과성 덮개로 병변을 덮어 보호한 경우

(2) 감염된 상처 또는 흉부 종기가 팔에 있는 경우 팔에 비투과성 덮개를 덮어 보호하는
경우P 또는
(3) 감염된 상처나 화농성 종기가 신체 다른 부위에 있을 경우 건조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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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붕대로 덮어 보호하는 경우

식품종업원이 식품매개 병원균에 노출되고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제한 해제
(J) 2-201.11(A)(4)(a~d) 또는 2-201.11(A)(5)(a~d)에 따라 명시된 병원균에 노출되고
2-201.12(J)에 따라 업무가 제한된 식품종업원을 복귀 조치한다.

노로바이러스
(1)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P
(a) 잠재적인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48시간 이상 경과, 또는
P

(b) 식품종업원의 가정 내 접촉자가 무증상이 된 지 48시간 초과 경과

이질균 또는 STEC
(2) 이질균이나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에 감염되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P
(a) 잠재적인 노출 시점으로부터 3일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P

(b)식품종업원의 가정 내 접촉자가 무증상이 된 지 3일 초과 경과
장티푸스(S. Typhi)

(3) 장티푸스(살모넬라 타이피에 의한)에 감염되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P
(a) 재적인 노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P

(b) 식품종업원의 가정 내 접촉자가 무증상이 된 지 14일 초과 경과

A형 간염 바이러스
(4)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P

(a) 식품종업원이 A형 간염 병력이 있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면역을 갖고 있다.

(b) 식품종업원이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받아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면역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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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있다.

(c) 식품종업원이 IgG를 투여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면역을 보유하고 있다.P
(d) 잠재적인 노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P
P

(e) 식품종업원의 가정 내 접촉자가 황달 증상을 보인 날로부터 30일 초과 경과, 또는
(f) 식품종업원은 (I)(4)(d) 및 (e)에 명시된 대로 잠재적 노출 후 최소 30일까지
즉석섭취식품과 맨손 접촉을 허용하는 대체 절차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관한
추가 교육을 받는다.
P

(ⅰ) A형 간염 증상과 감염 전파 방지
(ⅱ) 적절한 손 세척 절차P 그리고

P

(ⅲ) 맨손 접촉으로 인한 즉석섭취식품 오염 방지

2-3 개인 청결
2-301

손과 팔

손과 팔
2-301.11

청결 상태

식품종업원은 손과 외부로 노출된 팔 부분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301.12

세척 절차

(A) 이 절(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종업원은 5-202.12 및 6-301에 따라 설치된
적절한 손 세척용 개수대와 세척제로 보철 장치를 포함하여 손과 팔 그리고 팔의 노출된
부분을 20초 이상 세척하여야 한다.P
(B) 식품종업원은 손과 팔 그리고 팔의 노출된 부분(보철 장치 포함)을 세척할 때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P

(1) 흐르는 깨끗한 온수로 헹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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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세척제 제조사의 권고하는 적절한 양의 세정제를 손에 덜어 낸다.
(3) 양손을 10~15초 이상 비벼 꼼꼼히 씻는다.

(a) 세척하는 동안 손톱 아래 부분 오물에 주의하여 손을 씻는다.P
(b) 손과 팔 표면(손 또는 팔 보철 장치 포함), 손가락 끝부분, 손가락 사이를 문질러
P

세척한다.

P

(4) 흐르는 깨끗한 온수로 완전히 헹군다. 그리고
P

(5) 세척 직후 6-301.12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완전히 건조한다.

(C) 식품 종사자는 손이나 대리 보철기기의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동 작동식 수도꼭지
손잡이 또는 화장실 문 손잡이와 같은 표면을 만질 때 일회용 종이 수건이나 이와 유사한
깨끗한 오염방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D) 승인된 자동 손세척 설비가 해당 식품 작업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식품종업원은 자동 세척 설비를 이용하여 손이나 보철 장치를 세척할 수 있다.
2-301.13

특별 손 세척 절차

보류(RESERVE)
2-301.14

세척 시점

식품종업원은 노출된 식품, 깨끗한 장비 및 기구,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
용품 및 다음을 포함하여 식품 준비에 참여하기 전에 2-301.12에 명시한 대로 손과 팔
의 노출된 부분을 세척하여야 한다.
P

(A) 깨끗한 손과 깨끗한 팔 노출 부위를 제외하고, 노출된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한 후
(B) 화장실 사용 후P
(C) 2-403.11(B)에 명시된 보조동물이나 수생 동물을 돌보거나 취급한 후P

(D) 2-401.11(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침, 재채기, 손수건 또는 일회용 티슈를 사용한
후 그리고 흡연, 식사 또는 음주 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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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오염된 장비나 기구 취급 후

(F) 식품 준비 중, 오물과 오염을 제거하고 작업을 전환하는 경우 교차오염 방지에 필요한 모든
P

경우

P

(G) 익히지 않은 식품과 즉석섭취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전환할 때
P

(H) 식품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그리고
P

(I) 손이 오염될 수 있는 기타 활동을 수행한 후
2-301.15

세척 위치

식품종업원은 손세척용 개수대나 승인된 자동 손세척 시설에서 손을 세척하여야 한다. 그
러나 식품 준비나 식기세척, 서비스 개수대, 또는 걸레를 세척한 물이나 기타 비슷한 액체
폐기물을 처분하는 세척 시설에서 손을 세척하여서는 안 된다.Pf
2-301.16

손소독제

(A) 국소 도포하는 손 소독제, 손을 담가 사용하는 손소독액(hand dip), 또는 손소독용 비누
(1)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FDA에

발간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기초하여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승인의약품(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Pf

Evaluations)에 등록된 승인의약품,

또는

(b) 손소독제로서 OTC 보건의료용 소독용 의약품(OTC 보건의료용)으로 FDA
Pf

의약품 모노그래프에 수재된 활성 항미생물 성분을 함유하는 물질,

그리고

(2) 다음을 충족하는 성분만 함유하는 물질
(c) 21 CFR 170.39 식품접촉물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규제 한도(Threshold of
Regulation for Substances Used in Food-Contact Articles)에 따른 규제
Pf

면제 한계기준,

또는

(d) 21 CFR 178 - 간접식품첨가물: 안전한 사용을 전제로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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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규제되는 보조제, 생산보조제 및 살균제,

또는

(e)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GRAS) 물질 식품과 사용할 때 GRAS로
간주되는 물질(21 CFR 182 -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물질
(Substance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21 CFR 184 -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직접 식품 물질(Direct Food Substances Affirmed 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또는 21 CFR 186 - 식품접촉면에
사용하기에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간접 식품 물질(Indirect Food
Substances Affirmed 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for use in
Pf

또는

contact with food) 그리고FDA의 GRAS 고지 목록 참조),

(f) 21 CFR 181 - 사전 승인된 식품 성분(Prior Sanctioned FOOD
Pf

Ingredients)에 따른 사전 승인 성분 목록,

또는
PF

(g) 유효한 식품접촉물질신고제도(Food Contact Notification),

그리고

Pf

(3) 2-301.12에 따라 세척한 손에만 적용

(B) 손을 담가(hand dip) 사용하는 형태의 손소독제나 손소독제 용액이 이 절 (A)(2)에 따라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Pf

또는

(1) 식품을 만지기 전에 깨끗한 물로 손을 헹구거나 장갑을 착용한다.

Pf

(2) 맨손으로 식품을 직접 만지는 않은 작업으로 활동 범위를 한정한다.

(C) 손을 담그는 형태로 사용하는 손소독제 용액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염소 농도는 100 mg/L
이상이어야 한다.Pf

2-302
2-302.11

손톱
관리

(A) 식품종업원은 손톱이 청결하고 가장자리와 표면이 거칠지 않도록 손톱을 깎고 다듬어
Pf

관리하여야 한다.

(B) 상태가 양호하고 손상되지 않은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출된 식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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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작업하는 식품종업원은 손톱 광택제나 인조 손톱을 착용할 수 없다.

2-303

장신구

2-303.11

금지사항

식품종업원은 결혼반지와 같은 일반적인 반지를 제외하고,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장신구를
포함하여 손과 팔에 장신구를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2-304

외복

2-304.11

청결 상태

식품종업원은 식품, 장치,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결한 외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4 위생관리기준
2-401

식품오염방지

2-401.11

식품·음료 섭취나 흡연

(A) 이 절의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 노출된 식품, 청결한 장치, 기구 및 리넨류,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 또는 기타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식품이나 음료를 섭취하고 흡연(담배 유형에 무관)하여야 한다.
(B) 식품종업원은 다음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여 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1) 종업원의 손
(2) 용기, 그리고
(3) 노출된 식품, 청결한 장치, 기구 및 리넨류, 랩으로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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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눈, 코 및 구강 배출

지속해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흐르는 등 눈, 코 또는 입에서 분비물이 배출되
는 식품종업원은 노출된 식품, 깨끗한 장치, 기구, 리넨류, 또는 랩으로 포장되지 않은 개
인용일회용품이나 일회용품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401.13

붕대, 골무 또는 손가락 싸개의 사용

사용할 경우 노출된 식품으로 작업하는 식품종업원은 손목, 손 또는 손가락에 붕대나 골
무, 싸개 등 비투과성 덮개로 병소를 가리고 그 위에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2-402

모발 관리

2-402.11

효과

(A) 식품종업원은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자, 모발 덮개 또는 망, 수염 보호대
및 모발을 덮는 의복 등 모발이 노출된 식품, 깨끗한 장비, 기구 및 리넨류, 그리고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B) 이 절은 음료와 랩으로 포장된 또는 포장된 식품만을 제공하는 카운터 종업원이나 고객을
안내하는 종업원 등 노출된 식품, 깨끗한 장비, 기구 및 리넨류,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종업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403

동물

2-403.11

취급 금지

(A) 이 절의 (B)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종업원은 6-501.115(B)(2)-(5)에 명시되고
시설 내에서 허용되는 순찰견, 보조동물, 또는 반려동물 등을 돌보거나 취급하여서는 안
Pf

된다.

(B) 식품종업원은 2-301.12와 2-301.14(C)에 따라 손세척을 하는 경우 자신의 보조동물이나
수조 내 수산물이나 연체 패류 또는 갑각류를 취급하거나 돌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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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염 발생 대처
2-501
2-501.11

대처 절차
구토물과 토사물 세척

식품시설 내 바닥이 구토물이나 배설물로 오염된 경우 적절한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작성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절차서에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종업원과 소비자, 식품 및 표면의
구토 또는 배설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다.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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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징
3-101
3-101.11

조건
안전하고, 건전하며 정직한 식품정보

식품은 안전하고 건전하며 3-601.12에 따라 식품정보는 정직하여야 한다.

3-2 원천, 규격 및 원래 용기와 기록
3-201
3-201.11

원천
식품법 준수

(A) 식품은 식품법을 준수하는 공급처에서 조달하여야 한다.P
(B) 일반 가정에서 준비된 식품은 식품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사람이 섭취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P
(C) 포장 식품은 법률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21 CFR 101 식품표시(Food Labeling), 9
CFR 317 표시, 표시기기 및 용기(Labeling, Marking Devices, and Containers), 9
CFR 381 표시기재 및 용기(Labeling and Containers) Subpart N , 이 공전
3-202.17과 3-202.18).
(D) 3-402.11(B)에 명시된 식품을 제외하고, 익히지 않은 상태나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고
3-401.11(D)에 명시된 대로 허용되며, 3-402.11에 따라 냉동하거나 3-402.11에 따라
시설 부지 내에서 냉동하고 3-402.12에 따라 공급업체가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수산물
(E) 3-401.11(C)에 명시된 소비자 권고문이 표시되지 않고 덜 익히 상태로 섭취하는 온전한
전근육 소고기 스테이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스테이크를 포장하고 스테이크가 온전한 전근육 소고기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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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충족한다고 표시하는 식품가공공장에서 공급된 스테이크,

또는

(2) 서면 구매 명세서나 송장과 같이 스테이크가 온전한 전근육 소고기의 정의를
Pf

충족한다는 증거를 토대로 규제 당국이 적합성을 인정하는 스테이크,

그리고

(3) 식품시설에서 개별 절단하는 경우
(a) 이 절 (E)(1)에 명시된 대로 식품가공공장에서 표시하거나 이 절 (E)(2)에 명시된
P

대로 식별 가능한, 온전한 전근육 소고기에서 잘라낸 스테이크
Pf

(b)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스테이크,

그리고

(c) 식품시설에서 덜 익힌 상태로 조장하고, 이 절 (E)(1)에 명시된 대로 표시하거나
(E)(2)에 명시된 대로 식별할 수 있는 스테이크Pf

(F) 즉석섭취식품이 아니며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육류와 가금육은 9
CFR 317.2(l)와 9 CFR 381.125(b)를 포함하여 법률에 명시된 안전취급지침을 표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G) 살모넬라균을 완전히 멸균하기 위하여 고안된 처리를 거치지 않은 알은 21 CFR
101.17(h)를 포함하여 법률에 명시된 안전 취급지침을 표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3-201.12

밀봉용기 식품
P

밀봉용기 식품은 관할 식품규제기관에서 규제하는 식품가공공장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3-201.13

액상 우유 및 유제품

액상 원유와 우유 가공품은 법에 따라 A급 기준을 준수하는 공급업체가 공급하여야 한
다.P
3-201.14

수산물

(A) 판매나 제공용으로 수령한 수산물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P
(1) 상업용으로 법률에 따라 포획, 또는 수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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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판매나 제공용으로 승인

P

(B) 여가 활동에서 포획된 연체 패류는 판매나 제공용으로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3-201.15

연체 패류

(A) Molluscan shellfish shall be obtained from sources according to law and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연체 패류는 법에 따라 미국보건복지부, 공중보건국, 식품의약국, 연체 패류 관리를 위한
국가패류위생관리프로그램 가이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출처에서 제공되어야
P

한다.

(B) 다른 주(state)에서 연체 패류가 배송되는 경우, 인증 패류 선적자 목록(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hippers List)에 등재된 출처에서 공급받아야 한다.P
3-201.16

야생 버섯

(A) 이 절의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시설에서는 야생 버섯 사용 또는 공급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P
(B)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관할권을 가지 식품규제기관에서 규제하는 영업장에서 재배, 수확, 가공된 야생 버섯종
(2) 관할권을 가진 식품규제기관에서 규제하는 식품가공공장에서 가공 및 포장된 야생

버섯종
3-201.17

수렵동물

(A) 판매나 제공용으로 수령한 수렵동물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P
(1) 상업적으로 사육된 식용 동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a) 관할 동물보건당국에서 실시하는 자율점검프로그램에 따라 사육, 도축 및
P
가공되어야 한다. 또는
P

(b) 동물보건 관할당국이 아닌 규제기관이 실시하는 상시검사프로그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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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 다음에 따라 사육, 도축 및 가공되어야 한다.
(ⅰ) 동물보건 관할기관과 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결정한 육류 및
P

가금류에 관한 법률, 그리고
(ⅱ) 승인된 수의사나 수의사의 지명인이 수행하는 도축 전후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보건 관할기관과 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개발한
P

요구사항

(2) 이국적인 동물(순록, 엘크, 사슴, 영양, 물소, 들소)과 같은 수렵동물을 대상으로
USDA가 시행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과 9 CFR 352 이국적인 동물: 자율검사(Exotic
Animals; Voluntary Inspection)에 따라 “검사를 받고 승인된” 또는 CFR 354
토끼와

토끼

가식부

가공품의

자율검사(Exotic

Animals;

Voluntary

Inspection)에 따라 “검사를 받고 승인된” 경우P
(3) 법으로 허용되는, 산채로 포획된 수렵동물
P
(a) 동물보건 관할당국과 같은 규제기관이 실시하는 상시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그리고

(b) 다음에 따라 도축 및 가공되어야 한다.
(ⅰ) 동물보건 관할기관과 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결정한 육류 및
P
가금류에 관한 법률, 그리고

(ⅱ) 승인된 수의사나 수의사의 지명인이 수행하는 도축 전후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보건 관할기관과 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개발한
P

요구사항, 또는
(4)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일상적인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수렵 현장에서 손질된 수렵동물은
다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P
(a) 승인된 수의사나 수의사의 지명인이 사후 검사 실시. 또는

(b) 점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할 동물보건기관이 명시한 요구사항에 따라 포획 후
P
손질하여 운송,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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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동물보건 관할기관과 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결정한 육류 및 가금육 관련
법률에 따라 가공P
(B) 수렵동물이 50 CFR 17 멸종위기야생동식물법(Endangered and threatened wildlife
and plants)에 수재된 야생종일 경우 판매나 제공 목적으로 수령할 수 없다.

3-202

수령 명세

수령 사양
3-202.11

온도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냉장 및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온도는 수령 시
P

5°C(41°F) 이하여야 한다.

(B) 관련 유통법(원유 및 연체 패류 관련법 등)에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수령 온도를

5°C(41°F)가 아닌 다른 온도로 명시하고 있다면 수령하는 식품의 온도는 법에 명시된
온도이어야 한다.
(C) 생란은 내부 온도가 7°C(45°F) 이하로 유지되는 냉장 장치에 보관된 상태로 수령하여야
한다.
(D) 3-401.11~3-401.13에 따라 정해진 온도로 정해진 시간 동안 조리되어 뜨거운 상태로
P

수령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57°C(135°F) 이상에서 보관하여야 하다.

(E) 냉동식품으로 표시된 식품이나 식품가공공장에서 냉동 상태로 선적된 식품은 냉동 상태로
수령하여야 한다.Pf
(F)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수령 시점에서 온도 일탈 증거가 없어야 한다.
3-202.12

Pf

첨가물

식품은 21 CFR 170-180에 명시된 함량을 초과하는 미승인 식품첨가물이나 첨가물, 21
CFR 181-186에 명시된 함량을 초과하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물질이나 사
전허가 물질, 9 CFR Subpart C Section 424.21(b) 식품첨가물과 조사원(Food
ingredients and sources of radiation)에 명시된 함량을 초과하는 물질, 40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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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식품 내 농약화학물질의 허용한도(Tolerances for pesticides chemicals in
P

food)에 명시된 함량을 초과하는 농약잔류물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3-202.13

난류

난류 제품은 깨끗하고 건전한 상태로 공급받고 USDA 농산물마케팅지원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이 시행하는 각란의 등급 및 중량 국가 기준(AMS 56.200 et

seq.)에 명시된 소비자 등급 B 제한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3-202.14

살균된 알과 우유 가공품
P

(A) 알가공품은 살균 상태로 공급받아야 한다.

(B) 액상 및 분유와 우유 가공품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살균 상태,P 그리고
(2) 법률에 명시된 A급 기준P
(C)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 유제품은 21 CFR 135 - 냉동 디저트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P

살균된 상태이어야 한다.

(D) 치즈는 21 CFR 133 - 치즈 및 관련 치즈가공품, 일부 치즈의 숙성(Cheeses and

related cheese products, for curing certain cheese varieties)과 같이 CFR에
살균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살균 상태로 수령하여야 한다.P
3-202.15

용기∙포장 무결성

식품 포장은 식품이 변조되거나 잠재적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용물의 무결성을
보호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여야 한다.
3-202.16

얼음
P

식품용이나 식품 내장용 얼음은 먹는물로 제조되어야 한다.
3-202.17

박식, 용기∙포장 및 식별
Pf

(A) 탈각 패류는 다음이 표시된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기∙포장을 사용하여 배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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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1) 연체 패류의 탈각업자, 포장업자 또는 재포장업자의 명칭, 주소 및 인증번호,

그리고

(2) 포장 요량이 1.89리터(1.5갤런) 미만인 경우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포장 용량이
Pf

1.89리터(1.5갤런) 이상인 경우 탈각 일자

(B) 익히지 않은 탈각 패류 포장에 표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표시 내용에 (A)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보류 명령이 적용되어야 하며, 21 CFR D항
- 주간 운송에 관한 행정 결정(Specific Administrative Decisions Regarding
Interstate Shipments), 1240.60(d) 연체 패류에 따라 압류 및 폐기되어야 한다.
3-202.18

쉘스톡 식별

(A) 쉘스톡은 적법한 원산지 표시 꼬리표나 연체 패류 관리를 위한 국가패류위생관리프로그램
가이드에 따라 쉘스톡을 가공, 선적, 또는 재선적하는 수확업자나 중개업자가 부착한
Pf

표시가 부착된 용기 상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1) 이 절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확업자가 부착하는 꼬리표나 표시에 다음
Pf

정보를 순서대로 기재한다.

(a) 패류관리당국이 할당한 수확자 식별번호Pf
(b) 수확일Pf
(c) 패류를 수확한 주나 국가의 약자를 포함하고 패류위생관리당국이 사용하는
수확지역지정체계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된 수확 위치나 해역 지점
Pf

(d) 패류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e) 다름 문구를 굵은 기울임체로 기재한다. "이 꼬리표는 용기가 비거나 다른
꼬리표가 부착될 때까지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면, 제거한 후에는 파일에
Pf

90일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그리고

(2) 이 절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업체가 부착하는 꼬리표나 표시에 다음
Pf

정보를 순서대로 기재한다.

(a) 중개업체 명칭과 주소, 패류위생관리당국에서 할당한 인증 번호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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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b) 패류 원산지(주 또는 카운티)를 포함하여 원래 발송인의 인증번호

(c) 이 절 (A)(1)(b)-(d)에 따라 수확업체가 꼬리표에 기재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Pf
(d) 다름 문구를 굵은 기울임체로 기재한다. “이 꼬리표는 용기가 비워지기 전까지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면, 제거한 후에는 파일에 90일 동안 보존되어야
Pf

한다.

(B) 포장에 꼬리표나 표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표시 내용에 (A)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꼬리표나 표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보류 명령이 적용되어야 하며, 21 CFR
D항 - 주간 운송에 관한 행정 결정(Specific Administrative Decisions Regarding
Interstate Shipments, 1240.60(d))에 따라 압류 및 폐기되어야 한다.
(C) 수업업체가 부착하는 꼬리표나 표시에 중개업체명, 주소 및 인증번호를 기재할 공간이
있다면 중개업체의 정보를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D) 수확업체가 부착하는 꼬리표나 표시에 (A)(2)(a)와 (b)에 따라 각 중개업체의 식별 정보를
모두 수록할 수 있다면 개별 중개업체는 꼬리표나 표시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3-202.19

패류 상태

식품시설에서 수령하는 쉘스톡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흙, 죽은 패류, 껍질이 깨진 패류가
없어야 한다. 죽은 패류나 껍질이 심각하게 손상된 패류는 폐기되어야 한다.

상업적 가공
3-202.110

가공 주스

사전 포장된 주스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21 CFR 제120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f

(HACCP) Systems)에 명시된 HACCP 시스템을 갖춘 가공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B) 저온살균 또는 21 CFR Part 120.24 공정제어(Process Controls)에 명시된 대로
공중보건에서 중요한 고내성 미생물의 5로그 감소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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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상태로 공급받아야 한다.

3-203

원래 용기 및 기록

원래 용기 및 기록
3-203.11

연체 패류, 원래 용기

(A) 이 절 (B)-(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체 패류는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 준비에 사용하기 직전까지 원래 용기에서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B) 진열용으로 사용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하고 배수가 이루어지는 얼음 위에 진열되는 용기 또는 진열용 용기에 담긴 쉘스톡은
소비자가 요청한 수량으로 용기에서 꺼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열 중인 쉘스톡의 원산지는 3-202.18에 명시된 대로 식별하고 3-203.12에 명시된
대로 기록한다.
(2) 쉘스톡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C)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탈각한 패류를 원래 용기에 담긴 채 수령하고 진열 용기에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량을 제공하는 경우 패류를 용기에서 제거할 수 있다.
(1) 3-202.17에 따라 표시하는 패류 표시 정보는 보존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날짜, 또는 그러한 기간과 연관되어야 한다.
(2) 패류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D) 탈각 패류는 법에 따라 다음이 허용되는 경우 수령한 용기에서 꺼내어 소비자 셀프서비스용

용기에 옮겨 담을 수 있다.
(1) 3-202.17과 3-602.11(A) 및 (B)(1)~(5)에 따라 소비자 셀프서비스 용기에 패류

정보가 표시된 경우
(2) 3-202.17에 명시된 표시 정보가 보존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날짜,

또는 그러한 기간과 연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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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절 (D)(2)에 따라 명시된 표시정보 및 날짜는 90일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4) 패류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3-203.12

쉘스톡, 식별 정보 유지

(A) 이 절 (C)(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쉘스톡 꼬리표나 표시는 용기가 비워질 때까지
Pf

쉘스톡을 수령한 원래 용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B) 마지막 쉘스톡이 판매 또는 제공된 날짜를 꼬리표나 표시에 기재하여야 한다.Pf
(C)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쉘스톡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용기에 부착된 꼬리표나
라벨은 이 절 (B)에 따라 표시에 기록될 날로부터 90일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f
(1) 승인된 기록보존체계를 사용하여 이 절 (B)에 따라 명시된 대로 꼬리표나 라벨을
기록된 날짜에 따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f 그리고
(2) 쉘스톡을 꼬리표나 표시가 부착된 용기에서 제거하는 경우
Pf

(a) 이 절 (C)(1)에 따라 기록보관시스템을 사용하여 원산지 식별 정보를 보존한다.
그리고

(b) 꼬리표나 표시가 부착된 용기에 담긴 쉘스톡은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에 인증번호,
수확일, 수확지역이 다르게 기재된 꼬리표나 표시가 부착된 용기에 담긴 쉘스톡과
Pf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3 식품 수령 후 오염 방지
3-301
3-301.11

종업원에 의한 오염 방지
손 접촉에 의한 오염 방지

(A) 식품종업원은 2-301.12에 따라 손을 세척하여야 한다.
(B) 식품종업원은 3-302.15에 따라 또는 이 절 (C)와 (E)에서 명시한대로 과채류를 세척할
때를 제외하고, 노출된 즉석섭취식품을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며 델리용 티슈나 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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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집게, 일회용 장갑, 불출 장치 등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식품종업원은 맨손 및 팔과 즉석섭취 형태가 아닌 노출 식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Pf

한다.

(D) 이 절 (B) 조항은 즉석섭취식품을 다음에 해당하는 다른 식품에 성분으로 첨가하는

시점하기 위하여 노출된 즉석섭취식품을 맨손으로 접촉하는 식품종업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함유하고 식품시설에서 3-401.11(A)와 (B) 또는

3-401.12에 명시된 온도 이상으로 해당 식품의 모든 부분을 가열하여 조리하는 식품,
또는
(2)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함유하지 않으나 식품시설에서 해당 식품은 모든 부분을

63°C(145°F) 이상으로 가열하여 조리하는 식품
(E)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식품종업원은 맨손으로

노출된 즉석섭취식품을 취급(접촉)할 수 있다.
(1) 허가소지자가 규제 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았다.
(2) 식품시설에 서면절차서가 비치되고 규제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서면절차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맨손 취급 절차별로 맨손으로 취급하는 즉석섭취식품 목록
(b) 5-203.11, 5-204.11, 5-205.11, 6-301.11, 6-301.12, 6-301.14에 따라

적절한 기능을 갖추고 적절히 유지·보수되는 손 세척 설비의 위치와 이용 정보를
보여주는 도표와 기타 정보는 맨손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에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다음
(3) 다음을 포함하여 식품시설에서 2-201.11, 2-201.12 및 2-201.13 조항이

이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작성된 종업원 건강 정책
(a)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이 2-201.11(A)에 따라 명시된 식품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 위장관계 증상 등 건강 상태와 활동을 보고하도록 설명을
들었다는 진술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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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이 2-201.11(E)와 (F)에 명시된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서
(c) 식품시설 책임자가 2-201.11(B), (C) 및 (D)와 2-201.12 및 2-201.13에
명시된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서
(4) 식품종업원이 다음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문서
(a) 특정 즉석섭취식품을 맨손으로 직접 만지는 행위의 위해성
(b) 적절한 손 세척(2-301.12)
(c) 손 세척 시점(2-301.14)
(d) 손 세척 장소(2-301.15)
(e) 적절한 손톱 관리(2-302.11)
(f) 장신구 착용 금지(2-303.11), 그리고
(g) 위생 관리(2-401.11 및 2-401.12)
(5) 2-301.11, 2-301.12, 2-301.14 및 2-301.15에 따라 시설 운영 시간 동안

식품종업원이 즉석섭취식품을 준비할 때 교차오염을 손을 세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
(6) 즉석섭취식품을 맨손으로 만지는 식품종업원이 맨손 접촉과 연관된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호장치로 다음 중 둘 이상의 관리 조치를 수행한다는 문서
(a) 이중 손세척
(b) 손톱 솔
(c) 2-301.16에 따라 손세척 후 손소독
(d) 유급 휴일 등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종업원을 위한 보상 정책
(e) 규제 당국이 승인한 기타 관리 조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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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절의 (E)(1)~(6)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
3-301.12

시식 중 오염 방지

식품종업원은 판매 또는 제공할 식품을 시식하는 데 같은 기구를 1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P

3-302

식품 및 원료 오염 방지

3-302.11

포장 및 미포장 식품 – 분리, 포장, 구분

(A) 다음 수단을 사용하여 식품의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아래 (1)(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은 보관, 준비, 유지,
및 진열하는 동안 다음으로부터 분리한다.
(a) 익히지 않은 즉석섭취식품으로 횟감 어류나 연체 패류와 같은 다른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 또는 과채류와 같이 익히지 않은 즉석섭취식품을 포함하는 식품P
P
조리된 즉석섭취식품, 그리고
P

(b) 세척하지 않은 과채

(c) 상업적으로 가공되어 포장된 냉동 상태의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은 상업적으로

가공되어 포장된 냉동 상태의 즉석섭취식품과 함께, 또는 그러한 식품 위에 진열할
수 있다.
(2) 성분으로 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은 다음을 이용하여
종류(예: 소고기, 어류,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고기)별로 분리하여 보관, 준비, 유지
및 진열한다.
P
(a) 유형별로 별도의 장치를 사용한다. 또는
P
(b) 식품 유형 간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치에 배치한다. 그리고
P

(c) 식품 유형별로 다른 시점에, 또는 다른 구역에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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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치와 기구를 4-602.11(A)에 따라 세척하고 4-703.11에 따라 살균한다.
(4) 3-501.15(B)(2)와 이 절 (B)에 따라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을 패키지 형태로
뚜껑이 있는 용기나 랩으로 싸인 용기에 저장한다.
(5) 밀봉 용기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오염을 제거한 후 개봉한다.
(6) 상자에 함께 담겨 또는 랩으로 포장되어 패키지 형태로 수령한 식품 용기는 개봉
후에도 용기를 보호한다.
(7) 6-404.11에 따라 손상, 부패 또는 회수된 식품을 식품시설 내 보관, 그리고
(8) 세척 전 과채류는 3-302.15에 따라 즉석섭취식품과 분리한다.
(B) 이 절 (A)(4)에 조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절단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과채류와 섭취하기 전 껍질을 벗겨야 하는 견과류
(2) 깨끗하고 소독된 고리에 걸려있거나 깨끗하고 소독된 랙에 놓인 대분할육, 사분할육,

이분할육, 또는 슬랩(slab) 베이컨
(3) 깨끗하고 소독한 선반에 놓인 절단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가공육(예: 컨츄리햄, 훈제

또는 숙성 소시지)
(4) 3-501.15(B)(2)에 따라 냉장된 식품, 또는
(5) 쉘스톡
3-302.12

식품 보관 용기, 용기에 식품 일반명 표시

건조 파스타와 같이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용기를 제외
하고, 식용유, 밀가루, 허브, 감자 조각, 소금, 향신료, 설탕과 같이 식품 또는 식품시설에
서 사용하기 위해 원래 포장에서 꺼내어 식재료를 보관하는 작업용 식품 용기는 내용물의
일반명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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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13

저온살균 알, 일부 조리법에서 생란 대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저샐러드, 홀랜다이즈 또는 베어네이즈 소스, 마요네즈, 머
랭, 에그노그, 아이스크림 및 달걀 강화 음료(egg-fortified beverage)와 같은 식품의
P

준비 과정에 사용되는 생난류는 저온살균 달걀 또는 달걀 가공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P

(A) 3-401.11(A)(1) 또는 (2)에 따라 조리된 경우
P

(B) 3-401.11(D)에 포함된 경우
3-302.14

미승인 첨가물 사용 금지

(A) 식품은 3-202.12에 명시된 대로 다음을 첨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P
(1) 안전하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착색제나 식품첨가물, 그리고
P

(2) 안전하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수준의 착색제나 식품첨가물 함량
(B) 식품종업원은 다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생으로 섭취하는 신선 과채류나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품에 아황산제를 첨가하여서는
P
안 된다. 또는

(2) 포도를 제외하고, 이 절 (B)(1)에 따라 식품시설에 입고되기 전 아황산제로 처리한
P

식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3-302.15

과채류 세척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와 섭취하기 전 소비자가 세척하여야 하는 절단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신선 과채류를 제외하고, 신선 과채류는 절단, 다른 성분과 혼합, 조리, 제공, 또는
즉석섭취식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세척하여 오물이나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 과채류는 7-204.12에 명시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세척할 수 있다.
(C) 과채류나 익히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과채류의 세척이나 껍질 제거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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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화학물질을 21 CFR 173.315 화학물질(Chemicals)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 현장에서 생성하는 장치는 제조업체의 지침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Pf

3-303
3-303.11

냉장용 얼음에 의한 오염 방지
외부 냉각제로 사용되는 얼음, 식재료로 사용 금지

멜론이나 생선, 캔 음료와 같은 포장 식품이나 장치의 냉각 코일 및 관의 외부 표면을 냉
각하는 매체로 사용된 얼음은 식품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P
3-303.12

물이나 얼음과 접촉하는 식품의 보관 또는 진열

(A) 포장식품이 포장이나 랩 포장 방식, 용기 특성 또는 얼음이나 물 내에서 위치에 따라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포장식품은 얼음이나 물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B) 이 절 (C)와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배수되지 않는 얼음과
직접 접촉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C) 절단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신선 과채류나 샐러리나 절단한 당근이나 감자 등 조리하지

않은 채소류와 두부는 물이나 얼음에 담가 보관할 수 있다.
(D) 배송 용기에 얼음에 담긴 상태로 배송된 생가금육이나 생수산물은 준비, 진열, 제공 또는

판매하기 전까지 배송된 용기에 그대로 보관할 수 있다.

3-304
3-304.11

장치, 기구 및 리넨류로 인한 오염 방지
장치 또는 기구와 식품 접촉

식품 접촉면은 다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P

(A) 이 공전의 제4조~제6조에 따라 세척하고 제4조~제7조에 따라 살균된 장치와 기구
(B)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P 또는

(C) 3-304.13에 명시되고 이 공전 제4-8조에 명시된 대로 세탁하는 천 재질 냅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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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리넨류
3-304.12

사용 중 기구와 사용 간 보관

식품 준비나 배분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 사용하는 기구를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손잡이가 식품과 식품 용기 상부에 있는 용기에
식품과 함께 보관한다.
(B)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 아니며 식품 용기에 부착된 손잡이가 식품 최상단 상부에
위치하거나 설탕, 밀가루, 계피통과 같이 닫을 수 있는 장비에 담긴 식품과 함께 보관한다.
(C) 4-602.11과 4-702.11에 따라 지정된 빈도로 사용 중인 기구나 식품 준비 테이블과 조리
장비의 식품접촉면을 4-602.11에 따라 명시된 주기로 세척 및 살균하는 식품 준비
테이블이나 조리 장비의 깨끗한 부분에 보관한다.
(D) 아이스크림이나 으깬 감자와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의 경우 입자를 닦아내어
배수하기에 충분한 유속으로 흐르는 물에 보관한다.
(E) 아이스크림 주걱(scoop)과 같이 깨끗하고 보호된 위치에서 시간·온도 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취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깨끗하고 보호된 위치에 보관한다.
(F) 물이 57°C(135°F) 이상으로 유지하고 용기를 4-602.11(D)(7)에 따라 명시된 빈도로
세척하는 경우 물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3-304.13

리넨류와 냅킨 사용 제한

천으로 만들어진 냅킨과 같은 리넨은 식품 제공을 위하여 용기를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과 접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고객을 위하여 용기를 다시 채울 때마다
리넨과 냅킨을 교체한다.
3-304.14

행주, 사용제한

(A) 식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기 또는 이동 용기에서 유출된 식품을 닦는데 사용되는 행주는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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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그리고
(2)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B) 조리대나 다른 장비 표면을 닦아내는 데 사용하는 천은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 후 다음 사용 전까지 4-501.114에 따라 명시된 농도의 화학 살균액에 담가
놓는다. 그리고
(2) 4-802.11(D)에 따라 명시된 대로 매일 세척한다.
(C)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을 닦는데 사용하는 천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천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D) 건조된 행주와 사용 후 다음 사용 전까지 젖은 행주를 보관하는 이 절 (B)(1)에 명시된
화학살균용액에는 식품 이물질과 눈에 보이는 오물이 없어야 한다.
(E) 사용한 젖은 행주를 다음 사용 전까지 보관하는 용도로 이 절 (B)(1)에 명시된
화학살균액이 담긴 용기는 바닥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이나 일회용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F) 일회용 살균 행주는 EPA가 승인한 제조사 표시(사용지침)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04.15

장갑 사용제한

(A)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즉석섭취식품을 취급하거나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취급하는 등 작업별도 교체하여 사용하고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장갑이 손상 또는
P

오염되었거나 중간에 작업이 중단되었다면 장갑을 폐기하여야 한다.

(B) 이 절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절단 작업 중 손 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용하는
내절단 장갑과 접촉하는 식품은 3-4에 따라 후속 작업에서 조리하는 냉동 식품이나
대분할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C) 내절단 장갑 표면이 매끄럽고 내구성이 우수한 비흡수성 표면으로 제작되었거나 내절단

장갑 위에 매끄럽고 내구성이 우수한 비흡수성 재질의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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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리 단계를 거치지 않은 즉석섭취식품을 취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D) 천 재질 장갑은 냉동 식품이나 대분할육과 같이 3-4에 따라 후속 조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04.16

깨끗한 재충전용 식기 사용

(A) 음료 컵이나 용기에서 입술이 닿는 부위와 음료를 따르는 기구 사이에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종업원은 개인용일회용품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오물을 묻힌
컵이나 용기를 재충전하여서는 안 된다.
(B) 이 절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셀프서비스 소비자는 개인용일회용품을 포함하여
오물이 묻은 식기를 사용하여 진열된 식품이나 식품 배출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C) 4-204.13(A), (B) 및 (D)에 따라 재충전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셀프서비스 소비자가 음료컵이나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다.
3-304.17

재충전 회수용품

(A) 이 절의 (B)~(E)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척 및 재충전(refill)을 위하여 식품시설로
반환된 빈 용기는 허가된 식품가공공장에서 세척 및 재충전되어야 한다.P
(B) 테이크아웃(가정으로 가져가는) 식품용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식품시설에서

재충전할 수 있다.
(1) 제4-1조와 제4-2조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조된

용기P
(2) 식품시설에서 빈 상태로, 또는 식품이 담긴 상태로 소비자에 제공하고 재사용을 위하여

식품시설에 반환하도록 고안된 용기
(3) 소비자가 사용 후 식품시설로 반환한 용기
(4) 식품을 재충전하기 전에 다름 단계를 거쳐야 한다.
(a) 이 공전의 4-6에 따라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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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b) 이 공전의 4-7에 따라 살균한다. 그리고
(c) 식품종업원이 반환된 용기가 4-1과 4-2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P
(C) 가정으로 가져가는 식품용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식품시설에서 음료를 재충전할

수 있다.
(1) 음료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 아니다.
(2) 용기 설계와 세척 장치 및 음료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 음료 용기는 가정에서 또는

식품시설에서 효과적인 세척이 가능하다.
(3) 반환된 용기를 재충전하기 전에 음료 배출계통을 구성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재순환하지

않는 깨끗한 가압 고온수로 용기를 헹구어 사용한다.
(4) 소비자가 재충전을 위하여 식품시설에 반환한 용기는 재충전 후 같은 소비자에게만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있다.
(5) 용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충전한다.
(a) 식품시설의 식품종업원, 또는
(b) 용기 소유자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고 4-204.13(A), (B) 및 (D)에 따라

명시된 대로 오염 위험성 없이 음료를 이송하는 계통이 제공되는 경우 용기 소유자
(D) 4-204.13(A), (B) 및 (D)에 따라 명시된 오염 위험성이 없는 계통을 사용하는 경우,

보온병, 유출방지 커피잔 및 판촉용 음료잔과 같이 소비자가 소유한 개인 테이크아웃 음료
용기는 종업원 또는 소비자가 재충전할 수 있다.
(E) 소비자가 소유하고 식품전용이 아닌 용기는 물자동판매기에서 충전할 수 있다.

시설 부지 내 오염 방지
3-305.11

식품 보관

(A) 이 절의 (B)와 (C)에 명시된 대로, 식품은 오염 방지를 위하여 다음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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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
(2) 액상 물질이 튀지 않고 먼지 또는 기타 오염물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
(3) 적어도 바닥에서 15cm(6inch) 이상
(B) 포장 및 작업 용기의 식품은 4-204.122에 따라 케이스 로트 취급 장비의 바닥 위
15cm(6인치) 지점보다 낮게 보관할 수 있다.
(C) 가압 음료 용기, 병이나 캔 등 방수 용기에 담긴 식품과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우유 용기는
깨끗하고 수분에 노출되지 않은 바닥에 보관할 수 있다.
3-305.12

식품 보관이 금지된 장소

다음 장소에는 식품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A) 사물함
(B) 화장실
(C) 탈의실
(D) 폐기물 수거장
(E) 기계실
(F) 잠재적인 응축물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은 하수관 아래
(G) 누수가 발생한 자동 소방 스프링클러헤드, 응축이 발생하는 용수관을 포함하여 누수
용수관 아래
(H) 계단통 아래, 또는
(I) 기타 오염원 아래
3-305.13 자동판매기로 판매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 원래 용기
자동판매기로 판매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식품시설이나 식품가공공장에서 포장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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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배출되어야 한다.
3-305.14

식품 준비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준비하든 동안 환경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305 시설 부지 내에서 오염 방지
3-306 소비자에 의한 오염 방지
3-306.11

식품 진열

껍질 채 온전한 견과류,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에 껍질을 제거하거나 세척하는 과채류를
제외하고, 진열 식품은 포장, 카운터, 서비스라인, 샐러드 바 식품보호대, 진열장 등 효과
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P
3-306.12

조미료, 보호

(A) 조미료는 적절한 도구와 함께 제공되는 보호 식품 표시장치, 분사를 위해 설계된 원래 용기
또는 개별 포장 또는 부품이 보호되도록 설계된 분사기에 보관하여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B) 자동판매기 구역에 비치하는 조미료는 개별 포장된 상태나 자동판매기에 식품을 공급하는
식품시설 또는 관할 기관에서 규제하는 식품가공공장, 또는 자동판매기 구역 내 설치된
적절한 설비 등 승인된 장소에서 충전된 배출기를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306.13

소비자 셀프서비스

(A)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어류 등 익히지 않은 비포장 동물성 식품은 소비자
셀프서비스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P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초밥이나 조개 회 등 뷔페 또는 샐러드 바에서 제공되는 즉석섭취식품
(2) 소비자가 조리하는 육류나 소비자가 재료를 선택하는 몽골식 바비큐와 같이 시설
부지 내에서 즉시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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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히지 않은, 껍질이 온전한 냉동 새우나 바닷가재
(B) 소비자가 셀프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즉석섭취식품은 식품 오염을 방지하는 적절한 기구나
Pf

효과적인 분배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C) 뷔페와 샐러드 바와 같은 소비자 셀프서비스는 안전한 운영 절차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Pf

식품종업원이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3-306.14 회수된 식품과 식품 재사용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여 소비자가 식품을
소유한 후, 사용되지 않은 식품 또는 소비자가 반환한 식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P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B) 3-801.11(G)에 따라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온도를

제어하지 않는 식품의 용기는 여러 소비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1) 식품이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배출되고 케첩이나 스테이크소스 또는 와인 용기처럼
목이 길고 사용 후 마개를 닫는 용기가 사용된다.
(2) 크래커나 소금, 후추 등이 개봉되지 않은 원래의 포장으로 건전한 상태로 보관된 경우

3-307 기타 오염원에 의한 오염 방지
3-307.11

기타 오염원

제3-301항에서 제3-306항에 따라 명시된 인자나 오염원으로부터 식품 오염을 방지하여
야 한다.

3-4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유기체 파괴
3-401
3-401.11

조리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

(A) 이 절 (B), (C) 및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난류, 수산물, 육류, 가금육 등 익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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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동물성 식품과 식품을 함유하는 식품은 63°C(145°F) 이상에서 15초 동안 조리하는
식품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리하여야 한다.P
(1)
P

(a)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생란 껍질을 깨고 준비하여 즉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b) 이 절 (A)(2), (a)(3), (B), 및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산물과 온전한
식육(3-201.17(A)(1)에

따라

식용으로

상업적으로

사육된

수렵동물과

3-201.17(A)(2)에 따라 자율점검프로그램 대상 수렵동물을 포함)
(2) 섭씨 68도(화씨 155도)에서 17초 동안, 또는 아래 도표에 명시된 온도로 주조류,
기계적으로 연화된 식육 및 주입 식육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분쇄육, 수산물, 육류,
(3-201.17(A)(1)에 따라 식용으로 상업적으로 사육된 수렵동물과 3-201.17(A)(2)에
따라 자율점검프로그램 대상 수렵동물, 3-201.17(A)(2)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P

대상 수렵동물, 이 절 (A)(1)(a)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생란
최소 온도 °C(°F)

최소 시간

63(145)

3분

66(150)

1분

70(158)

1초 미만(즉시)

또는
(3) 가금류와 발루트, 3-201.17(A)(3)과 (4)에 따라 명시된 야생 수렵동물, 속을 채운
수산물과 고기, 파스타, 가금육, 주조류 고기, 또는 수산물, 육류, 가금육, 주조육을
함유하고 다른 식품의 속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식품(스터핑)의 경우, 74°C(165°F)
P

이상에서 1초 미만(순간 가열)

(B) 소고기, 콘비프(소금에 절인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햄 등 통째 굽는 고기는 조리하여야
한다. 식품
P

(1) 식품의 모든 부분을 가열하는 데 요구되는 온도와 온도 유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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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온도 °C(°F)

시간(분)

54.4(130)

112

55.0(131)

89

56.1(133)

56

57.2(135)

36

57.8(136)

28

58.9(138)

18

60.0(140)

12

61.1(142)

8

62.2(144)

5

62.8(145)

4

온도 °C(°F)

시간(초)

63.9(147)

134

65.0(149)

85

66.1(151)

54

67.2(153)

34

68.3(155)

22

69.4(157)

14

70.0(158)

0

1

유지 시간은 오븐 조리 후 승온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그리고

(2) 오븐에서 조리하는 경우, 로스트 중량에 따라 다음 도표에 명시된 온도로 예열하여
Pf

사용한다.

로스트 중량에 따른 오븐 온도
오븐 유형

4.5kg(10lbs) 미만

4.5kg(10lbs) 이상

스틸 드라이

177°C(350°F) 이상

121°C(250°F) 이상

대류

163°C(325°F) 이상

121°C(250°F) 이상

1

121°C(250°F) 이하

121°C(250°F) 이하

고습

1 조리실(cooking chamber)이나 오븐 출구에서 측정할 때 1시간 이상 상대 습도가 90% 초과, 또는
수분이 통과하지 못하는 봉비(상태습도 100%)

(C)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힌 온전한 전근육 소고기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즉석섭취식품

형태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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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2) 3-201.11(E)에 따라 스테이크가 “온전한 전근육 소고기”의 정의를 충족하다는 사실을
표시에 기재한다.
(3) 스테이크는 양면을 63°C(145°F) 이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외부의 색이 변할

때가지 조리한다.
(D) 생란, 익히지 않은 수산물, 익히지 않은 양념 수산물, 익히지 않은 연체 패류, 또는

스테이크 타르타르 등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나 살짝 조리한 수산물, 반숙 난류, 이 절
(C)에 명시된 온전한 전근육 비프스테이크가 아닌 덜 익힌 육류 등 반조리된 동물성 식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나 선택에 따라 즉석섭취식품 형태로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있다.
(1) 3-801.11(C)(1)과 (2)에 명시된 대로,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소비자가 어린이 메뉴에서 선택한 식품으로 분쇄육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Pf 그리고
(3) 3-603.11에 따라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을 위하여 이 절 (A) 또는 (B)에 따라 조리

필요성을 알린다. 또는
(4) 규제 당국이 다음 HACCP 계획서에 근거하여 8-103.10에 명시된 (A) 또는 (B)를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a) 8-103.11에 따라 허가소지자가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HACCP 계획서
(b) 명시되지 않은 온도에서 더 단시간 조리하는 경우에도 식품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가 포함된 문서
(c) 장비, 식품 준비 절차, 식품시설에서 식품종업원 교육훈련이 변경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401.12

전자레인지 조리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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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균일한 열 분포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리하는 동안 회전하거나 조리 중간 저어준다.
(B) 덮개로 덮어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
P

(C) 식품 내 모든 부분의 온도가 74°C(165°F) 이상에 도달하도록 가열한다. 그리고
(D) 조리 후 온도 평형에 도달하도록 덮개로 덮은 상태로 2분 동안 꺼내어 둔다.
3-401.13

고온으로 유지하는 식물성 식품 조리
Pf

고온으로 유지하는 식물성 식품은 57°C(135°F)에서 조리하여야 한다.
3-401.14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의 비연속 조리

비연속 조리공정으로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조리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P

(A) 초기 가열단계의 지속 시간은 6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B) 초기 가열 직후, 3- 501.14(A)에 명시된 조리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시간 및 온도
변수를 이용하여 냉각한다.P
(C) 냉각 후 시간·온도 제어 식품에 적용되는 3- 501.16(A)(2)에 따라 냉동 또는 냉장 상태로
유지한다.
(D) 판매나 식품을 제공하기 전에 식품의 모든 부분을 3-401.11(A)~(C)에 명시된 온도로
P

명시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한다.

(E) 3-501.16(A)에 명시된 대로 고온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즉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완전히 조리한 후 3-501.19에 따라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시간을 사용하여 보관하지
않는 경우, 3-501.14(A)에 따라 조리된 시간·온도 제어 식품에 적용되는 시간 및 온도
변수에 따라 냉각한다.P 그리고
(F) 다음 서면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보관한다.
Pf

(1) 규제 당국이 사전 승인한 절차

(2) 식품시설에 서면절차서가 비치되고 규제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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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소지자가 이 절 (A)~(E) 요구사항을 모니터하고 문서화하는 절차 및 방법과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 취하는 개선 조치를 기술한다.Pf
(4) 초기 가열 후 완전히 조리하지 않은 상태의 식품은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이 절
Pf

(D)에 따라 완전히 조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5) 초기 가열 후 이 절 (D)에 명시된 대로 조리하기 전에 3-302.11(A)에 따라
Pf

즉석섭취식품과 분리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3-402

냉동

3-402.11

기생충 사멸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익히지 않은, 익히지 않은 상태로 양념에 절인,
반조리한, 또는 양념에 절여 부분 조리한 수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1) -20°C(-4°F) 이하에서 168시간(7일) 이상 냉동고에서 냉동 보관P
(2) 고형화 될 때까지 -35°C(-31°F) 이하에서 냉동하여 -35°C(-31°F) 이하에서 15시간
이상 보관,P 또는
(3) 고형화 될 때까지 -35°C(-31°F) 이하에서 냉동하여 -20°C(-4°F) 이하에서 24시간
P

이상 보관.

(B) 이 절 (A) 조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연체 패류
(2) 탈각 내전근으로만 구성된 가리비 제품
(3) Thunnus alalunga, Thunnus albacares (황다랑어), Thunnus atlanticus,

Thunnus maccoyii (참다랑어, 남부), Thunnus obesus (눈다랑어), 또는
Thunnus thynnus (참다랑어, 북부), 또는
(4) 연어 등 양식 어류
(a) 연안 해역에서 양식하는 경우 가두리 양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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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호수나 저장조를 이용하여 내륙 지역에서 양식, 그리고
(c) 양식 어류를 감염시킬 수 있는 생기생충이 없는 배합사료(펠릿 등) 사용
(5) 알집에서 제거하여 세척한 수산물 알
3-402.12

기록 및 기록 보존

(A) 3-402.11(B)와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익히지 않은 수산물, 덜 익힌
수산물이나 양념에 절인 수산물을 즉시섭취식품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책임자는 수산물의
냉동 온도와 시간을 기록하고 제공 또는 판매 후 90일 동안 식품시설에 기록을 보관하여야
Pf

한다.

(B) 공급업체가 수산물을 냉동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수산물이 3-402.11에 따라 지정된 온도
및 시간 동안 냉동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된 공급 업체의 서면 계약서나 진술서로 이 절
(A)에 따른 명시된 기록을 대체 할 수 있다.
(C) 3-402.11(B)(4)에 명시된 방법으로 양식된 수산물을 익히지 않거나 익히니 않은 상태로
양념에 절여, 또는 덜 익히 상태로 즉석 섭취하는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책임자는 수산물이 3-402.11(B)(4)에 따라 양식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나 진술서를 공급업체나 양식업체로부터 획득하고 수산물을 판매 또는 제공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식품시설 기록물로 보관하여야 한다.Pf
3-403.10

즉시 제공하는 식품의 준비

구운 소고기 샌드위치와 소스(roast beef sandwich au jus)와 같이 개인 소비자의 주
문에 따라 준비하여 즉시 제공하는 식품은 온도에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다.

3-403
3-403.11

재가열
고온유지를 위한 재가열

(A) 이 절 (B)와 (C) 및 (E)에 따라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온유지를 위하여 조리, 냉각 및
재가열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식품의 모든 부분을 74°C(165°F)로 15초 동안
P

재가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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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절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온유지를 위하여 전자레인지에서 재가열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74°C(165°F) 이상으로 재가열되어야 하며, 재가열 중 덮개로 덮인
상태로 회전 또는 교반되어야 하고 재가열 후 2분 동안 덮개를 덮은 상태로 방치하여야
P

한다.

(C) 관할 규제 당국이 점검하는 식품가공공장에서 상업적으로 가공 및 포장된 즉석섭취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고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가열하는 경우 섭씨57(화씨 135도)
P

이상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D) 이 절 (A)~(C)에 따라 고온유지를 위하여 식품을 재가열하는 경우, 식품이 섭씨5도(화씨
41도)와 이 절 (A)~(C)에 따라 지정된 온도 구간에 2시간을 초과하여 머물지 않도록
신속히 가열하여야 한다.P
(E) 3-401.11(B)에 따라 조리되고 일부를 잘라내어 제공 또는 판매하고 남은 고기 로스트는
3-401.11(B)에 따라 명시된 오븐 설정 값과 최소 시간 및 온도 조건에서 재가열하여
고온유지할 수 있다.

3-404

기타 방법

3-404.11

주스 처리

식품시설에서 포장하는 주스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A) 8-201.14에 명시된 HACCP 계획에 따라 처리하여 공중보건을 위하여 중요한 고내성
P
미생물을 5로그 수준으로 낮춘다(99.999% 감소), 또는

(B) 공중보건을 위하여 중요한 고내성 미생물을 5로그 수준으로 저감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면
Pf

표시한다.

(1) 3-602.11에 따라,Pf 그리고
(2) 21 CFR 101.17(g) 식품표시, 경고, 고지, 및 안전 취급 문구(Food labeling,
warning, notice, and safe handling statements)에 명시된 대로, 병원균을
방지,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주스에는 “경고: 이 제품은 저온
살균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어린이,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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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수 있는 유해 세균을 함유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표시에 기재한다.

3-5 공중보건에서 중요한 유기체의 생장 억제
3-501

온도 및 시간 제어

3-501.11

냉동 식품

냉동 식품은 냉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501.12

시간·온도 제어 식품 슬랙킹

온도를 조절하여 슬랙킹하는 냉동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다음 온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A) 식품 온도가 5°C(41°F) 이하로 유지되는 냉장 조건, 또는
(B) 식품이 냉동 상태로 유지되는 모든 온도
3-501.13

해동

이 절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다음 조건에서 해동하여야
한다.
(A) 식품 온도가 5°C(41°F) 이하로 유지되는 냉장 조건, 또는
(B) 흐르는 물에 완전히 담긴 상태로 해동
(1) 수온 21°C(70°F) 이하
(2) 충분한 교반이 이루어지고 느슨한 입자는 부유하여 흘러가기에 충분한 유속, 그리고
(3) 즉석섭취식품에서 해동된 부분의 온도가 섭씨 5도(화씨 41도) 이상으로 상승할 수 없는
시간, 또는
(4) 3-401.11(A) 또는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리가 필요한 날 동물성 식품의 해동
부분이 5도(41도) 이상일 수 없는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한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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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품이 흐르는 물에 노출되고 조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b) 냉장 상태에서 식품 온도를 5°C(41°F)로 낮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
(C) 조리 과정의 일부로 냉동 식품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3-401.11(A) 또는 (B)에 따라 조리하거나
(2)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한 후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일반 조리 장치로 옮긴다.
또는
(D) 개인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즉석섭취식품을 해동하고 준비하여 즉시 제공한다.
(E) 사용 전까지 냉동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표시된 저산소 포장 수산물은 다음을 수행하기
전에 저산소 포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 이 절(A)에 명시된 대로 냉장 상태로 해동하기 전, 또는
(2) 이 절(B)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동하기 전, 또는 해동 직후
3-501.14

냉각

(A) 조리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다음 조건에서 냉각하여야 한다.
P
(1) 57°C(135°F)에서 21°C(70°F)로 2시간 이내 냉각, 그리고
P

(2) 57°C(135°F)에서 5°C(41°F)로 총 6시간 이내

(B)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재구성된(reconstituted) 식품이나 캔 참치 등 상온 식재료로
준비하는 경우4시간 이내 5°C(41°F) 이하로 냉각하여야 한다.
(C) 이 절(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3-202.11(B)에 명시한 대로, 운송하는 동안
5°C(41°F) 이상의 온도를 허용하는 법률에 따라 수령한 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시간·온도
P

제어 식품은 4시간 이내 5°C(41°F) 이하로 냉각되어야 한다.

(D) 생란은 3-202.11(C)에 따라 수령하고 내부 온도가 7°C(45°F) 이하로 유지되는 냉장
장치로 즉시 옮겨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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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15

냉각 방법

(A) 식품의 유형에 따라 3-501.14에 명시된 시간과 온도 기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냉각한다.
Pf

(1) 얕은 팬에 식품을 놓는다.

(2) 식품을 더 얇거나 작게 나눈다.Pf
(3) 급속 냉각 장치를 이용한다.Pf
Pf

(4) 식품이 담긴 용기를 얼음 수조에 넣고 식품을 저어 준다.
(5) 열 전달을 촉진하는 용기를 사용한다.Pf
(6) 얼음을 원료로 추가한다.Pf 또는
Pf

(7) 기타 효과적인 방법

(B) 냉각 또는 저온유지 장비에서 식품 용기는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1) 용기 벽을 통하여 열이 최대한 전달되도록 배치한다. 그리고
(2) 3-305.11(A)(2)에 따라 명시된 방법으로 용기 상부가 보호되는 경우, 식품 표면에서
열전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덮개로 용기 덮개를 제거하거나 느슨하게 덮어 둔다.

3-501.16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고온 및 저온유지

(A) 준비, 조리 또는 냉각 중 또는 3-501.19에 따라 시간을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 절 (B)와 (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다음과
같이 보관되어야 한다.
(1) 57°C(135°F) 이상, 예외로 3-401.11(B)에 명시된 온도와 시간 조건에 따라 조리된

로스트(roast)나 3-403.11(E)에 명시된 대로 재가열된 로스트는 54°C(130°F)
이상에서 보관한다.P 또는
P

(2) 5°C(41°F) 이하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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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든 살모넬라 생균을 제거하기 위한 멸균처리를 거치지 않은 난류 가공품은 내부 대기
온도가 7°C(45°F) 이하로 유지되는 냉장 장치에 보관한다.P
(C) 균질한 액상의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4- 204.13(E)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된 장비 내에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동안 이 절 (A)에 따라 명시된 제어 온도 범위를 벗어나는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시설 부지 내에서 식품 준비
•

준비 후 고온유지
3-501.17

즉석섭취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날짜 표시

(A) 3-502.12에 명시된 대로 저산소 포장하는 식품과 이 절 (E)와 (F)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시설에서 준비하고 24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냉장, 즉석섭취,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섭씨 5도(화씨 41도) 이하로 보관될 때 시설 부지 내에서 소비, 판매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 날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최대 7일). 조리 당일을 1일차로
Pf

간주하여야 한다.

상업적으로 가공된 식품
•

개봉 및 고온유지
(B) 이 절 (E)~(G)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가공공장에서 준비 및 포장된 냉장,
즉석섭취,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개봉 후 식품시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봉 시점에 이 절 (A)에 명시된 시간과 온도 조합을 고려하여 시설 부지 내에서 소비, 판매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 날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Pf 그리고
Pf

(1) 식품시설에서 원래 용기를 개봉한 날을 1일차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2) 제조업체가 식품 안전성을 토대로 사용기한을 정한 경우, 식품시설에서 표시하는
Pf

요일이나 날짜는 제조업체가 표시한 사용 기한을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C) 즉석 섭취하는 냉장 시간·온도 제어 식품 성분이나 나중에 다른 추가 성분 또는 식품과
혼합되는 그러한 식품의 일부는 해당 식품을 준비한 가장 빠른 날짜나 해당 식품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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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처음 준비할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D) 이 절(A)와 (B)에 명시된 날자표시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런치미트나 로스트와 같이 빈번히 랩으로 재포장하는 즉석섭취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나 연질 혼합식품이나 배출기로 제공되는 우유와 같이 날짜 표시가 불가능한
식품은 규제 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사용한다.
(2) 식품을 준비한 요일이나 날짜와 함께 폐기 절차를 기재한다. 식품은 사용 기한이나 그

전에 또는 이 절 (A)에 따라 시설 부지 내에서 소비, 판매 또는 폐기 기한 전에
폐기하여야 한다.
(3) 원래 용기를 개봉한 요일이나 날짜와 함께 폐기 절차를 기재한다. 식품은 사용 기한이나

그 전에 또는 이 절 (B)에 따라 시설 부지 내에서 소비, 판매 또는 폐기 기한 전에
폐기하여야 한다.
(4) 요청에 따라 규제 당국에 표시계통을 공개하는 경우, 달력 날짜, 요일, 색상 코드 등

효과적인 표시 방법을 사용한다.
(E) 이 절 (A)와 (B)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 용기에서 개별 분량으로 취하여 또는 개별

분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F) 이 절 (A)와 (B)는 쉘스톡에 적용되지 않는다.
(G) 이 절 (B)는 규제 기관이 점검하는 식품가공공장에서 준비하여 포장한 다음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21 CFR 110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우수 제조, 포장 또는 보관 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acking, or holding
human food)에 따라 제조된 햄 샐러드, 해산물 샐러드, 치킨 샐러드, 달걀 샐러드,
파스타 샐러드, 감자 샐러드 및 마카로니 샐러드 등의 델리 샐러드
(2) 체다, 그뤼에르, 파마산 및 레지아노, 로마노 치즈 등 21 CFR 133 치즈 및 치즈 관련

식품(Cheeses and related cheese products)에 정의된 수분 함량 39% 이하의
경질 치즈
(3) 블루, 에담, 고르곤졸라, 고다 및 몬테레이잭 치즈 등 21 CFR 133 치즈 및 치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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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Cheeses and related cheese products)에 정의된 수분 함량이 50% 이하인
준연질 치즈
(4) 요구르트, 사워 크림 및 버터밀크 등 21 CFR 131 우유와 크림(Milk and cream)에

정의된 발효 유제품
(5) 청어절임이나 건조 또는 염장 대구, 기타 21 CFR 114 산성화식품에서 정의한 산성화

수산물 식품 등 보존수산식품
(6) 페페로니 및 제노바 등 선반 보관 조건에서 안정적인 건조 발효 소시지, 그리고
(7) 프로슈토와 파르마(햄) 등 선반 보관 조건에서 안정적인 염장 식품
3-501.18

즉석섭취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처리

(A) 3-501.17(A)나 (B)에 명시된 식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P

(1) 3-501.17(A) 또는 (B)에 명시된 식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되어야 한다.
(2) 용기에 날짜나 요일이 표시되지 경우,P 또는

P

(3) 제품이 냉동 시간을 제외하고, 3-501.17(A)에 명시된 온도와 시간 조합을 초과한다.

(B) 식품시설에서 준비되고 자동차단장치가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배출되는 냉장 즉석섭취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시간과 온도 조합이 3-501.17(A)에 명시된 시간과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P

3-501.19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시간 사용

(A) 이 절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리 전 시간·온도 제어 식품 또는 즉석섭취 형태로
판매나 제공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온도조절 없이 시간만
사용하는 경우
Pf

(1) 서면절차서를 미리 준비하여 식품시설에 비치하고 규제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a) 이 절 (B)(1)~(4) 또는 (C)(1)~(5)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방법,Pf 그리고

(b) 3-501.14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시간을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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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준비, 조리 및 냉장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방법

시간 - 최대 4시간
(B) 시간 단독으로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4시간
(1) 식품을 저온유지 장치에서 제거할 때 초기 온도는 5°C(41°F) 이하여야 하며, 고온유지
장치에서 제거할 때 초기 온도는 57°C(135°F) 이상이어야 한다.
(2) 식품 온도 제어를 중지한 시점으로부터 4시간 지난 시간을 표시하거나 식별하여야
한다.Pf
(3) 온도 제어를 중지한 시점으로부터 4시간 이내 조리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며,
즉석섭취식품은 온도와 무관하게 제공할 수 있다.P 그리고
P

(4) 표시되지 않았거나 4시간 초과로 표시된 용기나 포장에 담긴 식품을 폐기하여야 한다.

시간 - 최대 6시간
(C) 시간 단독으로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6시간
(1) 식품은 온도 제어를 중지하는 시점에 초기 온도가 5°C(41°F)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6시간 이내에 21°C(70°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식품이 최장 6시간 동안 21°C(70°F)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기 온도를 제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6시간 보관하는 동안 식품 내 따뜻한 부분이 21°C(70°F)를 초과하지 않도록
Pf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3) 식품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Pf
(a) 식품이 5°C(41°F) 이하로 유지되는 저온유지장치에서 제거된 시간,Pf 그리고
Pf

(b) 식품이 저온유지 장치에서 제거된 후 6시간째 되는 시점
(4) 식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a) 식품 온도가 21°C(70°F)를 초과한다면 폐기한다.P 또는

(5) 섭씨 5도(화씨 41도)로 저온유지를 중지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6시간 이내 조리하거나
P
제공하여야 하며, 즉석섭취식품은 온도와 무관하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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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 표시되지 않았거나 6시간 초과로 표시된 용기나 포장에 담긴 식품을 폐기하여야 한다.

(D)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에서는 이 절 (A), (B) 또는 (C)에
따라 시간을 생란의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502

특수 가공법

3-502.11

변경허가 요구사항

식품시설은 8-103.10과 8-103.11에 따라 다음을 수행하기 전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변
pf

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A) 식품 향미 개선이 아닌 보존 목적으로 식품을 훈연pf
Pf

(B) 식품 염지

(C)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식초와 같은 성분 추가Pf
(1) 식품 향미 개선이 아닌 식품 보존 방법으로,pf 또는
Pf

(2) 시간·온도 제어 식품에 해당하지 않도록 준비
(D) 3-502.12에

따라

독소를

생성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생장을 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산소 포장방법을 이용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포장Pf
(E) 식용으로 판매하는 패류의 보관 또는 진열에 사용되는 생명유지장치가 장착된 수조의
작동Pf
(F) 식품시설에서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않고 개인이 맞춤 가공한 식용 동물Pf
(G) 규제 당국이 변경허가가 필요한 방법으로 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준비한다.Pf 또는
Pf

(H) 씨앗이나 콩 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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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관리
3-502.12

변경허가가 필요없는 저산소 포장, 기준

(A) 제3-502.11절에 따라 변경허가서를 취득한 식품시설을 제외하고, 저산소․포장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포장하는 식품시설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생장과
독소 생성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생장을 제어하여야 한다.
(B) 이 절 (F)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산소 포장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포장하는

식품시설은

8-201.14

(C)와

(D)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된

Pf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포장할 식품을 확인한다.Pf

(2) 이 절 (C)~(E)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포장 식품은 5°C(41°F) 이하로 유지하고
Pf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a) AW 0.91 이하Pf
(b) pH 4.6 이하Pf

(c) 9 CFR 424.21 식품성분사용과 방사선원(Use of food ingredients and
sources of radiation)에 명시된 물질을 사용하고 USDA에 규제하는
Pf

식품가공공장에서 숙성된 육류나 가금육 가공품으로 온전한 패키지 상태로 수령,
또는
Pf

(d) 생고기, 생가금육 또는 생야채와 같이 경쟁 유기체가 다수 존재하는 식품

(3) 주요 표시패널에 배경색과 대조를 이루도록 굵은 글씨로 지침을 포함하여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을 기술한다.Pf
(a) 식품을 5°C(41°F) 이하로 유지한다.Pf
(b) 포장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내에서 제공되지 않았거나 외부에서 섭취하는 목적으로
제공 또는 판매되지 않았다면 폐기한다.Pf
(4) 냉동 식품이 아니라면 포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섭취하도록 냉장보관 기한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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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을 표시한 경우 제조업체가 정한 기한을
초과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P
(5) 다음을 작업 절차에 포함한다.
Pf

(a) 3-301.11(B)에 따라 맨 손으로 즉석섭취식품을 만지는 행위를 금지한다.
Pf

(b) 전용 작업 구역과 전용 작업 구역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파악한다.

(ⅰ) 익히지 않은 식품과 즉석섭취식품 간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이나 방법,Pf 그리고
(ⅱ) 가공 설비에 대한 접근은 작업의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숙지하고 교육훈련을
Pf

받은 책임자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Pf

(c) 식품 접촉면의 세척 및 소독 절차를 자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Pf

(6) 저산소 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에 다음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기술한다.
(a) 안전 작업에 요구되는 개념Pf
Pf

(b) 장치와 설비,

그리고
Pf

(c) 이 절 (B)(5)와 8-201.14(C) 및 (D)에 명시된 절차
(7) 8-201.13(B)에 따라 시행 전에 규제 당국에 제공한다.

어류
(C) 포장 중에 또는 포장 전후 냉동되어 사용 전까지 냉동 보관되어야 한다고 표시된 식품을
제외하고, 식품시설에서는 저산소 포장법으로 수산물을 포장하여서는 안 된다.P

조리-냉각 또는 수비드
(D) 이 절 (C)와 (F)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리-냉각 또는 수비드 가공법으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포장하는 식품시설에서는 다음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1) 시행 전 8-201.14(C)와 (D)에 따라 HACCP 계획서에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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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규제 당국에 제출한다.
(2) 다음을 확인한다.

(a) 시설 부지 내에서 준비되어 소비되거나 시설 부지 외에서 준비되어 소비된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체 내에서 소비되어야 하며 다른 기업체나 소비자에게
Pf

유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b) 모든 부분을 3-401.11(A), C)에 명시된 온도로 명시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한다.P
(c) 제3-3조와 3-4조에 따라 명시된 방법으로 조리 전후 오염을 방지한다.P
(d) 산소 차단벽이 있는 포장에 넣어 조리 전에 밀봉하거나, 조리 직후, 57°C(135°F)
미만으로 냉각되기 전에 포장하여 밀봉한다.P
(e) 3-501.14에 따라 명시된 밀봉패키지나 봉지 내에서 5°C(41°F)로 냉각한다.P
그리고
(ⅰ) 1°C(34°F)로 냉각(48시간 내 5°C(41°F))하고 포장 후 30일 이내
P

섭취하거나 폐기하지 전까지 온도를 유지한다.

(ⅱ) 5°C(41°F) 이하에서 섭취 또는 폐기 기한인 7일 동안 유지한다.P 또는
(ⅲ) 섭취나 사용 전까지 냉동 상태로 유지한다. 냉동 보관하는 경우 보관 수명은
P

제한되지 않는다.

(f) 시간과 온도를 연속 모니터링하는 전자계통이 장착된 냉장 설비에서 보관하고
설비의 정상 작동을 일일 2회 확인한다.Pf
(g) 동일한 사업자의 단위급식시설로 이송하는 경우, 이송 중 시간과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전자모니터링장치를 갖춘다.Pf 그리고
Pf

(h) 제품명과 포장일을 표시에 기재한다.

그리고

(3) HACCP 계획의 일부로 냉각 및 저온유지 시간과 온도 매개변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다음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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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a) 규제 당국이 요청할 경우 기록을 제공한다.
Pf

(b) 기록을 6개월 이상 보존한다.

그리고

그리고

(4) (5)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된 작업절차서를 준수하고 (B)(6)에 따라 명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Pf

치즈
(E) 이 절 (F)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치즈에 저산소 포장법을 사용하는 식품시설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공장에서 상업적으로 제조하고 식품시설에서 성분을 첨가하지 않으며 21 CFR
133.150 경질 치즈, 21 CFR 133.169 저온살균치즈 또는 21 CFR 133.187 준연질
P

치즈에 명시된 식별 기준을 충족하는 치즈로 제한다.

(2) 8-201.14 (C)와 (D), 이 절 (B)(1), (B)(3)(a), (B)(5) 및 (B)(6)에 따라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HACCP 계획서를 구비한다.Pf
(3) 주표시면에 포장이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사용기한”을 표시하거나 원래
제조업체가 표시한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표시한다.Pf
그리고
(4) 저산소 포장 치즈가 포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 부지 외부로 판매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F) 다음 요건이 항상 충족되고 식품시설에서 시간·온도 제어 식품에 저산소 포장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HACCP 계획은 요구되지 않는다.
(1) 생산 시간과 날짜들 표시한다.
(2) 5°C(41°F) 이하에서 냉장 보관한다. 그리고
(3) 포장 후 48시간 내 포장을 개봉하여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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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식품 식별, 제시 및 시설 부지 내에서 표시
3-601

정확한 정보전달

정확한 표시
3~601.11

식별 기준

포장식품은 21 CFR 131-169과 9 CFR 319 정의, 식별 또는 조성 기준, 그리고 21
CFR 130 - 식품표준:일반(Food Standards: General), 9 CFR 319 제A항 - 일반
(Subpart A - General)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3-601.12

정직한 정보전달

(A) 식품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B) 식품 또는 색상첨가제, 색상이 있는 덮개, 조명(light) 등으로 식품의 실제 외형, 색상 또는
품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서는 안 된다.

3-602

표시기재

3-601.11

식품 표시사항

(A) 식품시설에서 포장된 식품은 21 CFR 101 - 식품표시(Food labeling), 9 CFR 317
표시, 표기장치 및 용기(Labeling, marking devices, and containers등 법률에서
정한 대로 표시되어야 한다.
(B) 표시사항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의 일반명이나 일반명이 없을 경우 식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히 기술
(2) 인공색소, 인공향료, 화학방부제 등을 포함하여, 함유하는 성분이 2개 이상일 경우 중량
함량 기준으로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성분을 표시한다.
(3) 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4)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사업자 상호와 주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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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이 유래한 물질의 명칭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일반명의 일부가 아니라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원료명Pf
(6) 미국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403(q)(3)~(5)에서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21 CFR
101-식품표시 및 9 CFR 317 Subpart B 영양성분표시에 명시된 영양성분표시
(7) 색소첨가물로 칸타크산티이나 아스타잔틴을 포함하는 연어류의 경우, 성분 목록을
포함하여 벌크 용기에 표시 부착하고 카운터카드 등 서면으로 소매 용기에
칸타크산틴과 아스타잔틴 함유를 표시
(C) 소비자가 직접 소분하여 사용하는 대용량 식품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과 함께 제공되는 제조업체나 가공업체의 표시, 또는
(2) 이 절 (B)(1), (2) 및 (6)에 따라 명시된 정보가 기재된 카드, 표지판 또는 기타 고지
방법
(D) 제과류 제품과 같은 미포장 벌크 식품과 소비자 사양에 따라 분량을 제공하는 미포장

식품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1) 건강 성분, 영양소 함량 또는 기타 클레임이 없는 경우
(2) 표시기재를 요구하는 주 또는 지방 법규가 없다. 그리고
(3) 식품이 식품시설의 구내 또는 다른 식품시설이나 소유주가 같으며 관할 식품규제기관의

점검을 받는 다른 식품시설에서 제조 또는 준비된다.

3-602.12

기타 표시사항

(A) 법으로 정해진 경우 소비자 경고문을 포함한다.
(B) 식품시설이나 제조업체가 식품에 표시한 날짜 정보는 가리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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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소비자 권고문

소비자 권고사항
3-603.11

익히지 않은, 충분히 조리되지 않은, 또는 병원균 제거 공정을 거치지 않은
동물성 식품의 섭취

(A) 3-401.11(C)와 3-401.11(D)(4) 및 3-801.11(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고기,
난류, 수산물, 양고기, 우유, 돼지고기, 가금육 또는 패류와 같은 동물성 식품을 익히지
않거나 덜 익힌 상태로 , 또는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즉석섭취
형태로 섭취하거나 다른 즉석섭취식품의 성분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허가소지자는
이 절의 (B)와 (C)에 명시된 대로 소책자, 델리 상자, 메뉴 권고문, 표시 기재, 테이블 텐트,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그러한 상태의 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Pf

알려야 한다.

(B) 주의가 요하는 성분 표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반각굴(생굴)”, “생란 시저샐러드”, “햄버거(주문 시 조리 가능)” 등 동물 유래 식품에
Pf

관한 설명,

또는

(2) 동물 유래 식품이나 동물 유래 성분은 별표로 표시하고 각주에 해당 식품이나 성분은
Pf

날 것으로 제공되거나 덜 익은 상태로 제공된다고 기재한다.
(C) 주의사항을 별표로 표시하고 각주에 다음 내용을 기재한다.

Pf

(1) 이러한 품목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요청할 경우 서면 정보를 제공한다.

(2)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힌 육류, 가금류고기, 해산물, 패류 또는 알을 섭취할 경우
식품매개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Pf 또는
(3) 익히지 않았거나 충분히 조리되지 않은 육류, 가금류고기, 해산물, 패류 또는 알을
섭취할 경우, 특히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의 경우 식품매개 질병의 위험성이
Pf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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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오염 식품
3-701

처리

처분
3-701.11

안전하지 않은, 변형된, 또는 오염된 식품의 폐기 또는 복원

(A) 안전하지 않거나 변형된, 또는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 식품은 3-101.11에 따라
P

폐기하거나 승인된 절차에 따라 복원하여야 한다.

(B) 3-201.11~17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출처에서 유래한 식품은 폐기하여야 한다.P
(C) 제2-201.12절에 따라 배제 또는 제한된 종업원에 의하여 오염된 즉석섭취식품은
폐기하여야 한다.P
(D) 손 접촉, 신체 분비물(예: 코, 구강 분비물) 또는 다른 경로로 식품종업원, 소비자, 또는
기타 사람에 의하여 오염된 식품은 폐기되어야 한다.P

3-8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 특별 요구사항
3-801

추가 보호조치

추가 보호장치
3-801.11

저온살균 식품, 재사용 금지 및 금지된 식품

식품시설에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A) 주스류에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1) 이 조항(호)의 목적에서 주간 보육 또는 비슷한 기능의 시설에서 급식하는 9세 이하의
소아만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포함한다.
(2) 21 CFR, 101.17(g) 식품표시, 경고, 통지 및 안전 취급 문구에 명시된 경고 표시가
부착된 사전 포장 주스나 음료, 병원균을 억제,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별도로
처리되지 않은 주스, 3-404.11(B)에 명시된 경고가 부착된 포장 주스나 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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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포함하는 음료를 판매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3) 구내에서 즉석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 또는 판매되는 미포장 주스는 8-201.14
(C)~(E), 21 CFR 제120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B)항 병원균 저감,
P

120.24 공정제어(Process control)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B) 다음 식품 준비에서 생란은 저온살균 알 또는 알가공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P
(1) 시저 샐러드, 홀랜다이즈 또는 베어네이즈소스, 마요네즈, 머랭, 에그노그, 아이스크림,
달걀 강화 음료 등의 식품,P 그리고
P

(2) 이 절의 (F)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알을 깨어 혼합하는 조리법
(C) 다음 식품은 즉석섭취식품 형태로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P

(1) 익히지 않은 어류, 익히지 않고 양념에 재운 어류, 익히지 않은 연체 패류, 스테이크
타르타르P
(2) 살짝 익힌 생선, 덜 익힌 고기, 생란으로 만든 반숙, 머랭 등 완전히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P 그리고
(3) 익히지 않은 발아 새싹P
(D) 식품종업원은 3-301.11(B)와 (E)에 따라 즉석섭취식품을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P

(E) 3-501.19(D)에 따라 공중보건 수단으로서 시간만 사용하는 방법은 생란에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P
(F) 이 절 (B)(2) 조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생란은 한 끼 식사로 한 명의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기 직전에 결합하며,

3-401.11(A)(1)에 명시된 대로 오믈렛, 수플레 또는 스크램블 에그와 같이 조리하여
즉시 제공한다.
(2) 생란은 굽기 직전에 성분으로 조합하고 케이크, 머핀, 빵과 같은 즉석섭취식품 형태로

완전히 조리한다.
(3) 다음 HACCP 계획에 따라 식품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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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준비할 식품을 확인한다.
(b)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을 만지지 않는다.
(c) 다음을 보장하는 규격 및 관리기준을 포함한다.
(ⅰ) 조리 전후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장염균)의 생장을 관리한다. 그리고
(ⅱ) 3-401.11(A)(2)에 명시된 온도와 시간 기준에 따라 알을 조리하여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를 파괴한다.
(d) 다음 절차를 포함하여 8- 201.14(D)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ⅰ) 즉석섭취식품과 생란의 교차오염을 관리한다. 그리고
(ⅱ) 식품 접촉면의 세척 및 소독 절차를 자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e) 식품을 준비하는 식품종업원이 수행하는 절차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식품 재사용
(G) 이 절 (H)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은 3-306.14(B)(1) 및 (2)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 금지 식품
(H)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을 재사용할 수 없다.
(1) 의료적으로 격리나 분리, 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환경에서 격리된 환자 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품은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공될 수 없다.
(2) 환자, 고객 또는 기타 소비자에게 제공된 식품 패키지는 보호 환경에 격리된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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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작 및 보수 자재
4-101

재사용

4-101.11

특징

기구 및 식품과 접촉하는 장치 표면을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물
질은 유해한 물질의 식품으로 이행되거나 식품의 색이나 향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다음 특성을 가져야 한다.
P

(A) 안전성

(B) 내구성, 내부식성 및 비흡수성
(C) 반복된 세척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중량과 두께
(D) 매끄럽고 세척이 용이한 마감 표면, 그리고
(E) 점식(pitting), 치핑(chipping), 균열, 긁힘, 비틀림 및 분해 저항성
4-101.12

주철 사용 제한

(A) 이 절 (B)와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철은 기구나 식품접촉표면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B) 주철은 조리기구의 표면 재질로 사용될 수 있다.
(C) 주철로 제작된 기구는 식품 조리에서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단 없이 사용되는 경우

허용된다.
4-101.13

납 사용 제한

(A) 세라믹, 도자기, 크리스탈 기구 및 수작업 그림으로 장식된 세라믹이나 도자기 등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는 납을 함유하지 않거나 납 함량이 다음 기구 범주에 적용되는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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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기구 범주

세라믹 품목 설명

최대 납 함량(mg/L)

음료 머그, 컵, 피처

커피 머그

0.5

큰 오목 식기류(피처 제외)

용기 ≥ 1.1 리터(1.16 쿼트)

1

작은 오목 식기류(컵과 머그 제외)

용기 < 1.1 리터(1.16 쿼트)

2.0

바닥이 평평한 식기

접시, 받침 접시

3.0

P

(A) 납 함량이 0.05 %를 초과하는 백랍 합금은 식품 접촉면에 사용할 수 없다.

(B) 납 함량이 0.2%를 초과하는 땜납 및 융제는 식품 접촉면에 사용할 수 없다.
4-101.14

구리 사용 제한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황동과 같은 구리 및 구리 합금으로 제작된 장비나
기구는 식초, 과일 주스, 포도주 등 pH가 6 미만인 식품접촉면이나 역류방지장치와
P

소다수제조기를 연결하는 배관(피팅, 관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B) 구리와 구리 합금은 브루펍(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주류판매점)에서 맥주 양조

작업의 전발효 및 발효 단계에서 pH가 6 미만인 양조 성분과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다.
4-101.15

아연 도금 금속 사용 제한

아연 도금된 금속은 산성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나 장치의 접촉 표면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101.16

스폰지 사용 제한

스폰지는 깨끗하고 살균된, 또는 사용 중인 식품접촉면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101.17

목재 사용 제한

(A) 이 절 (B), (C) 및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목재와 목재 용기는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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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단한 단풍나무나 이와 동등한 단단하고 촘촘한 목재는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마, 절단 블록, 제과 조리대, 밀대, 장부촉(doughnut dowel), 샐러드 용기, 젓가락

등 기구
(2) 110°C(230°F) 이상에서 수동으로 당과류를 준비할 때 압력솥(pressure scraping

kettles)에 사용하는 목재 주걱
(C) 자르지 않은 온전한 생과채류와 껍데기 온전한 견과류는 사용 전까지 배송에 사용된 목재

용기에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D) 식품 특성에 따라 섭취하기 전에 껍질을 벗기거나 제거하여야 하는 자르지 않은 온전한,

익히지 않은 식품은 다음 용기에 보관할 수 있다.
(1) 처리되지 않은 목재 용기, 또는
(2) 21 CFR 178.3800 목재 보존제(Preservatives for wood)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보존제로 처리된 목재 용기
4-101.18

비점착성 코팅 사용 제한

과불화탄소수지로 코팅된 프라이팬, 번철, 소스팬, 쿠키시트 및 와플조리기계와 같이 재사
용하는 주방용품은 코팅 표면을 손상하지 않은 기구와 세척용구를 사용한다.
4-101.19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표면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으나 비산이나 유출 또는 기타 식품에 의한 오염에 노출된 장치
표면 -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장치 표면으로 빈번한 세척이 요구되는 경우 내부식성 및
비흡수성이고 표면이 매끄러운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4-102
4-102.11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특징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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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유해 물질의 이행,

P

또는

(2) 색상을 띠거나 식품의 향미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그리고
(B)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P

(1) 안전성, 그리고
(2) 청결성

4-2 설계 및 제작
4-201

내구성 및 강도

4-201.11

장치 및 기구

장비와 기구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특성을 유지하도록 설계 및 제
작되어야 한다.
4-201.12

식품 온도측정장치

센서나 스템(stem)이 유리 재질로 제작된 식품온도측정장치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사탕 온도계와 같이 스템이나 센서가 파손 시 비산방지 처리된 유리 재질로 제작된 온도
측정장치는 사용할 수 있다.P

4-202

세척용이성

4-202.11

식품접촉면

(A) 다용도 식품접촉면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Pf

(1) 매끄러운 표면.

(2) 파손, 개방된 솔기, 균열, 찍힘, 개재물(inclusion), 파임 및 비슷한 결함이 없은 표면Pf
(3) 안쪽으로 날카로운 부분이나 모서리 및 틈이 없는 표면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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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4) 용접 및 연결부가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5)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세척 및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Pf

(a) 분해할 필요가 없다.

Pf

(b)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해할 수 있다.

또는

(c) 스크루드라이버, 집게(플라이어), 양구스패너(open-end wrench), 알렌 렌치 등
유지·보수 및 세척 책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공구를 사용하여 쉽게
Pf

분해할 수 있다.

(B) 이 절 (A)(5)은 식용유 저장 탱크, 식용유 분배관 또는 음료 시럽 관이나 튜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202.12

CIP 장치

(A) CIP 장비는 4-202.11에 명시된 특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1) 세척 및 살균액은 정치계통 전체를 순환하고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내부 표면과
Pf

접촉하여야 한다.

그리고

(2) 자체 배수되거나 세척 및 살균액을 완전히 배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B) 분해하여 세척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CIP는 정치계통 전체에 걸쳐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이
효과적으로 세척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지점을 설계에 포함하여 한다.
4-202.13

“V”자형 나사산 사용 제한

고온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장치나 여과장치를 제외하고 “V”자형 나사산은 식품접촉표면
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202.14

고온 기름 여과장치

고온 기름 여과 장치는 4-202.11 또는 4-202.12에 명시된 특성을 충족하고 필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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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세척이 용이하여야 한다.
4-202.15

캔 따개

캔 따개에서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부분은 세척과 교체를 위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4-202.16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표면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표면은 불필요한 선반, 돌출부 및 틈새가 없어야 하며 세척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4-202.17

킥플레이트, 탈부착성

킥플레이트는 후면에 접근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A) 4-202.11(A)(5)에 따라 명시된 두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회전하여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B) 장비 문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 제거하거나 회전하여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4-202.18

환기후드계통 - 필터

필터 또는 기타 그리스(grease) 추출 장치는 제자리에서 세척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세척 및 교체를 위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확성
4-203.11

식품 온도측정장치

(A) 섭씨 또는 섭씨와 화씨로 눈금이 표시된 식품 온도 측정 기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
Pf

범위에서 ±1°C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B) 화씨 척도로만 표시된 온도 측정 기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 범위에서 ±2°F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Pf

101

FDA Food Code 2017

4-203.12

대기 및 수온 측정장치

(A) 섭씨 또는 섭씨 및 화씨 척도로 표시된 대기 및 수온 측정 기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
Pf

범위에서 ±1.5°C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B) 화씨 척도로만 표시된 대기 및 수온 측정 기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 범위에서 ±3°F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Pf
4-203.13

기계식 세척장치 압력 측정장치

헹굼살균용 깨끗한 고온수의 급수관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측정장치는 제조업체가 데이터
2
플레이트에 표시한 작동 범위 내에서 단위 증분은 7kPa(1lb/inch ) 이하, 정확도는

14kPa(±2lb/inch2)이어야 한다.

4-204
4-204.11

기능성
환기후드계통, 응축물 낙하 방지

후드, 팬, 가드 및 덕트와 같은 구성품을 포함하여, 식품 준비와 세탁 구역에 설치된 배기
후드계통은 그리스나 응축물이 식품, 장비, 식기, 리넨류 및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 기
구에 배출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204.12

장비 개구부, 폐쇄, 전향판(deflector)

(A) 장비용 덮개나 뚜껑은 개구부와 겹쳐서 배구 구배를 형성하여야 한다.
(B) 덮개 또는 뚜껑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장비 상부에 위치한 개구부에는 상단면으로부터
최소 5미리미터(10분의 2 인치) 거리에 플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C) 이 절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관설비, 온도측정장치, 회전축 및 기타 장비로
연결되는 부품은 수밀 이음(watertight joint)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D) 수밀 이음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1) 개구부를 통하여 확장되는 배관, 온도측정장치, 회전축 및 기타 부품에는 개구부에
생성된 응축물, 방울 및 분진이 식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받이(전향판)가 설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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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이 절 (B)에 따라 개구부에 플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204.13

배출 장비, 장비와 식품 보호

포장되지 않은 형태의 액상 식품 또는 얼음을 배출하는 장치나 자동배출기는 다음 요구사
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A) 식품을 받는 용기 상부에 위치하는 이송관, 자동활송장치(chute), 오리피스 및 비산 방지
표면은 식품을 받는 용기의 개구부로 응축물이나 비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벽, 배플
또는 응축물 낙하 방지판 등이 장착되어야 한다.
(B) 이송관, 활송장치 및 오리피스는 손과 접촉하지 않도록 움푹 들어가도록 설계하고
장착되어야 한다.
(C) 포장되지 않은 액상 식품이나 얼음을 소비자가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장치의
이송관이나 활송장치 및 오리피스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닫힘문을 설치하여 먼지,
곤충, 설치류 및 기타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장치가 비, 바람에 날리는 잔해, 곤충, 설치류 및 기타 환경 오염물로부터 차폐 구역이
보호되지 않는 실외에 위치한다. 또는
(2) 식품종업원의 정규 감독 시간 외 셀프서비스가 가능하다.
(D) 배출장치 작동 손잡이나 작동 방식과 소비자 직접 작동하는 음료 배출 장치의 충전 장치는
충전하는 유리나 컵에서 입술이 접촉하는 부분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 균질한 액상의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3-501.16(A)에 명시된 온도 범위를 벗어나
보관하는 경우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장비 내에서 균질한 액상으로 무균 포장 식품을 개방한 시점부터 지정된 시간 동안
P
상업적 멸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2) NSF/ANSI 18-2006 - 수동 식음료 배출 장비(Manual Food and Beverage
P

Dispensing Equipment)에 명시된 장비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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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14

자동판매기, 배출 스테이지 폐쇄

칩(chip), 파티믹스(party mix), 프레첼 등 시간·온도 제어가 요구되지 않은 스낵류를
미리 포장된 형태로 배출하는 기계를 포함하여 자동판매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
구획에 자동닫힘문이나 덮개가 설치되어야 한다.
(A) 비, 바람에 날리는 잔해, 곤충, 설치류 및 기타 환경 오염물로부터 차폐 구역이 보호되지
않는 실외에 위치한다. 또는
(B) 식품종업원의 정규 감독 시간 외 셀프서비스가 가능하다.
4-204.15

베어링 및 기어상자, 누출방지

윤활유가 필요한 베어링과 기어를 포함하는 장비는 윤활유가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으로
유출되거나 떨어져 내리거나 또는 강제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4-204.16

음료관, 분리

얼음 보관통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제작된 냉각판(cold-plate)를 제외하고, 음료관과 냉각
판 음료냉각장치는 보관하는 얼음과 접촉하도록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4-204.17

제빙기 배수 분리

액상 폐기물 배수관은 제빙기나 얼음보관용기를 통과하여서는 안 된다.
4-204.18

응축기, 분리

응축기가 장치의 구성요소일 경우, 응축기는 무진 보호벽을 사용하여 식품과 식품 보관
공간으로부터 구분하여야 한다.
4-204.19

자동판매기에 장착된 캔 따개

자동판매기에 장착된 캔 따개에서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부분은 손 접촉, 먼지, 곤충, 설
치류 및 기타 오염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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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110

연체 패류 수조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진열용 연체 패류 탱크에 사용되는 생명유지장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패류를 보관하는 탱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P

있도록 진열용 패류 전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B) 생명유지장치가 설치된 진열용 탱크를 식용으로 제공되는 패류를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8-103.10과 HACCP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규제 당국이 승인한
변경허가서에 따라 작동하고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Pf
(1) 8-103.11에 따라 허가소지자가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HACCP 계획서,Pf 그리고
(2) 다음을 확인한다.
Pf

(a) 연체 패류 외 수산물에 사용되는 물은 연체 패류 탱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b) 수령한 패류의 안전성과 품질이 탱크 사용으로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Pf 그리고
Pf

(c) 쉘스톡의 원산지는 3-203.12에 따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204.111

자동판매기 자동 종료

(A)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는 식품이 자동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1) 정전, 기계적 오류, 또는 기타 요인으로 기계 내부 온도가 제3장에 규정된 온도로
P
식품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2) 이 절 (A)(1)에 명시된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계를 정비하고 제3장에 명시된 온도로
P

유지된 식품으로 보충이 완료될 때까지

(B) 시간·온도 제어 식품 자동판매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조건
(1) 냉장 자동판매기의 경우, 내부 대기 온도는 충전, 서비스, 또는 제품 보충 후 30분 이내
섭씨 5도(화씨 41도) 이하로 냉각되어야 한다.
(2) 고온유지 자동판매기의 경우, 내부 대기 온도는 충전, 서비스, 또는 제품 보충 후
120분 이내 섭씨 57도(화씨 135도) 이상에 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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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112

온도측정장치

(A) 기계식 냉장 장치나 고온 보관 장치에서, 장치 내 공기 온도나 모사 제품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의 센서는 냉장 장치의 경우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에, 그리고 고온 보관 장치의 경우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에 배치되어야 한다.
(B) 이 절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저온 또는 고온에서 유지하는
장치는 온도 표시를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하나 이상의 일체형 또는 영구부착형
온도측정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
(C) 이 절 (B)는 칼로드(calrod) 장치, 가열등(heat lamp), 냉각판, 보온기(bainmaries),
증기보온장치(steam tables), 단열식품이송용기 및 샐러드 바 등 설계, 유형 및 사용
특성으로 식품 주변 공기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온도 측정 장치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 식품온도측정장치와

식기세척기의

수온측정장치는

수치로

측정된

값을

기록하여

인쇄하거나 디지털 판독이 가능하고 사용 범위에서 증분 단위는 1°C나 2°F 이하여야
Pf

한다.

4-204.113

식기세척기, 데이터 플레이트 작동 규격

식기세척기는 제조사의 데이터 플레이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데이터 플레이트는 접근이
쉽고 가독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 설계 및 작동 사양이 기재되어야 한다.
(A) 세척, 헹굼, 살균 온도
(B)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살균하는 경우 압력(펌프형 살균 헹굼은 제외), 그리고
(C) 이동형의 경우 이동 속도나 정지 선반형의 경우 주기 시간
4-204.114

식기세척기, 내부 배플(baffle)

세척기의 세척 및 헹굼 탱크에는 세척 및 헹굼 탱크 사이 용액의 내부 교차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배플, 가림막 또는 기타 수단이 장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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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115

식기세척기, 온도측정장치

식기세척기에는 다음 수온을 나타내는 온도측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Pf

(A) 세척 및 헹굼수 수조,

그리고
Pf

(B) 최종 살균 헹굼 수송관으로 유입되는 고온의 물 또는 화학 살균의 경우 살균액 수조
4-204.116

수동 식기세척장치, 가열기와 바구니

수동 식기세척기에서 살균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수대의 살균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수온을 77°C(171°F)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설계,

Pf

그리고

(B) 장치와 기구를 고온의 물에 완전히 담글 수 있도록 걸이나 바구니 구비
4-204.117

식기세척기, 세정제와 살균제 자동 배출

규제 당국이 이 공전 조항을 채택한 후 설치된 세척기는 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Pf

(A) 세제와 세정제를 자동으로 분사.

그리고

(B) 세제와 소독제가 적절한 세척 및 소독 주기에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각 또는
Pf

청각적인 경보 기능
4-204.118

식기세척기, 유압계

(A) 깨끗하고 뜨거운 물로 식기를 세척하는 식기세척기는 변환기와 같이 용수가 세척기로
유입되기 직전에 공급관 내 수압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압력게이지나 비슷한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B) 유압측정장치가 깨끗한 고온살균헹굼수 제어밸브 상류에 위치하는 경우, 장치는 6.4mm
또는 1/4inch 철관치수(IPS) 밸브에 장착하여야 한다.
(C) 펌프나 재순환 세척 헹굼만 사용하는 기계의 경우 이 절 (A)와(B)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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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119

식기 건조대 싱크 및 건조대, 자가 배수

식기세척기의 싱크와 건조대는 자가 배수 방식이어야 한다.
4-204.120

장비 구획, 배수

응축, 식품이나 식품 응축물, 또는 얼음이 녹은 물 등으로 수분이 축적될 수 있는 장비
구획은 완전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출구에 구배를 두어야 한다.
4-204.121

자동판매기 내 액체 폐기물

(A) 종이제품으로 만든 용기에 포장된 음료를 보관하도록 설계된 자동판매기에는 용기 누수에
대비하여 우회장치와 회수판 누수액 회수판(retention pan)이 설치되어야 한다.
(B) 액상 식품을 대량으로 분배하는 자동판매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응축물이나 유출 또는 넘쳐 흐른 식품 도는 기타 내부 폐기물을 회수하는 용기가
내부에 장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2) 자동 차단 장치가 장착되어 폐기물 받침대가 넘치기 전에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C) 이 절 (B)(2)에 명시된 전원 차단기는 물 또는 액상 식품 흐름 제어장치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폐기물통이 가득 차 넘치기 전에 물이나 액상 식품이 지속해서 흐르지 않도록
작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4-204.122

케이스 로트 취급 기구, 이동성

수레나 팔레트, 랙, 스키드와 같이 상자나 랩으로 싸인 로트 형태로 공급업체로부터 대용
량 포장식품을 수령하고 보관 및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는 손이나 손수레 및 지게차
와 같이 쉽게 구비할 수 있는 기구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204.123

자동판매기 문과 개구부

(A) 자동판매기 문과 식품과 용기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구부를 가리는 덮개는
꼭 맞아야 하며 문이나 덮개와 판매기 보관함 사이 공간은 다음 방법으로 1.5mm 또는
16분의 1인치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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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버(louver)나 망 또는 1.5mm 또는 16분의 1인치 이하의 동등한 개구부가
형성되도록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덮는다. 망을 사용하는 경우 1인치에 12메쉬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면 이 요구사항이 충족된다.
(2) 밀폐판(가스켓)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3) 경계면의 폭은 최소 13mm 또는 1/2인치가 되도록 한다. 또는
(4) 경계면 진입 방향으로 L자 형태를 형성하는 세로기준이나 표면
(B) 자동판매기의 외부를 관통하여 유지·보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구부는 밀봉재, 클램프 또는
그로밋(grommet)을 사용하여 개구부 크기가 1.5밀리미터나 16분의 1인치 이하가 되도록
한다.

4-205
4-205.10

적합성
식품 장비, 인증과 분류

미국표준협회(ANSI)가 인정한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살균 특성이 인증 또는 분류된 식품
장치는 이 장 4-1과 4-2에 부합한다고 간주된다.

4-3 수량 및 용량
4-301

장치

설비
4-301.11

냉각, 가열 및 온도 유지 용량

식품 냉각, 가열, 저온유지, 고온유지냉에 사용되는 장비는 수와 용량이 제3장에 명시된
온도로 식품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4-301.12

수동 식기세척, 싱크대 구분 및 요구사항

(A) 이 절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치와 기구의 수동 세척, 헹굼 및 살균을 위하여
Pf

최소한 3칸 개수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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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수대는 가장 큰 장치와 기구가 완전히 담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장치나
기구가 세척용 싱크대보다 월등히 클 경우, 이 절 (C)에 명시한 세척기나 대체 장치를
Pf

사용하여야 한다.

(C) 특별한 세척 방법이 요구되거나 세척에 제한사항이 있다면 승인된 수동 식기세척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대체 수동 식기세척장치는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1) 고압 세정제 분무기
(2) 저압 또는 라인 압력 분무형 세제 거품발생기
(3) 기타 특정 세척 장치
(4) 솔 또는 기타 도구
(5) 이 절 (D)와 (E)에 따라 2칸 개수대, 또는
(6) 구획이 나뉜 개수대에서 구획에 해당하는 용기
(D) 2칸 개수대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허가소지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 허가소지자는 2칸 개수대에서 한 번에 세척할 수 있는 주방용품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세척은 한 종류의 육류를 절단하고 다른 종류의 육류를 절단하기 전에 사용된
주방용품을 세척하거나 교대작업 마지막에 사용한 모든 용품을 세척하는 방식(배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 사용 전에 세척액과 살균액을 보충하고 사용 후 배수한다. 그리고
(b) 4-501.115나 4-501.115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세제-살균제를 사용한다.
(c) 4-603.16(C)에 따라 고온수에 담가 살균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E) 진행 중인 식기세척(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에서 세척 및 살균제를 사용하는 경우 2칸
개수대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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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13

건조대

세척 후 그리고 살균 전 세척하는 모든 품목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용량과 개수의 건조대,
걸이, 테이블이 구비되어야 한다.
4-301.14

환기후드계통 - 적합성

벽면이나 천장에 기름이나 물이 응축되지 않도록 환기후드계통과 장치의 수와 용량이 충
분하여야 한다.
4-301.15

세탁기 및 건조기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복 또는 리넨류를 시설 구내에서 세탁하는 경우
기계식 세탁기와 건조기가 제공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B) 시설 구내에서 세척하는 품목이 젖은 상태로 사용하는 행주로 제한되거나, 4-901.12에

따라 세탁한 행주를 공기 건조하는 경우 기계식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비할 필요는 없다.

4-302
4-302.11

기구, 온도측정장치 및 시험 기기
기구, 소비자 셀프서비스

뷔페 또는 샐러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직접 이용(셀프서비스)하는 구역에 진열된 모든 용
기는 식품을 배출하는 기구(디스펜서)가 구비되어야 한다.Pf
4-302.12

식품 온도측정장치

(A) 식품 온도측정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3장에 명시된 식품 온도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Pf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두께가 얇은 물질의 온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탐침이 장착된 온도측정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고기 패티나 어류 필렛과 같이 두께가 얇은 식품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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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13

온도측정장치, 수동 및 기계식 식기세척기

(A) 수동 식기세척 작업용으로 온도측정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세척 및 살균수의 온도를 자주
Pf

측정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B) 기계식 온수 세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비가역적 온도 표시계를 제공하고 기구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Pf
4-302.14

살균용액, 시험 장치

살균액의 농도를 mg/l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험 키트나 기타 장치가 구비되
Pf

어야 한다.

4-303

세척제 및 살균제

4-303.11

세척제 및 살균제, 가용성

(A) 4-6에 따라 장비와 기구 세척에 사용되는 세척제를 구비하고 운영 시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사용 시점에 현장에서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7에 따라 장비와 기구
세척에 사용되는 화학 살균제를 구비하고 운영 시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4 위치 및 설치
4-401

위치

4-401.11

장비, 세탁기 및 건조기, 보관장, 오염 방지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 보관에 사용되는 장비, 보관함, 또는 깨끗하고
살균된 장비, 기구, 세탁한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다음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1) 락커룸
(2)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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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수거장
(4) 기계실
(5) 잠재적인 응축물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은 하수관 아래
(6) 누수가 발생한 자동 소방 스프링클러헤드, 응축이 발생하는 용수관을 포함하여 누수
용수관 아래
(7) 계단통 아래, 또는
(8) 기타 오염원 아래
(B) 리넨류나 개인용일회용품 또는 일회용품 보관함은 락커룸에 보관할 수 있다.
(C) 기계식 세탁기나 건조기를 구비하는 경우, 오염을 방지하고 노출된 식품, 깨끗한 장비, 기구
및 리넨류,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이 없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4-402

설치

4-402.11

고정 장비, 간격 또는 밀폐

(A) 고정 장비는 쉽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세척을 위하여 장치 측면, 후면 및 상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둔다.
(2) 인접한 장비, 벽, 천장과 1mm 또는 1/3인치 이하의 공간을 두고 배치한다.
(3) 장치가 누출이나 누수에 노출되는 경우 인접 장치와 벽 사이에 생성되는 공간을
밀폐한다.
(B)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조리대에 설치된 장비는 다음과 같이 하여 장비 하부 및 주변을
청소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밀봉, 또는
(2) 4-402.12(D)에 따라 하부 다리를 이용하여 바닥과 간격을 두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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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12

고정 장비, 높이 또는 밀폐

(A) 이 절 (B)와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바닥에 장착하여 쉽게 이동할 수 없은 장비는
바닥과 밀착하여 사이 공간이 밀봉되도록 설치하거나 장비 다리를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cm(6inch)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B) 바닥에 장착하는 장비 하부 바닥의 모든 부분이 세척 접근점으로부터 15cm(6inch)
이내라면 여유 공간을 10cm(4inch)로 한다.
(C) 이 절은 식품소매점에서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는 구역에 배치된 진열대, 냉장 진열대,
냉동 진열대에 적용되지 않으며, 장비 하부 바닥이 청결히 유지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D) 이 절 (E)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리대에 장착하여 쉽게 이동할 수 없은 장비는 장비
다리를 이용하여 테이블과 장비 사이 여유 공간이 15cm(4 inch) 이상이어야 한다.
(E) 테이블과 조리대에 설치하는 장비 사이의 간격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1) 장비 아래 테이블 상판과 세척 접근점 사이 수평 거리가 50cm(20inch) 이하인 경우,

7.5cm(3inch)
(2) 장비 아래 테이블 상판과 세척 접근점 사이 수평 거리가 7.5(3 inch) 이하인 경우,

5cm(2 inch)

4-5 유지 ․ 보수 및 운영
4-501
4-501.11

장비
양호한 보수와 적절한 조정

(A) 장비는 4-1과 4-2에 따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상태로 보수 및 유지되어야 한다.
(B) 문, 밀봉부, 경첩, 고정 장비 및 킥 플레이트와 같은 장비 구성요소는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온전하고 단단히 고정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C) 용기를 개봉할 때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금속 파편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캔
오프너의 절단 또는 천공부는 날카롭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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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12

절단 표면

절단 블록이나 도마의 표면이 긁힘 찍힘 등으로 손상되어 효과적인 세척과 살균이 어렵다
면 표면을 재처리하거나 재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폐기하여야 한다.
4-501.13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21 CFR 1030.10 전자레인지(Microwave ovens)에 명시된 안전기준을
충복하여야 한다.
4-501.14

식기세척기, 세척 주기

식기세척기, 장비, 기구, 익히지 않은 식품을 세척하고 헹구는 데 사용하거나 행주 세척에
사용하는 개수대 구획, 대야, 또는 기타 용기, 4-301.13에 따라 건조대나 건조대 대체
장치를 세척하여야 한다.
(A) 사용 전 세척
(B) 하루 중 장비 및 기구의 재오염을 방지하고 장비가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빈도로 세척
(C) 사용 중이라면 적어도 24시간 마다 세척
4-501.15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작동지침

(A) 세척기와 보조 부품은 기계 장치의 데이터 플레이트와 기타 제조업체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B) 식기세척기의 컨베이어 속도 또는 자동사이클 시간은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4-501.16

식기세척기 싱크대, 사용 제한

(A) 식기세척 개수대는 2-301.15에 따라 손세척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B) 식기세척용 개수대를 행주나 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식품 해동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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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14에 따라 세척하여야 한다. 식품을 세척 또는 해동하는 데 사용하는 개수대는
4-7에 따라 사용 전후 살균하여야 한다.
4-501.17

식기세척장치, 세정제

식기세척에 사용하는 개수대의 세척 구획, 기계식 식기세척기, 4-301.12(C)에 명시된 대
체 수동 식기세척기의 폐수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비누, 세제, 산성 세척제, 알칼리성 세
척제, 기름제거제, 연마 세척제를 구비하고 제조업체가 표시에 기재한 지침에 따라 사용하
여야 한다.Pf
4-501.18

식기세척기, 세척용액

세척용수, 헹굼용수 및 살균액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501.19

수동 식기세척, 세척수 온도

수동식기세척기에 사용되는 세척액 온도는 섭씨 43도(화씨 110도) 이상 또는 제조업체의
Pf

표시에 따라 지정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4-501.110

기계식기세척기, 세척용수 온도

(A)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살균하는 분무형 세척기의 세척액 온도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Pf

(1) 고정 선반, 단일 온도, 섭씨 74도(165도)

(2) 고정 선반, 이중 온도, 섭씨 66도(화씨 150도)Pf
(3) 단일 탱크, 컨베이어, 이중 온도, 섭씨 71도(160도),Pf 또는
Pf

(4) 멀티 탱크, 컨베이어, 다중 온도, 섭씨 66도(화씨 150도)

(b)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살균하는 분무형 세척기의 세척액 온도는 섭씨 49도(화씨 120도)
이상이어야 한다.Pf
4-501.111

수동 식기세척장치, 고온수 살균 온도

수동 작동에서 뜨거운 물에 침지하여 살균하는 경우 물의 온도는 77°C(171°F)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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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112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고온수 살균 온도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계식식기세척기에 유입되는 살균용 온수의 온도는
Pf

섭씨 90도(화씨 194도) 이하, 다음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1) 고정 선반, 단일 온도, 섭씨 74도(화씨 165도)Pf 또는
Pf

(2) 다른 모든 장치, 섭씨 82도(화씨 180도)

(B) 이 절 (A)에 따른 최대 온도 요구사항은 정육 톱과 같은 장치를 정치 세척 및 살균할 때

손으로 들고 작동하는 고온·고압 분무 장치에는 작용되지 않는다.
4-501.113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살균 압력

식기세척기에서 고온수 살균 헹굼수의 유압은 급수관을 따라 고온수 살균 헹굼수 제어밸
브의 상류 또는 하류 지점에서 측정하였을 때 기계 제조업체 데이터 플레이트에 명시한
범위 이내여야 하며 35kPa(5lb/inch2) 이상, 200kPa(30lb/inch2) 이하여야 한다.
4-501.114

수동 및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화학적 살균 - 온도, pH, 농도 및 경도

기계식 및 수동식기세척기에 사용되며 4-703.11(C)에 따라 명시된 시간 동안 접촉을 통
하여 살균 효과를 가지는 화학살균제는 7-204.11 살균제, 기준에 따라 명시된 기준을 충
P

족하고 EPA에 등록 표시에 기재된 사용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A) 염소용액의 최소 농도는 아래 열거한 온도와 pH에 따라 결정된다.
농도 범위(mg/L)

최소 온도 pH 10 이하 °C(°F)

최소 온도 pH 8 이하 °C(°F)

25~49

49(120)

49(120)

50 ~ 99

38(100)

24(75)

100

13(55)

13(55)

(B) 요오드 용액을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P

(1) 20°C(68°F) 이상

(2) pH 5.0 이하 또는 제조업체가 명시한 용액의 유효 pH 이하,

P

그리고

(3) 농도범위 12.5~25 mg/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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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가 암모늄 화합물 용액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P

(1) 온도 24°C(75°F) 이상,

P

(2) 7-204.11에 명시된 농도로 제조사의 사용법을 표시에 기재, 그리고
P

(3) 사용하는 물은 경도 500 mg/L 또는 EPA 등록 표시에 명시된 경도 이하

(D) 이 절 (A)~(C)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 외 다른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소지자는
사용하는 용액의 살균 효과를 규제 당국에 입증하여야 하며 사용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E) 염소, 요오드 또는 4차 암모늄화합물 외 다른 화학살균제를 사용하는 경우 EPA 등록
표시에 기재된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F) 식품시설 현장에서 화학 살균제를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절 (A) - (D)에 명시한 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 장치는 다음에 부합하여야 한다.
P

(1) 미국 연방 살충·살균·살서제관리법(FIFRA) 2(q)(1)과 12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한다.

(2) 40 CFR 152.500 장치 요구사항(Requirement for Devices)과 40 CFR 156.10
표시 요구사항(Labeling Requirements)을 준수한다.P
(3) 장치에 EPA 장치 제조설비 등록번호를 표시한다.Pf 그리고
(4)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작동하고 및 유지·관리한다.
4-501.115

수동 식기세척장치, 세정-살균제를 이용한 화학적 살균

세척과 살균에 세제-살균제를 사용하고 세척과 살균 단계 사이에 별도 헹굼 단계를 사용
하지 않는다면 살균 단계에 사용하는 살균제는 세척 단계에 사용하는 세척-살균제와 살균
성분이 같아야 한다.
4-501.116

식기세척장치, 화학살균제 농도 결정
Pf

살균액 농도는 시험 키트나 기타 장치를 사용하여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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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4-502.11

기구와 온도 및 압력 측정기기
양호한 보수와 보정

(A) 기구는 4-1과 4-2에 따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상태로 보수 및 유지되어야 한다. 적절히
보수 및 유지되지 않은 기구는 폐기하여야 한다.
(B) 식품 온도측정장치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Pf

보정하여야 한다.

(C) 외기 온도, 수압 및 수온 측정 장치는 적절히 보수 및 유지·관리하고 사용 범위 내에서
정확하여야 한다.
4-502.12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 사용제한

주방용품 및 식기의 세척·소독을 위하여 제4-6부 및 제4-7부에 규정된 시설이 없는 식
품업소는 식품종업원이 사용하는 1회용 주방용품, 1회용 물품 및 소비자가 사용하는 1회
P

용 물품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4-502.13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 사용 제한

(A)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은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B) 대용량 우유 용기 분사 튜브는 대각선 방향으로 절단하고 냉장 배출구(헤드)에서 1인치
이상 돌출하여서는 안 된다.
4-502.14

목재 사용 제한

연체동물과 갑각류 껍질은 식품 제공 용기로 2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6 장치 및 기구 세척
4-601
4-601.11

목적
장치, 식품접촉표면,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표면 및 기구
Pf

(A) 식품과 접촉하는 장치는 육안과 촉감으로 검사하였을 때 청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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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리 장비와 팬의 식품접촉면은 기름 때와 기타 오염물이 축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C) 식품과 접촉하지 않은 장치의 표면에는 먼지, 오염물, 식품 잔류물 및 기타 부스러기가
없어야 한다.

4-602

주기

4-602.11

식품과 접촉하는 장치 및 기구의 표면

(A) 식품과 접촉하는 장치 및 기구의 표면은 세척하여야 한다.
(1)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고기, 수산물, 양고기, 돼지고기 또는 가금육
P

등 다른 유형의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기 전

(2) 익히지 않은 식품과 즉석섭취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전환할 때P
P

(3) 생과채류와 시간·온도 제어 식품 작업 사이

(4) 식품 온도측정장치를 사용하거나 보관하기 전,P 그리고
(5) 작업 중 오염이 발생한 경우P
(B) 이 절 (A)(1)은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이나 기구가 다른 유형의 익히지 않은 육류나

가금육과 연속 접촉하고 사용하는 유형의 식육의 조리 온도가 사용 순서대로 더 높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C) 이 절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취급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의
식품접촉면과 기구는 적어도 4시간마다 세척하여야 한다.P
(D) 시간·온도 제어 식품과 접촉하는 식기와 장비의 표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4시간보다

짧은 주기로 세척할 수 있다.
(1) 보관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과 사용하는 용기는 제3장에 따라 명시된 온도로
유지하고 사용한 용기는 내용물이 모두 사용된 후 세척하여야 한다.
(2) 기구와 장비는 냉장실에서 식품을 준비하거나 다음 도표에 제시한 온도로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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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서 사용한다.
(a) 기구와 장비는 온도에 따라 아래 도표에 제시된 주기로 세척한다.
온도

세척 주기

5.0°C(41°F) 이하

24 시간

>5.0~7.2°C(>41~45°F)

20 시간

>7.2~10.0°C(>45~50°F)

16 시간

>10.0~12.8°C(>50~55°F)

10 시간

(b) 냉장실이나 냉장 구역에서 유지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세척 주기를 문서화하고
식품시설에 보존한다.
(3) 샐러드 바, 델리, 카페테리아 등에서 식품 제공에 사용되고 제3장에 따라 명시된

온도에서 유지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 담긴 용기는 식품 보충을 위하여 요구되는
온도에서 유지되는 같은 식품을 담은 용기와 결합될 수 있으며 용기는 24시간마다
세척한다.
(4) 온도측정장치는 식품과 접촉한 상태로 유지한다(예로, 델리 식품이나 로스트를 제3장에

따라 명시된 온도로 유지하는 경우).
(5) 냉장고와 같이 포장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식품 보관에 사용되는 장비는 오염물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빈도(주기)로 세척한다.
(6) 세척 일정은 다음을 고려하여 승인된다.
(a) 장치의 특성 및 사용
(b) 관련 식품의 유형
(c) 축적되는 식품 잔류물의 양, 그리고
(d) 작업 중 식품 온도와 식품매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또는 독성 미생물의

급격하고 점진적인 증식 가능성, 또는
(7) 사용 중인 기구는 간헐적으로 57°C(135°F) 이상으로 유지되는 수조에 담가 보관하고,

기구와 용기는 24시간마다 또는 오물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빈도로 세척한다.
(E) 4-603.11에 따라 건식 세척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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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접촉하는 기구와 장비는 다음과 같이 세척한다.
(1)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
(2) 아이스티 배출기나 집게, 스쿠프 또는 국자와 같이 소비자 셀프서비스 기구는 최소
24시간마다
(3) 조미료 배출기나 진열용기와 같이 소비자 셀프서비스 장비나 기구를 보충하기 전,
그리고
(4) 얼음통과 음료 분사구와 같은 장비, 제빙기, 조리유 보관 탱크 및 분배관, 음료 및 시럽
배출관, 커피 그라인더, 물 자동판매기와 같은 장비의 밀폐형 구성요소
(a) 제조업체가 지정한 빈도, 또는
(b) 제조업체가 정한 사양이 없는 경우, 오물이 축적되거나 곰팡이 증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빈도
4-602.12

조리 및 베이킹 장치

(A) 식품과 접촉하는 조리 및 베이킹 장치는 적어도 24시간마다 1회 세척하여야 한다. 이 절은
4-602.11(D)(6)에 명시한대로 세척하는 고온 기름 조리기구나 여과 장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B) 전자레인지의 조리공간과 문 밀폐부는 제조업체 권장 세척절차에 따라 최소 24시간마다
세척하여야 한다.
4-602.13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표면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장치 표면은 오염물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주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4-603
4-603.11

방법
건식 세척

(A) 사용할 경우, 브러싱, 스크래핑 및 진공 청소와 같은 건식 세척 방법은 시간·온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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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아닌 건조된 식품 잔류물로 오염된 표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B) 식품접촉면을 건식 세척하는 장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603.12

전 세척

(A) 장비 및 기구의 식품 찌꺼기는 폐기물 처리장치 또는 쓰레기통에 긁어내거나 세탁 전
사이클이 있는 식기세척기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B) 효과적인 세척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기구와 장비 표면을 미리 헹구고 불린 후 연마제로
문질러 세척하여야 한다.
4-603.13

오염된 품목 적재,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로 세척하여야 하는 오염 물품은 선반, 쟁반, 또는 바구니에 적재하거나 컨베이
어에 다음과 같은 위치에 적재하여야 한다.
(A) 모든 주기에서 품목 전면에 분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한다. 그리고
(B) 배수를 확인한다.
4-603.14

습식 세척

(A) 장비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과 기구는 습윤제 및 유화제, 산, 알칼리 또는 연마세척제,
온수, 솔, 수세미, 고압 분무기 또는 초음파 장치 등 필요한 수동 또는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부착을 느슨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세척하여야 한다.
(B) 세척 절차는 장비 또는 기구의 유형과 용도, 제거 대상 오물에 따라 선택한다.
4-603.15

세척, 수동 식기세척장치 사용법

장비가 고정형이거나 너무 커서 개수대에서 세척이 어려운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4-301.12(C)에 명시한 대로 대체 수동세척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모든 장비 부품에 세제 용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장비를 분해하여야 한다.
(2) 장비 구성요소와 기구는 축적된 식품 입자가 제거되도록 긁거나 마찰력을 가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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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와 기구는 4-603.14(A)에 따라 세척되어야 한다.
4-603.16

헹굼 절차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연마제를 제거하고 물 또는 세제-소독제 용액을 사용하여
세척 화학물질이 제거되거나 희석되도록 세척하는 용기와 장비를 헹군다.
(A) 다음을 사용한다면 세척 후 소독 전에 별도의 용수로 헹군다.
(1) 3칸 개수대
(2) 4-301.12(C)에 명시된 3칸 개수대에 상응하는 대체 수동 식기세척장비
(3) CIP 장비용 식기세척설비에서 3단계(세척, 헹굼, 소독) 절차
(B) 다음을 사용하는 경우 4-501.115에 따라 세제-소독제를 사용한다.
(1) 세제-살균제 사용이 승인되고 4-301.12(C)에 명시된 대체 식기세척장비, 또는
(2) CIP 장비용 식기세척설비
(C) 물 헹굼 단계를 2칸 개수대에 사용되는 고온 살균수 침지 단계와 통합
(D) 이 절(E)에 따라 살균액을 재사용하지 않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거나 분무기와 같은
수동세척장비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연속 물 헹굼 방법을 사용한다.
(1) 살균 단계에 통합, 그리고
(2) 헹굼 후 즉시 폐수 방출, 또는
(E) 살균용액을 다음 세척 사이클에 재사용하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경우, 살균과 헹굼을
통합된 하나의 사이클로 작동

4-7 장치 및 기구 살균
4-701
4-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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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접촉하는 장치 및 기구의 표면은 살균하여야 한다.

4-702

주기

4-702.11

세척 후 사용 전

기구와 식품과 접촉하는 장치 표면은 세척 후 사용 전에 살균하여야 한다.

4-703

P

방법

4-703.11

고온수 및 화학물질

세척 후에는 다음에 따라 장비의 식품접촉면과 기구를 살균하여야 한다.
P

(A) 4-501.111에 따라, 그리고 뜨거운 물에 30초 이상 담가 둔다.

(B) 기구 표면 온도는 비가역성 온도표지기로 측정하였을 때 섭씨 71도(화씨 160도)에
도달하도록 4-501.15, 4-501.112 및 4-501.113에 따라 설정된 순환형 장비를
P

이용하여 뜨거운 물로 기계식 세척을 수행한다. 또는
(C) 침지나 스왑, 브러싱 또는 가압 분무를 포함하여 화학적으로 수동 또는 기계식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4-501.114에 따라 명시된 용액을 사용한다. 접촉시간은 다음과 같이
EPA에 등록된 표시 사용 지침을 따른다.
(1) 이 절 (C)(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염소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4-501.114(A)에
P

따라 접촉시간은 10초 이상이어야 한다.

(2) 농도 50 mg/L, pH 10 이하, 온도 섭씨38도(화씨 100도) 또는 pH 8 이하, 온도
섭씨 24도(화씨 75)인 염소용액의 경우 접촉시간은 7초 이상이어야 한다.P
(3) 다른 화학 살균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접촉시간은 30초 이상이어야 한다.P 또는
(4) 효능은 1-201.10(B) 정의에 따라 온도, 농도 및 pH 조합과 접촉 시간을 고려하여
P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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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특세탁
4-801
4-801.11

목적
깨끗한 리넨류

깨끗한 리넨류는 식품 잔류물과 기타 오염물이 없어야 한다.

4-802
4-802.11

주기
규격

(A)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리넨류는 젖거나, 끈적거리거나, 눈에 띄게 오염된 경우 작업과
다음 작업 사이에 세탁하여야 한다.
(B) 천 재질 장갑은 3- 304.15(D)에 명시된 대로, 소고기, 수산물, 양고기, 돼지고기 또는
가금육 등 다른 유형의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기 전에 세척하여야 한다.P
(C) 3-304.13에 따라 사용한 리넨류와 천 재질 냅킨은 사용 후 다음 사용 전에 세척하여야
한다.
(D) 행주는 매일 세탁하여야 한다.
(E) 식품 및 깨끗한 식품 제공 기구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마른 행주라도
세척하여야 한다.

4-803
4-803.11

방법
오염된 리넨류 보관

오염된 리넨류는 깨끗한 비흡수성 용기나 깨끗하고 세탁이 가능한 세탁 봉투에 보관하여
야 하며 식품, 깨끗한 장비와 기구 및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
4-803.12

기계 세탁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리넨류는 기계 세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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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301.15(B)에 명시한 대로 행주를 세척하는 식품시설에서, 행주는 기계식 세척기, 행주

전용 세탁용 개수대, 또는 4-501.14에 따라 깨끗이 세척된 식기세척기나 식품 준비용
세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803.13

세탁 시설 사용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시설 부지 내 세탁 시설은 식품시설에서
사용되는 품목의 세탁과 건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B)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세탁기와 같이 시설 부지 내 별도로 설치된 일반용 세탁기도 식품시설

품목 세탁에 사용할 수 있다.

4-9 깨끗한 품목의 보호
4-901
4-901.11

건조
공기 건조가 요구되는 장치와 기구

세척 후 장치와 기구는 다음에 따라 건조한다.
(A)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40 CFR 180.940 항미생물제 활성 및 비활성 성분
잔류허용기준(식품접촉면 살균액)(Tolerance exemptions for active and inert
ingredients for use in antimicrobial formulations)에 따라 공기 건조하거나
적절히 배수한다. 그리고
(B) 공기 건조된 기구는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는 천으로 닦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천으로 물기를 닦아 건조하여서는 안 된다.
4-901.12

행주, 공기 건조 위치

4-301.15(B)에 명시된 기계식 의류 건조기가 구비되지 않은 식품시설에서 세탁한 천은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과 천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
법으로 공기 건조하여야 한다. 4-501.114에 따라 소독 용액으로 세척한 후 보관하는 경

우 이 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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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4-902.11

조윤활 및 재 조립
식품접촉면

식품과 접촉하고 윤활이 필요한 표면은 7-205.11에 따라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이 오염
되지 않도록 윤활제를 적용한다.
4-902.12

장치

장치는 식품접촉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재조립하여야 한다.

4-903
4-903.11

보관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A) 이 절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척한 장비, 기구, 세탁한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
(2) 물질이 튀지 않고 먼지 또는 기타 오염물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 그리고
(3) 적어도 바닥에서 15cm(6inch) 이상
(B) 깨끗한 장치와 기구는 이 절 (A)에 따라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체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고 공기 건조가 용이한 장소, 그리고
(2) 덮개도 덮거나 뒤집어서 보관
(C)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은 이 절 (A)에 따라 보관하고 사용 전까지 원래 포장에
보관하거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D)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품목은 4-204.122에 따라 설계된 수레, 팔레트,

랙, 스키드 바닥으로부터 15cm(6inch) 이하 높이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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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12

금지사항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척 후 소독한 장비, 기구, 세탁한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은 다음에 보관할 수 없다.
(1) 개인물품보관한
(2) 화장실
(3) 폐기물 수거장
(4) 기계실
(5) 잠재적인 응축물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은 하수관 아래
(6) 누수가 발생한 자동 소방 스프링클러헤드, 응축이 발생하는 용수관을 포함하여 누수
용수관 아래
(7) 계단통 아래, 또는
(8) 기타 오염원 아래
(B) 세탁된 리넨류와 포장된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은 개인물품보관함에 보관하 수 있다.

4-904
4-904.11

오염 방지
주방용품 및 식기

(A)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 세척 및 소독된 기구는 식품 및 입술과 접촉하는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 진열 및 배출(디스펜스)하여야 한다.
(B) 랩으로 둘러 싸지 않은 칼이나 포크, 수저는 종업원이나 소비자 셀프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손잡이 부분만을 접촉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C) 이 절 (B)에 따라 식품 또는 입술과 접촉하는 개인용일회용품이나 일회용품은 소비자
셀프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손상되지 않은 원래 개별 랩포장 형태나 승인된 배출기를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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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12

오염된 식기와 깨끗한 식기

오염된 식기는 소비자가 식품과 음료를 섭취하는 구역에서 제거하고 깨끗한 식기가 오염
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4-904.13

프리셋 식기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리셋 식기류는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로,
덮개로 덮어, 또는 뒤집어 놓는다.
(B) 프리셋 식기류는 다음의 경우 노출될 수 있다.
(1) 소비자가 착석한 후 사용하지 않은 식기류를 치울 때, 또는
(2) 소비자가 착석한 후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은 식기류를 사용하기 위하여 세척이나

소독할 때
4-904.14

장치와 기구 세척 및 살균 후 헹굼

세척 및 소독한 장비와 기구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에 건조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헹구어서는 안 된다.
(A) 4-204 및 제4-501에 따라 유지관리 및 작동하는 식기세척기에 공급되는 음용수를
사용하여 헹군다.
(B) 헹굼은 장비와 기구를 살균한 후 고온수를 이용하거나 EPA 등록 라벨에 살균 후 헹굼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화학살균제를 사용한 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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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용수, 배관 및 폐기물
5-1 물
5-101

공급원

5-101.11

승인된 계통

먹는 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승인된 공급원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P
(A) 공공 상수도계통, 또는
P

(B) 법에 따라 구축, 유지 및 운영되는 비공공 상수도계통
5-101.12

계통 플러싱 및 소독

음용수계통은 공사, 수리 또는 변경 후, 그리고 홍수 등 비상 상황 발생과 같이 계통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경우 사용 전에 플러싱하고 소독하여야 한다.P
5-101.13

병입수

식품시설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병입수는 21 CFR 129 - 병입수의 가공 및 병입
(Processing and Bottling of Bottled drinking water)에 따라 승인된 업체에서 공
급하여야 한다.

5-102
5~102.11

수질
기준

5-102.1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Water from a public water system shall meet
공공 상수도계통에서 공급되는 물은 40 CFR 141 - 국가일차먹는물수질기준(National
Primary Drinking Water Regulations)과 먹는물 수질 관련 주 당국이 설정한 수질
P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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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공공 상수도계통에서 공급되는 물은 주 정부 당국이 설정한 먹는물 수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5-102.12

비음용수
P

(A) 비음용수는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B) 비음용수는 에어컨,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장비, 냉각, 소화 등 식품 조리와 무관한
P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5-102.13

시료 채취

5-102.1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공 상수도계통에서 공급되는 물은 적어도 연
Pf

1회 그리고 주 정부 수질기준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5-102.14

시료보고서

비공공 상수도계통에서 공급된 물의 가장 최근 검사보고서를 식품시설 내 파일로 보관
하거나 주 정부 수질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5-103
5-103.11

용량 및 가용성
용량
Pf

(A) 급수원과 계통 용량은 식품시설 내 최대 순간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B) 온수 생성과 분배계통은 식품시설 내 최대 순간 온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Pf
5-103.12

압력

모든 설비와 장비 및 비식품시설에서 사용되는 물은 가압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예외적으
로, 5-104.12(A)와 (B)에 따라 임시 식품시설이나 일시적인 급수 중단에 대응하여 급수
하는 경우 가압은 요구되지 않는다.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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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5-104.11

분배, 이송 및 저장
계통

용수는 공급원으로부터 다음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Pf

(A) 승인된 공공 급수주관,

또는
Pf

(B) 법에 따라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되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1) 비공공 급수주관, 용수 펌프, 배관, 호스, 연결부 및 기타 부속품,Pf
(2) 물 이송 차량,Pf 또는
Pf

(3) 물 용기
5-104.12

대체 용수원

이동형 시설, 고정 급수원이 없는 임시 식품시설, 급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식품시설에
공급하는 물은 5-101과 5-103에 따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Pf

(A) 상업적으로 병입된 음용수

(B) 하나 이상의 밀폐형 휴대용 물 용기Pf
(C) 밀폐된 차량용 물탱크Pf
(D) 시설 부지 내 저수 탱크,Pf 또는
Pf

(E) 승인된 근처 용수공급원에 연결된 배관, 튜브 또는 호스

5-2 배관계통
5-201
5-201.11

재질
승인된 배관계통
P

(A) 물 수송 배관계통과 호스는 법에 따라 승인된 재질로 제작 및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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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B) 안전한 물질로 제작된 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202
5-202.11

설계, 제조 및 설치
승인된 계통 및 세척 가능한 설비
P

(A) 배관계통은 법률에 따라 설계, 제조 및 설치하여야 한다.

(B) 손 세척용 개수대, 화장실, 소변기 등 배관설비는 세척이 용이하여야 한다.
5-202.12

손 세척 개수대, 설치

(A) 손세척용 개수대는 혼합밸브나 다용도 수전을 통하여 섭씨 38도(화씨 100도) 이상의 물을
Pf

공급하여야 한다.

(B) 증기혼합밸브는 손세척용 개수대에 사용할 수 없다.
(C) 자동개폐 또는 계량 급수전은 한 번 작동으로 15초 이상 급수하여야 한다.
(D) 자동 손세척설비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202.13

역류 방지용 공극(air gap)

급수 입구와 배관 설비, 장비 또는 비식품 장비의 물넘침선 사이 공극은 급수 입구 직경
P

의 2배 이상, 25mm(1inch) 이상이어야 한다.
5-202.14

역류방지장치 설계 표준

급수계통에 설치된 역류방지장치나 역압방지장치는 미국위생공학회(American Society
of Sanitary Engineering, ASSE) 표준에 따라 용도와 유형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 유
지·보수, 점검 및 시험하여야 한다.P
5-202.15

수처리 장치, 설계

용수관에 설치된 필터, 망 및 기타 물 조절 장치는 정기적인 보수 및 세척을 위한 분해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물 필터 구성요소는 교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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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5-203.11

수량 및 용량
손 세척 개수대

(A) 이 절 (B) 및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5-204.11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종업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수의 손세척 개수대와 법에 따라 요구되는 개수보다
Pf

많이 설치하여야 한다.

(B) 승인되고 관련 식품 작업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자동 손세척 설비로

적어도 한 개의 손세척 개수대가 설치된 식품시설에서 손세척 개수대를 대체할 수 있다.
(C) 승인된 경우, 식품 노출이 제한되고 일부 이동식 또는 임시 식품시설 또는 일부 자동판매기

위치와 같이 손세척용 개수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종업원은 화학 처리된
수건을 사용하여 손을 씻을 수 있다.
5-203.12

변기 및 소변기

법률에 따라 적어도 1개 이상의 화장실과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로 허용되는 경우
법률에 명시된 방법으로 소변기를 변기로 대체할 수 있다.
5-203.13

서비스 개수대

(A)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습식 바닥 청소도구의 청소와 걸레 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액체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최소한 한 개의 서비스용 개수대 또는 바닥 배수구가 있고 물이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사면이 보호된 세척 시설을 제공하고 편리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B) 화장실과 소변기는 바닥걸레 세척수 및 이와 유사한 액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비스용
개수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203.14

역류방지장치(요구되는 경우)

배관계통은 시설 내 사용 지점에서, 호스가 부착되는 경우 호스 수도꼭지와 호스가 부착
되지 않고 법에 따라 역류방지장치가 요구되는 경우 호스 수도꼭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오염물이 급수계통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5-202.13에 따른 공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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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B) 5-202.14에 따라 승인된 역류방지장치 설치
5-203.15

역류방지장치, 탄산음료 제조기

(A) 5-202.13에 따라 공극을 두지 않았다면 상류 측에 망(25.4mm 또는 1inch에 100메쉬
이상)이 있는 중간 배기구가 설치된 이중 체크밸브를 탄산음료 제조장치 상류와
P

급수라인에서 구리 재질이 사용된 부분 하류에 설치하여야 한다.

(B) 이 절 (A)에 명시된 대로 에어 갭이나 배기형 역류방지장치가 장착된 경우 탄산음료

제조기에 부착된 이중 체크밸브는 배기형일 필요는 없다.

5-204
5-204.11

위치와 배치
손 세척 개수대

손 세척에 사용하는 개수대는 다음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시설에서 식품을 준비하는 종업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배출(디스펜스) 또는
Pf

식기세척 구역,

그리고
Pf

(B) 화장실 내부나 바로 옆
5-204.12

역류방지장치 설치 위치

역류방지장치는 유지·보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204.13

수처리 장치, 위치

용수관에 설치된 필터, 망 및 기타 물 조절 장치는 정기적인 보수 및 세척을 위한 분해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5-205
5-205.11

작동 및 유지 ․ 보수
손 세척용 개수대 사용
Pf

(A) 손세척용 개수대는 종업원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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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B) 손세척용 개수대는 손씻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C) 자동 손세척설비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5-205.12

교차오염 방지

(A) 음용수계통과 비음용수계통 또는 수질이 알려지지 않은 급수계통의 배관은 교차
P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B) 비음용수계통 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Pf
5-205.13

용수계통기기 검사 및 유지·보수 일정 수립

수처리장치나 역류방지장치 등의 장비는 지역적인 급수 여건을 고려하여 제조업체의 지침
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기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및 서비스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
며, 점검 및 서비스를 입증하는 기록은 책임자가 보관하여야 한다.Pf
5-205.14

분사장치 저수조, 세척

(A) 농산물용 분사기와 같이 장치에 물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수조는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P

(1)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유지·관리, 그리고
(2) 이 절 (B)에 따라, 또는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세척한다. 둘 중 더 엄격한 기준을
P

적용한다.

(B) 세척 절차는 최소한 다음 단계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일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P

(1) 물 및 에어로졸 접촉부 배수 및 완전 분해

(2) 적절한 세제 용액으로 탱크, 에어로졸 튜브 및 배출 노즐을 솔로 세척P
(3) 시스템 전체를 물로 헹구어 세제 용액 잔류물과 입자상 축적물을 제거,P 그리고
(4) 차아염소산염 농도가 50 mg/L 이상인 용액에 저수조, 에어로졸 튜브 및 배출 노즐을
P

침지하거나 분무 또는 면봉으로 헹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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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15

양호한 계통 유지·관리

배관계통은 다음과 같이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P
(A) 법률에 따라 보수, 그리고

(B)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5-3 이동식 물탱크 및 이동식 식품시설 물탱크
5-301

재질

5-301.11

승인된 배관계통

이동식 물탱크, 이동식 식품시설 물탱크 및 부속품 재질은 다음 특성 요구사항을 충족하
여야 한다.
P

(A) 안전성

(B) 내구성, 내부식성 및 비흡수성
(C) 매끄럽고 세척이 용이한 마감 표면

5-302
5-302.11

설계 및 제작
폐쇄 계통, 배구 구배

이동식 물탱크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충전구에서 배출구까지 폐쇄계통이어야 한다.
(B) 탱크를 완전히 배수할 수 있도록 배출구는 경사져야 한다.
5-302.12

검사와 세척을 위한 구멍, 보호 및 보안

물탱크에 검사 및 세척을 개구부가 설치된 경우 개구부는 탱크 상단에 위치하고 다음 요
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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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소 13mm(1.5inch) 간격을 두고 상단에 플랜지 설치, 그리고
(B) 개구부 덮개 조립체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밀폐판(가스킷)과 덮개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개구부와 겹치도록 플랜지를 설치하고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5-302.13

“V”자형 나사산, 사용 제한

물탱크 주입구 또는 출구에 “V”형 나사산이 있는 피팅은 호스가 영구적으로 부착된 경우
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5-302.14

수조 배기구, 보호

물탱크에 배기구가 있다면 배기구는 아래 방향을 향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덮어야 한다.
(A) 배기구가 보호 구역에 있을 경우, 16메쉬에서 25.4mm(16메쉬에서 1인치) 망이나 상등품
(B) 배기구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및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구역에 있을 경우 보호 필터
5-302.15

주입구와 배출구, 배수 경사

(A) 물탱크와 물탱크 주입구 및 출구는 배수되도록 경사져야 한다.
(B) 물탱크 주입구는 폐기물 배출, 도로 먼지, 오일 또는 그리스와 같은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5-302.16

호스, 제작 및 식별

물탱크에서 음용수를 이송하는 호스는 다음에 부합하여야 한다.
P

(A) 안전성

(B) 내구성, 내부식성 및 비흡수성
(C) 점식(pitting), 치핑(chipping), 균열, 긁힘, 비틀림 및 분해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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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매끄러운 내부 표면 마감, 그리고
(E) 영구 부착되지 않은 경우 명확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용도 표시

5-303
5-303.11

수량 및 용량
필터, 압축 공기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물탱크계통을 가압하는 경우 압축기와 음용수계통 사이 급기라인에
기름 또는 기름 증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P
5-303.12

보호덮개 또는 장치

탱크 입출구와 호스는 사슬로 연결된 마개나 폐쇄형 상자 또는 폐쇄형 축적관, 또는 기타
승인된 보호용 덮개나 장치로 보호하여야 한다.
5-303.13

이동식 식품시설 탱크 주입구

이동식 식품시설의 물탱크 주입구는 다음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A) 내경 19.1mm(3/4인치) 이하, 그리고
(B) 다른 서비스에 사용이 불가능한 크기나 유형의 호스 연결부 사용

5-304
5-304.11

작동 및 유지 보수․
계통 플러싱 및 살균

물탱크, 펌프 및 호스는 제작, 수리, 개조 및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후 다시 사용하기
P

전에 플러싱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5-304.12

펌프 및 호스 사용과 역류 방지

물탱크, 펌프 및 호스는 역류 및 기타 급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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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13

주입구, 배수구 및 호스 연결부 보호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물탱크 및 호스 입출구 피팅은 5-303.12에 따라 덮개나 장치로 보
호하여야 한다.
5-304.14

전용 저장조, 펌프 및 호스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용수 이송에 사용되는 물탱크, 펌프 및 호스는 다른
P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B) 액상 식품용으로 승인된 탱크, 펌프 및 호스는 사용 전 세척 및 살균하였다면 음용수를

이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5-4 하수와 기타 액상 폐기물 및 우수
5-401

이동식 하수저장탱크

5-401.11

용량 및 배수

이동식 식품시설에서 하수저장탱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급수탱크보다 용량이 15퍼센트 커야 한다.
(B) 내경이 25mm(1inch) 이상이고 차단밸브가 설치되어야 하며 배수구 방향으로 경사를
이루어야 한다.

5-402

저장, 배수 및 이송

설계, 제작 및 설치
5-402.10

시설 배수장치

기름 트랩을 포함하여 식품시설 내 하수를 이송하는 배수장치는 5-202.11(A)에 따라 설
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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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11

역류방지

(A) 이 절 (B), (C) 및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 휴대용 장비 또는 기구가 보관된
P

장비에서 유래하는 배수관은 하수계통과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B) 이 절 (A)는 건물 일부를 구성하는 냉장 공간에서 유래하는 바닥 배수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법으로 허용되고 식기세척기가 트랩이 설치된 바닥 배수구로부터 1.5m(5ft)) 이내에

위치하고 세척기 배출구가 적절히 배기된 바닥 배수 트랩의 입구 측에 연결된다면 세척기
폐수 배출구를 바닥 배수가와 연결할 수 있다.
(D) 법으로 허용된다면 식기세척기 또는 조리용 개수대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위치 및 배치
5-402.12

그리스 트랩

그리스 트랩을 설치하는 경우 세척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작동 및 유지·보수
5-402.13

하수 운반

오수는 법에 따라 건설·유지·운영하는 하수운반차, 폐기물보존탱크, 펌프, 파이프, 호스
및 연결부의 사용을 포함하여 승인된 오수계통이나 그 밖의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지점으
P

로 이송되어야 한다.
5-402.14

이동식 식품시설 폐기물 제거

이동식 식품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기타 액상 폐기물은 승인된 처리 구역에서 또는
하수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공중보건 위해요소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거되어야
Pf

한다.

5-402.15

폐수저장탱크 플러싱

액체 폐기물 보관용 수조는 서비스 작업 중 위생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플러싱하고 배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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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

폐기 시설

설계와 제작
5-403.11

승인된 하수처리계통

하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승인 설비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P

(A) 공공하수처리장, 또는
P

(B) 법에 따라 구축, 유지 및 운영되는 개별 상수도계통
5-403.12

기타 액체 폐기물과 빗물

응축수 배수 및 기타 하수가 아니 액체와 빗물은 방출 지점에서 처리 지점까지 배수되어야
한다.

5-5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5-501

시설 부지 내 설비

재질, 설계, 제작 및 설치
5-501.10

실내 보관 구역

식품시설 내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보관 구역은 6-101.11, 6-201.11 6-201.18, 6-202.15 및 6-202.16에 따라 설계, 시공,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5-501.11

실외 보관 표면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을 보관하는 실외 구역 표면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
흡수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매끄럽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배수가 용이하도록
구배를 두어야 한다.
5-501.12

실외 차폐 구역

사용하는 경우,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을 보관하는 실외 차폐 구역은 내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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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세척이 가능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5-501.13

쓰레기통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 잔류물을 함유하는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을 보관하는 회수통이나 폐기물 처리장치는 내구성, 청소성, 곤충 및 설치류 내성,
누출 방지 및 비흡수성이어야 한다.
(B) 시설 내 보관용 쓰레기통이나 외부 쓰레기통을 정돈하는 데 플라스틱 봉지나 습강지를

사용할 수 있다.
5-501.14

자동판매기 내 폐기물 수거통

음료수 병 뚜껑 회수통을 제외하고, 자동판매기 내부에 고형폐기물 회수통을 두어서는 안
된다.
5-501.15

실외 쓰레기통

(A) 식품 잔류물을 함유하고 식품시설 실외에서 사용되는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회수통이나 폐기물처리장치에는 꼭 맞도록 설계 및 제작된 뚜껑, 문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쓰레기 압축기 등 고형폐기물과 재활용물을 보관하는 회수통이나 폐기물처리장치는 쓰레기
조각이 쌓이지 않고 곤충 및 설치류를 유인하지 않으며 주변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장치가 바닥 사이에 공간을 두어 설치하는 경우 장치 하부 공간도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수량 및 용량
5-501.16

보관 구역, 공간과 쓰레기통, 용량 및 가용성

(A) 내부 보관실과 외부 보관 구역에 배치된 쓰레기통(수거통)은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을 보관하기에 용량이 충분하여야 한다.
(B) 식품시설 또는 시설 부지 내에서 고형폐기물이 생성되거나 폐기되는 구역, 재활용품이나
반환품을 보관하는 구역에는 회수통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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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손세척 설비에 일회용 수건을 구비한 경우, 화장실마다 또는 인접한 몇 개의 화장실마다
쓰레기통을 배치하여야 한다.
5-501.17

화장실 쓰레기통, 덮개

여자 화장실에는 생리대 전용 쓰레기통을 구비하여야 한다.
5-501.18

세척 기구와 공급품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회수통과
폐기물처리장치의 효과적인 세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고압 펌프, 온수, 증기 및 세제 등
적절한 세척 기구와 공급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B) 시설 부지 내 청소 도구와 소모품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받아 외부 청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치와 배치
5-501.19

보관 구역, 회수기, 쓰레기통 및 폐기물처리장치, 위치

(A)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반환품목 및 이 절 (B)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재활용품 또는
반환품목 환수기계는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과 분리하여
공중위생에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B) 회수기는 품, 장비, 식기,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을 오염시키지 않고

공중보건을 위협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식품시설 내 포장식품 보관 구역 또는
소비자 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
(C)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회수통 및 폐기물처리장치가 공중보건 위해요소나 주변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작동 및 유지·보수
5-501.110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보관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은 곤충 및 설치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회수통이나 폐기
물처리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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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111

구역, 차폐, 수거통, 양호한 보수

보관 구역, 차폐 구역,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회수통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
록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5-501.112

실외 보관 금지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류 유인을 방지하고 못하거나 보호되지 않은
플라스틱이나 종이 봉지, 또는 식품 잔류물이 함유된 압축 폐기물 등과 같이
5-501.13(A)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형폐기물 회수통은 실외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B) 식품 잔류물이 함유되지 없고 재활용 또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송을 위하어 수거 예정인

판지나 기타 포장재는 설치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덮개가 없는
회수통에 담아 실외에 보과할 수 있다.
5-501.113

쓰레기통 덮개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을 보관하는 회수통과 폐기물처리장치는 닫힌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한다.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통과 장치는 식품시설 내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식품 잔류물을 함유하고 지속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2) 가득찬 후, 그리고
(B) 식품시설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꼭 맞는 뚜껑이나 문
5-501.114

배구수 마개 사용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을 보관하는 회수통과 폐기물처리장치의 배수구는 플러그
로 막아 두어야 한다.
5-501.115

고형폐기물 보관 구역 및 밀폐

6-501.114에 따라, 보관 구역과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또는 반환품 구역(차폐 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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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물품 없이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5-501.116

쓰레기통 세척

(A)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을 보관하는 회수통과 폐기물처리장치는 식품, 물, 장비,
기기,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세척하고 폐수는
5-402.1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B) 고형폐기물,·재활용품 및 반납품을 보관하는 회수통과 폐기물처리장치는 오물 누적과 곤충
및 설치류의 유인을 방지할 수 있는 빈도로 세척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5-502
5-502.11

제거
주기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은 악취를 발생하지 않고 설치류를 유인하지 않도록 적절
한 주기로 시설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5-502.12

쓰레기통 또는 차량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목은 다음 방법으로 시설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A) 법률에 따라 제작 및 유지·관리되는 휴대용 쓰레기통, 또는
(B) 법에 따라 제작, 유지관리 및 운영되는 차량

5-503
5-503.11

폐기 및 재활용 설비
지역공동 및 개인 설비

분쇄기나 펄퍼(pulper) 등 하수계통으로 처리되지 않은 고형폐기물은 재활용 또는 재활용
또는 폐기시설에서 처리하거나, 고형폐기물은 크기·건설·유지·운영하는 매립장 또는 소각
장 등 법에 따라 운영되는 개별 폐기시설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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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작 및 보수 자재
6-101

실내 구역

6-101.11

표면 특성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실내 바닥, 벽 및 천장
표면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식품시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구역의 경우 매끄럽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세척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카펫을 사용하는 경우 촘촘하고 세척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식품 준비 구역, 냉장실, 식기세척 구역, 화장실, 이동식 식품시설 서비스 구역, 플러싱
또는 분무 세정이 요구되는 구역 등 수분에 노출되는 구역에는 비흡성 물질로 제작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임시 식품시설
(1)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도록 시공한다면 바닥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흙, 자갈 등을 깔고

매트나 이동식 덮개, 깔깨 또는 먼지와 진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과적으로 처리된
물질롤 덮을 수 있다. 그리고
(2) 벽과 천장은 날씨와 바람에 날리는 먼지 및 잔해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자재로 제작할

수 있다.

6-102
6-102.11

실외 구역
표면 특성

(A) 옥외 보행 및 운전 구역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자갈 또는 기타 분진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질퍽거리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표면처리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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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물 및 이동식 식품시설의 외부 표면은 내후성 자재를 사용하고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C)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또는 반환품목을 보관하는 실외 보관 구역은 5-501.11 및
5-501.12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6-2 설계, 제작 및 설치
6-201
6-201.11

세척용이성
바닥, 벽 및 천장

6-201.14에 따라 명시된 제외하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바닥 덮개나 기타 안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치물을 제외하고, 바닥, 바닥 덮개, 벽, 벽 덮개 및 천장은 매끄럽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6-201.12

바닥, 벽 및 천장 유틸리티 배선

(A) 유틸리티 배선 및 배관을 불필요하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B) 노출된 유틸리티 배선과 배관은 바닥, 벽 또는 천장의 청소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C) 수평으로 노출된 유틸리티 서비스 라인과 파이프는 바닥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6-201.13

바닥 및 벽 접합부, 코브, 밀폐 또는 밀봉

(A) 바닥 청소에 물 플러싱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바닥과 벽 접합부는 사이 공간이
1mm(1/30inch) 이하가 되도록 코브 처리(coved)하거나 밀폐하여야 한다.
(B) 물세척 방법이 사용되는 식품시설 바닥은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구배를
두어야 하며 바닥과 벽면이 만나는 부분은 코브(cove)로 처리하여 밀폐하여야 한다.
6-201.14

바닥 카펫, 제한 및 설치

(A) 식품 준비 구역, 냉장실, 식기세척 구역, 손을 씻는 화장실 구역, 화장실, 소변기 부근,
고형폐기물 보관실 또는 세척 과정에서 습기, 플러싱, 분무에 노출되는 구역은 카펫 등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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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B) 카페를 이 절 (A)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바닥 덮개롤 설치하는 경우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축성 및 압착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강한 방수 시멘트로 바닥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2) 카펫과 벽 사이에 공간을 두고 금속 박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카펫 가장자리를
고정하는 벽면 아래 벽에 단단히 고정하거나 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6-201.15

바닥 덮개, 매트 및 깔개

매트와 깔개는 제거가 가능하고 세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201.16

벽과 천장 덮개 및 코팅

(A) 벽면 및 천장을 덮는 자재는 세척이 용이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B) 건식 보관 구역을 제외하고, 콘크리트, 다공성 블록이나 벽돌 등 실내 벽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매끄럽고, 비흡수성이며 세척이 용이한 표면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6-201.17

벽과 천장, 부착물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명 설비, 기계실 환기계통 구성요소, 배기구 덮개,
벽에 장착하는 팬, 장식 품목 및 기타 부착물 세척이 용이하여야 한다.
(B) 소비자 구역에서 벽과 천장 표면과 장식품 등 특정 분위기 조성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6-201.18

벽과 천장, 스터드, 들보 및 서까래

임시식품시설을 제외하고, 습기가 높은 구역에 설치된 스터드, 들보 및 서까래는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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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기능성

6-202.11

전구, 보호구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 깨끗한 장비, 식기 및 리넨류 또는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이 노출되는 전구는 차폐 보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코팅 또는 비산 방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봉되지 않은 포장식품만 보관하는 구역에서는 차폐보호, 코팅
또는 비산방지 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1) 깨진 유리 조각이 포장에 떨어지더라도 포장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포장을 개봉하기 전에 깨진 전구 파편을 청소할 수 있다.
(C) 적외선 또는 기타 열램프는 전구 측면만 노출되도록 램프 주변을 차폐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6-202.12

난방, 환기 및 공조계통 환기구

난방, 환기 및 공조계통은 보급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가 식품, 식품접촉면, 장비 또는 기
구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
6-202.13

방충기기 설계 및 설치

(A) 날아다니는 곤충을 감전 또는 기절시켜 곤충을 제어하는 장치는 곤충을 장치 내에
보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 곤충제어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식품 준비 구역 상부에 설치하지 않는다.
(2) 죽은 곤충과 곤충 조각이 노출된 식품, 깨끗한 장비, 도구, 리넨류,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끼이거나 그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6-202.14

화장실, 밀폐

화장실이 식품시설 외부에 위치하고 화장실 문이 식품시설 내부를 향하여 개방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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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시설 부지 내에 설치된 화장실은 자동 폐쇄형 문을 문틀에 꼭 맞게
설치하여 완전히 밀폐하여야 한다.
6-202.15

외부 노출 개구부 보호

(A) 이 절 (B), (C) 및 d(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시설 외부 개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곤충과 설치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 바닥, 벽 및 천장을 따라 구멍 및 틈새를 채워 막는다.
(2) 문틀과 유격이 없이 꼭 맞는 밀폐형 창문
(3) 견고한 자동폐쇄형 문
(B) 이 절 (A)는 식품시설이 쇼핑몰, 공항 또는 사무실 건물과 같이 더 큰 구조물이나 건축물

또는 현관과 같은 부속 구조물, 그리고 곤충이나 설치류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보호되는 더
큰 외부 개구부나 부속 구조물로 개방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C) 출구로 사용되는 외부 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폐쇄형이 요구되지 않는다.
(1) 견고하고 문틀에 꼭 맞는 문
(2) 식품시설을 관할하는 소방방재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지정한 문
(3) 사용이 제한된 문 - 지정된 비상구 이외의 목적으로 건물 출입구로 사용되지 않는 문
(D) 이 절 (B)와 (E)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시설 또는 식품시설을 포함하는 더 큰
구조물의 창이나 문을 환기 또는 기타 목적으로 개방하거나 이 절 (A)에 명시한 대로
창문과 문이 설치되지 않은 임시식품시설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개구부를 통한 곤충과
설치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망을 사용하는 경우 25.4mm당 16mesh(1inch에 16mesh)
(2) 날아다니는 곤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 및 설치된 에어 커튼
(3) 다른 효과적인 수단
(E) 설치 장소, 날씨 또는 기타 제한 조건으로 날아다니는 곤충 및 기타 해충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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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 (D)는 적용되지 않는다.
6-202.16

외벽과 지붕, 보호막

시설 외벽과 지붕은 식품시설을 날씨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곤충, 설치류 및 기타
동물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202.17

외부 식품 자동판매 구역, 오버헤드 보호

캔 음료 판매기를 제외하고, 외부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는 오버헤드를 보호하여야 한
다.
6-202.18

외부 식품제공 구역, 오버헤드 보호

호스로 이루어진 폐쇄계통을 사용하여 물을 적재하거나 하수 및 기타 액체 폐기물을 배출
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구역을 제외하고, 서비스 구역에서는 상부로부터 오염을 보호하여
야 한다.
6-202.19

외부 도보 및 주행 표면, 배수 경사

외부 도보 및 주행 구역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구배를 두어야 한다.
6-202.110

외부 고형폐기물 구역, 연석 설치 및 배수 경사

옥외퇴거구역은 법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사면에 보호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고형폐기
물이나 쓰레기통, 구역 청소 중 발생하는 폐수가 효과적으로 배수되도록 경사를 둔다.
6-202.111

개인주택과 거실 및 침실 구역, 사용금지

개인주택, 거실 또는 침실로 사용하는 방, 또는 거실 또는 침실 구역으로 직접 개방된 구
P

역에서는 식품시설 이루어지는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6-202.112

숙박 구역, 분리

숙박등록 담당종업원이나 상주 관리자 등이 사용하는 공간과 같이 식품시설 내에서 거실
또는 침실로 기능하는 구역은 칸막이를 사용하여 식품시설 운영 구역과 완전히 분리하고
견고한 자동닫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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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수량 및 용량
6-301
6-301.10

손 세척용 개수대
최소 개수

손 세척용 개수대는 5-203.11에 따라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301.11

손세척제, 가용성

손세척용 개수대나 인접한 2개의 손세척용 개수대에는 손세척용 세척액, 세척 분말이나
Pf

비누를 구비하여야 한다.
6-301.12

손 건조 조항

개수대(개별 또는 인접한 복수의 개수대)에 다음을 구비하여야 한다.
Pf

(A) 낱개의 일회용 수건

(B) 깨끗한 수건을 연속 공급할 수 있는 장치,
Pf

(C) 공기가열식 손 건조 장치,

Pf

또는

또는
Pf

(D) 상온의 가압된 공기를 고속으로 공급하는 공기나이프 시스템을 이용하는 손 건조 장치
6-301.13

손세척 보조 장치, 사용제한

식품 준비, 기구 세척, 서비스용 개수대, 또는 바닥 걸레를 세척한 폐수나 다른 비슷한 폐
기물을 처리하는 세척시설은 6-301.11과 6-301.12 및 5-501.16조(C)에 따라 요구되
는 손세척 보조용품 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
6-301.14

손 세척 표시판

식품종업원이 사용하는 모든 손세척 개수대에는 손세척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포스터를
비치하고 식품종업원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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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20

일회용 수건, 쓰레기통

일회용 수건이 구비된 손세척용 개수대(개별 또는 인접한 복수의 개수대)는 5-501.16(C)
에 따라 쓰레기통이 배치되어야 한다.

6-302

변기 및 소변기

6-302.10

최소 개수

화장실과 소변기는 5-203.12에 따라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302.11

화장실 휴지, 가용성
Pf

화장실마다 화장지를 구비하여야 한다.

6-303

조명

6-303.11

조도

조도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냉장실과 건조 식품 보관 구역 내부, 세척하는 동안 기타 구역과 방은 바닥으로부터
75cm(30인치) 거리에서 108 럭스 이상(10 피트촉광)
(B) 215 럭스 이상(20 피트촉광)
(1) 뷔페, 샐러드 바와 같은 소비자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식품을 제공하거나 신선 농산물
또는 포장식품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표면
(2) 냉장실과 조리대 하부에 설치된 냉장고와 같은 장비 내부
(3) 손세척, 식기세척, 장비 및 기구 보관 구역, 화장실(바닥으로부터 75cm(30인치) 지점)
(C) 식품종업원이 식품 또는 칼, 슬라이서, 그라인더, 톱 등 종업원 안전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표면의 경우 540 럭스(50 피트촉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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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6-304.11

환기
기계식

실내에 과도한 열, 증기, 응축, 증기, 악취, 연기 및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충분한 용량의 기계적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6-305
6-305.11

탈의실과 사물함
지정

(A) 시설 내에서 종업원이 빈번히 의복을 갈아입어야 한다면 탈의실 또는 환복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B) 종업원의 의복 및 그 밖의 소지품을 질서정연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사물함이나 다른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6-306
6-306.10

서비스용 개수대
가용성

5-203.13(A)에 따라 서비스용 개수대나 물이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사면이 보호된 세척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6-4 위치 및 배치
6-401
6-401.10

손 세척용 개수대
접근 편의성

손 세척용 개수대는 5-204.11에 따라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6-402
6-402.11

화장실
접근 편의성

화장실은 운영 시간 종업원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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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
6-403.11

종업원 편의시설
지정 구역

(A) 종업원이 흡연하고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구역은 식품, 장비,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이 오염되지 않는 위치에 지정하여야 한다.
(B) 사물함이나 기타 적절한 설비는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된 공간이나 구역에 배치되어야 한다.

6-404
6-404.11

불량품
분리 및 위치

파손·불량·회수 제품과 같이 유통업체에 환급 또는 반품하기 위하여 허가소지자가 보관하
는 제품은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
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Pf

6-405
6-405.10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쓰레기통, 폐수처리장치 및 지정 보관 구역

장치, 쓰레기통,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지정 구역은 5-501.19에 따라 위치하
여야 한다.

6-5 유지 ․ 보수 및 운영
6-501
6-501.11

시설 부지, 구조물, 부착물 및 고정구 - 방법
보수

물리적 설비는 적절히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501.12

세척, 주기 및 제한

(A) 물리적 설비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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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출 또는 기타 사고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척은 영업 종료 후와 같이 식품 노출이
최소인 시간에 수행하여야 한다.
6-501.13

바닥 청소, 무진 방법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습식 세척, 진공 청소, 처리된 대걸레나 빗자루 및
흡진화합물을 이용한 바닥 청소는 먼지를 일으키지 않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B) 정해진 바닥 세척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유출 또는 낙하물은 다음과 같이 세척할 수 있다.
(1) 흡진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2) 액체가 엎질러지거나 응축물이 떨어져 오염되었다면 세척하기 전에 소량의 톱밥이나

규조토 등 흡수성 화합물을 오염 지점에 도포한다.
6-501.14

환기계통 청소, 불편 및 배출 금지

(A) 흡기 및 배기관은 먼지 등 오염물을 생성하지 않도록 청소하고 필터를 교체하여야 한다.
(B) 외부로 배기하는 경우, 환기계통이 공중보건 위해요소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배출은 금지된다.
6-501.15

세척 유지·관리 도구, 오염 방지

식품 준비 싱크, 손세탁 싱크 및 세탁 장비는 유지보수 도구의 세척, 유지보수 재료의 준
비 또는 보관, 또는 걸레 물 및 이와 유사한 액체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없
Pf

다.

6-501.16

바닥 걸레 건조

사용 후, 바닥 걸레는 벽, 장비 또는 공급품을 더럽히지 않고 공기로 건조되는 위치에 두
어야 한다.
6-501.17

바닥용 흡수제, 사용 제한

6-501.13(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톱밥, 목재 절삭분, 과립상 소금, 구운 점토, 규
조토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은 바닥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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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18

배관설비 세척

손세척용 개수대, 화장실 및 소변기 등 배관설비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하
게 유지하여야 한다.
6-501.19

화장실 문 닫기

청소 및 유지·관리 작업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6-202.14에 따라 화장실 문은 닫혀
있어야 한다.
6-501.110

탈의실과 보관함 사용

(A) 종업원이 시설 내에서 주기적으로 환복하는 경우 탈의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B) 종업원의 의복 및 그 밖의 소지품을 질서정연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사물함이나 다른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6-501.111

방충

식품시설 부지는 곤충, 설치류 및 기타 해충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곤충, 설치류 및
그 밖의 해충은 다음에 따라 시설 부지에게 제거하여야 한다.
(A) 식품 및 물품의 반입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B) 시설 구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해충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C) 해충이 확인되면 포획장치나 기타 7-202.12, 7-206.12 및 7-206.13에 따라 방충‧방서
관리 조치를 취한다.
(D) 서식 조건을 제거한다.
6-501.112

조류, 곤충, 설치류 및 기타 해충의 사체 제거

죽거나 포획된 조류, 곤충, 설치류 및 기타 해충이 방충 및 방서 장치에 쌓이거나 분해되
어 다른 해충을 유인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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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113

유지·보수 도구 보관

빗자루, 대걸레, 진공청소기 등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도구는 다음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A)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B) 유지관리 도구 보관에 사용되는 구역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보관한다.
6-501.114

시설 구내 유지·관리, 불필요한 품목과 버려진 쓰레기

식품시설 구내에는 다음이 없어야 한다.

(A) 장비 작동 또는 유지보수에 불필요한 품목(예: 작동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
(B) 버려진 쓰레기
6-501.115

동물 금지

(A) 이 절 (B) 및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동물은 식품시설 구내에
Pf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B) 식품, 깨끗한 장비, 기구 및 리넨류,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의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허용할 수 있다.
(1) 가식 수산물이 수족관 내 동물, 얼음 위나 냉장 상태 패류, 진열 수조 내 패류와 갑각류
(2) 사무실 및 식사·판매·보관소 내 경찰 또는 보안요원이 동반하는 순찰견, 외부 울타리

구역 경비견
(3) 식품 준비에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개방되는 구역(예: 식사 및 판매

구역), 보조동물이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종업원 또는
사람이 제어하는 보조동물
(4) 요양원, 생활보조시설, 수용 시설 또는 주거요양시설 등 기관요양시설의 공동급식구역

내 반려동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a) 효과적인 분리대와 자동닫힘문으로 공동 식사 공간과 식품 보관 또는 식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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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이 분리된다.
(b) 조미료, 장비 및 식기류는 애완동물이 있을 때 밀폐된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공동

식사 장소에서 치운다.
(c) 테이블, 조리대 상판 및 유사한 표면이 노출된 식사 구역은 다음 식사를 제공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세척한다.
(5) 식품 준비, 보관, 판매, 진열 또는 식사에 사용되지 않고 동물이 우리나 다른 수단으로

제한된 구역(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잡화점이나 동물을 전시하는 관광 공원 등)
(C) 식품, 청결한 장비, 기구 및 리넨류,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없다면 살아 있거나 죽은 수산물 미끼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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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독성 물질
7-1 표시 및 식별
7-101
7-101.11

원래 용기
식별정보, 표시

독극물 또는 독성물질과 개인관리물품 용기에는 제조업체의 표시가 부착되어야 하며 표시
는 가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Pf

7-102
7-102.11

작업 용기
일반명

대용량 공급품에서 일부 채취하여 사용하는 세척제 및 살균제 등 독성 또는 유독 물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작업 용기는 보관하는 물질을 일반명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식별되
어야 한다.Pf

7-2 운영공급품과 사용
7-201
7-201.11

보관
분리

독성 또는 유독성 물질은 다음에 의하여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진열하여야 한다.
P
(A) 독성물질은 공간을 두고 분리하여 보관한다. 그리고

(B) 독성물질은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및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상단에 보관하지
않는다. 식품, 장비, 식기,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가능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세탁장에 보관하는 기기 및 기기 세척제 및 세척제에는 이
P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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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

제한과 사용

7-202.11

제한

(A) 식품시설에서 장비 및 기구의 세척, 살균, 곤충 및 설치류 관리 등 시설물 운영 및
Pf

유지보수에 필요한 독성 또는 유독물질만 허용된다.

(B) 이 절 (A)는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된 독성 또는 유독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202.12

사용 조건

독성 또는 유독물질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사용 방법
(1) 법과 이 공전에 따라
(2) 표시에 기재된 제조업체의 사용 지침과 농약의 경우 제조업체의 사용 지침과
P

식품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문구

P

(3)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방충‧방서 관리용 인증 요건, 그리고
(4) 규제 당국이 정한 추가 요건
(B) 용도
P
(1) 종업원이나 타인에 위해요소를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2)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에 응축물이 떨어지거나 배수,
분무, 비산되거나 식품 위로 분사되어 발생하는 독성물질 잔류물로 인한 오염을
P

방지하고, 제한사용농약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오염을 방지한다.
(a) 품목을 제거한다.P
(b) 불침투성 덮개로 품목을 덮어둔다.P 또는
P
(c) 기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수행한다. 그리고
P

(d) 사용 후 장비 및 기구를 세척하고 살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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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한사용농약은 7 USC 136 정의, (e)인증된 농약사용자, 미국 연방 살충·살균·
살서제관리법에서 정의한 대로 인증을 받은 사용자나 인증을 받은 사용자의 감독 아래
Pf

사용하여야 한다.

7-203

금지된 용기

7-203.11

독성물질 용기

이전에 독성 또는 독성 물질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 용기는 식품을 저장, 운송 또는 분
배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P

7-204

화학물질

7-204.11

살균제, 기준

현장에서 제조하여 사용하는 화학살균액 등 화학살균제와 식품접촉면에 적용되는 기타 화
학 항균제는 다음과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40

CFR 180.940

항균제에 사용되는 활성 및 비활성 성분의 잔류허용기준

면제(Tolerance exemptions for active and inert ingredients for use in
P
antimicrobial formulations(식품접촉면 살균액)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 또는

(B) 40 CFR 180.2020 식품 잔류 가능성에 따라 허용한계나 면제 기준이 요구되지 않는 농약
화학물질(Pesticide Chemicals Not Requiring a Tolerance or Exemption from
P

Tolerance-Non-food determinations)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7-204.12

과채류 세척, 처리, 보관 및 가공용 화학물질, 기준

생과일, 통과일 및 채소를 씻거나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하거나 과일 및 채소의 처리 및
보관에 사용되고 현장에서 생성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은 다음에 부합하여야
한다.
P
(A) 21 CFR 173에 명시된 용도로 승인된 식품첨가물, 또는
P
(B)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안전(GRAS)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는

164

제7장 독성 물질

P

(C) 이러한 용도로 식품접촉물질신고대상 물질, 그리고
(D) 40 CFR 156 농약 및 장치 표시 요구사항(Labeling Requirements for Pesticide
P

and Devices)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7-204.13

보일러 용수 첨가제, 기준

보일러용수 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21 CFR 173.310 보일러용수 첨가물(Boiler
water additives)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P
7-204.14

건조제 기준

살균제와 함께 사용하는 건조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만 함유한다.
(1) 21 CFR 182 -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물질(Substance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또는 21 CFR 184 -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직접식품물질(Direct Food Substances Affirmed as Generally Recognized
P

as Safe)에 명시된 대로 식품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물질

(2) 21 CFR 186 -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간접식품물질(Indirect Food
Substances Affirmed 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에 명시된 대로
식품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물지P
(3) 21 CFR 170.30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물질 분류 자격(Eligibility for
classification 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에 설명된 대로 적절한
과학 교육훈련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식품에 직접 또는 간접 첨가하는
P

용도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4)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FDCA)
Section 409(h)에 기술된 대로 식품접촉물질신고 대상 물질P
(5)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 201(s)(4)에 기술된 대로 사전허가에 따라 건조제로
사용이 승인된 물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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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 CFR Part 174178에 명시된 대로 건조제용 간접식품첨가물로 특별히 규제되는
물질,P 또는
(7) 21 CFR 170.39 식품접촉물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규제 한도(Threshold of
regulation for substances used in food-contact articles)에 따라 건조제
P
용도로 승인된 물질, 그리고

(B)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살균하는 경우, 이 절 (A)(5) 또는 (A)(7)에 따라 승인된 물질이나 이
절 (A)(6)에 따라 요구되는 간접식품첨가물로서 승인된 물질은 구체척으로 화학살균액
P

목적으로 승인된 물질이어야 한다.

7-205
7-205.11

윤활제
우발적인 식품 접촉, 기준

식품접촉면 위나 내부에 위치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과 강제 접촉하거나 식품접촉면
으로 누출 또는 응축물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베어링과 기어에 사용하는 윤활
제는 21 CFR 178.3570 우발적인 식품접촉이 허용되는 윤활제( Lubricants with
incidental food contact)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P

7-206
7-206.11

농약
농약 사용 제한 기준

7-202.12(C)에 따라 명시된 제한사용농약은 40 CFR 152 Subpart I - 농약 분류
P

(Classification of) Pesticides)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7-206.12

설치류 미끼집

설치류 미끼는 변형이 어려운 폐쇄형 미끼 용기를 사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7-206.13

길목 살분제, 방충‧방서 관리
P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목 살분제는 식품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다.

(B) 활성(talcum)이나 밀가루와 같이 독성이 없는 분말을 사용하면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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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7-207
7-207.11

의약품
제한 및 보관

(A) 소매 판매를 위하여 보관 또는 진열된 의약품을 제외하고, 식품종업원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만 식품시설에서 허용된다.
(B) 종업원을 위하여 구비한 7-101.11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P
7-207.12

냉장 의약품 보관

종업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식품냉장고에 보관하는 소아용 냉장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A) 포장 또는 용기에 보관되고 의약품 보관용 용기로 식별되는 덮개 없는 누출 방지 용기 안에
P
보관된다. , 그리고
P

(B)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7-208
7-208.11

응급용품
보관-응급처치용품

식품시설에서 응급용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Pf

(A) 7-101.11에 따라 표시,

그리고

(B) 식품, 장비, 기구 및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키트
P

형태나 용기에 보관한다.

7-209
7-209.11

기타 개인관리물품
보관-기타 개인위생용품

7-207.12와 7-208.1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종업원은 6-305.11(B)에 명시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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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위생용품을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7-3 재고보관 및 소매 판매
7-301

보관 및 진열

7-301.11

분리

소매 판매용 독성물질은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이 오염되지 않
도록 보관하고 진열하여야 한다.
P
(A) 독성물질은 공간을 두고 분리하여 보관한다. 그리고

(B) 독성물질은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및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상부에 보관하지
P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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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이행과 집행
8-1 공전 적용 범위
8-101
8-101.10

용도에 적합한 사용
공중보건 보호

(A) 규제 당국은 1-102.10에 명시된 대로 공중보건 보호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안전하고 건전하며 정직한 식품정보와 함께 제공되도록 이 공전을 적용하여야 한다.
(B) 규제 당국은 이 공전의 규정을 시행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 이 공전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되었던 기존 시설이나 장비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의 보수 상태가 양호하고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2) 식품접촉면이 4-101 요구사항에 부합한다.
(3) 냉각, 난방 및 유지 장비의 용량이 4-301.11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4) 허가소지자가 8-304.11(G)에 따라 설비 또는 장비 교체에 합의한 문서가 존재한다.

8-102
8-102.10

추가 요구사항
보건위해요소 방지, 불이행 조항

(A) 공공 보건 위험이나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 당국은 이 공전
요구사항 외 법으로 허가된 요구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B) 규제 당국은 추가 요구사항이 요구되는 조건과 기본적인 공중보건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규제 당국은 문서를 허가신청인 또는 허가소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파일 형태로
식품시설 기록 사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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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
8-103.10

변경허가
변경 및 면제

규제 당국은 변경허가가 건강 위해요소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이 공전 요구사항의
변경이나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변경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규제 당국은 8-103.11에 따
라 식품시설 기록에 지정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8-103.11

변경신청과 타당성 문서화

변경허가가 승인되기 전 변경허가 신청인은 다음 정보를 규제 당국에 제공하고 규제 당국
은 식품시설 기록 파일에 제공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Pf

(A) 변경허가 신청 사항과 관련 공전 요구사항 인용

(B) 인용한 공전 조항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공중보건 위해요소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분석,Pf 그리고
(C) 요청된

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

8-201.13(A)에

따라

요구되는

HACCP

Pf

계획(8-201.14에 따라 요구된는 정보 포함)
8-103.12

승인된 절차 이행

규제 당국이 8-103.10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거나 8-201.13에 따라 HACCP 계획이 요
구되는 경우 허가소지자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8-201.14에 따라 변경이나 면제의 승인 근거로 제출된 HACCP 계획과 절차를 이행한다.
(B) 8-201.14(D)와 (E)(3)에 따라 명시된 기록을 보존하고 규제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제공한다.
Pf

(1)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절차
(2) 중요관리점 모니터링Pf

(3) 운영 또는 프로세스의 효과 검증,Pf 그리고
Pf

(4) 중요관리점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개선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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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계획서 제출 및 승인
8-201
8-201.11

시설 및 운영계획
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

허가신청인이나 허가소지자 다음을 수행하기 전에 심사 및 승인을 위하여 적절히 작성된
계획 및 사양을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Pf

(A) 식품시설 건축

(B) 기존 시설을 식품시설로 변경,Pf 또는
(C) 규제 당국이 이 공전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획 및 명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f

8-302.14(C)에 따라 명시된 식품시설 리모델링 또는 식품시설 유형 또는 운영 변경
8-201.12

계획서 내용 및 사양

8-201.13에 따라 명시된 식품시설을 포함하여, 식품시설 계획서 및 사양서에 규제 당국
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식품에 따라 요구하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공전 조항
이행을 입증하여야 한다.
(A) 메뉴
(B) 보관, 준비, 판매 또는 제공하는 식품의 예상 수량
(C) 건축 및 기계 도면
(D) 장치 유형, 제조업체, 모델 번호, 위치, 크기(치수), 성능 용량 및 설치 규격
(E) 이 공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표준절차서를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이라는 근거
(F) 규제 당국이 제안한 시공, 전환 또는 변경, 식품시설 운영 절차의 적절한 검토를 위하여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8-201.13

HACCP 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HACCP 계획이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허가신청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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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소지자는 8-201.14와 이 공전 관련 조항에 따라 HACCP 계획서를 적절히 작성하여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HACCP 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2) 3-401.11(D)(4), 3-502.11 또는 4-204.110(B)에 따라 변경허가서가 요구되는 경우
(3) 규제 당국은 8-201.12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와 점검 중 발견사항, 또는 요청한
변경허가서를 토대로 식품 준비 또는 가공 방법을 결정한다.
(B) 3-502.12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저산소포장을 사용하려는 허가신청자나
허가소지자는 적절히 작성한 HACCP 계획서를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8-201.14

HACCP 계획서 내용

8-201.13에 따라 HACCP 계획서가 요구되는 식품시설의 경우, 허가신청자나 허가소지
자는 적절히 작성한 HACCP 계획서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을 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한다.
(A) 허가신청자 또는 허가소지자의 이름, 식품시설의 주소, 연락처 등 일반 정보
(B) HACCP 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유형
(C) 특정 식품 또는 식품 범주 유형별로 다음을 보여주는 흐름도
Pf

(1) 프로세스의 각 단계

(2) 흐름도나 도표에 나타낸 단계별 위해요소Pf
(3) 중요관리점에 해당하는 단계Pf
(4) 해당 식품 준비에 사용된 재료, 물질 및 장비,Pf 그리고
Pf

(5) 관련된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가 설명된 공정서 또는 조리법
(D) 특정 식품 또는 식품 범주 유형별로 다음을 포함하는 중요관리점 요약
Pf

(1) 중요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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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2) 중요관리점별 한계기준

Pf

(3) 지정된 식품종업원이나 책임자가 중요관리점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빈도

(4) 식품종업원이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고 중요관리점을 모니터링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Pf

빈도

(5)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정된 식품종업원 또는 책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Pf 그리고
(6) HACCP 계획이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책임자가
유지하여야 할 기록,Pf
(E) 다음과 같은 보완 문서
Pf

(1) 식품안전 관련 문제를 다루는 식품종업원 및 감독 교육 계획
(2) HACCP 계획서 구현에 필요한 기록 서식 사본Pf

(3) 규제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식품안전이 제안 사항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과학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Pf
(f)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

8-202

비밀보장

비밀보장(Confidentiality)
8-202.10

영업 비밀

규제 당국은 법과 영업비밀에 대한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검사보고서, 8-201.12 및
8-201.14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 및 명세에 포함된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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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3

계획서 제출 및 승인

건축 점검과 승인
8-203.10

운영 전 점검

규제 당국은 식품시설이 승인된 계획 및 변경된 계획에 따라 건설 및 시공되었는지,
8-201.12(E)에 따라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였는지, 법과 이 공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회 이상 사전운영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8-3 운영 허가
8-301
8-301.11.1

요구사항
운영 전제조건
Pf

누구도 규제 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허가서 없이 식품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8-302
8-302.11

신청 절차
제안하는 운영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

신청인은 식품시설 운영 개시일 또는 기존 시설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302.12

신청 양식

식품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은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허가신청서 서식을 작성
하여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8-302.13

신청인 자격요건 및 책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식품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법적 소유권을 가진 사람
(B) 이 공전의 요구사항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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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8-402.11에 따라 식품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D) 신청서 제출 시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8-302.14

신청서 내용

신청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허가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우편주소, 전화번호, 서명 및 식품시설의 명칭, 우편주소 및
소재지
(B) 식품시설 소유자 정보(협회, 법인, 개인, 공동, 또는 기타 법인)
(C) 식품시설 여부를 명시하는 문구
(1) 이동식 또는 고정시설, 임씨 또는 영구시설 여부
(2)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작업 목록
(a)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준비, 판매 또는 제공
(ⅰ) 소비자가 요청(주문)하는 경우에만 판매
(ⅱ) 예상되는 소비자 수요에 기초하여 식품 수량을 예측하고 판매되었거나 허가된
빈도로 제공하지 않는 식품 폐기
(ⅲ) 3-501.19에 따라 시간을 공중보건 수단으로 사용

(b) 식품 안전을 위한 시간·온도 제어 단계를 포함하여 두 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식품 준비(조리, 냉각, 재가열, 고온 또는 저온유지, 냉동, 해동)방법을 미리
고려하여 시간·온도 제어 계획을 수립
(c) 이 절C)(2)(b)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으로 식품시설 외부에서 배달이나 소비용으로
식품 준비
(d)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제공하는 식품은 이 절C)(2)(b)에 따라 식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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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시간·온도 제어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만 준비
(f) 식품시설에서 직접 준비되지 않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 아닌 포장 식품 판매
(D) 식품시설 책임자의 성명, 직함, 주소 및 전화번호
(E) 구역, 지구 및 지역감독관 등 이 조의 ((D)에 따라 지명되어 관할감독관으로서 기능하는
사람의 성명, 직함, 주소 및 전화번호
(F) 다음의 이름, 직함 및 주소
(1) 이 절 (B)에 따라 규정된 법적 소유권을 구성하는 사람으로 소유자와 이사 포함
(2) 법적 소유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대리인
(G) 신청자가 서명한 다음 진술서
(1) 신청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2) 신청자는 다음을 약속한다.
(a) 이 공전을 준수한다.
(b) 8-402.11에 따라 규제 당국의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3-203.12,5-205.13 및
8-201.14(D)(6)에 따라 규제 당국이 기록에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H) 기타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8-303
8-303.10

발급
신규, 용도변경, 재건축 시설

8-201.11에 따라 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는 식품시설의 경우, 규제 당국은 다음 요건이 모
두 충족되는 경우 허가서를 발급한다.
(A) 적절히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 제출
(B) 수수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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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요구되는 계획서, 규격, 자료 검토 및 승인, 그리고
(D) 8-203.10에 명시된 운영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설이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건축 또는
재건축되었으며 이 공전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확인
8-303.20

기존 시설의 허가 갱신 및 소유주 변경

규제 당국은 적절히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 및 승인한 후 수수료 납부 및
점검에서 공정 요구사항 이행을 확인한 후 기존 식품시설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기존 시설
의 새로운 소유주에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8-303.30

허가 신청 거부 통지

운영 허가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규제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A) 공전을 인용하여 구체적인 거부 이유 제시
(B) 허가를 위하여 신청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C) 항고권에 대한 조언과 법에 따른 항고 절차 및 기한

8-304

용도에 적합한 사용

허가유지 요건
8-304.10

규제 당국의 의무

(A) 허가서를 최초 발급할 때 규제 당국은 허가소지자에게 이 공전의 사본을 제공하여
8-304.11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요구사항과 해당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알려야
한다.
(B) 이 절 (A)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소지자나 소유자가 이 공전이나

규제 당국의 명령, 경고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규제 당국은 허가된 처분을
내리거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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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4.11

허가소지자의 의무

규제 당국이 발급한 허가를 수락한 허가소지자는 해당 허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
행하여야 한다.
(A) 식품점 내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허가서를 게시한다.
(B) 8-103.12에 따라 승인된 변경허가 요건과 8-201.12에 따라 승인된 계획서를 포함하여
이 공전 조항을 이행한다.
(C) 8-201.13에 따라 식품시설에서 HACCP 계획 시행이 요구되는 경우 8-201.13에 따라
이행한다.
(D) 2-201.11(B)에 따라 식품종업원이나 조건부 종업원의 질병을 즉시 규제 당국에 보고한다.
(E) 8-404.11에 따라 임박한 보건위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규제
당국에 통보한다.
(F) 규제 당국 대표자가 8-402.11에 따라 식품시설에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G)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101.10에 명시된 기존 설비와 장비를 이 공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설비와 장비로 교체한다.
(1) 규제 당국이 시설과 장비가 공중 보건의 위험 또는 폐해를 구성하거나 더 이상 시설과
장비가 허용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교체를 지시한다.
(2) 규제 당국이 소유권 변경에 따라 시설과 장비의 교체를 지시한다. 또는
(3) 정상 운영의 일환으로 설비 및 장비를 교체한다.
(H) 점검보고서, 통지서, 명령, 경고 및 기타 규제 당국이 허가소지자의 식품시설과 관련하여
발부한 문서에 명시된 개선 조치 이행 기한을 포함하여 규제 당국의 지침을 이행한다.
(I) 법에 따라 규제 당국이 발부하고 제공하는 통보서를 수령한다.
(J) 이 공전 요구사항이나 점검보고서, 고지, 명령, 경고 및 기타 지시사항에 명시된 개선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허가된 행정, 민사, 처분, 형사 조치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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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고객이 눈에 띄는 식품시설의 위치 또는 규제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표지판이나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요청 시 최신점검보고서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다.
8-304.20

허가증 양도 불가

8-302.14(C)에 따라 식품 영업이 신청서에 명시된 형태에서 변경되고 그러한 영업 변경
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식품시설 허가증은 타인이나 다른 식품시설 또는 다른 유형의 영
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다.

8-4 점검 및 위반사항 시정
8-401

주기

8-401.10

점검 주기 설정

(A) 이 절 (B)와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 당국은 최소한 6개월마다 식품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B) 규제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점검 주기를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1) 식품시설에서 8-201.14와 8-103.12(A) 및 (B)에 따라 승인 및 밸리데이션된

HACCP 계획이 엄격히 이행된다.
(2) 식품시설은 관할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서면 위험기준 점검일정을 토대로

6개월보다 긴 점검주기를 배정하고 최소 6개월마다 1회 규제 당국이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식품시설 운영의 특성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3) 시술시설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커피와 탄산음료, 스낵, 칩, 견과류, 팝콘, 프레첼 등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 아니며 미포장 상태 또는 사전 포장된 식품으로 제한된다.
(C) 규제 당국은 허가 유효기간에 걸쳐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준비,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임시식품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세척, 식품 준비 및 보호, 식품 온도 조절, 식기세척, 음용수 공급, 폐기물 수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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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곤충 및 설치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영구적인 설비나 장비가
개선되었다.
(2) 숙련되지 않은 식품종업원이 근무한다.
8-401.20

성능 및 위해 기반

8-401.10에 명시된 매개변수 내에서, 규제 당국은 이 공전을 준수하는 식품시설의 이력
과 식품매개 질병의 매개체로서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점검 주기를 정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과거 성능, 우선조항 또는 우선근거조항 또는 HACCP 계획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이력
(B) 공전 핵심조항과 HACCP 계획서 요구사항을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이력
(C) 조사 결과 유효하다고 판정된 불만사항 이력
(D) 준비, 저장 또는 제공되는 특정 식품과 관련된 위해요소
(E) 식품 저장, 준비, 제공 방법 및 범위를 포함하는 식품시설 운영 유형
(F) 사용자(고객) 수, 그리고
(G)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 제공 여부

8-402

역량 및 접근

역량
8-402.10

검사관의 역량

(A) 이 공전의 준수를 위하여 식품시설을 점검하거나 계획을 검토하는 규제 기관의 공식 대표는
필요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B) 규제 당국은 식품시설을 점검하거나 이 공전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 검토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적절한 위반 사항을 식별하고 해당 공전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지속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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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8-402.11

적절한 통보 후 합리적인 시간에 접근 허용

규제기관이 공식 문서를 제공하고 검사 목적과 의도를 통보하였다면 책임자는 규제 당국
이 식품시설에서 공전 요구사항이 이해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에 접근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공전에 명시되고 법에 따라 규제 당국에 권한이 부여된 정
보와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점검은 시설 운영 시간에 편의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8-402.20

거부, 접근 권한 통보 및 최후 접근 요청

규제 당국의 시설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규제 당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통보한다.
(1) 허가소지자는 이 공전의 8-402.11에 따라 규제 당국의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접근 허용은 8-304.11(F)에 따라 식품시설 허가 및 허가 유지 요건이다.
(3)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접근을 허용하는 명령장(이하 점검 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다.
(B) 마지막으로 접근을 요청한다.
8-402.30

거부 보고

규제 당국이 8-402.11에 따라 통보한 후 접근 요청의 근거 권한을 설명한 후
8-402.20에 따라 마지막으로 접근 요청을 한 후에도 시설 책임자가 규제 당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접근 거부의 세부사항을 점검보고서에 기록한다.
8-402.40

점검 명령장

정당한 권한에 따른 식품시설에 접근이 거부되고 8-402.20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규제
당국은 법에 따라 시설에 접근하기 위하여 점검명령장을 발부하거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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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3

발견사항 보고

발견사항 보고
8-403.10

정보 및 관찰사항 문서화

규제 당국은 점검보고서에 다음을 기록하여야 한다.
(A) 식품시설의 법적 상태, 거리 및 우편주소, 8-302.14(C)에 따른 설치·운영 유형, 점검일,
기타 급수·하수처리 유형, 허가 현황, 필요한 인사증명서 등의 행정정보, 그리고
(B) 다음을 포함하여 허가소지자가 시정하여야 하는 공전 위반 또는 일탈에 관한 구체적인
관찰사항
(1) 책임자가 식품매개 질병 예방, HACCP 원칙 적용 및 2-102.11에 따라 명시된 공전
요구사항에 관한 지식 입증 실패
(2) 2-201.11(B)와 (D)에 따라 명시된 식품종업원, 조건부 종업원 및 책임자의 질병 또는
의료 상태 보고 미이행
(3) 이 공전 우선조항 또는 우선근거조항 미이행
(4) 식품종업원이 8-103.12에 따라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절차, 모니터링, 검증 및 개선
조치 관행에 관한 지식과 그에 따른 수행 능력 입증 실패
(5) 책임자가 규제 당국이 8-201.14(D)(6)에 따라 명시된 HACCP 계획서 적합성 결정에
필요한 기록 미제공
(6) HACCP 계획서 한계기준 미준수
8-403.20

시정 기한

규제 당국은 8-404.11, 8-405.11 및 8-406.11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 기한을 점검보
고서에 명시한다.
8-403.30

보고서 간행과 수령 확인

점검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규제 당국은 법에 따라 작성 완료된 점검보고서 사본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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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조치 통지서를 허가소지자나 책임자에게 제공하고 수령 확인을 위하여 서명을 요청
하여야 한다.
8-403.40

수령 확인 거부

규제 당국을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8-403.30에 명시된 점검 관찰사항 수령 확인을 위한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다음을
알린다.
(1) 수령 확인은 특이사항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수령 확인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소지자가 점검보고서에 명시된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수령 확인 서명 거부 사실은 점검기록과 규제 당국의 식품시설 이력에 기재된다.
(B) 점검보고서(특이사항) 수령 확인을 위하여 서명을 최종 요청한다.
8-403.50

공공정보

8-202.10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 당국은 점검보고서를 공공문서로 간주하고 법
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8-404
8-404.11

임박한 공중보건 위험
운영 중지와 보고

(A) 이 절 (B)와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소지자는 화재, 홍수, 장시간 정전 또는
물 공급 중단, 오수 역류, 독성물질 오용, 식물매개 질병 발생, 불결한 위생 환경, 기타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요인이 확인되었다면 식품시설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규제 당국에
P

알려야 한다.

(B) 허가소지자는 임박한 보건위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 내 구역에서는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
(C) 관련된 잠재적 위험의 성격과 필요한 개선 조치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규제 당국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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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 전기 또는 수도 공급이 장기간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운영에 동의할 수
있다.
(1) 운영계획서가 승인되었다.
(2) 전기 또는 수도 중단과 관련된 식품 안전 위험과 임박한 보건위험 요소를 제거, 방지

또는 제어하기 위한 개선 조치가 즉시 이행된다.
(3) 규제 당국에 서면 비상운영계획서 이행을 즉시 통보한다.
8-404.12

운영 재개

8-404.11에 따라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한 허가소지자는 운영을 재개하
기 전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405

우선조항과 우선근거조항 위반

8-405.11

시정 기한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소지자는 점검 시점까지 이 공전 우선조항 또는
우선근거조항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한계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HACCP 계획서 조항을
Pf

개선하여야 한다.

(B) 관련된 잠재적 위험의 성격과 필요한 개선 조치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규제 당국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소지자가 우선조항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점검 후 72시간, 또는
(2) 허가소지자가 우선근거조항조항 위반사항이나 HACCP 계획서 일탈 사항을 시정하는

경우 10일
8-405.20

개선 조치 검증 및 문서화

(A) 규제 당국 점검에서 우선조항 또는 우선근거조항 위반이나 HACCP 계획서 일탈을 확인한
후, 개선 조치를 관찰하고 관련 내용을 점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B) 8-405.11(B)에 따라, 허가소지자가 우선조항 또는 우선근거조항 또는 HACCP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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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을 개선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후 또는 지정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규제 당국은
위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검사보고서에 문서화하고, 규제 당국의 기록으로 보고서를
보관한다.

8-406
8-406.11

핵심항목 위반
개선 조치 기한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소지자는 합의한 또는 규제 당국이 명시한
기한까지 핵심조항 위반사항을 점검 후 90일 이내 시정하여야 한다.
(B) 규제 당국은 허가소지자가 이행 계획 일정을 제출하고 공주보건 위해요소가 없거나 기한

연장이 위해요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은 경우 이 절 ( (A)에 따라 지정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5 종업원에 의한 식품매개 질병 전파 방지
8-501
8-501.10

조사 및 관리
정보 수집 개인 질환 이력, 의료 검진 및 검체 분석

규제 당국은 식품종업원 또는 조건부 종업원이 질병을 옮겼을 가능성, 식품을 통하여 전
염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식품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원을 매개할 가능성, 또는 종기나 감염된 상처, 또는 급성 호흡기 감염 가능
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질병 전염 또는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식품종업원 또는
조건부 종업원의 개인 의료 기록 확보, 그리고
(B) 시험실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를 포함하여 의심되는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에게
적절한 건강 검진을 요구한다.
8-501.20

식품종사자 제한이나 배제, 또는 허가 중지

규제 당국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식품종업원 또는 조건부 종사자와 관련된 조사결
과를 토대로 식품종업원, 조건부 종업원 또는 허가소지자에게 관리 조치로 다음을 명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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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A) 식품종업원 또는 조건부 종업원 업무 제한
(B) 식품종업원 또는 조건부 종업원 업무 배제
(C) 법에 따라 운영 허가를 일시 정지하고 식품시설 폐쇄
8-501.30

제한 또는 배제 명령 경고나 청문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 명령서 기재 내용

규제 당국은 8-501.10에 명시된 대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질병 전파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 경고나 청문 통지 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심되는 식품종업원이나
허가소지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제한 또는 배제 명령의 이유를 설명한다.
(B) 식품종업원이나 허가소지자가 제한 또는 배제 명령 근거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설명한다.
(C) 명령 대상 식품종업원이나 허가소지자가 법에 따라 적시에 항고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D) 항고 청문을 제기하는 대상 규제 기관의 대표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8-501.40

배제 및 제한 조치 해제

규제 당국은 법에 따라, 그리고 2-201.13에 따라 식품종업원이나 조건부 종업원의 제한
또는 배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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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이행과 집행

1. 목적
이 부속서의 목적은 수많은 국가 및 지방 규제 기관 운영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법령과 규
정을 인정하는 동시에 일련의 시행 장치를 제공하는 성문화된 형태의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2. 설명
국가 또는 자치법규, 규정 및 조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계, 구체성 및 포괄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A) 점검 후 이행 전략의 전략의 근거가 되는 권한을 포함하지만 다른 집행장치는 언급하지
않는다.
(B) 이 부속서에서 기술한 요구사항과 다른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그리고
(C) 행정절차와 같은 조항들이 식품업소를 규제하는 조항과 분리되어 다른 조항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구성된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는 현행 국가 및 지방 법령과 양립할 경우 제8장의 연장선상에서 개념적
으로 채택될 수 있는 조항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추출된 조항은 규제 당국은 아래 권고사항에
서 논의한 대로 자체 법령과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제8장에 이어 번호를 부여하였다.
다음을 통하여 이 공전 조항의 채택을 촉진할 수 있다.
(A) 제8장 요구사항은 주 또는 지역 식품 규정의 필수 요소여야 한다. 그리고
(B) 식품규제 프로그램의 틀에 중요하지만 국가 또는 지역 법령과 비교할 때 반복되거나
불일치할 수 있는 행정·사법적 집행 규정은 이 부속서에서 분리한다.

3. 원칙
규제 당국에 강화된 제재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임박한 위해가 존재하거나 자발
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집행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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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포괄적이며 명확히 정의된 집행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필요한 법제 틀과 그러한 법적 권
한 내에서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규정이 마련되고 관할권이 지정되어야 한다. 규정 준수 및 집
행 기준, 모든 당사자의 책임, 미이행 제재 및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는 명확하고 합법적으로
건전한 규칙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4. 권고사항
FDA는 기관 당국에 이 부속서의 관점에서 식품시설과 관련된 법규 조항을 검토하고 이 부
속서에 제시된 조항을 채택하여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을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 법규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기존 주 정부 또는 지역 조항을 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검토하고,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규제 당국에 제기된 의견을 고려한
다. 법적 자문을 통하여 현 조항의 미비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의 조항과 포괄성,
공정성 및 일관성을 비교하여 제재조치를 집행하거나 대상이 되었던 외부 기관의 의견을 구한다.
법규나 규정으로 채택하는 경우 이 부속서에서 사용한 표현과 상호참조 방법은 적절히 변경
될 수 있다.
채택 양식(부속서 7 서식 #2-A와 #2-B)의 수정도 이 결정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5. 조
8-6

헌법에 의한 보호

절차적 보호
8-601.10

권리의 보존

규제 당국은 구제 대상의 동등한 보호 및 적절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법
과 이 공전에 따라 구제 방안을 공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사법심사
8-602.10

명령이나 결정 대상의 권리

규제 당국의 명령이나 결정 대상자는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이의제기 수단이 모두 소
진된 경우 관할 법원에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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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권한

법적 권한
8-701.10

규정 채택

규제 당국은 허가증 발급을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식품시설규제프로그램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공전에서 명시한 행정 및 법적 집행 조항을 채택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8-701.11

규제 시행

부속문서 7의 채택 양식(서식 #2-A(참고문헌에 의한 채택) 및 #2-B(섹션별 채택))에 대
한 적절한 수정은 법규나 규정으로 채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 권한과 일치
하여야 한다.
8-701.20

근거

규제 당국은 이행 및 제제조치 근거와 당사자의 책임, 불이행 시 제제 및 적절한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고 공전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야 한다.
8-8 고지

통지서 송달
8-801.10

적절한 방법

(참고: 이 절 조항을 채택하여 8-403.30 점검 발견사항 통지서 송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한다)
이 공전에 따라 발부된 통지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경우 적절하
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A) 규제 당국, 법 집행관, 또는 민사절차를 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허가소지자, 책임자
또는 무허가 식품시설 운영자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송달한다.
(B) 규제 당국이 서면으로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나 배달 증명 우편, 또는 기타 공공

191

FDA Food code 2017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알려진 허가소지자나 무허가 식품시설 운영자의 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한다. 또는
(C) 법에서 허용하는 송달 방법으로 규제 당국이 전달한다.
8-801.20

식품종사자 제한이나 배제, 보류 명령 또는 약식 중지

종업원 제한 또는 배제 명령, 보류나 압류, 금수, 몰수 명령과 같은 유통 금지 명령은 이
하 보류 명령으로 칭하고 약시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A) 8-801.10에 명시된 대로 송달한다. 또는
(B) 식품시설을 공공 출입구에 통지서를 게지하고 사본 1부를 제1종 우편으로 허가소지자나
시설 또는 식품 관리자에게 송부한다.
8-801.30

통지효력발생 시점

송달은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이나 통지서 발송 시점에 8-801.20(B)에 명시된 대로 송달
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8-801.40

적절한 송달의 증거

송달한 사람을 진술 또는 허가소지자나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공식 대리인이 서명한 영수증이 적절한 송달의 근거로 간주된다.
8-9

구제방안

구제 신청 기준
8-901.10

구제 요건

규제 당국은 식품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종업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공정 조
항 이행을 위하여 행정적 또는 사법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A) 8-301.11에 따라 식품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B) 8-304.11에 명시된 허가 요건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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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대한 또는 반복된 위반과 관련하여 8-405.11(A)와 (B) 그리고 8-406.11(A)와 (B)에
규제 당국이 승인, 지시 또는 명령한 시정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D) 식품매개 전파가 가능한 질병을 가졌다고 의심되는 종업원 또는 조건부 종업원과 관련하여
8-501.20에 따른 규제 당국이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발
(E) 8-903.10에 명시된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F) 8-906.40에 명시된 행정구제에 대한 청문 결과로 발부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G) 8-801.20과 8-904.10에 따른 규제 당국의 약시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 절차
점검 명령
8-902.10

시설 부지 및 기록 접근

(참고: 이 절 조항을 채택하여 8-402.20(A)(3)과 8-402.40 요구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한다)
규제 당국은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으로 법에 따라 접근을 명령할 수 있다.
(A) 식품시설 부지 출입이 거부되거나 법률에 따른 검사 명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B) 식품 검사 및 시료 채취, 그리고
(C) 식품시설, 식품 구매, 수령 및 사용과 관련된 기록 조사
8-902.20

점검 명령서의 내용

규제 당국의 점검 명령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명령의 조항에 따라 명시된 부지, 식품 또는 기록에 접근을 허용한다.
(B)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지, 식품 또는 기록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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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는 구역과 활동을 명시한다.

식품 보류, 검사 및 파기
8-903.10

보류 명령, 타당한 조건, 식품 제거

(참고: 이 절 조항을 채택하여 8-202.18(B) 요구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한다)
(A) 법에 따라 허용되는 기간 규제 당국은 다음과 같은 식품에 대해 보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미승인 출처에서 유래한 식품
(2) 안전하지 않거나 부정·불량 식품, 또는 식품정보가 부정한 경우
(3) 법에 따라 표시되지 않았거나 익히지 않은 연체 패류의 경우 법에 따라 꼬리표나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4) 이 공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B) 규제 당국이 보류 명령 위반을 확인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 대상 식품을 시설에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8-903.20

보류 명령, 경고 또는 청문이 요구되는 않은 경우

규제 당국은 사전 경고, 청문통지 또는 보류 명령에 관한 청문없이 8-903.10에 따라 허
가소지자나 해당 식품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8-903.30

보류명령서 내용

보류명령 통지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명령 대상 식품은 규제 당국이 명령을 서면으로 해제하기 전까지 식품시설에서 사용, 판매,
이동 또는 폐기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술한다.
(B) 이 공전의 적절한 조항을 참조하여 해당 식품의 보류를 명령하는 이유와 관찰 사항이
초래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한다.
(C) 보류 명령 대상 식품의 일반명, 표시 정보, 용기 설명, 수량, 규제 당국이 부여한 꼬리표나

194

부록_제1. 이행과 집행

식별 정보, 위치를 상세히 기술한다.
(D) 허가소지자가 8-905.10과 8-905.20에 명시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E) 규제 당국은 적절한 기한 내 항고청문 요청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식품 파기를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
(F) 항고 청문을 제기하는 대상 규제 기관의 대표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8-903.40

보류 명령, 식품에 공식꼬리표 부착

(A) 규제 당국은 식품이나 용기에 공식 꼬리표나 라벨을 견고히 부착하거나 보류 명령에 따라
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보류 대상 식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꼬리표나 기타 방법은 8-903.30에 명시된 조항
요약을 포함하여야 하며 규제 당국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여야 한다.
8-903.51

보류 대상 식품 사용 및 이동 금지

(A)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보류 대상 식품을 사용, 판매, 제공 또는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
(B) 규제 당국은 허가소지자가 식품을 식품시설 내 보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보관 기간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며 식품 보관이 시설 운영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8-903.60

식품 검사, 시료 채취 및 시험

규제 당국은 공전 조항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품을 검사하고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할 수 있다.
8-903.70

보류 명령, 공식 꼬리표 제거

규제 기관만이 보류 대상 식품의 꼬리표나 기타 식별 정보를 제거할 수 있다.
8-903.80

식품 폐기

항고에서 보류 명령이 유지되거나 적시에 항고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규제 당국은 허가
소지자나 식품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식품을 이 공전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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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 당국의 감독 아래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8-903.90

식품 보류 명령 해제

규제 당국은 보류 명령 해제를 통보하고 보류 명령이 취소된 경우 식품에서 보류 꼬리표,
표시 또는 기타 식별 정보를 제거하여야 한다.

약시허가중지
8-904.10

약식중지 요건

규제 당국은 이 공전에 규정된 종업원, 식품, 기록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를 통하여 긴급한 건강상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식품시설의 운영허
가를 약식 정지할 수 있다.
8-904.20

약식중지, 경고 또는 청문이 요구되는 않은 경우

규제 당국은 사전 경고, 청문 통보 또는 청문 없이 8-801.20에 명시된 서면 통지를 통
하여 8-904.10에 명시된 허가를 약식 중지할 수 있다.
8-904.30

통지서 내용

약식중지 통지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식품시설 허가가 즉시 중지되고 모든 식품 작업이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B) 공전을 참조하여 위반사항과 약식중지 사유를 설명한다.
(C) 서면으로 재점검을 요청하거나 중단 이유가 해소되었음을 인증할 수 있는 규제 기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D) 허가소지자는 8-905.10과 8-905.20에 명시된 기한 내 항고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8-904.40

시정 기한

규제 당국은 허가소지자로부터 약식중지명령에 인용된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약식중지일 기준 2일(규제 기관 근무일) 이내 약식정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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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8-904.50

중지 요건, 허가 복원

(A) 약식중지 효과는 통지서에 인용된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규제 당국이 재점검 및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B) 규제 당국이 더 이상 공중보건 위해요소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중지된
허가를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허가소지자나 책임자에게 복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문 행정
8-905.10

청문통지 답변서 또는 청문 요청, 근거와 기한

(참고: 이 절 조항을 채택하여 8-303.30(C), 8-501.30(C), 8-905.10(C) 및 (D) 요구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한다.)
(A) 8-8, 8-901.10, 8-901.10 또는 8-905.30(A)에 명시된 행정 구제를 위한 청문을
통지받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은 송달 후 7일 이내 8-905.20에 명시된 대로 답변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B) 허가신청인은 신규허가신청이나 허가갱신신청 처분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이 법에 명
시된 기한 내 허가를 발급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C) 허가소지자는 규제 당국이 허가나 변경신청을 거부하거나 규제 당국의 이행 조치에
관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청문 요청이
8-501.10에서

8-501.40에

따른

규제

당국의

식품종업원

제한이나

배제,

8-903.10에 명시된 보류 명령, 8-904.10에 명시된 약식중지 시행에 영향을 주어서
는 안 된다.
(D) 허가신청 거부나 부정적인 행정 결정에 대하여 청문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부, 점검,
또는 준수 조치일로부터 10일 이내 청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규제 당국이
특정 상황에 따라 기한을 단축하는 경우 당국이 정한 기한 내 청문요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8-905.20

청문통지 답변서, 청문 요청, 요구되는 서식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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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10에 명시된 대로 청문통지 답변서나 청문요청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
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만약 청문통지에 답변하는 경우
(1) 각 사실주장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2) 청문 권리 포기 여부 진술,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3) 사실주장에 관한 항변, 경감, 또는 소명, 그리고
(4) 규제 당국이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합의에 따라 규제 당국에 절차 중지 요청
(B)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1) 청문을 요청하는 사실 관계 진술(8-905.30(B))
(2) 각 사실주장에 대한 항변, 경감, 부인, 또는 설명
(C) 청문 통지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1) 규제 당국측 증인 참석 여부
(2) 통지 수령자나 피청구인 변호사의 이름과 주소(해당하는 경우)
8-905.30

요청에 따라 청문 실시

규제 당국은 법률 및 이 공전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법률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8-101.10에 명시된 공전의 목적과 의도
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B) 허가신청자나 허가소지자가 요청하는 경우
(1) 8-905.10에 명시된 대로 요청된 경우
(2) 요청서에 청문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진실되고 중요한 사실의 문제가 있다는 근
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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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40

법에 따라 청문 실시

청문은 법률과 행정절차, 그리고 이 공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8-905.50

기한, 항고는 5영업일 이내, 다른 절차는 30일 이내

(A) 규제 당국은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한다.
(1) 이 절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이 제출한 사면 청문요청서를 수령할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a)

8-501.10~8-501.40에 명시된 대로 규제 당국이 식품시설 작업에서 배제한
사람

(b) 8-903에 명시된 보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소유자나 시설 허가소지자, 또는
(c)

8-904에 명시된 대로 허가가 약식 중지된 허가소지자, 그리고

(2) 8-905.10(C)에 명시된 다른 문제나 규제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적 구제를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 후7일 이후 30일 이내
(B) 허가소지자나 이 절 (A)(1)(1)(a)~(c)에 명시된 청문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규제 당
국에 서면 요청으로 신속한 청문 절차를 포기할 수 있다.
8-905.60

통지서, 내용

청문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청문 일시와 장소
(B) 청문 목적
(C) 위반 또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청문 근거 또는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
(D) 8-907.10에 명시된 대로 피청구인에 관한 증거와 증인을 제시 및 요청하고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 피청구인의 권리
(E) 규제 당국의 재량에 따라, 피청구인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규제 당국에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절차
(F)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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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행정 구제 청문에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8-906.40(B)-(D)에 명시된 최고 제재
또는 벌칙
(H) 행정 구제에 관한 청문인 경우, 8-905.10에 명시된 답변 형식과 기한을 명시하는
진술
(I) 서면 답변에 8-905.20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통지
(J) 서면 답변을 수신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8-905.70

통지와 동시에 절차 개시

청문절차는 규제 당국이 피청구인에게 청문절차를 통보하는 시점으로부터 개시된다.
8-905.80

절차, 신속성과 공정성

청문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8-905.90

비밀보장

(A) 청문 또는 청문절차의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1) 청문에서 특정인의 건강 상태나 식품시설의 영업비밀을 논의하여야 하는 경우와
같이 설득력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2) 법률에 따라(예: 회의공개법)
(B) 비공개 청문의 경우 청문 당사자는 논의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8-905.100

절차 기록

완전한 청문 기록은 청문을 실시하는 사람의 지시로 작성하며 식품시설 규제 당국의 기록
의 일부로 유지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 필기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청문주재자, 목적, 자격, 지명 및 권한
8-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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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은 규제 당국이나 규제 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개시한 절차를
주재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심판관, 행정법 판사, 또는 심사관(이하 청문주재
자)을 지명할 수 있다.
(A) 신청인이나 허가소지자가 제시한 사실을 청취한다.
(B) 이 공전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책과 관련된 결정 또는 권고안을 작성한다.
(C) 청문주재자 입회 하에 법에 따라 적절히 제기된 기타 우려 사항이나 주장을 설명한다.
8-906.20

자격

청문주재자는 청문과 관련된 법률 및 이 장에 명시된 조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A) 규제 당국을 대표하고 해당 식품시설을 점검한 검사관이나 청문을 요청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
(B) 규제 당국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8-906.30

권한, 청문 주재

(A) 청문을 진행하는 청문주재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이 공전에 따라 또는 이 공전에 의하여 승인된 청문 과정을 준비하고 청문을 실
시한다.
(2) 규제 당국 명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선서 및 확인을 주재하며, 증인을 심사하
고 증거를 수령한다.
(3) 규제 당국과 청문 통지서 수령인의 합의 승인
(4) 항고 청문절차에서 규제 당국의 명령이나 지시의 유지, 변경, 철회, 무효화, 그
리고 명령이나 지시가 유지되는 경우 규제 당국의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명령, 그리고

(B) 당사자가 청문 후 15일 이내 또는 청문주재자가 명시한 그보다 단축된 기한 내 규제
당국의 장에게 항고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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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이 청문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청문을 실시하고 구속
력을 가지는 결정 및 최종 명령 전달
(2) 발견사항과 법적 결론을 포함하여 최종 결정 및 명령을 피청구인에게 통지
8-906.40

권한, 행정적 구제

청문주재자는 8-901.10과 8-905.30에 명시된 대로 행정 구제에 관한 청문절차에서 다
음의 권한을 가진다.
(A) 이 공전 위반사항을 완화 또는 개선하기 위한 명령 발부와 시정 일정 결정
(B) 위반 발생에 관한 사실 파악 및 법에 따라 합당한 민사상 처벌을 평가, 부과 및 명
령하는 행위이며,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 및 확인된 이 공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
여 8-913.10(B)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8-913.10(C)에 명시된
대로 일일 단위로 산정
(C) 8-301.11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식품시설 운영허가 중지, 취소, 변경, 합리적인 제한
또는 유효한 허가 없이 운영되는 식품시설 폐쇄 명령
(D) 규제 당국이나 청문주재자의 적법한 명령 위반 발생에 관한 사실 파악 및 법에 따라
합당한 민사상 처벌을 평가, 부과 및 명령하는 행위이며,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
및 확인된 이 공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8-913.10(B)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8-913.10(C)에 명시된 대로 일일 단위로 산정
(E) 청문주재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명령의 결정 또는 집행을 미
루거나 중지하고 유예기간 설정
(F) 청문통지서 송달 후 규제 당국과 청문 통지를 수령한 사람이 문제 해결에 합의하였다
면 항고를 기각한다.
(G) 식품시설 재점검을 명령하고 청문주재자의 명령 이행을 확인한다.
(H)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점검 및 정지 후 허가복구를 위하여 규제 당
국이 정한 수수료의 지급정지 또는 명령
(I) 청문통지서 수령자에 대한 청문주재자의 결정 및 최종 명령 후 90일을 넘지 않는 일

202

부록_제1. 이행과 집행

정 기간 관할권을 유지하고 행사한다.
(J) 청문주재자나 규제 당국의 동의, 또는 피청구인의 동의에 따라 명령을 수정 또는 보류

당사자의 권리와 증거
8-907.10

당사자의 권리

청문 당사자는 변호인, 심문을 거쳐 증인을 교차 조사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
거를 제시할 수 있다.
8-907.20

규제 당국이 제시하여야 하는 근거

규제 당국은 증거, 지침, 제안 또는 항고한 행정구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청문에서 제출하
여야 한다.
8-907.30

증거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는 배제된다.
(A) 헌법적 또는 법적 근거 또는 주 법원이 인정한 증거적 특권에 근거하여 부적절하거
나, 중요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반복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B) 법에 따라 배제
8-907.40

증언 선서

당사자 및 증인은 선서 후 증언하거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확약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다.
8-907.50

서면 증거

당사자의 이익에 대한 상당한 편견을 초래하지 않고 신속한 청문 절차가 가능할 경우 서
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8-907.60

증거 문서

증거 문서는 사본이나 발췌본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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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 해소
8-908.10

인가

규제 당국은 청문회 시작 전에 피청구인에게 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청문 통지가 이루어진 후 청문이 개시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8-908.20

통지서 수령인의 합의 수락에 의한 항고권 포기

합의에 동의하는 피청구인은 해당 문제에 관한 청문 권리를 포기한다.

법적 절차
점검 명령
8-909.10

시설 부지 및 기록 접근

(참고: 이 절 조항을 채택하여 8-402.20(A)(3)과 8-402.40 요구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한다)
규제 당국은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으로 법에 따라 접근을 명령할 수 있다.
(A) 식품시설 구내 출입이 거부되거나 법률에 따른 검사 명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포함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B) 식품 검사 및 시료 채취, 그리고
(C) 식품시설, 식품 구매, 수령 및 사용과 관련된 기록 조사
8-909.20

법원 탄원서의 내용

법으로 정해진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제 당국의 접근을 강제하기 위한 법원
탄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시설 부지 내 접근이 거부된 식품이나 기록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B) 규제 및 특정 목적으로, 접근이 거부된 시설 부지, 식품 또는 기록에 대한 접근 권
한을 부여하는 법적 권한을 명시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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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식품시설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유효한 허가를 받았으며 접근이 거부된 시설에 적용
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D) 법률 및 이 공전에 따라 유효한 허가를 보유하지 않고 식품시설을 운영한다고 알려
지거나 의심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909.30

접근거부 서약진술서

규제 당국은 다음 진술, 선서 또는 둘 다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A) 규제 당국이 8-402.20 및 8402.30에 명시된 식품 또는 기록에 대한 접근이 거
부되었다.
(B) 식품시설이 시설 부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접근이 거부되었다. 또는 이 공전의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합리적인 행정 계획에 따라 접근이 요구된다.
8-909.40

명령장의 내용

법원은 규제 당국의 청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8-902.20(A)~(C)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B)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다른 확인된 기관과 개인에게 명령하거나 권한을 부여하여 명
령의 실행을 지원한다.
8-909.50

명령장 선택기재 사항

법원은 규제 당국의 청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점검을 명령할 수 있다.
(A) 명령 집행을 위하여 최대 시간을 허용한다.
(B) 명령 집행 대상자에 집행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 집행관에
게 권한을 부여한다.
(C) 명령 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나 사람은 명령을 집행한 날짜와 시간, 점검 결과,
검사, 또는 명령에 따른 시료 채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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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집행절차 개시 수단
8-910.10

절차 개시

(A) 이 공전 요구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는 규제 당국이 법에 따라 출두 통지서나 소
환장을 발부하거나 관할 법원에 경범죄민원고발장과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해당하
는 경우 고발장을 대배심에 회부하여 개시할 수 있다.
(B) 규제 당국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을 소환 또는 인용하거나 대리인을 대신하여
영장에 서명할 수 있다.

형사 절차
8-911.10

권한, 방법, 벌금 및 판결

(A) 규제 당국은 법에 따라 허가소지자나 공전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 절차
를 개시함으로써 이 공전 조항과 그에 따른 명령 집행을 구할 수 있다.
(B) 이 공전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경범죄 피고인으로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지정 금액) 이하의 벌금이나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또는
(2) 피고인이 과거 이 공전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기만이나 호도의 의도가 있을
경우 (지정금액) 이하의 벌금이나 (지정 기간)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C) 위반이 발생한 요일이 다를 경우 이 절에서는 별도의 위반사항으로 간주된다.

금지명령 절차
8-912.10

금지명령 청원

규제 당국은 공전 또는 명령 이행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적인 금지명령 구제를 청원할
수 있다.

민사 소송
8-9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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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제1. 이행과 집행

(A) 규제 당국은 관할 법원에 이 공전 또는 행정명령의 규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위반
에 대한 벌칙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B) 8-911.10에 명시한 형사상 벌금과 형량 또는 8-912.10에 명시된 금지 명령에 추
가하여, 이 공전 조항이나 식품시설이나 요건, 허가 범위 관련 법률에 따라 규칙이나
규정을 채택된 공전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지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상 범칙금
이 부과될 수 있다.
(C) 위반이 발생한 요일이 다를 경우 이 절에서는 별도의 위반사항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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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참고문헌

1. 미국 법전과 연방규정집
식품공전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법전(USC)와 연방규정(CFR)을 참조한다. USC와 CFR의 사
본은 연방정부 간행물 기탁도서관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다.

(A) USC 또는 CFR 열람 또는 복사
(1) 연방기탁도서관(Federal Depository Library)
USC와 CFR은 미국 전역에 위치한 약 1300개 곳의 "기탁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
다.

연방정부

간행물

기탁도서관

디렉토리(Directory

of

Government

Depository Libraries)는 양원합동출판위원회(Joint Committee on Printing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가 출간하고 미국정부간행물출판국 지도감독관
(Superintendent of Documents)이 제공한다. 이 문서는 주, 시 및 의회 구역별
로 모든 기탁도서관을 수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의하여 가장 가까운 기탁도서관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GPO Customer Contact Center IDC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732 North Capitol Street, NW
Washington, DC 20401-0001
(866) 512-1800, 팩스 (202) 512-2104
전자우편: ContactCenter@gpo.gov
(2) 인터넷
CFR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연방규정 사본 - 정
부간행물출판국 웹사이트 - GPO Inet Service
http://www.access.gpo.goV/nara/cfr/cfr-table-search.html#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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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SC 또는 CFR 부분구매
USC 또는 CFR 관련 부분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한다.
지도감독관(신규 주문)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O. Box 371954
Pittsburgh, PA 15250-7954;
전화번호:
(202) 512-1800(동부시간 기준 오전 8:00시~오후 5:30)
월~금요일(연방 공휴일 제외)
디스커버리, 마스터, 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전자우편(gpo@custhelp.com or at http://www.gpo.gov/customers/
print.htm)으로 문의한다.

(C) USC “부정·불량”의 공전 정의 관련
이 용어는 가능한 정확하게 다시 입력되었으며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공전 부속서에
삽입되었다. 법률적 목적으로 미국법전에서 직접 차용한 용어만 사용한다.
21 USC Sec. 342
제21편 - 식품과 의약품
제9장 -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Subchapter IV – 식품
부정·불량 식품
Sec. 402 [34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 독성, 비위생적인, 기타 성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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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독성, 비위생적인, 기타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나, 식품첨가물이

아닌 경우 해당 성분의 양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면 이 조항에 따
라 해당 식품을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1]
(2)
(A) 이 편 제346조의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된 독성물질이나 유해물

질(농수산품, 식품첨가물, 색소첨가물, 또는 신규 동물용의약품에 잔류하는
화학농약성분을 제외하고)을 함유하는 경우 , 또는
(B) 이 편 제 346a(a)조의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농약 잔류물을 포함하거

나 함유하는 경우, 또는
(C) 이 편 제346절의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거나 그러한 식

품첨가물을 포함하거나 함유하는 경우, 또는
(i)
(ii) 이 편 제360b조의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신규 동물용의약품(또

는 그 파생의약품), 또는
(3) 전체 또는 일부가 불결하거나, 부패하였거나, 분해된 물질 또는 식품으로 부적합

한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 또는
(4) 오물로 오염 가능성이 있거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포장 또는 보관된 식품, 또는
(5)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질병이 있는 동물 또는 도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은

동물의 산물, 또는
(6) 용기 전체 또는 일부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이나 유해 물질

을 함유하는 경우, 또는
(7) 이 편 제348에 따른 규정 또는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 방사선 사용을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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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누락, 대체 또는 구성요소 추가
(1) 중요한 구성요소의 전체 또는 부분이 누락되거나 제거된 경우, 또는
(2) 물질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된 경우, 또는
(3) 어떤 방식으로든 손상 또는 열등성이 은폐된 경우, 또는
(4) 부피나 중량을 늘리거나, 품질이나 함량을 줄이거나 또는 외형과 가치가 실제보

다 더 양호하거나 높아 보이도록 물질을 첨가, 혼합, 또는 함께 포장한 경우
(c) 색소첨가물
이 편 제379e(a)조의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색소첨가물이거나 그러한 색소첨가물을
포함 또는 함유하는 경우
(d) 알코올이나 비영양 물질을 함유하는 당과류
당과류에 해당하고,
(1) 규정에 의해 제공된 사무관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물체가 제과 제품에 실제 기

능적 가치가 있고 제품이 손상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경우, 본 항은 영양소가 없
는 물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모든 비영양적인 물건에 부분
적으로 또는 완전히 내재되어 있다. 건강을 위하여;
(2) 알코올을 포함하거나 함유하며 알코올 함량은 향료추출물만을 사용하여 추출한

부피 기준으로 0.5%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이 조항은 주 내에서 또는 주내
또는 주간 판매를 목적으로 도입, 수령 또는 보관하고 당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주 법률에 따라 당과류 제품이 허용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3) 비영양성분을 포함하거나 함유한다. 단 이 조항은 제조, 포장 또는 보관 목적에

서 그러한 성분이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소비자를 기만하는데 사용되지 않으
며, 이 절 조항을 위반하는 부정·불량 또는 부정 표시 제품을 초래하지 않는 안
전한 비영양성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 조항의 적용에서 불확실성을 피하
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장관은 특정 비영양성분 물질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금지
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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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불결하고 부패한 물질 등을 함유하는 인조마가린
인조마가린이나 마가린, 버터 그리고 사용된 원료 성분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불결하거나
부패한 물질, 또는 분해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f) 식이보충제 또는 성분: 안전성
(1) 식이보충제이거나 다음 식이보충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A) 다음 조건에서 중대하거나 불합리한 질병 위해성을 가진다.
(i) 표시된 권장사용 또는 제안하는 사용조건, 또는
(ii) 권장사용 또는 제안하는 사용조건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사

용 조건
(B) 새로운 식이보충 성분으로 이러한 성분이 중대하거나 불합리한 질병이나 부

상 위해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가 적절하
지 않다.
(C) 장관은 임박한 공중보건이나 안전 위해성을 선언한다.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위임할 수 없으며 장관은 선언 후 제5편 제554조와 제556조
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선언 내용을 확인하거나 철회한다. 또는
(D) 식이보충제의 표시에 권고 또는 제시한 방법에 따라 사용할 때 (a)(1)에 따

라 식이보충 성분이나 식이보충제가 부정·불량 식품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소송 절차에서 식이보충제가 부정·불량 식품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은 미국 정부에 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쟁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결정한다(de novo basis).
(2) 장관이 민사소송을 위하여 연방검찰에 조항[2](1)(A)의 위반을 보고하기 전에 소

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에게 적절히 통지하고 소송 절차에 관하여 적어도 10일 전
에 구두 및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g) 식이보충제: 제조관리기준
(1) 식이보충제 관련 기준, 필요하다면 유통기간 표시를 포함하여 조항 (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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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정한 현 우수제조관리기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조건에서 준비, 포장,
보관된 경우,
(2) 장관은 식이보충제 우수제조관리기준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은

현 우수제조관리기준 규정에 기초하여야 하며, 현재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가능
한 분석법이 없은 항목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현행 우수제조관
리기준의 표준은 제5편 제5장에 따라 그러한 표준을 고지하고 의견 수렴 기회를
가진 후 규정으로 공포되기까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h) 거부된 식품의 재통관 신청
미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 품목이 이 편 제381(a)조에 따라 통관이 거부되었다면,
해당 품목을 다시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 품목의 소유자나 수탁인의 비용으로 품
목이 장관이 정한 이 절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

[1] So in or”. original. 마침표를 “으로 수정한다.
[2] So in original. “목(subparagraph)”으로 수정한다.
(As amended by Congress, 2002 - Subsec. (h). Pub. L. 107-188 added subs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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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문헌
식품공전 개발 과정에서 참고한 문헌 및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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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공중보건근거/행정 가이드라인
1.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1-201.10
(B)

적용과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제1장 정의는 규칙 초안에서는 쉽고 간단명료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현 관행에 따라 그리고
국가 및 국제 표준과 일부 연방 규정에 부합하도록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후속
식품공전을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개정할 수 있다. 공전 적용 및 해석 측면에서 구속력을 가지
는 정의의 의도는 제1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인증프로그램(Accredited Program)
인증프로그램의 정의는 1-201.10 (B)(3) 인증프로그램을 참조한다.
식품보호관리자는 인증프로그램을 통하여 명시된 식품안전지식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 인증된다.
식품보호 인증프로그램은 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인 인정프로그램을 통하여 명시된 프로
그램 기준을 충족할 때 인정된다.
인정은 개인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인정기관이 당 기관의 인정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
가하여 인증하는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다. 이러한 인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증 활동을 수행하
는 기관의 구조, 사명, 정책, 절차 및 심사 절차의 프로세스의 타당성과 연관된다. 이러한 기
준의 목적은 인증 프로세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 또는 향상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
하며, 인증 후보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것이다.
식품보호관리자 인증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 인정 기준은 식품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식
품보호관리자 인증프로그램을 위한 인정 기준(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Food

Protection Manager Certification Programs, 2792 Miramar Lane, Lincoln, CA

215

FDA Food code 2017

95648)(http://www.foodprotect.org/)을 참조한다.
식품보호관리자가 “인증된 프로그램의 일부인 시험을 통과하여” 필수 식품안전 지식을 입증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는 엄격하고 국가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 표준을 준수한다는 사실
이 입증된 인정기관에 의하여 자격 증명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난류(Egg)
난류의 정의는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조류의 각란을 포함한다. 메추리와 타조와 같
은 주조류의 알도 포함된다.
발루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발루트는 고급 식품으로 간주된다. 수정란
(보통 오리알)을 사용하며 배아가 부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짧은 기간 배양 온도에서 보관
하여 껍질 내부에 배아가 부분적으로 형성된다. 알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 EPIA)에서 배양된 알가공품은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9 CFR 590.5에서
발루트는 EPIA에 따라 난류 검사에서 면제된다.
발루트는 오리 유정란을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배양기에서 42.5°C(108.5°F)로 약 18일
동안 배양하여 만들어진다. (완전한 발생과 부화에는 28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껍질
내부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와 같은 살모넬라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껍질 자
체에도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다. 계란을 이용하여 발루트를 준비하는 경우
37°C(99°F)에서 14일 동안 배양한다. 발루트는 적절한 조리와 냉온 보관 온도를 포함하여 시
간·온도 제어가 요구되는 식품이다. 발루트는 보통 판매 또는 제공하기 전에 끓여서 소금에 포
장한다.
또한 악어와 거북이 등 파충류 알은 사용되지 않는다. 악어 알은 미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
판매된다. 식당 메뉴에서 “앨리게이터 알”는 때때로 악어 알로 만들어 지기도 하지만 악어 알
과 무관하게 새우와 같은 해산물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주로 흥미를 끌기 위한 명칭일 뿐이다.
바다 거북 알은 아시아 및 남미에서 식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바다 거북(Loggerhead,
East Pacific Green, Leatherback, Hawksbill, Kemp’Ridley, Olive Ridley)은 1973
년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에 따라 보호되어 판매 또는 소비가
불가능하므로 정의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거북이 알과 관련하여 이 법은 미국 내무부
수산물 및 야생동물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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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시설과 식품가공공장
식품시설 및 식품시설 부지 내 식품가공공장
일부 식품 영업소는 “식품시설”로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가공공장”은 영업
소에 식품을 공급한다. 영업장 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식품공전이 적용
되는 “식품시설”에 해당하지만 다른 영업장에 식품을 공급하는 “식품가공공장”의 경우 다른 규
정이 적용될 수 있다. 허가증 소지자와 책임자는 “식품시설”에 대한 규제 요건과 적절한 운영
관행이 “식품가공공장”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부 시설과 기능은 “식품시설”로 규제되는지, 또는 “식품가공공장”으로 규제되는지에 따라
다른 규제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식품시설” 및 “식품가공공장”에서 공유하는 영업장 내
시설과 기능(예: 냉장실, 탈의실 및 화장실, 식품 장비, 물 및 폐기물 시스템, 해충 방제)에는
비슷한 규제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식품공전은 “식품시설”을 대상으로 고안되었다.
포장된(Packaged)
소매시설에서 포장하는 경우 표시를 부착할 필요가 없으므로 (2)에서 “포장된”의 정의를 수
정하였다.
공중보건근거 식품표시부착 3-602.11을 참조한다.
시간·온도제어식품(Time/Temperature Control for Safety Food, TCS)
시간·온도제어식품(TCS)이란 병원체의 생장이나 독소 형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간 또는 온
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식품매개 질병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병
원성 미생물 또는 화학, 물리적 식품안전 위해요인을 함유하지만 식품 내에서 미생물이 생장할
수 없는 식품은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매개 병원균의 생장 속도는 빠르거나 느릴 수 있다.
pH나 aw 또는 pH와 aw의 상호 작용, 열처리 및 포장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간단히 시
간·온도 제어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다.영양 영양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열처리가 필요한 식
품은 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열처리 정도가 다른 식품과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열처
리를 통해 영양세포를 파괴한 후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된 식품의 경우, 잔류하는 포
자 형성균이 유일한 미생물 위해요인이므로 더 높은 범위의 pH나 aw를 견딜 수 있다. 식품
은 포장 내부의 응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간 식힐 필요가 있으나, 작업 지역의 접근을 제한하
여 오염을 방지하고 온도가 57°C (135°F) 아래로 내려가지 전에 포장하여야 한다. 일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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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pH 값이나 aw 값 단독으로 병원균 성장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정도로 충분히 낮지 않
을 수 있으나 pH와 aw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러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허
들기술(hurdle technology)이 좋은 예이다. 허들기술에서는 병원체의 생장을 제어하거나 억
제하기 위하여, 단독으로는 비효과적인 복수의 인자를 함께 사용한다. 다른 억제인자가 없고
pH 또는 aw 값(또는 둘 다)이 식품 내 존재할 수 있는 세균성 병원체를 제어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병원체가 생장하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자른 멜론이나 토마토, 잎채소 등
과 같이 병원체가 자른 부위에서 세포액과 영영분에 노출되면 내인성 인자로는 더 이상 병원
체의 생장을 제어할 수 없다.
복합제품(combination product)은 TCS 분류가 어려울 수 있다. 복합제품이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식품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구성요소 사이 경계면의 특성은 경계면에
맞닿은 식품 구성요소와 다를 수 있다. 식품에 머랭 토핑 파이, 포카치아 빵, 고기샐러드 또는
닭고기가 들어간 페투치니 알프레도와 같은 눈에 띄는 구성요소가 있는지 또는 그레이비, 푸딩
또는 소스와 같이 균일한지 확인한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경계면에서 pH가 TCS 식품 여부
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절히 설계된 접종연구나 기타 과학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시간·온
도 제어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열처리가 아닌 다른 공정을 이용하여 식품매개 병원체를 파괴한다(예: 조사, 고압처리,
펄스 형태의 빛, 오존)



복합제품을 준비하는 경우, 또는



다른 외인성 인자(예: 포장, 대기) 또는 내인성 인자(예: 산화환원력, 염분 함량, 항균
제)를 이용하여 병원균 생장을 제어하거나 억제하는 경우

“시간·온도 제어 식품” 정의 1-201.10(B) 표 A와 B를 사용하여 TCS 식품 여부를 결정하
기 전에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나 온도를 제어하지 않고 식품을 유지하는가?
о “아니다”라고 답하였다면,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이 부속서 뒷부분에 TCS

식품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의사결정 분지도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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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0(B) 정의에 따라 시간과 온도 제어가 요구되는 식품인가?



안전한 사용 이력을 나타내는 과학적 근거와 제품 이력이 존재하는가?



초고온 크림(creamer)나 상온에서 안정한 통조림 식품처럼 더 이상 시간/온도 제어
가 필요없도록 처리 또는 포장되었는가?



독립된 시험실에서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방법으로 분석한 pH와 aw는 무엇인가?

식품평가(PA)가 필요한 식품으로 지정된 식품은 추가 연구에서 다르게 입증될 때까지 TCS
식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PA(제품평가)란 식품의 pH와 aw를 토대로, 조리나 포장 상태, 열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 접종 연구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TCS 식품 여부가 입증
될 때가지 TCS 식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식품공전에서는 식품이 안전을 위해 시
간 및 온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와 함께 규제 당국에 변경허가를 요청한다.
식품공전에서는 일부 익히지 않은 식물성 식품은 TCS 식품으로 지정하는데, 그러한 식품은
온도 조절이 없는 상태에서 식품매개 병원균의 성장을 지원하고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할 내재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제품평가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지정은 표 A와 B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자른 칸탈루프(pH 6.2~7.1, aw>0.99, 열처리 안됨). 신선한 새싹
(pH>6.5, aw>0.99, 열처리 안됨)과 자른 토마토(pH 4.23~5.04, aw>0.99, 열처리 안됨)는
제품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B에 따라 TCS 식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 TCS 식품을 이 공전에서 기술하는 온도 관리 요구사항에 따라 유지하면 식품 내부나 표
면에서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식품매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설비가 향미 증진 이외의 목적으로 식초, 레몬 주스 또는 구연산을 사용하여 식품의 pH를
조정하는 경우, 3-502.11(C)에 따라 변경허가가 요구된다. HACCP 계획은 TCS 식품 여부
와 무관하게 요구된다(3-502.11 TCS 식품, 3-502.11(C)(2) 비TCS 식품). pH 및 aw에 대
한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표준화 된 레시피는 분산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된 연간 (또는 규제 기관에서 지정한 다른 빈도) 샘플로 분산 요청의 적절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pH 및 aw를 시험하는 시험실의 검증된 시험방법과 변경허가 사항
에 부합하는 검증 시험 검체를 1년(또는 규제 당국에 정한 주기로) 주기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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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식품과학회(ITF) 보고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식품의 정의와 평가를 참
조한다(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in the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IFT) Report, “Evaluation and Definition of Potentially Hazardous Foods” at
http://www.fda.gov/Food/FoodScienceResearch/SafePracticesforFoodProcesses/u
cm0 94141.htm).
의사결정 분지도와 표 A와 B 사용법
1.

시간이나 온도를 제어하지 않고 식품을 유지하는가?
a.

아니오 - 안전성과 품질을 위하여 5°C(41°F) 또는 >57°C(135°F)로 계속 유지
한다.

b.
2.

그렇다 -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여 TCS 여부 결정에 사용할 표를 확인한다.

식품이 열처리되었는가?
a.

아니다. -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힌 식품(식품공전 3-401.11에 명시된 온도까
지 조리되지 않음) 또는 열 이외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식품이다. 단계 #3으로
이동한다.

b.

그렇다 - 식품공전 3-401.11에 명시된 대로 식품이 요구되는 온도에 도달하도
록 열처리되면 포자는 생존하더라도 영양세포는 파괴된다. 단계 #4로 이동한다.

3.

식품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었는가?
a.

아니다 - 이 식품은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혀 영향세포와 포자가 생존할 수 있
다. 단계 #6으로 이동한다.

b.

그렇다 - 열 이외의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 고압처리, 펄스광, 초음파, 유도가
열, 오존 등으로 병원체를 파괴하는 경우 접종 연구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
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단계 #5로 이동한다.

4.

재오염을 방지하도록 포장되었는가?
a.

아니다 - 식품이 포장되지 않아 열처리 후 재오염될 수 있다. 단계 #6으로 이
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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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렇다 -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처리 직후 식품을 포장할 경우 유일한 미
생물 위해요소는 포자 생성 세균뿐이므로 더 높은 범위의 pH 또는 aw가 허용
될 수 있다. 단계 #7로 이동한다.

5.

추가 제품 평가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문서가 요구된다.
a.

식품 공급업체가 접종 연구 결과 시간/온도 조절 없이 안전한 유지가 가능하다
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b.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처리된 식품은 시간/온도 조절 없이 보관될
수 있다. 단, 이러한 기술의 유효성이 검증된 접종 연구에 기초한 경우에 한정된다.

6.

알려진 pH 또는aw 값을 사용하여 적절한 표에 식품을 배치한다.
a.

해당 식품의 pH 값을 포함하는 "pH 값" 열을 선택한다.

b.

해당 식품의 aw 값을 포함하는 "aw 값" 행을 선택한다.

c.

행과 열이 교차하는 위치를 기록하여 "시간·온도 제어 식품” 여부와 제품평가
(PA) 필요성을 확인한다. 산화환원 전위, 경쟁 미생물, 염분 함량 또는 처리 방
법 등 다른 요인으로 시간/온도 조절 없이 제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접종 연구
가 요구된다.

7.

열처리 및 포장된 식품은 표 A, 열처리 또는 열처리되지 않았고 포장되지 않은 식품
은 표 B를 사용한다.

8.

품목이 TCS에 해당하는지 추가 제품평가(PA)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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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0(B)

의사결정 분지도 #1 - pH, aw 또는 pH와 aw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TCS 식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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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0(B) - 표 A와 B
표 A. 영양세포 파괴를 위하여 열처리 후 포장한 식품에서 영양세포와 포자 제어를 위한
pH와 Aw
Aw 값

pH: 4.6 이하

pH: 4.6~5.6

pH: >5.6

≤0.92

비TCS 식품*

비TCS 식품

비TCS 식품

>0.92~0.95

비TCS 식품

비TCS 식품

식품검사

>0.95

비TCS 식품

식품검사

식품검사

* TCS 식품이란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간과 온도 조절이 요구되는 식품을 말한다.
** PA means Product Assessment required

표 B. 열처리하지 않았거나 열처리 후 포장하지 않은 식품에서 영양세포와 포자 제어를 위한
pH와 Aw
Aw값

pH: <4.2

pH: 4.2~4.6

pH: >4.6~5.0

pH: >5.0

<0.88

비TCS 식품*

비TCS 식품

비TCS 식품

비TCS 식품

0.88 ~ 0.90

비TCS 식품

비TCS 식품

비TCS 식품

식품검사

>0.90~0.92

비TCS 식품

비TCS 식품

식품검사

식품검사

>0.92

비TCS 식품

식품검사

식품검사

식품검사

2. 관리와 인력
책임

2-101.11

지명

시설 운영 시간 동안의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시설 내 모든 식품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관
리하며 공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책임자가 지속 존재하게 한
다. 식품시설 운영 시간 동안 질문과 문제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운영과 공전
요구사항에 정통하고 즉시 활용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식품시설에 여러 부서(예 : 델리, 해산물 및 농산물 부서가 있는 식료품점)가 있고 규제 당
국이 해당 부서를 개별 식품시설로 허가한 경우 식품을 준비, 포장 또는 제공하지 않는 시간
동안 각 부서에 별도의 책임자를 배치하는 것은 식품안전 관점에서 불필요 할 수 있다. 냉장
진열장에서 대형 냉장실로 식품을 옮기거나 바닥 청소, 부서가 바쁘지 않을 때 재고 정리 등의
활동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여러 부서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전체 시설을 감독하고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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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식

2-102.11

입증

식품매개 질병 예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공전 요구사항에 정통한 지정된 책임
자가 식품매개 질병을 초래하는 조건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공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적절한 예방 및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책임자는 다양한 방법은 역량을 입증할 수 있다. 식품 작업의 여러 측면이 그 자체로 책임
자의 역량을 반영한다. 점검 과정 중 책임자 면담을 통해 그 책임자가 건전한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하며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않은 제대로 제조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중보건 원칙과 식품공전을 명확히 이해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식품공전에는 즉석섭취식품을 맨손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
은 상처 또는 씌워서 보호된 상처/병변/종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2-102.12

인증된 식품보호관리자

식품산업의 복잡성 증가, 식품매개 사고를 식별 및 추적하는 능력 향상 및 기타 경제, 인력,
문화 및 행동 문제들로 인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
험요인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식품보호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식품보호관리자는 방
침을 정하고 식품종업원이 정해진 방침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의사소통을 통하
여 권장되는 관리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매개 질병의 위험을 저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 환경보건 전문가 네트워크(EHS-Net)의 연구에서 인증된
식품보고관리자의 존재는 시설 내 식품매개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추며 식품매개 질병이 발생한
음식점과 그렇지 않은 음식점을 구분하는 인자로 나타났다.
FDA의 소매 식품 위험요인 연구에 따르면 인증된 관리자의 존재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에서
열악한 개인 위생과 같은 특정 위험요소의 효과적인 제어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현재 여러 주정부 및 지역 당국이 식품보호관리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정부와 지역
당국은 공전, 조례 또는 정책 형태로 관리자 인증 요구사항이 면제되는 기허가 시설의 유형과
1명 이상의 인증된 관리자가 요구되는 조건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224

부록_제3. 공중보건근거/행정 가이드라인



운영 규모와 범위



운영 시간



판매 또는 제공하는 식품의 유형



현장에서 식품을 준비하는 정도



종업원 수



식품을 제공하는 모집단의 유형(예: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 그리고



식사 인분
2-102.20

식품보호관리자 인증

식품 관리자 인증을 요구하는 규제 당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식품보호관리자 인증
프로그램은 그들이 발행하는 식품관리자 인증서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는 건전한 조직과 인증 절차 요건을 충족하고 타당한 프로세를 사용하
여 시험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다년간의 노력 끝에 식품보호위원회(Conference for Food
Protection, CFP)는 식품보호관리자인증프로그램 표준(http://www.foodprotect.org/foodprotection-manager-certification/)을 완성하였다. 2002년 식품보호위원회는 미국표준협
회(ANSI)와 협정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삼자 평가를 통하여 위원회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 기관
을 인정하는 활동에 합의하였다. ANSI는 2003년 인정기관(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정된 기관) 목록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FDA 국장 대행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2004년 식품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식품위원회의 성과
를 축하하고 CFP/ANSI 인정프로그램의 보편적인 수용을 장려하였다.
이 회의에서 식품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을 회람하고 FDA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국장은 회람서에 서명하였다. 서신에서 식품보
호관리자인증 프로그램의 보편적인 수용을 지지하는 근거가 제시하였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2004년 식품보호위원회 회의는 FDA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가 주정부
및 지역 식품안전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목표 달성을 축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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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양해 각서에서 식품보호위원회를 식품 보호 증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민
간기구로 인정하였다. 식품보호위원회 권고안은 FDA의 모델 식품공전의 개선에 기여하고 관할
기관의 공전 조항의 타당성을 평가, 채택 및 시행을 촉진한다.
식품보호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최
고 품질의 합의된 표준을 개발한다. 식품보호관리자인증프로그램 인정 표준(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Food Protection Manager Certification Programs)이 좋은 예로
산업식품보호관리자의 인증기관 목록을 온라인에 발표하고 있다. 오랜 개발 과정에서 식품보호
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프로그램이 필수요소를 식별하였다. 시험 개발 및 관리 세부기
준, 후보자와 공공에 대한 인증기관의 책임 등 광범위한 요구사항이 프로그램의 필수요소이다.
FDA는 이러한 주요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각급 정부 기관에게 해당 국가의 식품안전 지식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인정 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인정하도록 권고하다.
미국표준협회(ANSI)는 식품보호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이러한 인증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ANSI는 정부와 산업계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정기관이다. ANSI는 “적합성 평
가” - “인력 인증 인정(conformity assessment” - “personnel certification accreditation)
부분에 식품보호위원회 식품보호관리자인증프로그램1 기준에 부합하는 인정 기관을 게시하고
있다(http://www.ansi.org/).
식품공전에서는 식품시설 책임자는 식품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
및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2-102.11절에서는 식품시설의 책임자는 인증 프
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는 시험을 통과하여 식품보호관리자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요구되는 수
준의 지식과 이해 수준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DA는 식품보호관리자 자격증명을 평가하는 식품 규제 당국과 다른 기관들이 식품보호위원
회/ANSI가 인정하는 인증프로그램을 인정한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을 성공
적으로 입증하는 사람을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식품안전인증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적법한 기준에 근거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보편성은 규제 관계자
관할구역의 경계를 넘어 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될 수 있는 반복적인 교육훈련과 시험에 소요
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1 식품보호위원회(CFP) 표준을 따르는 인정기관과 ANSI-CFP 인정프로그램 목록은

https://www.ansica.org/wwwversion2/outside/ALLdirectoryListing.asp?menuID=8&prgID=8 에서
할 수 있다.
“인증프로그램”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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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주, 지역, 부족 및 기타 연방 기관 및 식품업계와 식품 공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책임을 공유한다. 이 새로운 식품보호위원회/ANSI 프로그램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반적
인 식품안전 수준을 개선하며, 원활한 국가 식품안전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

2-103.11

책임자

책임자의 주요 직무는 공정 요구사항의 준수와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식품시설 내 식품
및 식품 접촉 품목이 노출되는 구역에 있는 모든 개인은 잠재적 오염 위험 요소이다. 책임자는
방문 일정이 정해지면 식품 노출 구역에 허용되는 인원을 통제하고 배달, 유지·보수 및 서비스
인력, 방충 작업자 등 시설 출입이 허용된 모든 사람이 공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식품 오염을 방지하는 보호벽을 구축한다.
식품 준비 구역 방문 참관은 유용한 교육 및 홍보 수단이지만 방문 시기가 식품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참관 방문이 표준 또는 일상적인 작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작업 방해는 안전하지 않
은 식품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작업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 방문 일정을 정하면 오
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운영 시간 외 식품 및 기타 조달품이 배송되어 시설 내 지정된 장소에 인도하고 보관하는
경우, 책임자는 식품종업원이 해당 제품을 검사하고 적합한 공급처에서 요구된 조건으로, 적절
한 보관 장소로 배송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유통업자는 식품시설에 도착
즉시 종업원이 제품 수령을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냉장 또는 냉동 시설, 건조보관구역에
제품을 전달한다. 식품시설은 계약한 유통업체가 정상 운영 시간 외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쇠를 제공하기도 한다. 입고된 모든 식품은 식품시설 내 안전과 보안을 고려하려 적절한 방
법으로 적절히 보관되어야 한다. 예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냉장시설에 보관하고 41°F 이
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냉동식품은 냉동실에 보관되어야 한다.
허가되지 않은 식품시설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설 전체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주요 배송업체의 시설 접근 허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방어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fda.gov/Food/FoodDefense/default.htm를 참조한다.
책임자의 주요 의무 중 하나는 식품시설에서 조리나 냉각, 식품 온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온도 요구사항이 준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온도 준수에서 책임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종업원이 식품 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중요 온도 한계를 확인하고 식품을 필요 이상으로 고온
또는 저온으로 조리하거나 유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온도 모니터링에서 1) 동물성 식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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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생존 억제에 요구되는 최소 온도로 조리하고(2-103.11(G)), 2),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냉각하여 병원균 증식이나 독소 생성을 방지하며(2-103.11(H)), 3) 안전성을 위하여 온도 제
어가 요구되는 식품은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여 병원균의 증식과 독소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
한다(신규 2-103.11(I)).
식품 알레르기가 증가하면서 식품안전과 공중보건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국
인구의 대략 4%(1,200만명)가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음식점 및 소매 식품서
비스 관리자는 알레르기 반응과 아나필락시스, 사망을 포함하여 식품 알레르기의 심각성을 인
식할 필요가 있으며, 8가지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고 식품 알레르기 성분과 그 표시기
재를 이해하여야 하며 식품 준비 및 제공 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008년 식품보호위원회(CFP)는 2008-III-006에서 책임자 식품안전교육 의무에 식품 알레
르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제(M)호에서 설명한 책임자의 의무는 식품종업원
이 식품 알레르기 관련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는 식품안전교육의 의무를 포함하도록 확장된다.
(N)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식품 알레르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식
품종업원에게 적절한 식품안전 교육을 제공한다.”에 따라 업계는 식품종업원이 수행하는 작업
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모든 식품종업원이 인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
시되는 시험을 통과할 필요는 없다.
(O)에서는 식품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식품종업원이 책임자에게 본인의
건간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보고하는 데 있어 책임자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한다. 식품종
업원과 책임자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이 건강상태 정보 보고
의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에
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속서 7의 서식 1-B “조건부 종업원 또는 식품종업원의 보고 동의서” 또는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다른 주 정부 또는 지역 당국의 서식과 같이 모든 식품종업원과 조
건부 종업원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한 고지 받았다는 문서를 제공
하는 능력



각 종업원이 서식 1-B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교육훈련 프로그
램 이수하였다는 것을 문서화한 교육과정과 교육참가자 명단 등의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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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 서명, 휴대 카드 등으로 종업원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제도를 포함하여 종업원건강정책의 시행(더 자세한 정보는 부속서 3,
2-201 감염된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 부분을 참조한다)



모든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이 2-201.11(A)에 따라 식품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된 건강 상태나 활동을 책임자에게 보고할 의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
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공전 여러 부분에서 서면 작업지침서 또는 작업계획서 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공전
요구사항에 따라 작업지침서 또는 작업계획서를 개발 및 시행하는 관리자의 책임은 시설 책임
자의 의무와 연계된다. 이 새로운 조항은 계획서나 지침서 개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요구사항
이 아니며, 이 계획서나 지침서 개발을 통하여 식품시설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하
는 책임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이다. 계획서나 지침서의 개발을 요구하는 일부 공전
조항은 2-501.11, 3-301.11(D)와 3-401.14(F), 3-501.19와 5-205.14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궁극적으로 소매 수준에서 식품안전의 책임은 소매 및 식품서비스 운영자에게 있으며 효과
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업계는 다양한 도구를 활
용하여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를 능동적으로 관리 통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서면 지침서나 계획서의 개발과 이행은 식품시설에 내재된 위험인자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부속서 4 - 식품안전 관행 관리(1)(D)를 참조한다).
2-2

종업원 건강

전반적인 목표
이 절의 목적은 감염된 식품종업원으로부터 특정 바이러스와 세균이 식품으로 전파될 가능
성을 낮추는 것이다. 주된 문제가 질환이 있는 식품종업원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통해 쉽게 전
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식품공전에서는 종업원 건강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
고 있다. 그러나 임상 질환의 정도와 관련 위해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임상 상황에 따
라 계층화된 방식으로 제한 및 배제 구조를 설계하여 공중보건 보호와 더불어 종업원과 고용
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질환 정도는 네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수준이 공중보건 관점에서 잠재적인 위
해성이 가장 높고 네 번째 수준이 가장 낮다. 첫 번째 수준은 종업원이 직장에서 특정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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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구토, 설사, 황달)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식품종업
원으로부터 오염된 식품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병원체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종업원이 장티푸스나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증상 발생 후 14일 이내) 진단을 받은 경우도
첫 번째 수준에 해당한다.
두 번째 수준은 종업원이 우려되는 병원체 감염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해소되어 더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다. 세 번째 수준은 특정 병원체 감염으로 진단을 받
았지만 위장관계 증상이 전혀 발현되지 않은 경우와 연관된다. 네 번째 수준은 임상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식품관련 주요 병원체에 노출된 후 질병의 정상적인 잠복기에 있는 종업원과 관련
된다.
종업원의 질환이 첫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제한 및 배제 기준이 적용된
다. 질환이 첫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감염성 병원체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식품과 식품 사용자로 병원체가 전파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종업원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첫 번째 수준으로 간주한다.


진단받지 않았으나 설사나 구토 경험 증상



진단받지 않았으나 최근 7일 이내 황달 경험



장티푸스로 진단



황달 발생 7일 이내 A형 간염으로 진단받거나 기타 다른 증상의 경우 14일 이내 A
형 간염으로 진단, 또는



설사 또는 구토 증상을 보이고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O157 : H7 또는 기타 시가
독소 생성 대장균(STEC), 이질균, 또는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진단

장티푸스 또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진단은 1단계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병원균으로 진단받은
종업원은 위장관계 증상없이 대변으로 높은 수준의 병원균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변을 통한 A형 간염 바이러스 배출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최고 수준에 이른
다. 설사와 구토는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와 이질균 감염의 전형적
인 증상이나 장티푸스나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장티푸스 진단을
받은 경우 설사보다는 변비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황달이 항상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지표가 되지는 못한다. 황당 증상없이도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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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황달성). 짙은 소변과 옅은 색의 대변은 A형 간염 감염의 지표일 수 있지만 보고되지 않
을 수도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장티푸스나 A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식품 오염을 통
한 전파 가능성이 확인된 질병과 연관된 위장관계 증상을 보이는 종업원을 업무에서 배제하여
야 한다(이 부속서의 2-201.12절, 표 2-201.12 #1a 및 #1b 참조). 이 상황은 품으로 병원
균을 전파할 위해성이 가장 높은 첫 번째 수준에 해당한다.
주요 변원체 중 하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받았으나 증상이 해소되어 더 이상 증상이 없는
식품종업원도 감염원이 위장관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종업원은 증상이 발현 중인 종업원보다 감염원을 전파할 가능성은 낮으나 여전히 공
중보건에 위협 요인이다. 따라서, 감염원에 따라 일련의 배제(종업원이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
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및 제한(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조치가 이루어진다. 아 상황은 병원체의 식품 전파 위험성 측면에서 두 번째 수준에 해당한다.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전혀 발현되지 않은 무증상 종업원은 보통 식품매개 질병 발생조사
에서 미생물 검사를 통해 확인된다. 감염된 무증상 종업원이 미생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탐지되지 않은 채 지속해서 식품을 오염시켜 식품매개 질병의 발생 기간도 연장된다. 식품공전
에서는 종업원이 미생물 검사를 통하여 공전에 명시된 식품매개 병원균 감염으로 진단을 받았
으나 증상이 없으며 임상적으로 건강한 경우 제한 또는 배제 요구사항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한고 있다(2-201.12, 표3 참조). 배제나 제한 지침은 감염 종업원이 더 이상 식품매
개 병원체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한다. 아 상황은 병원체의 식품 전파 위험
성 측면에서 세 번째 수준에 해당한다.
일부 식품종업원이나 조건부 종업원은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보고하기도 한다. 식품
종업원이 식품종업원 모임에 참석하여 이질 발생과 연관된 음식을 섭취하였으나 양호한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종업원은 감염원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었다고 간
주되며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을 받은 종업원보다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해성은 낮다. 물론 노출
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 위해성은 높다. 잠재적인 노출이 보도된 경우 식품공전에서 제시하는
접근법은 감염원의 잠복기간(노출에서 증상발현까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설정된 제한 기간
은 특정 병원체의 평균 잠복기의 상한이다. 식품공전에서는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식품종업원에 대한 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종업원이
증상 발현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만 업무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추가적인 공중보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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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출된 식품종업
원은 개인 위생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증상 발현을 보고하도록 권고한다(2-201.12,
표 4 참조). 아 상황은 병원체의 식품 전파 위험성 측면에서 네 번째 수준에 해당한다.
이 구조화된 접근 방식에서는 배제 및 제한 정도를 감염된 식품종업원이 주요 병원체를 식
품에 전파할 위해성과 연계한다. 이 접근 방식은 공중보건 보호와 식품종업원 및 고용주의 요
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종업원 건강과 관련된 식품공전 조항의 목적은 전염성이 높은 식품종업원을 작업장에서 배
제하는 것이다. 여섯 종의 주요 병원체의 특성과 증상 및 무증상자의 감염원 배출과 관련하여
질병 전파 위해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이 조항은 또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증가와 해당 모집단에 대한 추가 보호를 제공할 필요
성을 설명한다.
종업원 건강 관련 요구사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 고용평등위원회의 지원과 의
견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수정되었다. 배제 및 제한 기준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 요구하는 전염성 질병 정보, 감염된 식품취급자에 의하여 오염된
식품이 매개하는 전염성 병원균 목록, CDC 웹 사이트에 게시된 그러한 병원균의 전염 방식,
전염병 관리 매뉴얼(19판, David L. Heymann, MD, Editor, by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Washington D.C., 2008)에 기초하여 고안되었다.
2-201

감염된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 제2-201항의 실무 적용

제2-201항의 정보는 식품매개 병원균이 식품에 전파될 위험성이 가장 클 때 식품시설 운영
자와 규제 관계자들이 감염된 식품종업원을 배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식
품시설 관리자는 2-201에 기술된 정보를 실무에 적용하여 식품종업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
고 효과적인 종업원 건강정책을 수집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당국은 아래 정보를 식
품시설 안전점검에서 제2-201항 요구사항의 이행 수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2-201항에 기초하여 종업원 건강정책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질병 또는 감염된
식품종업원에 의한 식품 오염과 식품매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책임자와 식품종
업원은 다음 정보를 숙지하고 시설 관리자나 규제 당국과의 면담 시 대화나 기타 수단으로 관
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규정 적용은 직접 관찰한 사항이나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상적인 상황이나 식품공전에 관한 지식에 관한 질문에 대한 책임자의 응답
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종업원건강정책을 고안하고 이행할 때 다음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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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야 한다.
1.

식품시설에서 종업원 건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식품종업원이 종
업원 건강정책을 알고 있으며, 서면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식품 종업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참고: 식품시설이 3-301.11(E)에 따라 사전 승인된 대체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종업원 건강정책은 식품공전 요구사
항이 아니다).

2.

식품시설에서 근무하는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은 특정 질환, 건강 상태, 증상,
또는 노출을 보고하여야 하는가?

3.

모든 종업원에게 보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가?

4.

식품종업원, 조건부 종업원 및 식품시설관리자에게 적용되는 보고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5.

조건부 종업원이 고용 제의 시 특정 증상이나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가? 그
렇다면 어떤 증상이나 질병에 관하여 물어보는가?

6.

식품종업원이 식품공전에 명시된 6종의 병원체 중 하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받은 사
실을 보고하는 경우 해당 식품종업원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모든 관리자는 진단
사실을 보고한 식품종업원에게 현재 증상 발현 여부를 가장 먼저 물어야 한다.)

7.

식품종업원이 나열된 병원균 중 하나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시설은 누구에게 이를 통
지하는가?

8.

식품시설에서 식품종업원을 배제하여야 하는 위장관계 증상은 무엇인가?

9.

조건부 종업원 또는 식품종업원이 보고해야 하는 노출 이력은 무엇입니까?

10. 식품 종업원이 위장 증상을 보고할 경우, 종업원은 어떤 기준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가?
보고대상 증상과 진단 및 보고 책임
2-201.11

책임자, 식품 종업원 및 조건부 종업원의 책임

식품시설의 적절한 운영 관리는 건강한 종업원을 고용하고 식품이나 다른 종업원에게 식품
매개 병원균을 전파할 위험성을 보이는 종업원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데서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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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자는 모든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이 목록에 수록된 증상이나 질병, 병원균으로
인한 증상, 병원균 노출 사실을 책임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식품종업원이 목록에 수록된 병원균 감염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보고한 경우 규제 당
국에 그 사실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이 보고 요구사항은 모든 식품안전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질환이나 의학적 증상
을 가진 식품종업원, 또는 공전에 수록된 병원체에 노출된 이력이 있는 종업원은 시설에서 준
비하는 식품을 통해 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 책임자는 식품매개 질병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전에 수록된 질병이나 증상을 갖고 있는 식품종업원이나 조건부
종업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일부 보고대상 증상은 책임자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식품종업원과 조
건부 종업원은 식품매개 질병 예방 책임을 공유하며, 수록된 증상 중 하나를 갖고 있거나 수록
된 병원체 중 하나에 노출된 경우, 또는 수록된 병원체에 의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책
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식품종업원은 제한 또는 배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건부 종업원은 향후 의료 질문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식품
종업원이다. 의료 질문이나 검사는 식품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잠재적
인 식품종업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년) 제1편에 따라 실시된다. 조건부 종업원은 매우 제한적인 업무일지라도 업무를
시작하는 즉시 식품종업원으로 간주된다. 조건부 종업원이 수록된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증
상을 보고하는 경우 책임자는 배제 조치 해제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조건부 종업원의 식품종
업원 전환을 금지하여야 한다(식품공전 2-201.13에 따라). 증상이 있거나 진단을 받은 조건부
종업원이 배제 조치 해제 기준을 충족한다면 식품종업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단 적
용되는 해제 기준은 증상이 있거나 진단을 받은 식품종업원에 적용되는 기준(식품공전
2-201.13에 따라)과 동일하여야 한다.
보고대상 증상:
소비자와 종업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부 종업원과 식품종업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는 책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공전에 나열된 증상은 CDC가 감염된 식품종업원이 식품
을 통해 전파할 수 있다고 확인한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경험하는 보편적인 증상이다. 나열
된 증상 중 하나라도 겪고 있는 식품종업원이 있다면 식품매개 질병의 전파 위험성이 높아진
다. 구토, 설사 또는 황달 증상은 분변-경구 경로 내 병원체 감염 가능성을 나타내며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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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높은 수준의 감염원을 배출할 수 있다. 식품종업원이 분변이나 구토를 통해 매우 많은
수의 병원균을 배출한다면 병원균이 식품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발열을 동반하는 인후통은 화농연쇄구균(Streptococcus pyogenes) 감염 가능성을 나타낸
다. 화농연쇄구균은 "연쇄상구균성인후염"이라고 알려진 흔한 감염증을 유발한다. 연쇄상구균성
인후염은 오염된 손에서 음식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전염성이 강한 연쇄상구균성인후염의 주
요 전파 경로이다. 오염된 우유와 알가공품을 매개로 전파된 연쇄상구균성인후염 발생 사례가
보고되었다. 식품은 감염된 식품종업원의 손이나 비강 분비물로 오염될 수 있다. 합병증이 없
고 치료받지 않을 경우 1021일 동안 전염성이 유지되며 화농성 분비물이 배출되는 상처를 치
료하지 않을 경우 수 주에서 수 개월 동안 전염성이 유지되기도 한다.
신체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병변과 달리 식품종업원의 손에 발생할 수 있는 화농성 병변은
황색포도알균을 직접 식품에 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손과 손목 부위 병변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장벽이 요구된다. 팔 부위 농포 병변은 일반적인 음식 준비 관행을 따를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단일 장벽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음식 준비 과정에서 팔의 노출 부분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 손과 손목 병변과 마찬가지로 이중 장벽이 요구된다. 신체의 다른
부분에 발생한 병변은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야 하지만 식품안전 관점에서 비투과성 붕대를 사
용할 필요는 없다. 식품종업원은 신체 다른 부분이나 코 점막에 발생한 농포성 병변과 접촉하
는 손과 손가락이 황색포도상구균을 식품에 전파할 수 있는 직접 경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감염된 상처에 붕대를 감고 장갑을 착용한 경우 식품종업원은 감염된 상처를 책임자에게 보
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처를 붕대로 감지 않았다면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장애인법 제1편(Title 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미국장애인법 제1편에서는 고용인에게 조건부 고용 연장을 제안하기 전에 의료 검진과 장애
여부, 장애의 특성, 중증도와 관련된 질문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과 이와 관련된 식품
공전의 요구사항에 따라 허가소지자와 식품시설 책임자는 지원자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문의하
기 전에 조건부 고용을 먼저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ADA에 따라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와 장애가 있는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수준
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편의 조치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절차, 직무 수행 방식이나 업무와 관련된 다른 부분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ADA에서 장애는 심각하고 장기적인 신체 상태를 의미한다. 식품공전에 나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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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감염으로 인한 질병은 대부분 지속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ADA에서 정의한 장애로 분
류되지 않는다. 또한 식품공전에서 언급한 위장관계 증상은 대부분 그 증상만으로는 장애로 간
주될 만큼 지속 기간이 길거나 심각하지 않다. 물론 일부 증상은 크론병이나 암과 같이 ADA
장애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심각한 상태와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식품 고용주는 종업원의 장티푸스(살모넬라 타이피 감염) 진단이나 식품공전에 명시된 위장
관계 증상 발현을 인지하는 즉시 식품공정 조항에 따라 해당 종업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
다. 배제된 종업원은 업무 배제 대신 ADA에 따라 합리적인 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
청을 받은 고용주는 먼저 해당 종업원에게 질병이나 증상에 따른 장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여
야 한다(또는 다른 ADA 장애에 의하여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사실). 종업원이 ADA 장애를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고용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공전 조항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업무 배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종업원이 식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질병 전파 위험
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장 내 편의 조치가 없을 경우



모든 합리적인 편의 조치가 고용인의 영업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종업원의 적격성을 고려하여 재배치할 수 있는, 식품을 취급하지 않은 업무에 공석이
없다.

예시 1: 백화점 내 카페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장티푸스(살모넬라 타이피 감염) 감염 진단
사실을 고용인에게 보고한다. 고용인은 식품공전 요구사항에 따라 즉시 해당 종업
원을 업무에서 배제한다. 종업원은 장티푸스가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
으로 ADA 장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배제 대신 합리적인 편의 조치를
요구한다. 고용인은 어떤 합리적인 편의 조치도 식품을 통한 장티푸스(살모넬라 타
이피 감염) 전파 위험성을 완전이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배제 해제 요청을 거
부한다. 그러나 백화점 내 다른 부서 사무직에 공석이 있으며 해당 종업원이 적절
한 자격을 갖추었다. 해당 종업원을 공석인 사무직에 재배치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종업원
을 재배치하지 않고 배제 조치를 유지한다면 ADA 위반에 해당한다.2

2 ADA 장애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이 식품공전이 채택된 관할권 내에서는 식품공전 2-201.13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면 배제나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236

부록_제3. 공중보건근거/행정 가이드라인

예시 2: 식품종업원이 설사 증세를 보여 업무에서 배제된다. 종업원은 설사 증상이 크론병 때
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이 종업원은 오랜 크론병 병력을 갖고 있으며 ADA
장애를 가지고 있다. 크론병은 전염병이 아니며 식품을 통해 전파되지 않는다. 식품을
통한 질병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어떠한 합리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식
품공전 조항에 따른 배제 조치를 해제되어야 한다. 물론, 손과 팔 개인위생에 관한 식
품공정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종업원은 화장실을 사용한 후 그리고 기타 명시된
상황에서 손과 노출된 팔 부위를 청결히 세척하여야 한다(2-301 조항).
조건부 종업원에게는 다소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조건부 종업원이 식품공전에 수록된 질병
이나 증상을 보고하고 해당 질병이나 증상이 ADA 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채용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가 식품 취급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치를 통하여 식품을 통한 질병 전파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영업에 부적절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합리적인 조치로 해당 조건부 종업원을 고용하여 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업무에
배정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여기서 제공하는 ADA 관련 정보는 고용주에게 ADA와 관련 CFR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함
이다. ADA와 관련 요건에 관한 추가 정보는 이 공전 관련 부분과 부속서 2에 수록된 참고문
헌을 참조한다. 또는 미국 평등고용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FDA 식품공전과 ADA의 관계와
상호 연계는 고용평등위원회가 발간한 “미국장애인법 준수: 식당과 기타 식품서비스 종업원을
위한 가이드(How to Comply with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 Guide

for Restaurants and Other Food Service Employers, http://www.eeoc.gov/facts/
restaurant guide.html 또는 http://www.eeoc.gov/facts/restaurant guide summary.
html )를 참조한다.
지원자 및 식품종업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식품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종업
원을 식별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허가소지자는 지원자와 식품종업원에게 건강 상태 변화를
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의 중요성을 설명할 책임을 가진다. 보고받은 책임자는 식품매개
질병의 전파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건부 고용이 연장된 지원자와 식
품종업원은 노출 이력, 의학적 증상 및 과거 앓았던 질환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록된 증상은
감염된 식품종업원이 식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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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미국 장애인법 103(d), 공법 101-336에 따라 장관은 식품 공급을 통해 전염되는
전염성 및 전염성 질병 목록을 게시하고 매년 목록을 검토 및 갱신하여야 한다. CDC는
2012년 11월 웹사이트에 감염된 식품 취급자에 의하여 오염된 식품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병원균과 전파(Pathogens Transmitted by Food Contaminated by Infected Persons
Who Handle Food, and Modes of Transmission of Such Pathogens)를 게시하였다.
목록은 CDC 웹사이트(https://www.cdc.gov/foodsafety/pdfs/ada2017 transmittedby
food final.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추가 정보를 토대로 최종 목록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
감염된 식품 취급자에 의하여 오염된 식품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병원균과 전파 방법
일부 병원균은 빈번히 감염된 사람에 의하여 오염된 식품을 매개체로 전파된다.
설사, 구토, 개방된 피부 상처, 종기, 발열, 짙은 색의 소변이나 황달 등의 징후나 증상은
식품 취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병원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식품
취급자가 특정 상황(화장실 사용 후, 날고기 취급 후, 오염 세척 후, 쓰레기 운반 후)에서 손을
씻지 않거나 깨끗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깨끗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
우 이러한 병원체의 식품매개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이 매개하지 않는 사람 사이 전파도
이러한 병원균의 주요 전파 경로이다.
일부 병원균은 보통 식품이 자체적으로 오염되었거나 생산, 가공 또는 운송 과정에서 교차오
염된 경우 질병 발생을 초래하지만, 감염자가 식품을 취급하여 오염되기도 한다. 감염자에 의
하여 전파된 세균성 병원균은 종종 식품이 부적절한 온도로 유지되었을 때 감염량 수준으로
증식하여 질병을 유발한다. 급성 설사증을 보이는 사람과 식품 접촉을 방지하여 이러한 병원균
의 전파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감염된 식품 취급자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는 대표적인 병원균은 다음과 같다.
아스트로바이러스(Astroviruses)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캄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크립토스포르디움 종(Cryptosporidium species)
이질 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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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 대장균(Enterohemorrhagic E. coli)
장독소생성 대장균(Enterotoxigenic E. coli)

지알디아편모충(Giardia intestinalis)
A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Nontyphoidal Salmonella)
노로바이러스(Noroviruses)
로타바이러스(Rotaviruses)
살모넬라 타이피(Salmonella Typhi*)
사포바이러스(Sapoviruses)
시겔라 종(Shigella species)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화농연쇄구균(Streptococcus pyogenes)
유구조충 - 낭충증(Taenia solium - cysticercosis)

콜레라균(Vibrio cholera)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 카우프만-화이트 분류에 따른 살모넬라 혈청형

6개 주요 병원규:
CDC는 식품공전에 수록된 6개의 병원균을 감염성이 높으며 감염된 식품종업원에 의한 식
품 오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주요 병원체로 지정하였다. CDC는 병원균에 감염된 식품종업
원이 관련되었다고 확인된 보고 사례와 감염에 따른 의학적 심각성을 기준으로 주요 병원체를
지정하였다.
다음은 CDC가 웹사이트에 발간한 전염성질병관리 매뉴얼(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Manual) 19판과 FDA Bad Bug Book 2판에서 발췌하였으며 아래 수록된 6개
병원균의 병원성, 감염성 및 공통 증상에 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속, Caliciviridae과)는 작은(27~40nm) 둥근 구조의 외피가 없
는 바이러스로 단일 가닥 RNA를 가지고 있다. 유전적으로 다양하며 최소 5개의 유전자 그룹
(GI~GV)으로 분류되며 유전자 그룹은 최소 35개의 유전자형으로 세분화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며 유행성 및 산발성 위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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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식품, 물 또는 환경 표면을 통한 직접적인 대인 접촉과 간접적인 전
염을 포함하여 주로 대변-구강 경로를 통하여 전파된다. 구토물-구강 전파는 직접 섭취 또는
환경 오염에 따른 에어로졸화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식품매개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익히지 않은 식품이나
즉석섭취식품과 접촉하는 식품취급자가 식품매개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의 주요 요인이다. 생산
과정에서 생산품과 패류도 노로바이러스로 오염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이차 전파도 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환경 내에서 안정적이며 냉동 및 가열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완전히
조리하는 경우는 사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 살균제에 내성을 가지며 표면에서 최
대 2주까지 생존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손 위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예: 설사나 구토)을 보이는 식품종업원의 배제가 매우 중요하다.
잠복기: 자원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잠복기 범위는 10~50시간으로 나타났다. 식품
매개 노로바이러스 감염 집단발생에서 잠복기 중앙값은 33시간이다.
증상 및 합병증 급성 구토, 묽은 비혈성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또는 이러한 증상의 조
합 낮은 수준의 발열과 몸살을 경험할 수 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24~72시간 지속된다. 노
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일반적으로 자한성(self-limited)이며 심각한 장기 후유증이 없다. 젊은
층과 고령 환자에서 탈수가 흔한 합병증이다. 자원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노로바
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최대 30%가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사용되는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 경구 또는 정맥 내로 수액제를 투여
하여 체액 및 전해질 손실을 보충하는 지지요법이 사용된다. 과거 노출 이력으로 장기 면역이
형성되지 않으며 평생 반복해서 감염될 수 있다.
감염력: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높으며 18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사람 한 명을 감염
시키는데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다.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도 배출(shedding)이 발생할 수 있으
나, 보통 증상이 시작되면서 배출이 시작되고 노출 4일 후 최고조에 달하며 회복 후에도 3주
동안 배출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회복 후 지속된 배출기에 감염성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질병의 급성기에 전염력이 가장 높다. 증상 및 무증상 감염 모두에서 최대 바이러스 부하는 분
변 1g당 1천억 개의 바이러스 입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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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NONTYPHOIDAL SALMONELLA)
살모넬라 타이피나 살모넬라 파라타이피 A가 아닌 다른 혈청형
2013년 개정된 FDA 식품공전에 따르면, 식품종업원은 비장티푸스 살모넬라(NTS) 감염 진
단을 보고하고 책임자는 NTS 진단을 받은 식품종업원을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업무 복
귀를 위해서 배제된 식품종업원은 보건행위자로부터 NTS 치유되었다는 서면 진단서를 받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장티푸스 살모넬라(NTS) 엔테리카 혈청형은 가장 흔한 식품매개 질병의 감염원이다.
NTS는 주로 가정 내에서 감염되는 식품매개 질환으로 매년 100만 건 이상 유발하는 것으
로 추정되며(Scallan 외, 2011), 미국에서 식품매개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의 주요 원인
이다(Barton-Behravesh 외, 2011, CDC 2011).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많은 식품매개 병
원균에 의한 발병률이 감소한 반면, FoodNet 감시가 시작된 이후 1996~1998년 기간 NTS
감염 발생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CDC 2011). 따라서 NTS 감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상업용 식품시설은 NTS 집단감염이나 산발적인 감염 모두에서 NTS 전파가 이루어지는 주
요 환경이다. 1998~2002년 기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고된 살모넬라 엔테리카 감염 사
례는 585건으로 전체 세균 감염 사례의 49%를 차지하였다(Lynch 외, 2006). 살모넬라 감염
의 46%는 식품점과 델리시설에서 발생하였다(Lynch 외, 2006). 2009~2010년 기간 243건
의 살모넬라 감염이 CDC에 보고되었으며 세균성 식품매개 질병의 51%를 차지하였다. 상업용
식품시설에서 살모넬라증이 발생하면 신선한 농산물이나 덜 익힌 동물성 식품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전파되거나 식품 간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NTS 발병 조사에서 식품종업원이 감염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식품
종업원에 의한 전파를 강력히 시사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Ethelberg 외, 2004, Greig 외,
2007,

Hedberg

외,

1991,

Hedican

외,

2009,

Hundy와

Cameron

2002,

Khuri-Bulos 외, 1994, Maguire 외, 2000, Medus 외, 2006, Todd 외, 2007a,
2007b).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식당 연루 살모넬라증 사고 연구에서(Medus 외, 2006), 감염된 식품
종업원이 주요 감염원이라는 사실이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첫째,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일부(39%)만을 특정 식품 전달체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특정 식품 품목이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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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식품 취급이 감염 발생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감염 발생 사례의 대
다수(83%)에서 NTS에 감염된 식품종업원이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을 보고한 감염된 식품종업
원은 1개월 동안 대변으로 NTS를 배출하였다. 연구의 저자들은 식당에서 발생한 살모넬라 사
고의 원래 발생원인과 상관없이(예: 익히지 않은 육류나 알) 식품종업원이 종종 NTS의 병원소
로 손님들에게 NTS를 전파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식품종업원의 증상 및 노출 등 이력을
평가하고 대변 검체를 검사하여 감염된 식품종업원을 식품시설에서 배제 또는 제한하는 관리기
준이 음식점 관련 살모넬라증 발병을 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발견된 살모넬라증이 있는 식품종업원 대상 연구(Medus et al.
2010)에서 문화적으로 확인된 살모넬라균 감염자의 2.2%가 식품종업원이었으며 이들 감염자
사례의 확인은 수많은 발병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였다. 저자는 살모넬라증 발병이 보고되
면 식품종업원을 신속히 식별하여 추적하는 접근법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조기에 발견
하고 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 식품 준비 의무가 제한된
여종업원, 서버, 바텐더 및 다른 사람들조차도 식당 내에서 전염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식품종업원이 살모넬라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감시
를 통해 확인된 사람들은 작업장에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높은 의심 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설
명한다. 식품서비스 관리자는 감염된 식품종업원의 배제 또는 업무 제한을 포함하여 예방 및
통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종업원 사이의 살모넬라 유사 질병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NTS 생물학과 살모넬라증의 역학은 매우 복잡하며, 이 측면에서 식품종업원은 문제의 과소
평가된 부분일 수 있다. 미국에서 NTS 감염의 발생률을 줄이려면 상업용 식품시설에 대한 집
중적인 예방 조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식품종업원을 NTS 주요 전파원으로 고려하여 예방 및
관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특성: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NTS) 엔테리카는 살모넬라증이라는 설사 질환을 일으키
는 세균이다. NTS는 장 질환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120
만 건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42,000건이 배양을 통해 확인된 사례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고된다.
살모넬라는 동물이나 사람의 장에 서식한다.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대변으로 오염된 물,
음식, 토양 또는 표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사람은 다음 경로로 살모넬라에 감염될 수 있다.


세균으로 오염된 음식 섭취 오염된 식품은 종종 소고기, 가금류고기, 살균되지 않은
원유나 알과 같은 동물성 식품이다. 과일과 채소도 오염될 수 있다. 모든 식품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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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된 식품 취급자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


가축, 반려동물(파충류, 양서류, 병아리, 오리 새끼 등), 동물 배설물, 또는 동물 환경
과 접촉



오염된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오염된 물체를 입에 넣는 행위



오염된 물 섭취

대부분의 감염은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 발생한다.
잠복기: 증상은 세균에 노출된 후 12~72 시간 후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람
에서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
증상 및 합병증: 살모넬라증의 증상은 설사, 복부 경련 및 발열이다. 이 질병은 보통 4~7일
지속된다. NTS 감염 환자는 대개 별도의 치료없이 회복된다. 그러나 약 20%의 감염자는 질
환이 심해 입원이 필요하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질환이 중증인 NTS 감염은 장에서 혈류로,
그리고 다른 신체 부위로 퍼질 수 있으며 항생제로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매년 약 400건의 치명적인 살모넬라증 사례가 발생한다. 소수의 NTS 감염 환자에서
는 치료 후에도 관절염과 같이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고통받는다.
살모넬라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는 전형적인 장 질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생제는 일
반적으로 질환 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균자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침습성 (장외)감
염이 발생한 환자와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 고령자 또는 침습성 감염에 취약한 특정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은 항생제 치료가 권고된다.
감염력: NTS의 최소 인체 감염량은 보통 100~1,000개로 알려졌다. 그러나 10개 미만의
유기체가 집단발생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NTS에 감염되면 급성기 이후에도 대변을 통해 NTS 배출이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
한 지속성은 종종 일시적인 보균자 상태라고하며 "배출(shedding)”은 대변을 통한 살모넬라균
의 방출을 의미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대변을 통한 배출 기간의 중앙값은 급성 위장염 발생 후 4~5주로 보고되
었다. NTS에 노출되었지만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일시적인 NTS 보균자가 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된 사람보다 NTS 배출 기간이 짧다. NTS 보균자는 간헐적으로 대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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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세균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균제 치료로 배변을 통한 NTS 배출을 억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배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살모넬라 타이피(Salmonella Typhi*)
살모넬라 엔테리카 아종 엔테리카 혈청형 타이피(흔히 살모넬라 타이피)는 전신 세균성 질환
을 일으키며 사람이 유일한 숙주이다. 미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살모넬라 감염은 500건 미만으
로 비교적 드물게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장티푸스는 발생 사례는 1,700만
건으로 추정되며 매년 약 60만명이 장티푸스로 사망한다. 현재 산업화된 선진국에서 살모넬라
타이피 감염 사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유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항생
제 내성균의 비율이 매우 높다.
잠복기: 일반적으로 1~3주이지만 노출 후 2 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
증상 및 합병증: 대표적인 증상은 103~104°F에 이르는 고열, 무기력증, 복통 및 설사 또
는 변비를 포함한 위장 증상, 두통, 통증, 식욕 부진이다. 종종 납작한 장미색 반점 형태로 발
진이 발생한다. 다른 조직과 기관에서 집락화가 발생하면 패혈증이나 심내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치료가 어려운 패혈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담낭에 만
성 감염이 발생하면 감염된 사람이 보균자가 될 수 있다.
감염력: 최소 감염량 세균 세포 1,000개 미만으로 추정된다. 살모넬라 타이피에 감염되면
배설물에서 막대균이 검출되는 동안 감염성이 지속된다. 감염성은 보통 감염 첫 주에서 회복기
까지 유지되며 지속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다. 치료를 받지 않은 장티푸스 환자의 약 10%는
증상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균을 배출하고 2~5%는 영구적인 보균자가 된다.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대장균 O157:H7은 대표적인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STEC)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식품매
개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대장균 O157:H7은 동물원성 감염균으로 소 및 기타 반추 동물에
서 유래한다. 그러나 대장균 O157:H7은 또한 사람 사이에서도 쉽게 전파되므로 오염된 원료
와 질병에 걸린 식품종업원 모두 식품매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른 STEC 혈청형도 미국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질환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장균
O157:H7보다 비중이 낮다. 미국에서 발생한 식품매개 질병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연관된 다
른 혈청형은 O26, O111, O103, O45 및 O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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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에서 STEC는 임상시험실에서 시가 독소를 생산한다고 확인된 모든 대장균을 포함
한다. 거의 200여개의 O:H 조합 대장균이 시가 독소를 생성한다고 알려졌다. 식품공전 정의
는 출혈성대장염(예: 혈성설사) 또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과 같이 인체 질병으로 특별히 주
목하지 않았던 질병을 포함하여 모든 STEC를 포함한다. STEC 감염은 무증상인 경우도 있으
나 일반적으로 혈성설사(출혈성대장염)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또는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
반증(TTP)과 연관된다. [참고: "장출혈성"(EHEC) 대장균은 시가 독소를 생성하고 장내 상피세
포에 부착(“attaching and effacing”할 수 STEC의 일종이다]
잠복기: 증상은 보통 노출 후 3~4일에 시작되지만, 개인에 따라 1~9일이 걸리기도 한다.
증상 및 합병증: 출혈성대장염은 심한 경련(복통), 메스꺼움 또는 구토와 설사가 특징으로
초기에서는 수분 함량이 높은 설사에서 점차 혈성설사로 진행된다. 설사증이 극심할 경우
15~30 분마다 혈변을 보기도 한다. 발열은 보통 없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다. EHEC의 감염
은 무증상에서 경미한 설사가 특징이나 경우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
다((예: 출혈성대장염, 용혈성요독증후군). STEC 감염의 3~7%가 HUS로 진행된다.
감염력: 대장균 O157:H7은 10~100개 세포로 매우 낮다. 5세 미만의 소아에서 가장 빈번
하게 발생하며 HUS로 진행될 위험도 가장 높다. 고령자의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더 크다. 대
변을 통한 STEC 배설 기간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1 주 이하지만 감염된 소아의 1/3에서
는 최대 3주 또는 그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이질균(SHIGELLA SPP.)
세균성 이질증으로 알려진 급성 세균성 질환을 유발하고 주로 사람에게 발생하지만 원숭이
와 침팬지 같은 다른 영장류에서도 발생한다. 이질균 감염은 미국에서 연간 30만 사례가 발생
한다고 추정되며, 주요 감원균은 S. flexneri, S. boydii, S. sonnei 및 S. dysenteriae,
네 혈청형으로 지리적 분포와 병원성이 다르다.
이질균은 전염성이 높고 병원성이 강하다. 교도소, 정신병원, 어린이집, 난민 캠프와 같은
시설을 포함하여 개인위생이 열악한 과밀 조건에서 감염이 발생하며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
성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식품종업원의 손으로 통해 대변으로부터 물과 RTE 식품이 오염되
는 것은 질병 전파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제내성 시겔라(S. dysenteriae 1형 포함)가 보고되고 있다. 항생제 내성
증가에 대한 우려로 세균성 이질 치료에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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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 8~50시간
증상 및 합병증 복통, 설사, 발열, 메스꺼움 및 때때로 구토, 후중기, 독혈증 및 경련이 대
표적인 증상이다. 점막 궤양으로 인한 혈액, 고름 또는 점액이 대변에 섞여 나온다. 이 질병은
보통 자기 제한적이며 평균 5~7일 지속된다. 감염이 소아의 직장 출혈, 극심한 탈수 및 발작
을 유발하기도 한다. Shigella dysenteriae 1형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반응성관절염, 장천공 및 용혈성요독증후군과 같은 다른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감염력: 인체 감염량 낮아 10개의 세균 세포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숙주의 나이와 건강 상
태에 따라 감염량은 다를 수 있다. 감염력은 급성 감염 기간 동안 그리고 감염원이 더 이상
대변에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보통 4주 이내에 발생한다. 무증상 보균자도 감염력을 가지며
드물게 보균자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
A형 간염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HAV)는 27 나노미터 크기의 피코르나바이러스(양성가닥 RNA, 비외피
형 바이러스)다. A 형 간염 바이러스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로 분류된다. HAV 감염의 정확한
발병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는 장관으로 침입하여 간으로 운반되는 것으로 보인
다. 바이러스 복제는 간세포에서 이루어지며 바이러스 입자는 담즙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추
측된다.
가장 일반적인 전염 경로는 HAV는 대인 접촉을 통한 대변-구강 경로이다. 보고된 A형 간
염 사례의 위험인자로는 다른 감염자와 대인 또는 성적 접촉, 불법 약물 사용, 동성애 남성 간
성적 접촉, 풍토병 국가로 여행 등이 있다. 배설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도 일반적인 발
병 원인이다. 그러나 보고된 사례의 약 50%는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HAV 감염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 환경 위생 및 위생 관행이 양호한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모든 HAV 감염이 소아에서 발생하며
증상이 없거나 경증 질병을 유발한다. 그 결과 개발 도상국에서는 A형 간염(황달 증상이 있는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출생한 성인의 90% 이상이 혈청 양성
반응을 보인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무증상 감염이나 경미하고 인식할 수 없는 HAV 감염을 앓고 있기 때문
에 어린이는 HAV 전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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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HAV 감염은 질병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장 발생 빈도가 높다. 제대로 보
고되지 않은 감염 및 진단되지 않은 감염을 제외하면 약 61,000 건의 HAV 감염 (A 형 간염
및 무증상 감염 사례 포함)이 2003년에 발생하였다.
HAV 예방접종: 면역글로불린(IG)은 A 형 간염에 대하여 수동적 사전노출 면역 예방에 사
용된다. IG 투여 후 즉시 면역되어 접종 후 3-5개월까지 면역이 유지된다. IG는 노출 후 14
일 이내에 투여되는 경우 노출 후 면역 예방으로 투여될 때 HAV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
이다. 식품종업원의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 보통 동료들에게 IG 예방접종을 한
다. A 형 간염 백신(포르말린으로 비활성화되고 희석된 HAV 변종)을 사용한 능동적 면역 예
방은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접종자의 95% 이상에서 면역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종업원에게 A형 간염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만 비용효율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일반 권고사항이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방접종이 적절할 수 있다.
잠복기: 평균 28~30일(범위 15~50일)
증상 및 합병증 A형 간염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두통, 피로와 같은 증상으로
시작된다. 발병과 동시에 황달, 짙은 소변 또는 밝은 색의 대변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질병이
진행되면서 며칠 내 발현되기도 한다. 청소년 및 성인에서 HAV 감염은 황달을 동반한 임상
질환(즉, A형 간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보통 갑작스럽게 발병한다. 젊은 성인의 경
우 76~97%에서 증상이 발현되고 40~70%는 황달을 경험한다.

황달은 보통 위장 증상이

나타난 후 5~7일 후 발생한다. 무증상 감염의 경우,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ALT) 검사와 같은
시험실 검사를 통해서만 간 감염을 확인할 수 있다. 중증도는 경증에서 전격성간염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며 지속 기간은 1~2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보고된 사례의 10~15%가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되는 재발성 간염이다. 중증도는 종종 나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대부분
은 후유증이나 재발없이 완전히 회복된다. 보고된 사망률은 0.1~0.3%이며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1.8%까지 높아질 수 있다.
진단: HAV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IgM 항HAV 혈청 검사가 필요하다. IgM 항HAV는
대부분의 감염자에서 발병 후 6개월 이내에 감지되지 않으나 일부는 급성 감염 후 수년간
IgM 항HAV 양성 반응을 보인다. 총 HAV 항체(유일하게 허가된 혈정검사법)는 급성 감염 중
에 검출될 수 있지만 회복 후 그리고 환자의 남은 여생 동안 양성으로 유지된다.
감염력: 정확한 HAV 감염량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입자 10~100개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바이러스 입자는 높은 밀도(106~108/gm)로 환자의 대변으로 배출되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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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후 최대 36일 동안 이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졌다.
감염력은 잠복기 후반기에 최고조에 이르며 황달 발생 후 며칠 동안 지속된다. 대부분의 경
우 황달 발생 일주일 후에는 비감염성이다. 대변을 통한 HAV 만성 배출은 보고되지 않았다.
HAV는 증상이 나타나기 1~2주 전 대변을 통해 최고 수준으로 배출되며 간 기능 장애나 증
상이 나타난 후에는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간 기능 장애나 기타 증상은 HAV에 대한 순
환 항체가 최초 나타날 때 동시에 나타난다. 감염 후 면역은 평생 지속되며 예방접종 후 면역
력은 최소 20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출 이력 보고: 노출 이력에 보고 요구사항은 노로바이러스, 이질균, 대장균 O157:H7, 또
는 STEC, 장티푸스, HAV에 감염되어 체내에서 균이 배양될 수 있는 종업원을 식별하기 위하
여 고안되었다.
노출을 신고하는 종업원 중 제한 대상은 누구인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NTS)에 노출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감염에 취약한 집단에 식
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 종업원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NTS)에 노출된 종업원들은 왜 제한을 받지 않는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종업원의 경우 감염·진단된 종업원의 노출 이력만
으로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역학적인 증거에 따라 노출 이력만으로 종업원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노출을 구성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노로바이러스, 이질균,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장티푸스 또는 HAV에
감염되어 다른 소비자로부터 오염된 식품 섭취



집단감염과 관련된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그러한 환경에서 근무한다.



질병이 있고 감염 진단을 받은 가족 구성원과 밀접하게 접촉한다.

A형 간염 바이러스 노출을 보고하고 HSP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제한 조치 외 다른 지침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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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면역이나 IgG접종을 통해 생성된 면역력은 노출된 종업원의 A형 간염 감염을 예방
한다.



우리의 HSP의 기준 정의는 HAV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HAV에 감염된 6세 미
만의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다. 상당수의 감염되기 쉬운 노인들은 심각한 질
병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대부분은 이전 감염에 의해
HAV로부터 보호된다.

제한 기간은?


제한 기간은 가장 최근 식품 또는 가족 구성원에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전염성 질환
통제 매뉴얼에 정의된 병원체의 통상적인 잠복기 동안 지속된다. 종업원이 병원체를
배출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이다.
о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가장 최근 노출 후 48시간

о

이질균의 경우, 가장 최근 노출 후 3일

о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의 경우, 가장 최근 노출 후 3일

о

장티푸스(살모넬라 타이피)의 경우, 가장 최근 노출 후 14일

о

HAV의 경우, 가장 최근 노출 후 30일

진단받은 가족 구성원과 접촉한 경우 제한 기간은?


노로바이러스, 시겔라종,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장티푸스(S. 장티푸스)
또는 HAV로 인한 감염으로 인해 가구원이 증상을 보이는 기간



또한 해당 병원체의 일반적인 잠복기는 다음과 같다.
о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증상기 + 48시간

о

이질균의 경우, 증상기 + 3일

о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의 경우, 증상기 + 3일

о

장티푸스(살모넬라 타이피)의 경우, 증상기 + 14일

о

HAV의 경우, 황당 증상 시작 후 30일

다른 식품 종업원에 대한 노출이 보고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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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이력을 신고하지만 HSP 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종업원의 경우 질병 보고,
RTE 식품 맨손 접촉 방지, 적절한 손씻기 및 개인 위생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2-201.12

배제 및 제한2

조건부 종업원들에 대한 조치는 2-201.11의 공중보건 근거를 참조한다.
설사와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식품 오염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식품종업원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품 오염 위험성을 높이므로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종업원이 구토나 설사 증세를 보이고, 임신 초기 비감염성 질환이나 크론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병원성 미생물의 전염 위험은 미미하다. 이 경우 식품종업원이 증상이 비감염성 질환에 기인하
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완전한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식품종업원은 해당 증상이 감염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의료 문서나 기타 문서를 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장티푸스(살모넬라 타이피)와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성(침입 및 증식 능력) 또는 병원성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둘 중 하나 감염되었다고 진단받은 식품종업원
은 증상 발현과 무관하게 식품시설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배제 조치는 병원균의 높은 감염성이
나 감염될 경우 예상되는 질환의 중증도에 근거한다. 노로바이러스, 이질균, STEC, 또는 비장
티푸스성 살모넬라(NTS)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식품종업원이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을
보일 경우 업무에 배제되고, 병원체 전염 위험도성이 낮아진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2-201.12, 표 #1b, #2, #3 참조).
감염 진단을 받았으나 무증상인 식품종업원이나 조건부 종업원이 식품매개 병원체를 전파할
위험성은 증상 해소와 함께 감소한다. 이 위험성은 목록에 있는 병원균으로 진단받았지만 증상
이 나타나지 않은 종업원들은 위험성이 더 낮다. 위험성 감소는 진단받은 식품종업원을 배제·
제한할 때 고려되며, 그에 따라 식품종업원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위장증상과 관련해서는 무증상(2-201.12, 표2 참조)이 고려 대상이다.
증상이 사라진 후 NTS에 감염된 식품종업원에 적용되는 제한 기준은 국가 수준에서 확립되

2

미국장애인법 제 1 편 조항에 따라 합리적인 배려 조치로 질병 전파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종업
원 배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배려 조치로 해당 종업원을 주변에서 식품 작업이 수행되지
않은 업무에 배정할 수 있다. 배제된 종업원이 합리적인 배려 조치를 요청할 때 고용주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부속서 3, 2-201.11 에서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단, 이 부속서에서 ADA 관련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는 없다. ADA 와 식품공전의 배제 및 제한 요구사항이 상충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평등위원회에 문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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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간의 NTS의 방출 기간, 식품종업원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와 식품종업원이 아픈 동안 일한다는 증거(Green et al. 2005), 부적절한 손 위생 관행
증거(Green et al. 2006; US FDA 2004)를 고려할 때 식품종업원의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
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중 보건조치이다. 적어도 식품종업원 및 관리자와 전파 가능성과 예방
방법을 상의하여야 한다.
일반인보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종업원들로부터 NTS 전염 위험성이 더 높다
는 역학적인 증거는 없다. 최근의 증거들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 또는 전염성이 없는 집단
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을 제한하는 것이 NTS의 전파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로 충분하다
는 것을 시시한다. 또한, 감염된 식품취급자가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증 발생과 연관된 사례는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시
설에서 발생한 사례보다 훨씬 더 빈도가 낮다. 예를 들어 1998년부터 2011년 사이 CDC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양로원 시설에서 발생한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증은 41건, 병원에서는
16건에 불과하였으나 식당이나 델리식품점에서는 731건이 발생하였다. 보호 시설에서 제공하
는 음식이 아닌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일반인들 중에는 감염에 매우 취약한 사람들이 많다. 감
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에 더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은 현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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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 2-201.12

결정 분지도 1. 식품공전에 명시된 증상을 보고한 식품
종업원과 증상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보고하는 식품종업
원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약어: 결정 분지도 1
STEC =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HSP = Highly Susceptible Population,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
NTS = Nontyphoidal Salmonella,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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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 2-201.12

결정분지도 2a. 무증상이나 공전에 등록된 진단을 보고한
식품종업원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약어: 결정분지도 2a
STEC =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HSP = Highly Susceptible Population,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
NTS =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253

FDA Food code 2017

2-201.11 / 2-201.12

결정분지도 2b. 공전에 등록된 노출 사실을 보고한 식품
종업원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약어: 결정분지도 2b
STEC =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HAV = A형 간염 바이러스
HSP = Highly Susceptible Population,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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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표 1a: 식품종업원이 증상을 보일 경우 요구사항 요약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은 책임자에게 증상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진단받은 조건부 종업원이 식품공전 2-201.13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식
품종업원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제 또는 제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

증상

구토

배제
2-201.12(A)(1)

배제 또는 제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

증상이 있는 식품종업원의
배제 또는 제한 해제

업무 복귀를
위하여 RA
승인이
요구되는가?

배제
2-201.12(A)(1)

식품종업원이 24시간 이상 무증상이고
의료 문서를 제출한 경우
(2-201.13(A)(1))
진단받지 않은
예외: 노로바이러스, 시겔라균, STEC,
경우
HAV, 또는 장티푸스 (살모넬라
타이피) 감염으로 진단(표 1b
& 2 참조)

설사

배제
2-201.12(A)(1)

배제
2-201.12(A)(1)

식품종업원이 24시간 이상 무증상이고
의료 문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받지 않은
(2-201.13(A))
예외: 노로바이러스, STEC, HAV, 또 경우
는 살모넬라 타이피 감염으로
진단(표 1b & 2 참조)

황달

증상이 최근 7일
이내 발현되었다면
2-201.12(B)(1)에
따라 배제

증상이 최근 7일
이내 발현되었다면
2-201.12(B)(1)에
따라 배제

RA 승인 2-201.13(B), 그리고 황달
증상이 7일 이상 지속 2-201.13
그렇다.
(B)(1), 또는 의료 문서 제출
2-201.13(B)(3)

발열을 동반한 배제
인후통
2-201.12(G)(1)

제한
2-201.12(G)(2)

식품종업원이 서면 의료 문서를 제출
아니다.
한 경우(201.13(G) (1)-(3))

감염된 상처나
제한 2-201.12(I)
화농성 종기

제한 2-201.12(I)

감염된 상처나 종기 병변을 적절히 덮어
아니다.
보호하는 경우, 2-201.13(I)(1)-(3)

약어: 표 1a
RA = 규제 당국
STEC =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HAV = A형 간염 바이러스
HSP = Highly Susceptible Population,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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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표 1b: 진단을 받거나 증상을 보이는 식품종업원 요구사항 요약

공전에 수록된 질병으로 진단받은 식품종업원은 즉시 책임자에게 진단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식품종업원이 황달 증상을 보이거나 수록된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보고
할 경우 RA에 알려야 한다.



책임자는 증상이 있고 진단을 보고한 조건부 종업원이 식품공전 2-201.13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식품종업원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진단

배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증상을 보이고 진단을 받은 식품종업원의 배제
집단에서 식품을
조치 해제
제공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업무 복귀를 위하여
RA 승인이
요구되는가?

A형 간염
바이러스

증상 발현 14일 이내,
또는 황달 발생 7일
이내라면 배제,
2-201.12(B)(2)

RA 승인 2-201.13(B), 그리고 황달 증상이 7일 그렇다.
이상 지속 2-201.13(B)(1), 또는 무황달 증상이
14일 이상 지속 2-201.13(B)(2), 또는 의료
문서 제출 2-201.13(B)(3)(표 2 참조)

장티푸스
(S. Typhi)

배제 2-201.12(C)

RA 승인 2-201.13(C)(1), 그리고 식품종업원은 그렇다.
살모넬라 타이피 감염이 치료되었다는 의료
문서를 제출한다(2-201.13(C)(2))(표 2 참조).

비장티푸스성 구토나 설사 증상에
살모넬라
따라
배제(2-201.12(A)(2))

RA 승인 2-201.13(G), 그리고 식품종업원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감염이 치료되었다는
의료 문서를 제출한다(2-201.13(G)(1)). 또는
식품종업원의 구토나 설사 증상이 해소되고
무증상 30일 초과 유지(2-201.13(G)(2))

그렇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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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STEC

배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증상을 보이고 진단을 받은 식품종업원의 배제
집단에서 식품을
조치 해제
제공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업무 복귀를 위하여
RA 승인이
요구되는가?

배제
구토나 설사 증상에
따라(2-201.12(A)(2))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 2-201.13(A)(4)(a):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제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제한 조치는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유지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 2-201.13(A)(4)(b):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배제 조치 유지
다음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한 또는 배제 조치
유지: RA 승인 2-201.13(F), 그리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복귀 가능 2-201.13(F)(1), 또는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14일 초과하여
유지하는 경우, 2-201.13(F)(2)(표 2 참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을
제공하거나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전
R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인
업무 복귀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노로바이러스 배제
구토나 설사 증상에
따라(2-201.12(A)(2))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 2-201.13(A)(2)(a):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제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제한 조치는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유지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 2-201.13(A)(2)(b):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배제 조치 유지
다음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한 또는 배제 조치
유지: RA 승인 2-201.13(D), 그리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복귀 가능 2-201.13(D)(1), 또는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48시간 초과하여
유지하는 경우, 2-201.13(D)(2)(표 2 참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을
제공하거나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전
R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인
업무 복귀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이질균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 2-201.13(A)(3)(a):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제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제한 조치는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유지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 2-201.13(A)(3)(b):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배제 조치 유지
다음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한 또는 배제 조치
유지: RA 승인 2-201.13(E), 그리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복귀 가능 2-201.13(E)(1), 또는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14일 초과하여
유지하는 경우, 2-201.13(E)(2)(표 2 참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을
제공하거나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전
R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인
업무 복귀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구토나 설사 증상에
따라
배제(2-201.1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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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표 1b
RA = 규제 당국
STEC =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HAV = A형 간염 바이러스
HSP = Highly Susceptible Population,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
NTS =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2-201.12

표 2: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해소된 식품종업원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 요약

공전에 수록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식품종업원은 즉시 책임자에게 진단 사실을 보고하여
야 한다.


책임자는 식품종업원이 수록된 증상을 보이거나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보고할 경우
RA에 알려야 한다.



책임자는 공전에 명시된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보고한 조건부 종업원이 식품공전
2-2201.13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식품종업원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균 진단

배제 또는 제한 배제 또는 제한
(감염에 매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을 제공하지
시설)
않는 시설)

진단을 받은 후 증상이 해소된
식품종업원의 배제 또는 제한 조치
해제

업무 복귀를
위하여 RA
승인이
요구되는가?

장티푸스(살모넬 배제
라 파이티),
2-201.12(C)
과거 병력
포함(2-201.11
(A)(3) 참조)

배제
2-201.12(C)

RA 승인 2-201.13(C)(1), 그리고
그렇다.
식품종업원은 살모넬라 타이피 감염이
치료되었다는 의료 문서를 제출한다
(2-201.13(C)(2))(표 1b 참조).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제한
2-201.12(G)

RA 승인 2-201.13(G), 그리고
식품종업원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감염이 치료되었다는 의료 문서를
제출한다(2-201.13(G)(1)). 또는
식품종업원의 구토나 설사 증상이
해소되고 무증상 30일 초과 유지
(2-201.13(G)(2))

제한
2-201.12(G)

그렇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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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진단

배제 또는 제한 배제 또는 제한
(감염에 매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을 제공하지
시설)
않는 시설)

진단을 받은 후 증상이 해소된
식품종업원의 배제 또는 제한 조치
해제

업무 복귀를
위하여 RA
승인이
요구되는가?

이질균

배제
제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2-201.12(E)(1) 2-201.12(E)(2) 제공하지 않는 시설: 2-201.13(A)(3)
(a):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이 경과
하였다면 제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제한 조치는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유지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 2-201.13(A)(3)(b):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배제
조치 유지
다음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한 또는
배제 조치 유지: RA 승인 2-201.13(E),
그리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복귀 가능
2-201.13(E)(1), 또는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14일 초과하여 유지하는
경우, 201.13(E)(3)(a)(표 1b 참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을
제공하거나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전 R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인 업무
복귀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노로바이러스

배제
제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2-201.12(D)(1 2-201.12(D)(2 제공하지 않는 시설: 2-201.13(A)(2)(a):
)
)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제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제한 조치는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유지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 2-201.13(A)(2)(b):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배제
조치 유지
다음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한 또는
배제 조치 유지: RA 승인 2-201.13(D),
그리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복귀 가능
2-201.13(D)(1), 또는 식품종업원이
무증상 상태를 48시간 초과하여
유지하는 경우, 2-201.13(D)(2)(표 1b
참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을
제공하거나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전 R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인 업무
복귀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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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진단

배제 또는 제한 배제 또는 제한
(감염에 매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을 제공하지
시설)
않는 시설)

진단을 받은 후 증상이 해소된
식품종업원의 배제 또는 제한 조치
해제

STEC

배제
제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2-201.12(F)(1) 2-201.12(F)(2) 제공하지 않는 시설:
2-201.13(A)(4)(a):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제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제한 조치는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유지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 2-201.13(A)(4)(b):
3번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배제
조치 유지
다음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한 또는
배제 조치 유지: RA 승인 2-201.13(F),
그리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복귀 가능
2-201.13(F)(1), 또는 식품종업원이
무증상을 7일 초과하여 유지하는 경우,
2-201.13(F)(2)

A형 간염
바이러스

증상 발현 14일
이내, 또는 황달
발생 7일
이내라면 배제,
2-201.12(B)(2)

증상 발현 14일
이내, 또는 황달
발생 7일
이내라면 배제,
2-201.12(B)(2
)

RA = 규제 당국
STEC =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HAV = A형 간염 바이러스
HSP = Highly Susceptible Population,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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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을
제공하거나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전 R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인 업무
복귀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RA 승인 2-201.13(B), 그리고 황달 그렇다.
증상이 7일 이상 지속 2-201.13(B)(1),
또는 무황달 증상이 14일 이상 지속
2-201.13(B)(2), 또는 식품종업원이
의료적 판단에 따라 복귀가 가능하다는
문서를 제출한다, 2-201.13(B)(3)(표
2 참조)

약어: 표 2

NTS =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업무 복귀를
위하여 RA
승인이
요구되는가?

부록_제3. 공중보건근거/행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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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단을 받았으나 위장계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식품종업원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요약

공전에 수록된 질병으로 진단받은 식품종업원은 즉시 책임자에게 진단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식품종업원이 수록된 증상을 보이거나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보고할 경
우 RA에 알려야 한다.



책임자는 증상이 있고 진단을 보고한 조건부 종업원이 식품공전 2-201.13에 나열된
기준(진단받은 식품종업원의 복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식품종업원으로 고용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균 진단

배제 또는 제한 배제 또는 제한
(감염에 매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을 제공하지
시설)
않는 시설)

장티푸스(살모 배제
넬라 타이피), 2-201.12(C)
과거 병력 포함
(2-201.11
(A)(3) 참조)

배제
2-201.12(C)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식품종업원의 배제 또는 제한
조치 해제

RA 승인 2-201.13(C)(1), 그리고
그렇다.
식품종업원은 살모넬라 타이피 감염이
치료되었다는 의료 문서를 제출한다
(2-201.13(C)(2))

이질균

배제
제한
RA가 승인할 때까지 배제 또는 제한
2-201.12(E)(1) 2-201.12(E)(2) 조치를 유지한다.
의료적 판단에 따라 복귀 가능
2-201.13(E)(1), 또는 식품종업원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초과 경과,
2-201.13(E)(3)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제한
2-201.12(G)

제한
2-201.12(G)

업무 복귀를 위하여
RA 승인이
요구되는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을
제공하거나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전
R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인 업무 복귀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RA 승인 2-201.13(G), 그리고
식품종업원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감염이 치료되었다는 의료 문서를
제출한다(2-201.13(G)(1)). 또는
식품종업원이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진단일로부터 30일 초과 경과
(2-201.13(G)(3))
(계속)

261

FDA Food code 2017

병원균 진단

배제 또는 제한 배제 또는 제한
(감염에 매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을 제공하지
시설)
않는 시설)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식품종업원의 배제 또는 제한
조치 해제

업무 복귀를 위하여
RA 승인이
요구되는가?

노로바이러스

배제
제한
RA가 승인할 때까지 배제 또는 제한
2-201.12(D)(1) 2-201.12(D)(2) 조치를 유지한다(2-201.13(D)).
그리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복귀 가능
2-201.13(D)(1), 또는 식품종업원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초과
경과, 2-201.13(D)(3)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을
제공하거나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전
R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인 업무 복귀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STEC

배제
제한
RA가 승인할 때까지 배제 또는 제한
2-201.12(F)(1) 2-201.12(F)(2) 조치를 유지한다(2-201.13(F)).
그리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복귀 가능
2-201.13(F)(1), 또는 식품종업원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초과 경과,
2-201.13(F)(3)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을
제공하거나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전
R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인 업무 복귀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A형 간염
바이러스

배제
배제
RA 승인 2-201.13(B), 그리고
2-201.12(B)(3) 2-201.12(B)(3) 무황달 증상이 14일 이상 지속
2-201.13(B)(2), 또는 의료 문서
제출 2-201.13(B)(3)

그렇다.

약어: 표 3
RA = 규제 당국
STEC = Shiga 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HAV = Hepatitis A virus, A형 간염 바이러스
HSP = Highly Susceptible Population,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
NTS = Nontyphoidal Salmonella,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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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출 이력과 증상 또는 진단 유무

공전에 명시된 노출 식품종업원은 노출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건부 종업원이 공전에 명시된 노출을 보고한 경우 책임자는 이 식품공전
2-201.13에 명시된 노출된 식품종업원의 복귀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해당 조건부
종업원을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의 종업원으로 고용하
여서는 안 된다.



책임자는 노출을 보고한 모든 식품종업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기준, 증상보고 요구사
항, 적절한 손씻기와 맨속으로 즉석섭취식품 접촉 금지 조항을 강조하고 이행을 확인
하여야 한다.

병원균
진단

배제 또는 제한
(감염에 매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

제한된 식품종업원은 언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가?

RA
승인이
필요한가?

장티푸스 제한
(살모넬라 2-201.12(1)
파이티)

식품종업원에게 주의 관찰이
필요한 증상을 설명하고
GHP와 적절한 손세척 절차,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취급
금지 조항을 엄격히 이행
하도록 교육한다.

아니다.
2-201.13(I)(3)
가장 최근 노출 후 14일이
경과하였거나 가정 내 접촉자의
무증상 상태가 14일을 초과
경과한 시점

이질균

제한
2-201.12(I)

식품종업원에게 주의 관찰이
필요한 증상을 설명하고
GHP와 적절한 손세척 절차,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취급
금지 조항을 엄격히 이행
하도록 교육한다.

아니다.
2-201.13(I)(2)
가장 최근 노출 후 3일이
경과하였거나 가정 내 접촉자의
무증상 상태가 3일을 초과
경과한 시점

노로
제한
바이러스 2-201.12(I)

식품종업원에게 주의 관찰이
필요한 증상을 설명하고
GHP와 적절한 손세척 절차,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취급
금지 조항을 엄격히 이행
하도록 교육한다.

2-201.13(I)(1)
아니다.
가장 최근 노출 후 48시간이
경과하였거나 가정 내 접촉자의
무증상 상태가 48시간을 초과
경과한 시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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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진단

STEC

배제 또는 제한
(감염에 매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

제한된 식품종업원은 언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가?

RA
승인이
필요한가?

제한
2-201.12(I)

식품종업원에게 주의 관찰이
필요한 증상을 설명하고
GHP와 적절한 손세척 절차,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취급
금지 조항을 엄격히 이행
하도록 교육한다.

2-201.13(I)(2)
아니다.
가장 최근 노출 후 3일이
경과하였거나 가정 내 접촉자의
무증상 상태가 3일을 초과
경과한 시점

A형 간염 제한
바이러스 2-201.12(1)

식품종업원에게 주의 관찰이
필요한 증상을 설명하고
GHP와 적절한 손세척 절차,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취급
금지 조항을 엄격히 이행
하도록 교육한다.

아니다.
2-201.13(I)(2)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식품종업원이 과거 HAV
병력으로 HAV 감염에 면역을
가졌거나 HAV 백신을 접종한
경우, 또는 IgG를 투여하는
경우
가장 최근 노출 후 또는 가정
내 접촉자에 황달이 발생한 후
3일을 초과 경과
가장 최근 잠재적인 노출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추가 교육
훈련을 받기 전까지 식품종업원이
대체 절차에 따라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을 만지지 않는다.

약어: 표 4
HSP = Highly Susceptible Population,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
BHC = Bare Hand Contact, 맨손 접촉
RTE = Ready-To-Eat, 즉석섭취
GHP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STEC = Shiga 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264

부록_제3. 공중보건근거/행정 가이드라인

2-201.12

배제 및 제한(계속)3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은 식품매개 질병에 취약하므로 배제 및 제한 조치는 식품을 제공
하는 대상 모집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에서 식품매개 질병은 가벼운 독감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식품이 면역이 손상된 사람에게는 심각한 의학적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에 의한 식품매개 질병으로 발생
한 사망 관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병원균과 연관된 사망자의 70% 이상이 다양한 이
유로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공전에서는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종업원에 더 엄격한 배제 및 제한 조치를 요구한다.
식품종업원을 대상으로 식품매개 질병을 정기 검사하는 방법은 비용 효과성과 신뢰성이 낮
다. 따라서, 제한 및 배제 조항은 위장관계 증상, 진단 및 노출 이력에 따라 결정된다.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시겔라균, STEC, 살모넬라 타이피에 노출된 이력이 있
다면 보고하여야 한다.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출 이력을 보고받은 책임자는 즉시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품종업원과 배설물-구강 경로 병원체의 일반적인 전파 경로를 논의한다.

2.

식품종업원에게 가정과 직장에서 위생 관행을 준수하도록 조언한다. 여기에는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갈거나 대변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한 후 공전에 설명된 적절한 손
씻기 절차를 설명한다.

3.

식품시설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하는 증상을 검토한다.

4.

식품종업원에게 공전에 명시된 증상을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책임을 상기
한다.

5.

공전에 수록된 증상이 발현되어 책임자에게 보고한 경우 식품종업원이 즉시 작업을
중지하는지 확인한다.

3

미국장애인법 제 1 편 조항에 따라 합리적인 배려 조치로 질병 전파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종업
원 배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배려 조치로 해당 종업원을 주변에서 식품 작업이 수행되지
않은 업무에 배정할 수 있다. 배제된 종업원이 합리적인 배려 조치를 요청할 때 고용주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부속서 3, 2-201.11 에서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단, 이 부속서에서 ADA 관련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는 없다. ADA 와 식품공전의 배제 및 제한 요구사항이 상충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평등위원회에 문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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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식품종사자는 포장식품, 랩으로 포장된 개인용일회용품, 일회용품, 또는 오염된 식품
장비나 기구를 보관하는 식품시설 내 영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한된 종업원은 계산대, 고객
에게 좌석 안내, 테이블 정리, 캔음료나 기타 포장 식품 재고 정리, 식품을 취급하지 않은 업
무, 또는 유지 업무 등 “제한”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나의
식품시설에서 제한조치가 취하여진 식품종업원이 다른 식품시설에서 제한없이 근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식품시설이 아니라며 제한 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제한된 식품종업원은 소비자
로 식품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배제된 식품종업원은 식품시설 부지 내에서 식품종업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2-201.13

배제 및 제한 조치 해제4

설사, 구토 또는 황달 증상을 보이고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이질균, 대장균
O157:H7,

STEC,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감염으로

진단을

받은

식품종업원은

2-201.12(A)(2) 또는 2-201.12(B)(2)에 따라 작업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상을 보
이고 진단을 받은 종업원과 증상은 보이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은 증상이 해소된 후 업
무에 완전히 복귀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이 다르다.
책임자는 증상을 보였으나 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더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을 경우 증
상 해소 24시간 후 업무 복귀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목록에 수록된 병원균 감염으로 진단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추
가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노로바이러스, 이질균,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감염으로 진단을 받은 무증상 종
업원은 증상이 사라진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 완전한 업무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다. 책임자는
증상 해소 후 24시간이 경과하고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은 업무에 제
한적으로

복귀를

허용하여야

한다.

식품종업원

제한

조치는

2-201.13(D)(1)-(2),

2-201.13(E)(1)-(2) 또는 2-201.13(F)-1(2)에 따라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4

미국장애인법 제 1 편 조항에 따라 합리적인 배려 조치로 질병 전파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종업
원 배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배려 조치로 해당 종업원을 주변에서 식품 작업이 수행되지
않은 업무에 배정할 수 있다. 배제된 종업원이 합리적인 배려 조치를 요청할 때 고용주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부속서 3, 2-201.11 에서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단, 이 부속서에서 ADA 관련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는 없다. ADA 와 식품공전의 배제 및 제한 요구사항이 상충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평등위원회에 문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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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초기 구토 또는 설사 증상을 보이고
노로바이러스, 이질균, 대장균 O157:H7 감염으로 진단을 받은 식품종업원은 증상이 해소된
후 24시간 이상 경과하였더라도 제한적인 업무 복귀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감염에 매우 취
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에서 식품종업원 배제 조치는 의료적으로 질환이 해소되
었거나 2-201.13(D)(1)(1)(2), 2-201.13(E)(1)(1)(2) 또는 2-201.13(F)-1(2)에 따른 요구사
항이 충족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A형 간염바이러스로 진단된 식품종업원은 질병 증상이 나타난 지 14일 이내 진단을 받고
황달 발생 후 최소 7일까지 또는 2-201.13(B)(1)-(4)에 따라 의료적으로 질환이 해소될 때까
지 배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A형 간염바이러스로 진단된 식품종업원은 질병 증상이 나타난 지 14일 이내 진단을 받고
황달 발생 후 최소 7일까지 또는 2-201.13(B)(1)-(3)에 따라 의료적으로 질병이 치료되었다
고 확정될 때까지 배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무황달 식품종
업원은 황당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경증 A형 간염 환자이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무
황달 식품종업원은 최근 14일 이내 다른 기타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업무에서 배제된다. A형
간염 진단을 받고 황달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식품종업원은 무증상이 14일 초과 유지되었거나
의료적으로 질병이 치료되었다면 배제 조치를 해제한다.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을
받은 무증상 식품종업원도 의학적으로 질병이 해소되기 전까지 배제된다.
장티푸스(살모넬라 타이피 감염에 의한)는 보통 증상이 발현되지 않으므로, 진단을 받은 식
품종업원은 위장관계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배제된다. 무증상 식품종업원이 병원체를 식품으로
전파하여 장티푸스(살모넬라 타이피)와 관련된 식품매개 질병이 집단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살모넬라 타이피균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고병원성 세균으로 감염된 식품종업원은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리거나 항생제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식품시설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무증상 배출자란 식품매개 질병 증상이 없으나 대변 검사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거나
제2장에 명시된 네 종의 세균성 병원체에 의한 위장관계 감염으로 진단을 받은 식품종업원이다
무증상 배출자인 식품종업원이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은 해당 식품종업원의 위생 습관과 식
품, 식품을 준비하는 방법, 식품 제공받는 모집단의 취약성, 유기체의 감염성에 따라 달라진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배제 조치는 면역이 저하된 사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은 식품시설에서는 적
절한 개인 위생과 맨손과 즉석섭취식품 접촉을 최소화하여 일반 모집단과 그 하위집단인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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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모집단을 보호할 수 있다.
무증상 바이러스 배출자에 의한 식품매개 질병의 전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에 열
거된 인자에 기초하여, 네 병원균과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무증상 배출자는 식품을 제공하는
대상 모집단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된다. 무증상 병원체 배출자를 제한하여 APHA
가 발간한 “전염성질병 관리매뉴얼”에 부합하는 일관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손과 팔

2-301.11

청결 상태

손은 식품을 매개로한 병원체 전파에서 특히 중요하다. 손이나 손톱이 청결하지 않은 식품종
업원은 준비 과정에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
였다면 공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세척하여야 한다.
건강해 보이는 종업원조차도 식품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의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로, 포도알균은 종업원의 피부와 입, 목, 코에서 흔히 검출된다. 손으로 코나 다
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손이 오염될 수 있다.
2-301.12

세척 절차

손씻기는 손에서 즉석섭취식품으로 전파될 수 있는 배설물-구강 병원균뿐 아니라 환경 유래
병원체의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종업원이 필요한 만큼 손을 자주
씻지 않으며 자주 씻더라도 잘못된 세척 방법을 사용한다.
고용평등위원회는 한쪽 손이 없거나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미국장애인법에 따라
합리적인 배려 조치를 통하여 손 세척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식품 작업자가
한 손으로 이 요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마찰을 적절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화장실
에 부착가능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미생물은 주로 손톱 주위와 손톱 하부에 분포한다. 손톱 아래 부분은 손에서 미생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 오염을 제거하기도 가장 어렵다.
손톱 솔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손톱 아래 오염된 부분을 효과적으로 세척할 수 있다. 일회
용 손톱 브러시 또는 종업원 개개인의 손톱 브러시를 손세척에 적절히 사용하면 손에 있는 미
생물을 최대 5로그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손에 분포하는 미생물은 상주(resident)와 비상주(transient) 유형으로 구분된다. 비상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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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은 피부 표면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피부에서 생존하거나 증식하지 못한다. 유기체 수가 과
도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손 세척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다. 상주 미생물은 피부에서 생존하고
증식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개체군을 형성하며 쉽게 씻겨나가지 않는다. 손에 상주하는 미생물
은 일반적으로 식품서비스 부문에서 잠재적인 오염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손에 비상주하는 미생물을 적절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손세척의 모든 측면이 중요하다. 그러
나 마찰과 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일정 시간 손을 비벼가며 씻어야 하는 이유이다. 비누
와 흐르는 물 사용만으로는 비상주 병원균을 제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손을 문지를 때 발생
하는 마찰 작용으로 비상주 미생물의 부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손에서 비상주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15초 동안 손을 문질러
씻어야 하며 항균비누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15초가 필요하다. 비누는 계면활성 효과로 손에
서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계면활성은 따뜻한 물에서 최대화된다.
모든 손씻기 단계는 동등하게 중요하며 비상주 미생물 감소에 부가적인(additive)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효과적인 손씻기는 반드시 문지르고, 헹구고, 건조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적
절하게 손씻기를 수행할 경우 단계마다 비상주 미생물 수가 감소한다. 손을 씻은 후에는 개수
대 수전이나 종이 수건 분배기, 화장실 문 등 심하게 오염된 주변 환경을 직접 손으로 만져
손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손을 씻기 전에 분배기에서 종이 수건을 미리 준
비하고 손을 씻은 후에는 종이 수건을 사용하여 수전이나 화장실 문을 작동한다.
적절한 손씻기를 통하여 비상주 세균의 수는 2~3로그, 비상주 바이러스나 원생동물은 2로
그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손이 미생물 병원체로 심하게 오염되었다면(즉, 체내 폐기물 및 감
염된 체액으로 인한 오염, 104개체 이상), 손세척은 손의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효과적이
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손과 식품의 직접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된다.
2-301.13

특별 손세척 절차

이 절은 보전되었다.
이 공전의 이전 판에서는 일부 상황에 적용되는 특별 절차가 FDA 모델에 포함되었다.
1996년 식품보호위원회(CFP)의 권고에 따라 이 조항은 본문에서 삭제되고 조항 절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FDA는 이 문제를 추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CFP에 제출하여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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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세척 시점

식품종업원은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이 오염될 수 있다.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활
동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 전, 후, 그리고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손을 씻어야 한다. 오염 가능
성이 높은 일부 활동을 이 공전에 수록하였다. 손이 오염될 수 있는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2-301.15

세척 위치

효과적인 손 씻기는 손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식품종업원의 효과
적으로 손세척을 위해서는 적절한 손세척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손세척 개수대는 언제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보수하여 적절한 수온과 압력을 유지하여
야 하며, 적절한 손세정제, 손톱 솔, 일회용 수건 및 폐기물 용기, 손 건조기를 구비하여야 한
다. 식품 준비에 사용되는 개수대에서 손을 씻을 경우 개수대와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손
세척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서비스용 개수대는 대걸레 세척, 독성 화학물질 및 기타 다
양한 액체 폐기물의 처리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종업원은 서비스용 개수대에서 손을 씻어
서는 안 된다. 이러한 폐기물은 식품 준비 구역의 바닥, 화장실, 배출물을 세척 및 청소하는
과정에서 병원체로 오염될 수 있다.
2-301.16

손 소독제

2005년 식품공전에서 사용된 “손살균제”는 역시 공전에서 정의된 “살균제”와 혼동을 피하고
FDA “인체 보건소독용 일반의약품(Health-Care Antiseptic Drug Products for OTC
Human Use)(연방관보 1994년 6월 17일)” 잠정 최종안 모노그래프에서 사용된 용어와 일관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손소독제”로 변경되었다.
“살균제” 일반적으로 불활성 물체나 물품, 장비, 기구 및 기타 세척된 식품접촉면에서 세균
오염을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식품공전에서는 “살균제”를 5로그 수준(99.999%)으로 미생
물 수를 줄일 수 있는 물질로 정의한다. FDA는 AOAC International의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2003”에 근거하여 미생물을 5로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경우에만
“살균제”로 부른다.
식품과 접촉하는 장비 및 기구에 사용되는 살균제는 쉽게 미생물 수준을 5로그 낮출 수 있
으며 대부분 상당한 여유를 두고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그러나, 사람의 피부에서 미생물
을 제거하는 기전은 완전히 다르며 피부 손상없이 멸균 상태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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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항미생물 손세정제의 미생물 저감 효과는 “살균”에 요구되는 5로그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항미생물 손세정제의 효과는 식품공전에서 정의한 “살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스어로 “소독제(antiseptic)”은 원래 “방부”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병원성 미
생물을 파괴하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 “소독제”란 피부 감염을 방지하기 위
하여 피부에 사용하는 물질을 지칭할 때도 자주 사용된다.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201(o)(21 U.S.C. 321 (o))에서는 “소독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독제로 표시되는 의약품은 살균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단, 젖은 드레싱, 연고, 땀띠약으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장기간 접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예외로 소독제로 표시할 수 있다.”
FDA 인체 보건소독용 일반의약품 모노그래프 잠정 최종안 Section 333.403에서는 “보건
용 소독제”를 감염을 예방하거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부에 국소 적용되는 소독제를
함유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한다(1994년 6월 17일). 같은 문서에서 “소독용 손세척제” 또는 “개
인보건용 손세척의약품”이란 빈번히 사용하고 광범위로 직소해서 정상 피부에 비상주 존재하는
미생물 수준을 기저수준으로 낮추고 유지할 수 있는 제제로 정의하였다.
“손 살균제”를 “손 소독제”로 대체함으로써 피부 미생물의 감소를 설명할 때 과학적으로 더
적합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을 명확히 분류하고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2-301.16의 조항은 손에 사용하는 항균성 제품이 피부에 도포되었을 때 안전하고 효과적이
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맨 손에 사용되었을 때 식품첨가물로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작업자를 보호하고 식품안전 보장을 위하여 손 소독제는 인체용의약품과 식품안전
조항에 모두 부합하여야 한다. 3-301.11(B)에 명시된 맨손 접촉 금지 조항은 노출된 즉석섭
취식품에만 적용된다.
의약품으로서 손소독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에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간주된다.
1.

손소독제는 안전성 및 효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FDA의 신약 승인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치료동등성이 인정될 경우 승인의약품으로서 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s에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er/ob/default.cfm).

등재된다
이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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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국, 의약품연구평가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약과학과(Office of Pharmaceutical Science), 제네릭의약과(Office of Generic
Drugs)에서 관리한다. 이 문서는 "오렌지 북"이라고도 불리며 화합물이 아닌 “제품
별” 목록을 제공하는 연간 간행물로 매월 부속서가 발간된다. 그러나, 1998년 말 현재
이러한 제품의 신약신청서가 제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등재된 제품은 없다.
2.

손 소독용 활성성분은 FDA 보건소독용 의약품(Health-Care Antiseptic Drug
Products) 손소독용 세척제 범주, 일반의약품(OTC) 모노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식품종업원이 항균을 통한 질병 예방 목적으로 국소 적용하도록 고안되고 표시되
므로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201(g)에 따라 “의약품”으로 간주된다. 손소독제는 의
약품 제조업체로서 FDA에 정식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제조, 처리, 포장 및 표시기재되어야 하며 의약품으로
FDA에 등록되어야 한다.

1975년 12월 4일 이전 시장에 출시된 제품과 제조법과 표시 및 제형이 같은 식품취급자용
손소독 제품은 FDA 의약품 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에
서 일반의약품으로 심사(OTC Drug Revew)한다. 그러나 2005년 5월 현재 이들 제품의
OTC 의약품 모노그래프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FDA는 이러한 제품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GRAS/E)이라는 최종 결론을 유보하였다.
식품취급자가 사용하는 GRAS/E 항미생물 손소독제 성분은 향후 OTC 의약품 검토에서 발
간하는 최종 모노그래프에 수재될 예정이다. 특정 제품의 모노그래프 수재 여부는 잠정적인 최
종안인 “보건소독용 OTC 의약품(Health Care Antiseptic Drug Products for OTC
Human Use)” 규칙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6월 17일 (59 FR 31402) 연방 관보
에 발표된 이 TFM은 파트 II의 주석 28에 의거한 본 검토 31440페이지의 손세척제 포함에
대해 설명한다.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특정 제품의 모노그래프 수재 여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OTC 준수와 관련하여 손소독제의 적합성 여부는 식품의약국, 의약품 평가 및 연구센터, 미
승인의약품 및 표시이행과(Office of Unapproved Drugs and Labeling Compliance,
10903 New Hampshire Ave., Building 51, 5th Floor, Silver Spring, MD 20993.)
로 문의한다. 제품의 규제 상태를 결정하려면 제품 표시 및 광고 정보 및 제조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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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서 손소독제
미국식품의약품화장품법 식품첨가물 규정은 제품 용도에 기초하여 식품의 구성요소로 식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소독제 성분에 적용된다.
손소독제 성분이 용도에 따라 식품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성분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에 따른 물질 사용은 21 CFR 170.39 식품접촉물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규제

한도(Threshold of regulation for substances used in food-contact
articles)에 따라 식품첨가물로서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FDA 식품
안전응용영양센터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손 소독제와 같은 식품에 접촉하는 물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경우 FFDCA의 의미
내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GRAS)"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물질은 식품용 물질의 일부 목록은 CFR Part 182, 184 및 186에
서 확인할 수 있다. FFDCA가 독립적인 GRAS 결정을 허용하므로 이 목록이 모든
면제 대상 물질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 사용이 FFDCA가 정의한 범위에서 GRAS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개된 데이터를 토대
로 물질이 의도한 용도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적격한 전문가 사이에
데이터가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가 제공되어야 한
다. 물질의 식품용 사용이 GRAS로 인정되는 경우 FDA 사전 시판 검토 대상이 아니다. 독자
적인 GRAS 결정을 FDA에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다수의 기업이 FDA에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체

결정한

GRAS

물질을

FDA에

알린다(FDA가

운영하는

GRAS

신고제도

참조,

(http://www.fda.gov/Food/FoodIngredientsPackaging/GenerallyRecognizedasSafe
GRAS/GRASListings/default.htm). FDA 답변서가 기업의 독립적인 GRAS 결정을 인정하
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자에게는 신고한 물질에 관한 FDA의 견해를 알 수 있는 기회이다.
3.

물질의 용도에 따라 FDA 승인하거나 미국농무부(USDA)가 1958년 9월 6일 이전
승인한 사전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알려진 모든 사전 승인은 21 CFR Part 181
에 따라 공개된다.

4.

FFDCA 409(h)에 따라 발효된 식품접촉물질신고제도(Food Contact Substance
Notification)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식품접촉물질신고 대상 물질은 안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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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조건과 함께 FDA 식품접촉물질신고제도에 등재되며 목록은 다음 사이트에서 온
라인으로 제공된다. 식품접촉물질로 신고된 물질의 목록(Inventory of Effective
Food Contact Substance (FCS) Notifications)은
http://www.fda.gov/Food/FoodIngredientsPackaging/FoodContactSubsta
ncesFC S/ucm116567.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질을 신고한 제조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제조한 유사 또는 동일한 물질은 FFDCA 409(h)에 따라 식품접촉물질
신고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접촉물질신고제도 담당부서는 제품 승인 또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단, 의도한
용도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이 21 CFR 170.39 식품접촉물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규제 한
도(Threshold of regulation for substances used in food-contact articles, FDA)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신고한 물질이 식품첨가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기업에 제
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이 합법적으로 시판되려면 신약허가신청 대상이거나 FDA의
OTC 의약품 검토(Drug Review) 대상이어야 한다.
식품첨가물로서 손소독제 성분의 규제 상태는 식품접촉물질신고 담당부서(Division of
Food Contact Substance Notifications, HFS-275, 5100 Paint Branch Parkway,
College Park, MD 20740)로 문의할 수 있다. 특정 물질에 관하여 문의할 때 표시 또는 광
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요구되기도 한다.
손톱

2-302.11

관리

손톱 관리 및 청결 요구사항은 손톱 하부 청결과 손톱 및 손톱 조각 식품에 유입될 가능성
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배변 후 손톱 하부에 배변 물질이 잔류한다면 병원성 유기체
의 주요 출처가 될 수 있다. 청결히 관리되지 않은 손톱은 병원성 유기체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장신구

2-303.11

금지

반지, 팔찌, 시계 등 장신구는 오물이 끼기 쉽고 일부 장신구는 제작 방식에 따라 세척이
어려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신구는 식품매개 병원성 유기체의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신구”란 보통 개인이 장식을 위해 착용하는 물품으로 의료용 경보 팔찌는 정의에 포함되
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용이라도 팔찌 착용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기체를 식품으로 옮길 가능성
을 높인다. 식품종업원이 경보나 의료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 팔찌를 착용할 경우 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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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합리적인 편의조치를 제공하여 팔찌 착용 필요성과 식품공전 요구사항의 상충을 해
소할 수 있다. 책임자는 식품공정 요구사항을 종업원에게 설명하고 팔찌 착용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경보나 정보는 식품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
공하는 목걸이나 발찌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 의료용 경보 팔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
품을 이용할 수 있다(예: 인터넷에서 “의료용 경보 장신구”로 검색).
장식구 착용은 또한 장식품의 일부 또는 전체가 준비 중인 식품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식품에 딱딱한 이물질이 포함되면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질 수 있으며 구상 내부가 손
상될 수 있다.
외복

2-304.11

청결한 상태

더러운 의복은 식품매개 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 부주의로 더러운 의복을 만져 손이 오염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준비 중인 식품이 오염될 수 있다. 더러운 의복이 직접 접촉하여 식품이
오염되기도 한다. 또한, 종업원의 의복이 청결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신뢰하지 못한다.

식품오염방지
2-401.11

식품·음료 섭취, 흡연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며, 식품을 통하여 질병이 전파될 가능
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종업원은 적절한 위생 관행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식품 준비 구역에서 흡연이나 식음료 섭취는 손, 식품, 식품접촉면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금지된다. 머리를 긁거나 손으로 입이나 코 또는 주변을 만지는 행위, 보호용품으로 가리
지 않고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행위 등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식품이 오염될 수 있다. 종업원의
열악한 위생관행도 시설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품을 굽는 구역과 같이 식품 준비 구역의 온도가 높을 경우 탈수 등 의료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역에서 작업하는 식품종업원은 밀폐 용기를 이용하여 음료를 섭
취하도록 허용된다.
2-401.12

눈, 코 및 구강 배출

식품종업원이 지속된 재채기나 기침을 통하여 눈, 코, 입에서 체액이 배출되면 노출된 식품,
장비, 기기,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이 직접 오염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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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관행을 통제할 수 없다면, 해당 종업원이 식품과 주변 표면 및 물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다
른 업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2-401.13

붕대, 골무 또는 손가락 싸개의 사용

식품종업원이 식품 준비 중에 착용하는 붕대, 손가락 골무 또는 손가락 싸게는 잠재적인 위
해요인이다. 식품이 이물질로 직접 오염될 수 있다. 이 위험성은 손목, 손 또는 손가락에 사용
하는 붕대, 골무나 싸개를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여 가리는 방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모발 관리

2-402.11

효과

소비자는 모발로 오염된 식품에 특히 민감하다. 모발은 직·간접적으로 식품을 오염시킨다.
식품종업원이 모발을 만질 때 손이 오염될 수 있다. 모발 관리용품을 사용하여 머리카락이 식
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종업원들이 머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동물

2-403.11

취급 금지

사람, 개와 기타 동물은 식품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식
품종업원의 손과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동물을 다루거나 돌보는 행위는 금지된다.
2-501.11

구토물과 토사물 세척

종업원, 고객, 또는 다른 개인이 식품시설에서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유해한 병원균이 확산될 수 있다.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식품 오염과 질병 발생 가능성
을 낮출 수 있다.
CDC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미국에서 식품매개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노로
바이러스는 산발적인 감염 사례와 급성 위장염 집단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노로바이러스
는 모든 연령대에서 위장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식품관련 위장염 발생의 50%이
상이 노로바이러스와 연관된다. CDC는 급성 위장염 사례 2100만 건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으
로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높으며 18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사람 한 명을 감염시키는데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염은 식품 운반 경로와 대인 전파, 토사물 입자 흡입, 그리고 오염
된 환경 표면과 접촉을 통하여 발생한다. 토사물이 에어로졸화되어 표면을 오염시키거나 구강
점막으로 유입, 흡입되어 전염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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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잠재적인 노로바이러스 전파원은 배변 1g당 1조개의 바이러스 입자를 배출하고 한 번
의 분출 구토는 30만 개의 바이러스 입자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구토
물을 세척한 종업원 사이에서 그렇지 않은 종업원들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구토(종종 폭발적)와 설사(종종 폭발적)를 유발하여 표면을 오염시키고
공중 부유하여 추가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화장실이 인체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저장소로 확인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노로
바이러스는 상온에서 최소 5일 이상 비생체 접촉면(formite surface)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노로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살균제 성분이 없은 일반적인 제정제는 비생체 표면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생체 접촉면 자체가 다른 비생체 접촉면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식품시설에서 구토 및 배설물을 효과적으로 세척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청소 절차 다른 방
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더 엄격한 세척 및 소독 방법이 요구된다. 일부 4차 암모늄화합물과 같
이 식품접촉면과 주방조리대, 바닥 살균제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노로바이러스에 효과
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식품시설은 적절한 농도로 적절한 살균제를 사용하여 구토물과
토사물을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는 구토물이나 토사물에 직접 노출되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노출된
식품종업원도 노로바이러스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즉석섭취식품에 바이
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
식품공전에서는 식품종업원이 증상을 보이거나 보고하는 경우, 그리고 진단 사실이나 노로바
이러스 노출 이력을 보고하는 경우 책임자가 해당 종업운을 배제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세척과 대응 계획은 식품을 준비, 저장 또는 제공하는 구역에서 식품종업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구토물 등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세척
이 필수이다. 식품종업원이 적시에 적절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종업원이 참조할 수 있는 서
면 계획서의 가용성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식품시설에서 구토 및 설사물 오염을 세척하고 살균하는 절차를 수립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
야 한다.


공기 중 입자를 포함하여 모든 배출물의 분리 및 제거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표면의 세척, 소독 및 살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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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물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평가하고 처분하는 절차



노로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하기에 충분한 살균제(EPA 등록제품), 개인보호장비, 기타
적절한 대응에 필요한 세척 및 소독 장비 등의 가용성



토사물 또는 배설물 세척 도구 및 장비의 처분, 세척 및 소독



오염된 지역을 세척 및 소독하는 식품종업원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는 상황



개인보호장비의 적절한 사용과 오염 구역을 세척 및 소독하는 절차



구역을 분리하여 종업원, 고객 및 다른 사람들이 배출물이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표
면이나 바닥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



식품공전 2-201.12에 명시된 질환을 가진 종업원의 배제 및 제한을 통한 질병 전염
위험 최소화



식품 준비, 제공 및 보관 구역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과 소비자를 신속히 제외하여 질
병 전염의 위험을 최소화



계획 시행 조건

식품종업원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았거나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 병력이 있는 경
우,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201.11(A)(2)(a), 2-201.11(A)(4)(a), 2-201.11(A)(5)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종업원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경우 규제 당
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적절한 종업원 건강정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201.11의 공중보건
근거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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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

요건

3-101.11

안전성과 건전성 및 정식한 정보 제공

근거

3-201.11

식품법 이행

3-401.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공급원
식품이 3-101.11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일차 방어선은 아래에서 논의한 대로 안
전한 공급원에서 식품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확과 가공 후에도 안전성과 건전성 및 정
직한 식품정보 전달을 위하여 식품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관계자, 산업계, 소비
자는 식품이 노출되는 조건과 식품 노출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식품이 남용되지 않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FDA는 부풀어오르거나 누출이 발생한 밀봉 용기에 담긴 식품을 연방식품의
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불순물로 간주하고 조치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녹슬거나 움푹 패이거나 찌그러진 캔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생산 단계에서 식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 출처가 중요한 이유는 병원성 미
생물이 사육 가축, 사료, 농장 환경, 수산물 양식과 냉동에 사용되는 물, 농작물이 자라는 토
양과 비료 등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양, 비료, 관개수, 강이나 바다물에 존재할 수 있
는 화학 오염물질은 식용 식물과 동물로 침투할 수 있다.
패류는 열처리나 미생물 병원체를 파괴하기 위한 비활성화 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 생으로
또는 덜 익은 상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산지와 출처가 특히 중요한다. 안전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국가패류위생관리프로그램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해약에서 수확한 제품이라는 인
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인증은 가공, 포장 및 배송이 이루어지는 작업 환경의 위생상태
를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식품은 규제를 받는 상업용 공급처에서 조달하여야 한다. 다양한 식품을 취급하고 사람과 반
려동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가정 주방은 미생물에 의한 식품 오염에 취약하다. 상업용
식품을 바로 섭취하는 경우가 드물고 가정 주방은 적정 온도로 식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므로, 다양한 오염원을 통하여 유입된 미생물이 증식하고 독소를 생성할 수 있다. 상업
적으로 제공 또는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한 식품 준비를 위하여 공정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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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재 - 일반
포장식품은 법에 따라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적절한 표시된 정보를 토대로 자신
들이 섭취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소비자가 의료적 상태에 따라 특정 식품이나 식재
료에 민감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감성을 가진 식품을 섭취할 경우 의
학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부정 표시된 상표로부터 보호받을 기
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형 참치나 연체 패류 등 특정 종을 제외하고, 익히지 않고 날로 섭취하는 생선은 소비자
에게 제공하기 전에 적절히 냉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식품시설 부지 외부에서 수행될
경우 기생충을 파괴하기 위해 적절한 동결 기술이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사양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한 냉동 상태를 식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연산 수산물은 초밥, 세비체,
청어(살짝 양념에 재운) 저온훈연 연어 등 익히지 않은 수산물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기생
충을 옮기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 요구사항은 중요하다. 기생충은 종종 어류 근육 조
직 깊숙한 위치에 기생한다. 수산물을 충분히 낮은 온도에 충분히 장시간 냉동하여 이러한 기
생충을 사멸할 수 있다.
표시기재 - 어류
익히지 않은 연체 패류, 일부 대형 참치종, 일부 양식 수산물, 알집에서 제거하여 헹군 수산
물 알을 제외하고, 익히지 않거나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는 수산물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전
에 냉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식품시설 부지 외부에서 수행될 경우 기생충을 파괴하기
위해 적절한 동결 기술이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사양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한
냉동 상태와 정보를 식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연산 수산물은 초밥, 세비체, 청어(살짝 양념에
재운) 저온훈연 연어 등 익히지 않은 수산물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기생충을 옮기거나 건
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 요구사항은 중요하다. 기생충은 종종 어류 근육 조직 깊숙한 위치에
기생한다. 수산물을 충분히 낮은 온도에 충분히 장시간 냉동하여 이러한 기생충을 사멸할 수
있다.
표시기재 - 주스
1998년 7월 8일 FDA는 식품표시 규정을 개정안에서 식품 내 존재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
물을 예방,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해 처리되지 않은 과일 및 야채 주스 제품에 경고문을 기재
하도록 명시하였다. 이 최종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조항은 소비자, 특히 위험에
가장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주스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FDA는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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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제품 구매를 결정하고 주스 소비
로 인한 식품매개 질병과 사망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2001년 7월 18일, FDA는 과일과 야채 주스 그리고 주스 제품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주스 가공업자는 위해분석 및 식품안전관리인
증기준(HACCP)에 따라 주스를 가공하여야 한다. 한 번의 열처리 방법으로 상온에서 안정한
주스나 농축액을 가공하는 경우 HACCP 규정의 미생물 위해요소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
다. 포장 주스를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매시설(예: 주스 바)은 이 규정을 준수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식품공전에서는 소매점에서 포장된 신선 과일 또는 야채 주스(미처리 주스 또는 처리
되지 않는 주스를 포장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를 HACCP에 따라 처리하거나 21 CFR
101.17(g)에 명시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경고: 이 제품은 저온 살균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소아,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세균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 주스의 정의는 제1장을 참조한다. “주스”의 정의는 감
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제공하는 과일이나 야채 퓨레를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에서는 사전 포장된 주스에 경고문구
를 부착하여 주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저온 살균된 주스만 허용된다. 주스의 경우 감
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은 학교, 보육시설 또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슷한 시설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9세 이하 소아를 포함한다.
포장되지 않은 주스(예: 주스 바에서 제조된 주스 잔)는 소매점에서 제조 및 제공될 때 5
로그 감소, 경고문 또는 기타 소비자 조언이 필요하지 않는다(주스는 동물성 식품이 아니므로
3-603.11에서 다루지 않음). 보통 주스는 상업용 주스 처리기로 제조되는데 반해 한 잔 또는
한 회분으로 제공된다. ‘낙과’와 손상된 과일이나 채소를 사용할 위험성은 소매점에서 훨씬 덜
한데, 이는 고품질의 제품을 요구하는 구매자 때문에 품질이 낮거나 손상된 주스용 과일을 사
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산업용 가이던스: 주스 제품 경고표시 요구사항 면제 요건 - 5로그 병원
체 감소를 위한 권고사항”을 참조한다(Additional information is available in the
document, “Guidance for Industry: Exemptions from the Warning Label
Requirement for Juice -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ly Achieving a 5-Log
Pathogen Reduction; Final Guidance”, October 7, 2002 which can be foun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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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
ormatio n/LabelingNutrition/ucm058962.htm or obtained from the FDA Office
of Nutritional Products Labeling and Dietary Supplements).
표시기재 - 식육과 가금육
식육이나 가금육을 즉석섭취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가공하고 포장하는 소매시설은 연방
규정에 따라 안전식품취급지침을 식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USDA는 1994년 8월 8일 익히지
않은 모든 식육과 가금육에 안전취급라벨이나 스티커를 부탁하거나 적절한 취급 및 조리 절차
가 기재된 전단지 첨부를 의무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요건의 목적은 구매하는 식
품이 세균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을 위하여 구매처와 무관하게 철저히 조리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즉, 포장제품이나 표시가 사전 부착된 제품만을 판매
하는 시설이나 식육가공업을 병행하는 슈퍼마켓 또는 이웃 정육점에서 식육이나 가금육을 구입
하는 경우 이미 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익히지 않는 방사선조사 육가공품 표시 가이던스
1999년 12월 미국 농림부와 식품안전검사국(USDA/FSIS)은 대장균 O157:H7을 포함하여
식품매개 병원균을 살균하고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익히지 냉장 및 냉동 식육과
육류가공품에 전리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방사선조사 식육제품
(Irradiation of Meat Food Products), 64 연방관보 72150, 1999년 12월 23일).
최종 규정은 연방규정집 제9편(9 CFR 424.21 식품성분과 방사선원)에서 정하고 있으며,
FDA 규정(21 CFR 179.26(a) 식품처리용 전리방사선, (a) 에너지원)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선량은 익히지 않은 냉장 식품은 4.5kGy 이하, 냉동 제품은7.0kGy 이하이다. 규정에 따라
방사선 조사된 식육과 육가공품에는 제품이 조사되었거나 조사된 식육 또는 가금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표시 요구사항은 조사된 분쇄육을 더 잘게 분쇄하는 소매
시설이나 조사된 제품은 조사되지 않은 식육이나 가금육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에도 적용
된다.
포장 단위 전체를 조사하는 경우 표시에 국제 도안(라두라)과 함께 방사선조사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명에 "방사선조사"라는 단어를 포함하거나 “방사선처리”와 같은 문구를
표시(disclosure)하여야 한다. 두 문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로고를 방사선조사를 나
타내는 문구나 표현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조사된 식육이나 육류가공품이 조사되지 않은 육
류 성분화 함께 다른 식품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방사선조사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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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사된 소고기가 포함된 닭고기 및 소고기 소시지 제품의 성
분표에는 닭고기, 조사된 소고기, 양념(소금, 후추, 향신료)만을 표시하고 로고는 생략할 수 있다.
연방 점검대상 식품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부착되고 방사선조사를 표시하는 라벨은
USDA/FSIS에 제출하여 사용 전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 목적 설명은 선택사항으로 USDA/FSIS의 평가를 거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아니라면 표시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한 성분표에 미생물 병원체 감소와 같은 방사선
조사의 이득을 진술하는 경우, 가공 문서로 근거를 제공하고 (HACCP)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
되어야 한다. HACCP시스템의 검증과 문서화는 연방 점검 대상 시설에만 적용된다.
방사선조사로 병원균을 상단 수준으로, 경우에 따라 검출 한계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식육 제품은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사된 소고기와 방사성을 조사하지 않은 식육 또는 가금육의
혼합은 현행 규정에서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USDA/FSIS는 혼합을 통하여 방사선 조사된 식품
이 병원성 세균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방사선 조사의 효과가 상쇄된다고 예상한다.
SFIS는 혼합을 통하여 병원성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노출이 발생한다면 방사
선을 조사한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을 모두 함유한다는 권고문구를 표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라두라(Radura) 국제 도안:

방사선조사 식육의 표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지침 7700.1 식육과 가금육 제품 방사선조
사(Irradiation of Meat and Poultry Products)에서 정하고 있으며 USDA/FSIS 웹사이
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fsis.usda.gov/wps/wcm/connect/058dd732-7fc84787-a283-30ed50d6f7e0/7700.1Rev1.pdf?MOD=AJPERES). 조사 식품에 관한 질의와
응답은 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food-safety-education/getanswers/food-safety-fact-sheets/production-and-inspection/irradiation-and-f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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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fe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히지 않은 각란 표시기재
연방규정집 21 CFR 101.17 식품표시 경고, 고지 및 안전 취급 지침, (h) 각란 (1)(Food
Labeling warning, notice, and safe handling statements, (h) Shell eggs (1))에서
는 “주내 또는 주간 유통되는 모든 각란은 표시에 안전취급지침: 세균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
기 위하여 각란은 노른자가 고형화 때까지 조리하고 난류를 함유하는 식품은 완전히 조리하십
시오.”라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조항 (4)에서는 “소비자에게
유통하기 전 모든 활성 살모넬라균을 파괴하기 위하여 처리된 각란은 (h) 조항의 요구조건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전한 전근육 소고기 스테이크 라벨링
온전한 전근육 소고기는 덜 익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식
품시설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수령 시 제품에 라벨이 부착된 상태여야 한다. 가공업체는 라벨
을 개발하고, 필요한 USDA 식품 안전 검사 서비스 심사 및 승인을 얻고 제품에 라벨을 적절
히 부착하여 소매 수준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3-602.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3-201.12

밀봉용기 식품

적절한 고온에서 적절한 시간 동안 식품을 처리하는 절차는, 특정 조건에서, 밀폐된 용기 내
에서 성장하여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세균 포자를 사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광범위
한 환경에서 검출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생산하는 독소에 주의하여야 한다. 부패 미
생물이 사멸되고 보툴리눔 포자가 영양세포로 발아하여 생성된 독소를 소비자에게 경고할 방법
이 없으므로 충분히 살균되지 않은 저산성 통조림 식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은 상업
적으로 멸균되지 않는 경우 냉동 또는 적절한 냉장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3-101.11과 3-201.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3-201.13

액상 원유 및 유제품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불완전한 영유아가 주식으로 섭취하는 우유는 시가 독소를 생
성하는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다양한 미생물 병원균에 오염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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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세균 증식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량 함유한다. 유제품도 마찬가지다. 저온 살균은 원유와
원유에서 파생된 제품에서 병원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유제품은 보통 쉽게 부패
되며 적절한 냉장 조건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3-201.14

수산물

1997년 12월 18일 이후, 모든 수산물 가공업자는 21 CFR 123에 따라 작업의 위해요소
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확인된 위험 요인을 제어하기 위한 HACCP 계획을
구현하여야 한다. 소매업자는 공급업자가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 어
종과 관련된 위해요소는 FDA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위해요소 관리 가이드에서 논의한
다. 이 문서는 FDA 수산물사무국(Office of Seafoo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과 관련된 위
해요소는 병원체, 기생충, 천연독소, 히스타민, 화학 물질, 약물 등이 포함된다.
히스타민 중독과 관련된 수산물은 스콤브로이드 독소를 생성하는 종으로 21 CFR
123.3(m)에서 블루피시, 마히마히, 참치 등으로 정의된 어류 종으로(고등어과 분류와 무관),
포획 후 중온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온도에 노출되면 유리 히스티딘의 탈카복실화 반응에 의
하여 상당한 수준의 히스타민이 어육에서 생성될 수 있다.
시구아테라 독소는 미국 남동부, 하와이, 전 세계 아열대·열대 지역에서 오염된 지느러미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남부 플로리다, 바하마 지역, 카리브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창꼬치, 방
어류, 갈전갱이(horse-eye jack)과 다른 대형 전갱이, 동갈삼치, 대형 그루퍼, 스내퍼(퉁돔)
등은 특이 시구아독소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대형 포식성 어류 종도 시구아
독소를 함유할 수 있다. 하와이와 중부 태평양 전역에서는 생산되는 창꼬치, 방어류, 퉁돔류는
종종 시구아독성을 유발하며 다른 대형 및 소형 어류도 주의가 필요하다. 호주 중부와 북동부
해역에서 고등어와 창꼬치(barracuda)는 시구아독소를 함유할 수 있다.
여가 활동에서 포획된 수산물
여가 활동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있다. EPA
는 수산물이 우리 식단에서 건강한 부분을 차지하고 낚시를 다수가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인정
하지만 임산부나 소아 등 일부 모집단은 특정 비상업용 수산물의 섭취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주의를 요한다. 여가 활동에서 포획된 수산물은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오염물
질을 함유할 수 있다. 수산물 관련 권고사항은 EPA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수산물 권고사항
(Listing of Fish Advisories)(http://www.epa.gov/waterscience/fish/)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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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당국은 수은이나 다이옥신과 같은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수산물 섭취 주의보
를 발령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산물을 통하여 섭취하는 수은의 양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어패류는 태아나 소아에서 발달 중인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FDA와 EPA는 최근 가임 여성, 임산부, 수유모,
소아에게 일부 어류의 섭취를 피하고 수은 함량이 낮은 어류와 패류를 섭취하고록 권고하였다
(http://www.epa.gov/waterscience/fishadvice/advice.html).
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권고안의 주요 적용 대상은 스포츠나, 여가 활동, 또는 자급 활동 등
비상업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이다. 모든 권고안은 다르다. 섭취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
하거나 여성, 소아, 기타 위험군 등 대상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종, 특정 크기의 어류, 또는
특성 수역에서 포획된 어류를 특정하여 섭취를 제한을 권고하기도 한다.
주정부는 수산물 주의보 외에 안전한 식품섭취를 위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수산물 권고
문은 미국 내 호수, 강, 해안과 같은 특정 유형의 수역으로부터 특정 종의 화학적 오염으로 인
한 잠재적 인체 위험을 공공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한다. 또는 반대로, 특정 수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수역의 수산물은 제한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지침을 발행한다.
규제 당국은 국가수산물권고안(National Listing of Fish Advisories, 2004 EPA Fact
Sheet, (http://www.epa.gov/waterscience/fish/advisories/factsheet.pdf)과 지역 권
고안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 여가 활동에서 포획된 수산물의 식품시설 내 판매 허가를 심사
하여야 한다.
3-201.15

연체 패류

연체 패류를 수확하는 수역에서 발견되는 병원균은 소비자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연체
패류는 1) 굴, 2) 조개, 3) 홍합, 4) 가리비 등을 포함한다. 단, 최종 제품이 탈각된 내전근일
경우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려되는 병원균은 세균과 바이러스이다.
연체 패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확 지역의 병원균이 특히 중요하다. 1) 연체 패류가
서식하는 환경은 일반적으로 병원균이나 오수 및 자연발생 세균으로 오염되기 쉽고 2) 주변
해역에 존재하는 병원균을 여과하고 농축하며, 3) 종종 통째로, 또는 회로 섭취하거나 반조리
하여 섭취한다.
연체 패류가 오수에서 유래한 병원균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 규제 당국과 외국 정부 기관

286

부록_제3. 공중보건근거/행정 가이드라인

으로 이루어진 패류위생관리당국은 수질을 토대로 패류가 수확되는 해역을 구분한다. 해역 분
류에 따라 연체 패류 수확은 특정 지역이나 해역, 수확 시간 등이 제한된다. 다음 단계로 패류
관리 당국은 패류 수확기를 통제하여 패류 수확이 허용된 시기에 허용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
도록 관리한다.
패류 관리 당국은 연체 패류 수확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껍질이 온전한 연체 패류(쉘스톡)의 용기에는 패류 유형과 수량, 수확 지점, 수확일일 기재
된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하며, 2) 연체 패류 수확자의 허가증, 3) 탈각, 선적, 재선적, 또는 탈
각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가공업체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4) 탈각 패류 용기에는 탈각-포장,
또는 재포장 업체명, 주소 및 인증 번호가 기재된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연체 패류 수확 시점에 저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 패혈증비브리오균, 장염비브리오균, 콜레라
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겐 등은 시간 및 온도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수준
으로 증식할 수 있다. 패류 관리 당국은 병원균의 증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확에서 냉
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제한한다. 이 시간은 수확시점 월평균 최고기온(AMMAT)이나 월평균
기온에 따라 패류 관리 당국이 정한다.
마비성 패류중독증(PSP)은 와편모조류를 먹이로 하는 패류가 원인이다. 미국에서 PSP는 일
반적으로 미국 PSP 북동 및 북서 해안지역에서 연체 패류 소비와 연관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최근 고등어, 바닷가재, 던저니스게, 태너게, 붉은 돌게 내장에서도 PSP 독소가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 신경성 패독증(NSP)은 일반적으로 멕시코만 연안과 남부 대서양 연안을 따라 산발
적으로 수확되는 연체 패류 소비와 연관성을 가진다. 뉴질랜드에서도 NSP와 유사한 독소가 다
수 확인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설사성 패독증의 경우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보고된 사례가 없지만, 일본, 동남아시아, 스칸
디나비아, 서유럽, 칠레, 뉴질랜드, 캐나다 동부에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기억상실성 패류중독증(ASP)은 주로 북미 북동부 및 북서부 해안에서 연체 패류 섭취와 연
관성을 가진다. 멕시코만에서 독소를 생성하는 녹조류가 발견됐지만 아직 관련 문제는 보고되
지 않았다. ASP 독소는 최근 미국 서해안 지역에서 던저니스게, 태너게, 붉은 돌게, 안초비
(anchovy)의 내장에서 검출되고 있다.
가리비에서 어패독은 내전근만 섭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리
비(roe-on scallop)와 통째로 섭취하는 가리비는 잠재적인 천연독소 위해 식품이다.

287

FDA Food code 2017

FDA 생조개 소비와 관련된 질병 위험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가패류위생관리프로그램(NSSP)
를 운영하고 있다. NSP는 연방 및 주 공공보건 관계자와 패류 업계 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
동행동계획이다. 패류 안전 향상을 위하여 협력한다.
주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여 수확을 허용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한다.
FDA는 주 정부가 지정한 조개 채취 지역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공중보건 위협요소를 검증한
다. 폐쇄된 패류 수확 해역을 순찰하여 불법 어획이나 "밀렵" 행위를 최소화한다. 밀렵은 범죄
활동이며 패류로 인한 질병의 주요 요인이다.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NSSP 관리기준을 준수하
는 인증된 중개업자로부터 조달하여야 한다.
3-201.16

야생 버섯

북미에는 다육질 야생 버섯 5000종 이상이 자연 서식한다. 이 중 독성시험이 이루어진 종
은 극히 일부이다. 약 15종이 인체에 치명적이고 또 다른 60종은 조리 여부와 무관하게 인체
에 독성을 유발한다. 조리 여부와 무관하게 독성이 의심되는 버섯도 36종에 달한다. 다른 40
종은 익히지 않고 섭취하면 독성을 유발하지만 조리하여 섭취하면 안전하다.
독성이 강한 야생 버섯은 식용 종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을 포함
하여 야생 버섯을 식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조직이 있다. 정부 기
관, 대학, 진균류 학회 등이 예이다.
규제 당국은 야생에서 수확한 버섯을 판매하는 소매시설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생
수확 버섯의 판매와 제공은 다양한 접근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접근 방식은 특정 지역에서 일
반적으로 자라는 야생 버섯의 종류와 지리, 또는 시행되는 지역이나 주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식품보호위원회(CFP)는 야생에서 수확한 버섯의 식별을 다루고 식별할 수 있는 국가 모
델 또는 표준 규제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 국가 모델 도는 표준에 대한 합의 도출에 어려
움에 있는데 이는 주, 지방 규제 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야생 수확 버섯을 안전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방법으로서 최상의 국가 모델이나 표준이 확립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은 성문화된 텍스트를 수정하여 야생 수확 버섯 식별에 관한 법률 또는 정책을 유
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야생 수확 버섯 식별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적어도 다음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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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수확 버섯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록 보관 및 추적성 확립



다음을 포함하는 구매자 사양(서면):



a.

버섯 종의 학명과 일반명

b.

버섯이 신선한 상태에서 식별되었다는 진술

c.

버섯을 식별하고 판매한 사람의 연락처, 그리고

d.

버섯 식별자의 자격 및 교육훈련 경험

추가로 버섯 식별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 및 교육과정 개발

또한 CFP는 주정부 및 지역 규제 당국이 자체적인 야생 채취 버섯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
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생 채취 번석 모델 가이던스 초안(Draft Model
Guidance for Wild Harvested Mushrooms)”을 웹사이트(http://www.foodprotect.org)
에 게시하고 있다. 이 가이던스 문서는 현재 개발 중이다.
3-101.11과 3-201.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3-201.17

수렵동물

수렵 동물 관한 주요 관심사는 야생 동물과 연관된다. 야생동물은 안전성을 보장하는 규제검
사프로그램이 확립된 경우에만 식량 공급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야생 동물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기생충을 매개할 수 있으므로 규제검사프로그램이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질병 중 일부는 숙주에게 심각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점검을 받지 않는 수렵
식품의 소비자뿐 아니라 수렵 동물을 포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광견병이나 야토병 등 전염병
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령 사양
3-202.11

온도

온도는 음식에서 세균 증식을 조절하는 주요 요인이다.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종류의
병원균과 부패균은 적절한 냉장 방법으로 미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수준으로 증식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USDA는 소비자 판매용으로 포장된 난류의 보관 및 운송 온도는 7.2°C(45°F)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최종 규칙(63 FR 45663, 1998년 8월 27일, 난류의 냉장 및 표시
요구사항(Refrigeration and Labeling Requirements for Shell Eggs))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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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시간 동안 높은 온도(예: 완전한 조리)에서 처리하면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하
거나 불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조리 후에도 일부 세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보존될 수 있다.
조리나 고온유지 중 부적절한 온도는 식품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공전에 따라 조리된 식품
을 온열 상태로 유지하면 열손상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고 새로운 세균의 유입으로 인한 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3-202.12

첨가물

식품을 화학 첨가물 및 오염 물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공급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것은 안
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식품첨가물은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때 직·간접적으로 식품의 성분이 되는 물질이다. 엄격하
게 규제가 필요하다. 과량 사용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오염물질이나 잔류물이 식품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공차 또는 안전한계는 독성 연구 및 소비 추정에 기초한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결정
된다.
식품첨가물과 색소첨가물은 연방 식품, 또는 색소첨가물 규정, 식품첨가물시고제도, 또는 규
정 적용 예외 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 통지 및 면제는 일반적으로 물질의
정의, 순도 또는 물리적 특성을 포함한 사양, 사용 조건 제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규정
에 따른 식품 또는 색소첨가물 사용은 세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방 식품첨가물 규정은 21 CFR, Part 172-180에서 명시하고 있다. 색소첨가물 규정은
Title 21 CFR Parts 73-Subpart A, 74-Subpart A, 81과 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효
한 식품접촉물질신고는 httpT/www accessdata.fda gov/scripts/fcn/fcnNavigation
cfm?rpt=fcsListing&displayAlI=false&page=17, 규제 예외 한도 목록은 http://www.fda.
gov/Food/IngredientsPackagingLabeIing/PackagingFCS/ThreshoIdReguI
ationExemptions/ucm093685 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FDA 또는 USDA가 식품용으로 사전 승인한 물질과 의도하는 용도에서 식품용으로 안전하
다고 간주되는 물질 등이 식품첨가물로 사용된다. 이러한 물질의 일부는 Title 21 CFR
Parts 181-186과 Title 9 CFR Section 424.21(b)에 명시되어 있다(http://www.fda.gov/
Food/IngredientsPackagingLabeling/GRAS/NoticeInventory/default htm).식품 표면
이나 식품 내부 농약잔류량 허용한계와 예외 조건(Tolerances and exemptions from
tolerance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in or on food)은 Title 40 CF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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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에서 정하고 있다.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Substances that are
prohibited from use in human food)은 Title 21 CFR Part 189에 수록되어 있다.
3-202.13

알

알의 껍질이 손상되면 표면 세균이 알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 다양한 세균이 알에서 효과
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 손상된 알은 식품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한된 난류”의 정의는 이 단락에서 설명하는 몇 가지 용어를 포함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난류는 제한될 수 있다.
(i)

“검사란(check)”이란 껍질이 깨지거나 껍질에 금이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껍질 막이
온전하고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은 알 상태를 말한다.

(ii) “오염란"이란 껍질이 온전하고 오물이나 이물질 또는 눈에 띄는 얼룩이 보이는 알을
말한다.
(iii) “배양부적합란”이란 배양을 통하열 부화를 시도하였으나 무정란, 또는 다른 이유로
부화되지 않은 알을 말한다.
(iv) “비가식란”이란 다음에 해당한다. 부패된 알(검은색, 노란색, 흰색, 혼합색), 산패란,
흰자가 녹색을 띠는 알, 노른자가 껍질에 고착된 알, 곰팡이가 핀 알, 퀴퀴한 악취가
나는 알, 액고리가 보이는 알, 그리고 배아가 형성된 알(액고리 단계 이후)이 포함된다.
(v) “누출란(leaker)”이란 껍질 및 껍질막에 알 내용물이 노출되거나 껍질에 발생한 균열
이나 파손부를 통하여 내용물이 배출되는 알을 말한다.
(vi) “손실란”은 파손되어 내용물이 유출되었거나 과열, 냉동 또는 오염, 배양 부적합, 붉
은색 흰자 부분, 다량의 혈액 또는 기타 이물질이 포함되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
합한 알을 말한다.
2000년 12월 5일에 개정된 연방규정에서는 각란 포장상자에 안전취급지침을 표시하고 수
령 후 45°F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5 FR 76091, Food Labeling,
Safe Handling Statements, Labeling of Shell Eggs; Refrigeration of Shell Eggs
Held for Retail Distribution). 수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21 CFR Part 16 규제 청문(Regulatory Hearing before the Fo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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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Administration),

16.5

적용범위(Inapplicability

and

limited

applicability), (4) 각란의 재표시, 전용 또는 폐기 명령에 관한 청문(A hearing
on an order for relabeling, diversion or destruction of shell eggs)


21 CFR Part 101 Food Labeling) 101.17 식품 표시 경고, 통보 및 안전취급
문구(Food labeling warning, notice, and safe handling statements), (h)
(각란)Shell eggs.



21 CFR Part 115 각란, 115.50 소매 유통용 각란의 냉장

표시 규칙은 2001년 9월 4일, 냉장 규칙은 2001년 6월 4일 발효되었다. 이 규칙들은 미
국의 난류제품 공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의 일부를 구성한다. 공
중보건 목표는 모든 살모넬라증과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질환 발병을 201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3-202.14

알과 유가공품, 저온살균

액체 상태의 알과 우유, 유제품은 세균이 매우 활발히 증식할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하므로
저온살균이 요구된다. 저온살균은 시간·온도 제어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세균과 다른 해로운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불활성화하는 열처리 공정이다. 살균하지 않은 제품을 냉동 및 건조하는
것은 미생물 생장을 억제하고 세균 개체수를 줄일 수 있으나, 동결건조과정은 세균을 모두 사
멸하지 못하므로 일부 유기체들은 생존한다. 특정 조건에서 냉동과 건조는 미생물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저온살균법의 대안은 소비용으로 시판 전에 일정 기간 숙성하는 일부 치
즈에 적용될 수 있다.
3-202.15

포장 무결성

손상되거나 부적절한 포장을 통하여 세균이나 기타 오염물이 식품으로 유입될 수 있다. 포장
의 무결성이 훼손되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같은 오염물질이 식품으로 유입될 수 있다.
혐기성 조건(저산조)에서는 보툴리눔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소가 생성될 수 있다.
포장 결함은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산성 통조림 식품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캔
결함 또는 손상 여부를 자세히 검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나 봉합 부분에서 결함이 확인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의심스러운 포장은 확대 장치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은 검사원이 확인하여
야 한다. 캔의 가역적 그리고 비가역적 부풀음(딱딱하게 부풀고 뒤집어짐)은 손상 또는 결함(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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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및 밀봉 부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캔이 팽창한다면 가공 과정에서 충분한 열이 가해지
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다. 손상이 의심되는 캔은 반품하고 판매용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02.16

얼음

냉동 과정에서 모든 미생이 사멸하지는 않고 일부는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냉각용으로 식
품과 접촉하거나 직접 섭취하는 얼음은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음용수로 승인된 식수 수준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3-202.17

탈각 패류, 포장 및 식별

패류업계에서 껍질을 제거한 패류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에는 원산지 등
NSSP 연체패류관리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표시된다. 이러한 용기는 반환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포장업체가 반환된 용기를 재사용하면 용기에 표시된 정보로 탈각된 제품
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게 된다. 식품시설 내에서 이러한 용기의 재사용은 다회용 용기에 적용
되는 식품공전 기준과 새로운 내용물이 적절히 표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202.18

쉘스톡 식별

패류 매개 질병이 집단발생할 경우 역학 조사 및 규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쉘
스톡 식별 꼬리표에 수확 지역, 수확업체 및 판매업체를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202.19

패류, 상태

지저분하거나 손상되거나 죽은 쉘스톡은 다른 건강한 쉘스톡을 오염시켜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쉘스톡을 선별하는 일차 책임은 수확업자에게 있으나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적
절한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3-202.110

주스 처리

3-801.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원래 용기 및 기록
3-203.11

연체 패류 원래 용기

로트 분리는 질병 발생에 관련된 패류를 격리하고 근원으로 추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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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가공 및 선적 원산지 추적과 조건 파악을 위하여 적절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만약 소
매점에서 다른 로트의 패류가 혼합되면 추적이 어렵고 질병의 근원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식
품시설에서 근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 로트를 추적하여 회수 대상 제품 범위
를 결정하고 수확을 제한하여야 하는 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탈각 패류를 사전 포장하여 소비자 셀프서비스 용기로 제공하는 경우, 3-202.17에 명시된
표시 정보를 일지에 기록하여 판매한 용기와 판매일, 표시 정보를 연관지을 수 있어야 한다.
3-203.12

쉘스톡, 식별 정보 유지

쉘스톡의 정확한 표시와 유지는 생산 로트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사고가 발생
하면, 규제 당국은 영향을 받는 수확 지역을 폐쇄하거나 더 이상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패류 매개 질환에 비해 잠복기가 현저하게 긴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원인 규명을 위해 90일간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90일 요건은 다음에 기
초한다.
유통기한 ·······················································14일
잠복기 56일
의료 진단 및 확인 ······································ 5일
보고 ···························································· 5일
역학조사 ·······················································10일
총 l ····························································90일
실제로, 그리고 조항에 명시된 대로 90일 “시계”는 쉘스톡 용기가 비워지는 시점에 시작된
다. 쉘스톡은 위의 도표에서 14일 유통기한 이내에 판매 또는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수확일
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질병이 보고 및 조사되기 전에 90일이 만료되고
꼬리표가 폐기될 수 있다.
쉘스톡은 14일 유통기한 동안 식품시설에서 냉동될 수 있으므로 유통기간의 시계를 효과적
으로 멈출 수 있다. 쉘스톡는 해동되어 14일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섭취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확 날짜로부터 90일 후에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90일은 소비 전에 만료된다.
굴은 껍질이 온전한 상태로 적절한 냉동이 가능하지만 해동하였을 때 외형과 질감이 신선한
굴과 다르므로 식품시설에서는 쉘스톡을 냉동하지 않는다. 상업적으로 냉동된 굴은 제품 품질
을 유지하기 위해 급속 냉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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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의한 오염 방지
3-301.11

손 접촉에 의한 오염 방지

1999년 11월 미국식품미생물기준자문위원회(NACMCF)는 즉석섭취식품을 맨손으로 만질
경우 식품매개 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전염 중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
다. NACMCF는 질환을 가진 식품종업원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일차 예방 전략으로
권고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접근법의 한계를 인정하였다. 예로, 무증상 식품종업원을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NAMCF에 의해 확인된 배설물-구강 경로를 통해 전염되는 식품매개 질병을 감소시키는 세
가지 상호의존적 요소는 질병을 가진 식품종업원 배제와 제한, 적절한 손씻기, 즉석섭취식품과
맨손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각 요인은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부적절하며 효과적이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요인을 조합하여 적절히 사용하면 배설물-구강 경로 병원체
의 전파를 통제할 수 있다. 손에 묻은 미생물 오염 정도에 따라, 식품공전에 명시된 일반 비누
와 물로 손을 씻는 것은 즉석섭취식품과의 손 접촉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이 즉석섭취식품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식품공전에 명시된 손씻기 방법은 손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2~3 로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배설물-구강 병원균에 감염된 식품종업원 및 조건부 종업원은 배설물 1g당 최대 108개의
바이러스 입자나 또는 난모낭을 배출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높은 오염 수준과 낮은 최소 감염
량을 고려하여 FDA는 손씻기 단독으로는 배설물-구강 병원균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편모충과 크립토스포리디움의 감염량은 1~10 난포낭으로 알려져 있으
며, 10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노로바이러스나 A형 간염 바이러스 10개의 입자만으로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CDC는 노로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오염된 손은 노
로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전파에 중요한 요소다. 또한, 감염된 식품종사
자에 의한 식품 오염은 식품매개 질환 발생에서 A형 간염 전염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연
구에 따르면 오염된 손에서 즉석섭취식품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비율은 10% 정도이며 적절
한 손씻기를 통하여 병원성 바이러스를 전염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손톱 아래
부분 등과 같이 초기 오염이 심한 경우, 기본적으로 세균을 2~3 로그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손씻기 절차는 바이러스성 식품매개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맨손을 노출된 즉석섭취식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지만, 철저한 손세척은 장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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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기구가 미생물을 식품으로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중요
하다.
즉석섭취식품을 구성성분으로 다른 식품에 첨가한 후 병원균 사멸 단계를 거치는 경우(피자
반죽에 치즈나 다른 즉석섭취식품을 토핑으로 추가하거나 조리 전 익히지 않은 식육에 야채를
곁들이는 경우), 맨손 접촉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 식품공전에서 요구하는 온도까지 음
식을 조리하면 종업원의 손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표면으로 옮겨질 수 있는 병원균의
생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 예외는 특별히 식품시설에서 식품 규정에 명시된 최소 온도까
지 조리될 식품의 성분으로 첨가되는 즉석섭취식품과 맨손 접촉에 적용된다. 즉석섭취식품을
다른 식품의 재료로 사용하고 이 절에 명시된 최소 온도로 조리하지 않고 살짝 데우거나, 녹을
때까지 또는 갈색으로 변색될 때까지 가열하는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비
자가 식품시설 밖에서 즉석섭취식품을 다른 식품은 성분으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절한 열처리를 질환을 가진 식품종업원의 배제 및 제한, 적절한 손씻기
와 함께 이행하면 질병 전염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301.11, 2-301.12 및 2-301.14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3-301.11(E)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을 접촉하는 식품종업원의 사전 승인
미국에서 보고된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질병 5건 중 1건은 감염된 식품종업원이 오염원이
다.1 집단발병은 대부분 장내 또는 배변물-경구 병원균과 연관된다. 식품 준비 중에 종업원이
배설물로 배출하는 유기체이다. 부적절한 손씻기 방법이나 적절한 절차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은 이러한 유기체를 식품으로 확산한다. 또한 감염된 손의 상처, 화상 또는 종기도 식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이 전파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식품 규정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식품매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즉, 식품종업원이 감염되었을 때 식품을 준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철저하고 빈번히 손을 씻도록 한다. 배설물-구강 전파를 억제하기 위하여 식품공전에서는 질환
을 가진 종업원 관리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손씻기가 요구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
다. 최종 방어 수단으로 즉석섭취식품(세척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식품이나 병원체 사멸 단
계를 거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과 맨손 접촉이 금지되며 주걱, 집게, 일회용 장갑 또는 분배
1

CDC 식품매개 질병 집단발생 감시결과 요약(CDC Summary Surveillance for Foodborne-Disease Outbreaks
- United States, 1988-1992),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1980-1991, Weingold, Guzewich, Fudala,
1994, 식품매개 질병 데이터를 활용한 HACCP 위해성평가(Use of Foodborne Disease Data for HACCP
Risk Assessment) J. Food Prot. 53: 8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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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와 같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는 면역이 손상된 사람, 소아 및 고령자가 포함되므로 감염에 매
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에서는 맨손과 즉석섭취식품 접촉을 금지하는 조
항을 다른 조치로 대신하여서는 안 된다.
맨손 접촉 금지 요구사항을 다른 절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식품시설에서 2-201.11~13에 따라 질병을 가진 종업원을 관리하고 공전 2-3에 따
라 손세척 관리기준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서면 문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은 서면 절
차와 문서화된 증거에 기초하고 최소한 다음을 고려되어야 한다.
(A) 개인 청결, 식품종업원이 손과 손끝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절차에 따라,
화장실 사용 후와 손이 다시 오염될 수 있는 작업 사이에, 그리고 2-301.14절에 명
시된 시점에 손을 씻는다.
(B) 2-4에 명시된 위생관행
(C) 다음과 관련하여 종업원 건강:
(1) 질병 및 의료적인 상태 보고, 그리고
(2) 배제 및 제한(2-201.11에 명시된 건상 상태를 보고하는 식품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 질환을 가진 식품종업원은 2-201.12에 명시된 대로 제한 또는 배제하
고 2-201.13에 명시된 대로 제한 또는 배제 조치를 해제한다.
(D) 능동적 관리통제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체 관리기준과 절차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방법
이러한 프로그램은 위 A~C에 기술된 모니터링 및 검증 포함되며 다음 사항을 충족
한다.
(1) 식품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맨손 접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한다. 규제 당국은 허가소지자가 해당 위험이 종업원의 손에서 옮겨지는 세
균성 병원체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및 기생충에 의해 즉석섭취식품으로 오염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맨손으로 접촉하는 식품을 확인하고, 식품종업원이 작업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손
을 씻고 맨손과 익히지 않은 식품 접촉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절차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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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준이 모두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코와 같은 특정 유형의 식품과 식품종업원을 타코 전용 작업장에 배치
하여야 하는 상황을 파악한다. 작업대는 타코를 준비하는 구역에 인접하고 종업원은
지정된 즉석섭취식품만 맨손으로 취급한다.
또 다른 예는 다양한 즉석섭취식품의 준비(조합)을 전담하는 식품종업원이다.
(3) 공전에 명시된 위장증상이 발현될 경우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호한 위생관행과 적절한 손씻기 절차, 안전한 식품 준비 절차를 설명하는 효과
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의 관리 책임을 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정기적인 갱신 등 관리 주기가 명시된 문서화된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 대체 절차는 모니터링, 문서화 및 검증 조치를 명확히 기술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질환이 있는 종업원이 식품을 준비하는 경
우과 같이 관리기준과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개선 조치를 미리 결정
하여야 한다.
(F) 즉석섭취식품을 맨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과 관련된 관행,
절차 및 개선 조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문서를 식품시설에 보관하고 책임자가 사용
하거나 규제 당국의 검토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한다.

식품 및 성분 오염 방지
3-302.11

포장 및 미포장 식품 - 보호 분리, 포장, 분리

보관, 준비, 유지 및 진열 중 즉석섭취식품과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분리하여 동물성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업적으로
포장된 익히지 않는 냉동 상태의 동물성 식품은 상업적으로 포장된 냉동 즉석섭취식품 옆에나
위에 보관하거나 진열할 수 있다. 냉동 장비는 식품을 냉동상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 또는 표시 장치의 전원이 꺼지거나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개
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익히지 않은 식품, 즉석섭취식품 또는 상업적으로 가공하여 현장에
서 포장하는 대용량 포장식품은 교차오염 가능성이 더 높다. 추가적인 제품 취급, 냉동 공정
중 드랍 페이지, 부분 해동 또는 불완전한 씰이 포장에 있을 경우, 사내에서 포장제품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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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위험성은 높아진다.
3-302.11(A)(2)에 명시된 다양한 유형의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의 저장과 관련하여, 예
상되는 미생물 부하와 식용 동물의 유형(종)에 기초하여 분리할 필요가 있다. 보관, 준비, 유지
및 진열 중에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종류에 따라 분리하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요구되는 분리 방법은 열에 의한 사멸 데이터와 예상되는 미생물 부하를 토대로 정한
3-401.11에 따라 명시된 일련의 조리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교차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해 15초간 내부 온도 화씨 145도에서 조리하여야 하는 수산물과 돼지고기는 예상 미생
물 부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부 온도 화씨 165도(<1초, 순간)까지 조리하여야 하는 익히
지 않은 가금육 상부나 생가금육과 간격을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돼지고기, 수산물 등
같은 온도로 조리하는 익히지 않은 식품은 알레르겐 교차오염이나 부주의한 혼합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보관, 준비 과정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다른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부적절하게 포장되거나 손상된 포장에 포함된 식품은 근접하게 보관된 제품이나 장비에 의
해 유입된 미생물, 먼지 또는 화학 물질 또는 포장 또는 포장을 전달, 보관 또는 개봉하는 사
람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 포장은 미생물과 화학물질 등 기타 오염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절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용기 외부에 존재할 수 있으며 포장이 부적절하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포장을 열었을 때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랩으로 포장된 식품은 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적
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포장된 식품의 무결성이 훼손될 수 있다.
3-302.12

식품 보관 용기, 용기에 식품 일반명 표시

일부 식품은 원래 포장에서 꺼낸 후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는 특정 식품이나 식재
료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가 제외하도록 요청한 식품 성분을 실수로 잘못 사용하
면 심각한 의료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식품을 잘못 사용하면 화학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식품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유아용 조제 분유와 특정한 식이요법에서 라벨이 부착
되지 않은 소금을 설탕 대신 사용하여 발생하였다. 기름과 같은 액상 식품과 세정화합물과 혼
동할 수 있는 과립형 식품도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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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13

저온살균 난류, 일부 조리법에서 생란 대체

특정 드레싱이나 소스에 사용되는 생란이나 덜 익힌 알은 병원성 살모넬라 엔터티디스가 생
각란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온 살균 알은 병원균이 없으며 즉석섭
취식품에 해당한다. 생란이나 덜 익은 알을 사용하는 조리법에서 저온살균 제품을 대체 사용한다.
3-302.14

미승인 첨가물 사용 금지

3-202.12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승인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승인되었더라도 식품첨가물 규정에 정의된 한계를 초과
하여 과량 사용하면 알레르기 반응 등 식품매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예로, 과일과 채소의
“갈변”을 지연하거나 분쇄육을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아황산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
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첨가물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훈제 및 경화 작업에서 아질산나트륨 또는 기타 경화제의
사용을 다루는 부속서 6의 식품 처리 기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처리 과정이 정확히 수행
되지 않으며 아질산염이 과다하게 첨가되거나 식품이 충분히 보존되지 않아 질병을 유발하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3-302.15
생과일·채소의

외부

과채류 세척

표면에는

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과

농약

등

화학물질이

잔류할 수 있다. 세척으로 대부분의 유기체나 화학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가정하
였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척만으로는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다.

살모넬라균이

생물막을 형성하면 증식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세균이 생존할 수 있으며 항균제를 사
용하여 세척하더라도 제거 효율이 낮아진다. 상업적으로 세척, 사전 절단 및 포장된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신선 농산물은 섭취, 절단 또는 조리 전에 7-204.12에 명시
된 대로 흐르는 물 또는 화학 물질로 철저히 세척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껍질을 벗
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농산물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염물과

이물질

제거

는 여전히 중요하다.
미생물은 세척과정에서 과일과 야채 줄기의 상처, 갈라진 부분, 절단면, 또는 멍 부위를 통
하여 침투할 수 있다. 일단 과채류의 내부로 침투하면 병원균은 더 이상 세척이나 살균액으로
제거할 수 없다. 침투 가능성을 줄이려면 세척수의 온도를 세척하는 모든 농산물의 펄프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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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화씨 10도 더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정 과일이나 채소는 물에 담가둘 경우 미생물이
쉽게 침투할 수 있으므로 세척 중 물에 담가두지 않는다. 물이나 농산물 표면에서 병원체를 최
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301.12에 따라 신선 농산물을 취급하기 전·후
적절한 손씻기가 매우 중요하다.
깨끗한 솔로 문질러 세척하는 방법은 당근, 오이, 감귤류 등 껍질이 단단하고 쉽게 멍들지
않으며 솔모가 침투하지 못하는 농산물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단단한 농산물은 솔
로 문지르고 깨끗한 천 재질 수건이나 깨끗한 일회용 수건으로 건조하면 세균 부하를 더 낮출
수 있다. 비누, 세제 또는 다른 계면활성제로 신선 과채류를 세척하는 방법을 권고하지 않는
다. 과채류로 침투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승인 성분을 함유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은 화학물
질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농도로 사용하며 독성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이 식품에 잔류할
수 있다. 21 CFR 173.315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채류를 세척하거나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의도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을 초과하여 사용하
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사용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확히 시험하고 제품 표시에 기재된 모
든 사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리 절단하여 봉지에 담아 판매되는 농산물은 대부분 이미 세척된 식품이다. 세척 후 포장
되었다면 표시에 해당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추가 세척없이 즉석 섭취할 수 있다. 추가 세척
을 권고하거나 요구된다면 표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미리 절단된 제품이나 세척하여 포장된 식
품은 사용 전에 세척하지 않는다. 절단 후, 멜론, 잎채소, 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은 시간·온도
제어 식품으로 간주되며 존재하는 병원균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씨 41도 이하로 냉장하
여 보관한다.
토마토, 잎채소 및 기타 농산물 보관과 취급에 관한 상세한 가이던스는 FDA 프로그램 정보
매뉴얼, 소매 토마토 보관 및 취급(2007년 10월 5일)(http://www.fda.gov/Food/Guidance
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IndustryandRegulatoryAssistanceandTrainingRes
ources/ucm113843.htm)과 자른 토마토의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시간 제한(Time as a
Public Health Control for Cut Tomatoes, 2010년 6월 8일)(http://www.fda.gov/Food/
Guidance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IndustryandRegulatoryAssistanceand
TrainingResources/ucm215053.htm)을 참조한다.
추가로, FDA 프로그램 정보 매뉴얼, 자른 잎채소의 보관 및 진열하는 소매식품시설에서 시
간 제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s for the Temperature Control of Cut Leafy
Greens during Storage and Display in Retail Food Establishments, 2010년 7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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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Industryand
RegulatoryAssistanceandTrainingResources/ucm218750.htm)을 참조한다.
1998년 10월 26일 FDA, USDA, CDC는 공동으로 농산물업계를 대상으로 미생물 위해
요소를 설명하고 신선 과채류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적용을 지원하기 위
하여 자율가이던스를 발간하였다. 이 자율가이던스에는 항균제 사용뿐 아니라 과일과 야채의
세척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3년 8월 19일 업데이트되었다. “신선 과채
류의 미생물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Guide to Minimize Microbial
Food Safety Hazards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1998년 10월 26일)”은 FDA
의 식품안전이니셔티브 담당 종업원에 요청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
formatio n/ProducePlantProducts/ucm064574.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DA 식품의약품법(CFSAN)은 2009년 2월 “산업용 가이던스, 신선편이 과채류의 미
생물 식품 위해요소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Guidance for Industry, Guide to Minimize
Microbial Food Safety Hazards of Fresh-cut Fruits and Vegetables)”를 발간하고,
최소 가공된(예: 미생물 사멸 단계를 거치지 않은),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포장하
기 전에 변형된(껍질을 벗긴, 자른, 얇게 자른, 심을 제거한, 세척이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신선편이 과채류 관련 미생물 위해요소를 설명하였다. 이 가이드는 http://www.fda.gov/Food/
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Produce
PlantProducts/ucm064458.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1월 11일 FDA/CFSAN은 소비자를 위한 Q&A와 더불어 신선 농산물 구입, 보관
및

준비에

관한

추가적인

안전취급

권고사항을

웹사이트(http://www.fda.gov/Food/

ResourcesForYou/Consumers/ucm114299.htm)에 게시하였다. 이 문서는 PDF(3.5MB)
형식(스페인어 사용 가능)으로 제공되며, 신선 농산물 세척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냉장용 얼음에 의한 오염 방지
3-303.11

외부 냉각제로 사용되는 얼음, 식재료로 사용 금지

비위생적인 표면이나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과 접촉하는 얼음에는 병원균과 기타 오염물
이 존재할 수 있다. 예로, 생선이나 포장 식품을 저장하거나 진열하는 데 사용되는 얼음은 생
선이나 포장에 존재하는 미생물로 오염될 수 있다. 이러한 얼음이 식재료로 사용되면 최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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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오염될 수 있다.
3-303.12

물이나 얼음과 접촉하는 식품의 보관 또는 진열

방수되지 않는 포장은 포장지의 비위생적인 외부 표면에 노출된 물이 유입되어 식품이 오염될
수 있다. 식품기본정보나 표시에 기재되지 않은 물이 식품으로 유입될 수 있다.
신선 생선과 같은 미포장 식품은 종종 얼음 위에 보관하거나 전시한다. 얼음이 녹으면서 한
식품의 병원균이 물을 매개로 다른 식품으로 전이되어 식품 미생물 부하가 증가할 수 있다. 녹
은 얼음물을 지속해서 배수하여 오염 가능성이 낮춘다.

장치, 기구 및 리넨류에 인한 식품 오염 방지
3-304.11

장치 또는 기구와 식품 접촉

세척 및 살균되지 않은 표면에 보관된 도구로부터 식품으로 병원균이 전파될 수 있다. 소비
자나 종업원이 직접 전파하거나 중고 식기류나 식품 용기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파할 수도 있다.
일부 병원성 미생물은 체외에서 상당 기간 생존한다. 깨끗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표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식품은 그러한 오염에 취약하다. 장갑을 착용한 채 취급하더라도 기
구 손잡이는 오염에 취약하다.
탐침 형태 가격표나 식별 꼬리표도 기구도 정의된다. 따라서, 이러한 꼬리표를 반복 사용하
는 경우 4-1 제작 및 보수 자재, 4-2 설계 및 제작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탐침
형 가격표나 식별 꼬리표를 적절하게 설계, 제작 및 유지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 화학 또
는 물리적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공전에서는 장갑을 “기구”로 분류하므로 장갑은 기구 제작, 세척 보관 요구사항을 충족
하여야 한다.
3-304.12

사용 중 기구와 사용 간 보관

3-304.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식품종업원이 국자, 주걱, 칼 등 세척과 소독이 완료된 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기
구는 사용 중인 기구로 간주된다. 식품 준비나 배출(디스펜스) 중 지속해서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는 표면으로 유입된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정에 세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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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하여야 한다. 미생물 생장은 온도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는 섭씨
135도 이상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식품 기구는 맨손과 즉석섭취식품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또는 즉석섭취식품이 아닐 경우
식품과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고 제작되어야 한다. 현장 조사를 통하여 기구가 사용되는
작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식품종업원이 설계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3-304.13

리넨류와 냅킨 사용 제한

물질의 흡수성을 고려하여 식품과 접촉면에 사용되는 리넨류와 냅킨은 용기가 재충전될 때
마다 교체되어야 한다. 적절히 교체하지 않을 경우 리넨류나 냅킨이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
3-304.14

행주, 사용제한

오염된 행주, 특히 축축한 행주는 병원균의 좋은 서식지가 되어 식품 오염을 유발할 수 있
다. 건조되지 않은 모든 행주(일회 사용 후 세탁하는 행주는 제외)는 사용 후 다음 사용 전까
지 적절한 농도의 살균 용액에 보관하여야 한다. 행주가 유기물로 오염된 경우 살균제를 중화
하여 살균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유기물질의 축적을 최소화하고 적정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면 살균액을 교체한다. 적절한 화학시험 키트로 주기적으로 용액을 시험하여 적절
한 세정제 농도를 확인한다.
세정제 용액에 적절히 보관된 재사용 가능한 젖은 천을 사용하여 표면을 닦는 것은 특정 유
형의 식품 유출을 닦아내고 장비 표면을 닦는데 허용하는 관행이다. 단, 이 관행은 식품법 제
4-6절과 제4-7절의 방법과 빈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촉면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행위는 포함하지는 않는다.
건조된 일회용 수건과 미리 혼합된 세정액이 담긴 분무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
도 마찬가지다. 이 관행은 금지되지는 않지만 식품공전 4-6과 4-7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을 충
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접촉면의 적절한 세척과 위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완전한 세척과 위생이 필요하지 않은(예를 들어 청량 음료가 컵 옆면이나 조리대로 넘
쳐나는 경우) 표면의 식품 유출을 닦아내기 위해 마른 천과 일회용 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
된다. 다시 강조지만 이 방법은 식품공전 4-6과 4-7에서 기술한 적절한 식품접촉면 세척 및
살균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공전 4-6과 제4-7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세척과 소독이 요구되는 경우, 표면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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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세척하여 유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식품공전 4-603.14에서 기술한
세제나 기타 세척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육안과 촉감으로 표면이 깨끗한지 확인한 후 적절한
농도와 온도의 화학 살균액을 표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살균액은 이 공전에 명시된 접촉 시간
동안,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제조자의 EPA 등록 표시에 명시된 시간 동안 표면에 잔류하여야
한다.
3-304.15

장갑, 사용제한

3-304.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즉석섭취식품을 취급하는 데 사용되는 장갑은 “기구”로 분류되므로 기구 제작, 양호한 보수,
세척 및 보관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회사용하는 사용 장갑, 특히 반복 사용되고 오물에 노출되는 장갑은 식품으로 옮겨질 수
있는 병원균의 번식지가 될 수 있다. 오염된 장갑을 즉석섭취식품과 함께 보관하면 식품을 직
접 오염시키고, 식품과 접촉할 때 사용하는 물품과 함께 보관하면 식품을 간접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다회사용하는 장갑은 장갑이 오염될 수 있는 작업 후 다음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세
척, 헹굼 및 살균하여야 한다.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오물이나 기타 오염물
질이 장갑 내부에 유입되었다면 장갑을 폐기하여야 한다.
베임 방지 장갑은 세척과 살균이 용이하지 않다. 베임 방지 장갑을 착용한 채 즉석섭취식품
을 취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다.
천연고무 라텍스(NRL) 장갑
식품 준비 과정에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일부 개인과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식품종업원이
준비한 식품을 먹는 개인(부속서 2, 3-304.15 참조)에게서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정보는 식품 준비 중에 라텍스 재질 일회용 장갑 사용
을 결정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직업상 노출되어 많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지만, CFSAN은 식품을 통한 라텍스 단백질
의 전염 가능성에 비추어 식품 운영에 일회용 NRL 장갑을 사용하는 현재의 정책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소매 환경에서 NRL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는 추
가 정보를 얻기 위해, CFSAN은 해당 기관에 연락한 소비자로부터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보
고서를 수집해 왔다. CFSAN 내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새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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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와 기타 노력으로 식품안전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식품 운영
에 라텍스 사용과 관련된 정책 변경이 보증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FDA, 식품첨가물
안전국, 식품접촉 통보 부서는 식품업계에서 식품접촉용으로 제출된 장갑을 장갑의 제제 또는
성분에 기초하여 검토한다. FDA는 의료용 NRL 장갑을 규제한다. FDA는 NRL 장갑 사용과
관련된 직업상 위험(식품안전 위험이 아닌)과 관련된 다음을 파악하고 있다.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1997년 “작업장 내 천연고무 라텍스에 대한 알
레르기 반응 방지”라는 제목의 경보(NIOSH 간행물 번호 97-135)를 발행했으며, 이
는 http://www.cdc.gov/niosh/docs/97-1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레르기, 천식, 면역 관련 두 학회인 The American College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ACAAI)와 American Academy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AAAAI)는 공동으로 식품취급자는 NRL 장갑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
하였다(1997)(http://www.acaai.org/public/physicians/joint.htm).
AAAAI는

라텍스

알레르기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http://www.aaaai.org/

patients/ allergic conditions/latex allergy.stm)에서 제공하고 있다.
ACAAI는 라텍스 알레르기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
(http://www.acaai.org/public/facts/latex.htm.)에서 제공하고 있다.


OSHA 기술정보게시판(Technical Information Bulletin)에서는 알레르기 위험성
을 낮추기 위하여 불필요한 NRL 노출을 피하도록 권고한다. “식품서비스 종사자는
식품

취급을

위하여

NRL

장갑을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1999)(http://www.latexallergylinks.org/LA-TIB.html).
OSHA의

장갑

착용

요구사항은

연방

규정(http://www.osha.gov/pls/oshaweb/

owadisp.show document?p table=STANDARDS&p i d=9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OSHA 규정(Standards-29 CFR)
표준 번호: 1910.138
표준명: 손 보호 SubPart 번호: I
SubPart 제목: 개인보호장비
(a) 일반 요구사항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손이 유해물질의 피부 흡수, 심각한 절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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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상, 심각한 찰과상, 구멍, 화학 화상, 열화상, 유해 온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선택하고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b) 선택. 종업원은 수행하는 작업, 현재 상태, 사용 기간, 식별 및 잠재적 위험을 토대로
손 보호 도구의 성능 특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보호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04.16

깨끗한 재충전용 식기 사용

3-304.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3-304.17

회수용품 재충전

식품시설에서는 재사용 또는 재충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다회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
할 수 있다. 이 용기들은 소비자가 용기를 식품시설로 반납하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다. 그
결과, 병원균은 소비자나 종업원에 의해 식품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사용된 가정용
식품 용기로부터 옮겨질 수 있다.
현재 식품공전 조항, 구체적으로 4-6과 4-7 조항이 이행될 경우, 반환된 용기를 4-1과
4-2 조항에 따라 육안으로 검사한 후 재충전한다면 안전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식품공전
조항에 따라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 재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비자 또는 식품종업원이 절연병, 유출방지 커피컵, 판촉 음료잔 등 소비자가 소지한 개인
포장 음료 용기를 재충전하는 경우 부적절하게 세척된 용기에 의하여 충전 장비 또는 제품 오
염되거나 부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오염과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 소유의 개인용 테이크아웃 음료 용기의 재충전은 잠재적으로 유해하
지 않은(안전성을 위하여 시간 및 온도 제거가 필요 없는) 식품으로 제한된다. 장비는 장비 오
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시설 내 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 부지 내 오염 방지
3-305.11

식품 보관

3-305.12

식품 보관이 금지된 장소

식품을 적절히 보관하지 않을 경우 병원균으로 오염될 수 있다. 응축물 낙하나 여과되지 않
은 공기 흐름은 보관 중인 식품을 미생물로 오염시킬 수 있다. 신발을 통해서도 식품 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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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구역 바닥이 오염될 수 있다. 심지어 화장실이나 탈의실, 쓰레기 보관 및 처리 도구나 기
계가 보관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량의 고형폐기물이나 쓰레기도 식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
다. 보관 구역의 습도 조건도 미생물 생장을 촉진할 수 있다.
3-305.13

자동판매기에서 시간·온도 제어 식품 용기 상태

식품 오염 가능성은 식품 노출 기회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자동판매되는 시간·온도 제어 식
품의 용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용기에 존재할 수 있는 미생물로 식품이 오염될 수 있다. 병
원균은 식품을 포장한 개인의 손, 사용된 장비 또는 원래 포장상자의 외부에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밀봉된 상태로 판매된다. 밀봉 포장이
개봉되면 오염에 취약해진다.
3-305.14

식품 준비

식품 준비 과정에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식품 보관과 마찬가
지로 준비 과정에서도 식품오염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척 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
상부 공기조화계통 환기구 맺힌 물방울, 제어되지 않는 공기 흐름(예: 공전 요구사항을 충족하
지 못하는 건물에서 식품을 준비할 때) 등이 환경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소비자에 의한 오염 방지
3-306.11

식품 진열

진열 중에는 직접적인 손 접촉이 없더라도 식품이 오염될 수 있다. 다양한 미생물이 미세
입자나 에어로졸 형태로 기류를 따라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사람들이 숨쉬거나 재채
기를 할 때, 배수구를 향해서 물을 뿌리거나, 에어컨에서 나오는 응축수에서 유래할 수 있다.
심지어 식품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오수 퇴적물과 비료를 살포한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한 바람도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3-306.12

조미료, 오염방지

포장되지 않은 조미료는 식품매개 질병을 가진 소비자에 의하여 오염에 노출된다. 일단 조미
료가 오염되면, 이후 조미료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다. 개별 포장된 조미
료를 사용하면 소비자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식품시설 구내와 외부에 위치한 조미료 배출기 재충전 설비는 주입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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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306.13

소비자 셀프서비스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에는 보통 병원균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식품은 소비자에게 셀프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될 경우 같은 진열대에 보관된 다른 식품을 교차오염시킬 수 있다. 익히
지 않은 동물성 식품은 오염되었다고 간주되며 병원성 유기체의 생장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므로 소비자 셀프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즉석섭취식품을 셀프서비스 형태
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깨끗한 도구와 분배기를 제공하
고 종업원이 소비자가 기구와 분배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하여 오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소비자 셀프서비스 구역에 진열된 콩나물은 시간·온도 제어 식품으로 적절한 냉장보관이 요
구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에 세척하여야 하므로 즉석섭취식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306.14

회수된 식품의 재사용 또는 판매

A형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는 식품을 매개체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다.
모든 포장되지 않은 식품, 심지어 바구니에 담긴 제과류(시간·온도 제어 식품이 아닌), 소비자
에게 제공하였으나 먹지 않은 빵 등고 병원성 미생물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기타 오염원에 의한 오염 방지
3-307.11

기타 오염원

이 절에서는 3-301~306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오염원을 범주를 기술한다. 1993
년 이전의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식품오염방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특수성
과 무관하게 수령 후 식품이 오염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예측하여 공전에 반영할 수는 없다.
조리

3-401.11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

3-401.12

전자레인지 조리

3-401.13

고온으로 유지하는 식물성 식품 조리

식품 조리를 통하여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조
리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식재료 원료 내 예상되는 병원균 수준, 식품의 초기 온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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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품 내부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부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리 후 온도
상승과 지정된 내부 온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보다 가금류고기에서 더 많은 수와 종류의 병원체
가 발견된다. 따라서 가금류 조리법은 더 높은 온도와 온도 유지 시간이 중요하다.
미생물을 사멸하려면 충분한 온도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리는 일
련의 연속적인 시간과 온도 조합이 동일한 효과를 가지도록 설정된 프로세스이다. 예로 소고기
로스트를 조리하는 경우, 54.4°C(130°F)에서 112분과 62.8°C(145°F)에서 4분 조리할 때
미생물 사멸 효과는 같다. 조리된 소고기와 로스트비프, 양고기 로스트, 콘비프는 3-401.11
도료에 수록된 시간과 온도 조합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살모넬라균을 6.5로그 수준으로 감소시
킬 수 있다. 고기의 모든 부분이 명시된 온도에서 명시된 시간 동안 유지되도록 조리하여야 한
다. (제시한 시간과 온도 변수는 USDA/FSIS 부속서 A. 일부 식육 및 가금류 식품의 가열치
사시간 가이드라인(Compliance Guidelines For Meeting Lethality Performance
Standards For Certain Meat And Poultry Products, http://www.fsis.usda.gov/
wps/portal/fsis/topics/regulatory-compliance/compliance-guides-index/
compliance-guides-index)에서 발췌하였다.
조리 요건은 부분적으로 병원균의 생물학에 근거한다. 가열을 통한 미생물 사멸은 미생물이
열에 견디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미생물은 종류에 따라 열에 대한 민감도도 다르다. 또한
성장 단계(예: 세균의 영양세포, 원생동물의 영양형이나 유충 형태의 벌레)에 있는 유기체는 같
은 종의 생존형(세균 포자, 원생동물의 포낭 또는 벌레 알)보다 열에 약하다.
식품 특성도 조리 온도의 사멸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식품에 따라 열 침투 속도도 다르다.
지방 함량이 높으면 가열에 의한 사멸 효과가 낮아진다. 조리 용기 내 수분이 충분하고 식품의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열에 의한 사멸효과가 높아진다.
오븐 온도를 너무 높게 가열한 후 부피가 큰 소고기(로스트)를 너무 빨리 가열하면 외부가
탄화되거나 건조되어 단열층이 형성되어 내부로 효율적인 열 침투가 어려워진다. 식품에 존재
하는 모든 병원체를 사멸하기 위해서는 조리 시 식품의 모든 부분을 정확한 시간 동안 필요한
온도까지 가열하여야 한다.
이 공전의 3-4조에 명시된 온도와 시간 조합은 살모넬라균 기준이다. 생각란에 존재하는 살
모넬라 균의 개체수는 일반적으로 소수이다. 상업적으로 사육된 수렵 동물 식육을 포함하여 다
른 분쇄되지 않은 수산물 식품 그리고 이 온도와 시간 변수에 따라 조리가 허용된 식품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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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오염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시된 조리 조건에서 이러한 식품의 표면 오염 물질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3-4에는 7D를 초과할 수 있는 온도 및 시간 변수도 수록되어 있다.
“D”값은 십진수 로그 감소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알을 63°C(145°F)에서 15초 조리할 경우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감소율은 3D이다.
3-401.11(D)에 따라 명시된 요건은 소비자의 건강 상태와 익히지 않은 또는 덜 익힌 동물
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원하는 식
품을 주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다.
뷔페, 샐러드 바, 초밥 바, 또는 진열대 같은 소비자 셀프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3-603.11에 명시된 소비자 권고문은 익히지 않거나 부분 조리된 식품을 보관하고 식품을 선
택하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장치에 게시되거나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결혼식 피로연과 같은 환경에서는 식품 소비자가 직접 식품을 선택하거나 요청하여야 한다.
슬로우쿡(온도를 서서히 높이는 조리법) 로스트 - 가열 편차 및 승온 속도
(출처: USDA/FSIS 부속서 A 일부 식육 및 가금류 식품의 가열치사시간 가이드라인
(Compliance Guidelines For Meeting Lethality Performance Standards For
Certain Meat And Poultry Products),
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regulatory-compliance/complian
ce- guides-index/compliance-guides-index)
부적절한 가열로 다양한 병원균의 증식이 촉진될 수 있다. 승온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거나
미생물 증식에 적합한 온도 구간에 식품을 오래 노출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
증식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다시 조리하더라도 식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독성
세균은 식품 내에서 독소를 방출할 수 있다. 포도알균 독소와 같은 일부 독소는 열에 매우 안
정하여 일반적인 조리 온도에서 비활성화되지 않는다. 다양한 병원균이 화씨 50~130도 범위
에서 활발히 증식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이 온도 범위에 6시간 이상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가열 편차를 고려할 때 표본 추출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가열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종류의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 검체를 채취하여 모든 세균 종을 시험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요
구된다. 여건에 따라 식품시설 운영자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세균 증식 속도를 추정하기 위
하여 컴퓨터 모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과열과 연관된 과거 사례에서는 식
품을 실수로 95°F로 설정된 오븐에서 12시간 조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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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는 체류 시간의 대부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컴퓨터 모델링을 쉽게 적용
할 수 있다. USDA/FSIS는 다른 조건이 병원균 증식에 유리하다고 가정할 경우 많은 병원균
이 6시간 5 로그 수준을 초과 증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식품은 재가공하더
라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온도가 변하는 경우 컴퓨터 모델링은
매우 복잡해진다. 한 가지 방법은 작은 증분(예: 5°)으로 유도기/성장기(lag/log) 시간의 평균
을 구하고 평균을 합하여 더 긴 시간에 걸쳐 총 상대 생장의 근사치를 구하는 것이다. 식품시
설 관계는 가공 전 세균 개체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모델링에서는 종종 높은 수
준이 입력 값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어드 스테이크(Seared Steak)
미국식품미생물기준자문위원회(NACMCF)와 USDA는 시어드 스테이크를 허용하는 조항을
검토하였다. NACMCF와 USDA 권고사항은 3-401.11(C)에서 기술하고 있다.
USDA의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논의의 목적상 스테이크는 온전한 전근육 식육이다. 피
닝(pinned), 주입, 절단, 형성된 온전한 전근육 소고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레인(grain)과
교차하도록 절단(등심, 척 또는 포터하우스)하거나 평행하게(플랭크, 스커트 또는 샤토브리앙)
절단할 수 있다. 가금육, 돼지고기, 양고기 등 다른 종의 식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NAMCF는 “병원성 유기체가 외부 표면에서 소고기 근육 내부로 유입되거나 이동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외부 표면이 조리된 색 변화에 충분히 노출되면 온전한 근육(스테이크)은 안전하
게 자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절단된(노출된) 표면은 절단된 표면 전체가 완전히 구워
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열을 받아야 한다. 완전한 표면 실링에 그릴 또는 샤르 마크를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외부 표면의 조리된 색상 변화를 위해 온전한 스테이크 표면에 최소 145도의
온도를 가하는 가열 환경(예: 그릴 또는 굽는 오븐)을 이용하여 고기는 상단 및 하단 표면 모
두를 재빨리 그을려야 한다. 모든 표면 시어링은 원하는 완성도와 외관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
되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스테이크는 즉석섭취식품으로 간주된다.
“온전한 전근육 비프스테이크”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양념에 절인 식육은 칼집이나 다른
방법으로 근막(외부 표면)이 파괴되어 양념이 스테이크 내부로 침투할 수 있어 식품 안전에 주
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소비자 권고문이 요구되지 않은 덜 익힌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돼지고기
돼지 고기에서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하는 선모충(Trichinella spiralis)과 톡소포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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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oplasma gondii), 유구조충(Taenia solium)은 145°F 이하에서 비활성화된다. 따라
서, 돼지고기 로스트는 소고기 로스트와 같은 조건(예: 145°F에서 3분), 돼지고기 토막(chop)
은 내부 온도 145°F에서 15초 동안 조리할 수 있다.
굿펠로우와 브라운(Goodfellow and Brown)의 연구에 따르면, 주조류 식육과 주입된 육
류, 분쇄육, 수산물, 육류, 상업적으로 사육된 식용 수렵 동물, USDA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규제되는 수렵 동물 식육의 경우 68°C(155°F)에서 5D 수준으로 유기체가 감소하였다. 타조,
에뮤, 레아와 같은 주조류는 68℃(155℃)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하면 이취(금속)가 나기 때문
에 날로 먹는 음식 목록에 포함된다.
USDA가 9 CFR 318.23 열처리 및 안정 요구사항(패티 규칙이라고 알려져 있음)에 대한
시간과 온도 매개변수를 확립했을 때, 기관은 살모넬라 5D를 가늘고 작은 소고기 패티에서
“내림차단”의 시간 부족을 설명하기 위해 Goodfellow와 Brown의 수행 연구에 적용한 추정
의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패티(patty) 규칙과 소고기 로스트의 가열 온도 및 유지시간 사이
에는 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패티 규칙을 적용하여 시가 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 개체
수를 8D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이 공전에서 제시한 분쇄육의 조리 온도 및 유지시간은
USDA 요구사항과 비슷하다.
분쇄육 1초 미만 조리
미국식품미생물기준자문위원회(NACMCF) 기술문제실무단 보고서(Report of the Task
Force on Technical Issues Arising from 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 고기 패티 제안 검토(Review of the Meat Patty
Proposal) 7쪽 (A)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98년 연구 데이터에 따라... 그리고 순간이 8초로 정의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제조
업체는 완전히 익은 고기 패티를 섭씨 157도 온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안전역이 충분
하지 않으므로 섭씨 158도 이하로 온도 일탈은 허용되지 않는다.”
1997년 11월, NAMCF 육류 및 가금육 소위원회는 햄버거 조리 시간과 온도를 재검토한
후 다음에 근거하여 햄버거를 1초 미만으로 조리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FDA에 권고하였다.
1.

식품 규정 및 USDA 지침에 포함된 조리 권장사항은 식물성 장병원균을 사멸하여
광범위한 안전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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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치사성의 개념(전체 가열 및 냉각 프로세스 중에 발생하는 미생물 사멸)은 안전
성의 한계를 증가시킨다.

3.

온도를 결정하기 전에 시간·온도 요구사항에서 시간 한도가 초과될 수 있다.

가금육 수렵동물 식육, 속을 채운 식품 등은 74°C(165°F) 이상에서 1초(순간)를 초과하여
조리하면 미생물 개체수는 7D 감소한다.
소아 식품
2005년 FDA 식품공전 3-401.11(D)에 따라 식품시설 운영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익
히지 않거나 반조리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은 예외
로 그러한 식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완전히 익히지 않은 식품의 위해성을 설명하
여야 한다.
여기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은 보육 시설에서 식품을 제공하는 취학 전 아동만을 포
함한다. 이 정의에서는 소매 식품시설(예: 식품점)에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미취학 아동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지만 많은 식품점에서 소아용으로 별도의 식품을 판매한다(예: “어린이 메뉴”).
식품공전에서는 보육 및 보호 시설의 범위를 넘어 현재 아동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모든 소매
식품시설에 아동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익히지 않은 다양한 동물성
식품에서 다양한 병원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은 덜 익은 소고기 분쇄육으로 대장균 O157이다.H7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아는 상대적으로 대장균 O157:H7 감염 위험성이 높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급성 신부전
과 용혈요독증후군(HUS)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10]. 대장균 O157:H7 감염은 비혈성 또
는 혈성설사에서 적혈구 세포 파괴와 혈액 응고 및 신부전이 주요 증상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HUS)를 초래할 수 있다. 대장균 O157:H7 감염의 2~20%가 HUS가 진행된다[6]. 다른 모
집단과 비교하여 미취학 아동과 영아에서 소고기 분쇄육에 의한 대장균 O157:H7 감염률이
2.5배 높다[6]. CDC가 추정한 연령대별 대장균 0157:H7 감염률은 1~9세 아동에서
100,000명당 8.2건, 10~20세 아동 및 청소년에서 3.0건이다[4].
반조리된 식품을 소아 메뉴에서 제외하여 식품매개 질병, 특히 소아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대장균 O157:H7 감염에 의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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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12

전자레인지 조리

마이크로파로 식품을 가열하는 경우 식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미생물 사멸에 요구되
는 가열 온도와 누적 유지시간의 관계가 기존 조리법과 다르다. 비슷한 사멸효과를 달성하려면
식품 내 모든 부분이 74°C(165°F)에 도달하여야 한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경우 식품에 냉
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오븐에서 꺼낼 때 여러 위치에서 온도를 측정한 열 평형과
균등한 노출을 위하여 2분 정도 식품을 덮은 채로 방치하는 조리법이 중요하다. 일부 전자레
인지는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더 고르게 에너지를 전달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지만, 식품 전
체에서 최종 온도가 74°C (165°F)에 도달하는지 측정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조리 공정에서 중요한 변수(중량, 모양, 비열, 열전도도 등)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공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전기장을 이용하여 분자 마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마
이크로파 가열법을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식품 내 수분과 염분 함량이 좋은 예
로, 일반적인 가열 방식의 조리법보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조리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참고문헌: Heddelson과 Doores, 부속서 2 참조)
3-401.13

고온으로 유지하는 식물성 식품 조리

신선하고, 냉동되거나, 통조림된 과일과 야채는 고온유지에 필요한 온도까지만 조리한다. 이
러한 식품은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에 적용되는 미생물을 사멸효과가 요구되지 않으며 온도
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는 즉석섭취식품이다. 유지온도인 57°C(135°F)로 조리하여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다. 사실, 이 유지온도에서 세균의 수는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
3-401.14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의 비연속 조리

식품시설에서 부분 조리 후 이후에 식품을 완전 조리할 것을 예상하여 식히는 공정으로 날
동물성 식품을 조리할 때 생물학적 위험의 통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장
3-401.14에서는 익히지 않는 동물성 식품을 비연속적인 공정을 사용하여 조리하고자 하는 경
우 병원체 생존과 증식을 적절히 억제하는 시간과 온도 매개변수 내에서 공정의 각 단계가 완
료될 수 있도록 서면 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3-401.14에서는 최
초에 문제 병원균에 치명적이지 않은 온도로 가열된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명확하게 식
별하여 우발적으로 판매되거나 부분적으로 조리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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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14는 식품이 병원체 생장을 선호하는 온도 범위 내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식품을 초기 가열하는 시간(초기 “생성” 시간)과 제품을 냉장 보관하기 위해 안전한
온도로 냉각하는 시간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제한은 유해한 수준으로 병원체가 증가
할 수 있는 온도에 식품을 두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401.14의 기준은 미국 농식품안전검사국(USDA/FSIS) 9 CFR 318 및 38 CFR 9에
명시된 덜 익힌 고기 패티와 조식용 가금육 식품 성능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http://ed도ket.access.gpo.gov/cfr 2008/janqtr/pdf/9cfr318.23.pdf,
http://www.access.gpo.gov/nara/cfr/waisidx 08/9cfr381 08.html)
초기가열 시간 제한 기준인 1시간은 미생물 증식 예측 모형을 이용한 추정치를 기반으로 설
정되었다. 3-501.14(A) 요구사항에 따라 식품을 준비하고 냉각하는 시간 동안 클로스트리디
움 퍼프린젠스의 누적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을 경우, 동물성 식
품을 사멸 온도 이하로 일정 시간까지 가열한 다음 식히는 과정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및 기타 포자 형성 독성 세균의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초기 가열 과정에서 도달한 식품 온도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
스,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의 영양세포를 파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우려되는 문제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많은 수의 영양세포를 생성한다는 점
이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경우 영양세포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식품이 완전히 익
기 전에 독소를 생성할 수 있다. 요구되는 최소 조리 온도에서는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클
로스트리디움 퍼프링겐의 경우, 다량의 영양세포를 섭취하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경
우든 많은 수의 영양세포가 이러한 영양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궁극적인 조리
과정의 치사성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러한 세균성 병원균의 누적 증식은 초기 가열 및 냉각 단
계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초기 승온 시간과 냉각 시간이 길면 위해요소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은 초기 가열 및 냉각의 최종 효과와 최종 조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조리 단계에서 적절한 조리법은 비연속 조리 과정의 초기 가열 및 냉각 단계에서 생존
하고 증식할 수 있는 모든 병원체를 파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3-401.14에서는 비연속적인
조리 절차에 따라 조리된 동물성 식품이 3-401.11(A)~(C)에 따라 지정된 시간 동안 식품의
모든 부분이 최종 조리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요구사항은 덜 익었거
나 익히지 않는 상태에서 비연속적으로 조리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비
연속적인 조리된 동물성 식품은 소비자의 요청과 적절한 소비자 조언에 따라 덜 익힌 동물성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3-401.11(D)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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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14 요구사항에 따라 비연속 조리법을 사용하는 시설에서도 반조리한 후 냉각된 식품
을 식별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식품들이 식품종업원에 의해 완전히 조리되고,
따라서 완전한 조리 없이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조리된 식품이 완전히 조리된 식품처럼 보일 수 있다.
요구사항에 따라 식품시설에서 비연속적 조리 절차를 선택하기 전에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시설에서 적절한 절차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적절한 냉각, 조리, 분리
및 제품 식별을 감시하는 필요한 시설과 용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냉동

3-402.11

기생충 사멸

3-201.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일부 소비자는 맛이나 영양을 이유로 살짝 익히거나 익히지 않은, 또는 익히지 않은 상태로
양념에 재운(marinated) 수산물이나 저온훈연 수산물을 선호하기도 한다. 기생충 사멸을 위하
여 수산물은 적절한 조리에 의한 공중보건관리 방안으로서 식품을 제공하기 전에 냉동될 수
있다. 캔들링 또는 다른 육안 검사 기법은 냉동되지 않은 수산물의 기생충 위험을 방지하기에
는 적절하지 않다.
권장하는 관리 전략에서는 냉동하는 동안 주변 대기 온도, 그리고 수산물이 적절한 냉동 온
도에서 유지되는 시간 또는 완전히 냉동된 후 수산물이 보관되는 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
하여 적용한다. 완제품이 알집에서 제거하여 헹군 수산물 식품일 경우 기생충 위험은 합리적으
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간주된다.
수산물 및 양식제품 위해요소관리 가이던스(Fish and Fisheries Products Hazards and
Controls Guidance ) 따르면 특정 종의 참치는 우려되는 기생충에 취약하지 않으므로 날로
섭취하는 다른 어종에 적용되는 동결 요건이 면제된다.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위해요소와 관리 가이던스(Fish and Fisheries Products Hazards
and Controls Guidance)에 따르면 감염된 먹이를 섭취한 수산물 종은 보통 먹이에 존재하
는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으며, 따라서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펠릿 형태의 사료는 기생충 위해요
소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 가공된 폐기물과 부수적으로 포획된 수산물을 섭취한 양식수산물은
같은 종 자연산에서 보통 기생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기생충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료
에는 살아 있는 기생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신선한 수산물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 기생충에 전염될 수 있다. 대부분의 펠릿형 사료처럼 열처리를 하거나 기생충 감염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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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기생충을 사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사료만 양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위해요소와 관리 가이던스(제4판) 표 3-2와 3-3에 수록된 잠
재적인 기생충 위해요소와 관련 수산물 종에 관한 FDA 정보를 참조한다. 표 3-2와 표 3-3
에 기생충 위해요소가 수록되지 않은 수산물도 익히지 않거나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는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표 3-2와 표 3-3은 대부분 조리된 식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종은 특정 기생충 위해요소나 자연 상태에서 기생충이 없는 종으로 간주
할 수 있는 정보나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식품공전 3-402.11(B)에 명시된 냉동 요구사항 면
제 요건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위해요소 및 관리가이던스( Fish and Fisheries Products
Hazards and Controls Guidance.)에서 기술하는 정보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가이던스에
부합하도록 고안되었다.
FDA의 현재 평가에 따르면, 연체 패류나 껍질 제거 후 내전근만 섭취하는 가리비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날로 먹거나 부분적으로 조리된 형태로 판매
또는 제공하기 전에 3-402.11(A)에 따라 명시된 기생충 사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FDA의 현재 평가에 따르면, 연체 패류나 껍질 제거 후 내전근만 섭취하는 가리비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3-402.11(A)에 따라 명시된 기생충 파괴 과
정을 거치거나 익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조리된 형태로 판매 또는 제공할 필요는 없다.
3-402.12

기록, 기록 생성 및 보존

기록은 식품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기록은
운영자와 규제 당국이 개선 조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수단이다.
원산지 표시 요구사항(http://www.ams.usda.gov/COOL/)에서는 2004년 9월 30일부터
야생 및 양식 어패류의 식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양식업 운영에 사용되는 펠릿형 사료의 내
용은 규제하지 않는다. 식품시설에 사용된 펠릿형 사료에 신선한 수산물이나 플랑크톤이 포함
되지 않았다는 표시 정보나 원산지에서 구매 경로까지 전 과정이 명시된 명세 정보를 구비하
여야 한다.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위해요소와 관리 가이던스 표 #3-1 잠재적인 척추동물 위해
요소(Potential Vertebrate Species Related Hazards)와 표 3-2 잠재적인 비척추동물 위
해요소(Potential Invertebrate Species Related Hazards)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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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열

3-403.11

고온유지를 위한 재가열

식품시설에서 식품을 보관, 냉각 및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장치, 절차 또는 기타 요
인으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 보관하면 병원균이 위
험한 수준으로 증식할 수 있다. 적절한 재가열은 병원균을 제거하는 주요 수단이다. 특히 부적
절한 방법으로 냉각할 경우 육류, 가금류고기, 그레이비(육즙으로 만든 소스) 등에서 생장할 수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
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영양세포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식품매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고저항성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조리와 고온유지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보관 온도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하게 냉각할 경우, 포자가 영양세포로 발아하여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식품매개 질병과 관련된 대부분의 유기체는 적절한 재가열로 파괴할 수 있지만, 황색포도알
균 독소와 같은 일부 독소는 재가열로 불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방법은 오염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다.
병원성 세균의 증식 가능성은 익히지 않은 날 식품보다 재가열 식품에서 더 높다. 날 식품
에서 병원균과 경쟁하는 부패세균(잡균)이 재가열 과정에서 모두 사멸되기 때문이다. 온도 조건
이 부적절할 경우 재가열 후 오염이 발생하면 병원균은 경쟁에서 자유롭게 증식할 수 있다.
밀봉된 용기에 담긴 안전하고 상업적으로 제조된 즉석섭취식품들은 살균된 제품으로 제공되
기 위해 식물성 세포와 포자 모두를 파괴하는 통제된 레토르트 공정을 거치게 된다. 냉장, 상
업적으로 가공된 TCS 즉석섭취식품은 세균의 영양세포를 파괴하는 제어된 열처리와 존재하는
포자의 발아를 억제하는 제어된 냉각 과정을 거친다. 포장은 재오염을 방지하고 냉장은 포자
발아를 방지한다. 이러한 유형의 제품은 오염 위험이 제한적이므로, 고온유지를 위하여 재가열
할 때 135°F의 최소 고온유지 온도로 재가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식품 일부를 사용하고 잔여분을 적절한 냉장 온도에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3-401.12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3-404.11

주스 처리

3-801.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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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및 시간 제어
3-501.11

냉동 식품

3-501.12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슬랙킹

3-501.13

해동

냉동은 식품 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지만 보통 모든 미생물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부적절
한 방법으로 해동할 경우 생존한 세균이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식할 수 있다. 이
때 식품을 다시 냉동하면 상당한 수의 세균과 이미 생성된 독소가 식품에 잔류한다.
ROP 어류
소매업체는 제조자가 수산물을 포장할 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nonproteolytic) 관리를
위하여 21 CFR Part 123과 1240, 수산물안전 및 위생처리와 수입 절차(Procedures for
the Safe and Sanitary Processing and Import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수산물 HACCP 규칙)에 따라 위해요소 분석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클로스트리디
움 보툴리눔 생장을 억제하는 장벽이 존재하지 않은 저산소 포장 제품의 경우 완제품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가 생성될 수 있다.
가공단계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냉동 또는 냉장, 또는 화학적 억제제(예: 소금, 수
분활성 제어)와 냉장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의 안전
하고 위생적인 가공과 수입절차 가이던스 제4판 제13장에서는 위해 관리 수단으로 냉동 방법
을 기술하고 있다. 제시하는 관리 방법은 폐쇄된 저산소 포장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nonproteolytic)이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조건에 식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제조업체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nonproteolytic) 관리 수단으로 얼음을 선택한 경우,
저산소 포장 수산물의 개별 포장에 제조업체가 표시한 지침에 따라 동결 및 해동되도록 설명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ROP 생선은 “사용 직전에 해동”하거나 “냉동 상태 유지 및 사용 직전에 냉장
상태에서 해동”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냉동 상태로 소매 식품시설에
입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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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 저산소 포장 패키지에 “냉동 상태로 유지” 표시가 없는 경우, 냉장 방법 외 pH나
수분활성과 같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생장 억제 요소를 고려하여 냉장 보관이 허용되기
도 하며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식품공전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생성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
로 냉동 외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생장을 억제하는 방어장벽이 없다면 해동 전에 저산
소 포장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냉동 ROP 수산물을 해동한 후 화씨41도
이하로 장기간 유지하거나 냉장 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3-501.14

냉각

식품의 안전한 냉각을 위해서는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빠르게 열을 제거
하여야 한다. 많은 사례에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냉각 지연도 식품매개 질병을 초래하는 주
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냉각 속도가 느릴 경우 다양한 병원균이 증식할
수 있다. 식품이 가장 미생물 증식에 가장 이상적인 온도 범위인 21~52°C(70~125°F)에서
장시간 유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전 요구사항에 따라 식품이 냉각되지 않을 경우
병원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식품매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식품공전에서는 135°F에도 41°F도 또는 45°F로 냉각하는 경우 6시간 이내, 135°F도에서
70°F로 2시간 이내 식품을 냉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5°F에도 41°F도 또는
45°F로 냉각하는 경우, 처음 2시간 이내 큰 폭으로 온도를 낮추고 나머지 4시간 동안 냉각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초기 2시간 동안 냉각 속도가 중요하다. 예로 1시간 내
135°F에서 70°F로 냉각하고 남은 5시간에 걸쳐 70°F에서 41°F 또는 45°F까지 냉각한다.
반대로, 135°F에서 41°F 또는 45°F도까지 6시간 동안 냉각하더라도 초반 3시간에 걸쳐
70°F까지 냉각하는 경우 식품 안전 위해요소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다.
냉각 전 조리 과정이 적절하고 조리 후 재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클로스트리디
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같은 포자 형성 유기체를 제외한 모든 균이 사멸되거나
불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준 이하 위생환경에서는 살모넬라균이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
토제네스 같은 병원균으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냉각 요구사항은 생존 가능한 잠재
적인 유기체의 증식 특성 또는 조리 후 오염 가능성과 온도 조건이 유기체의 증식 속도에 미
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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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란
FDA는 각란에 이온화방사선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이는 FDA가 이온화방사선이 각란의
안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온화방사선으로 처
리된 각란은 살균 각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난류 저온살균 방법은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를
5로그 수준으로 사멸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전리방사선 방법은 효율이 2~3로그 수준에 그
친다. 따라서 이온화방사선으로만 처리된 각란은 모든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가 사멸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으므로 냉장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이온화방사선으로 처리된 각란은 21 CFR
179.26 식품처리용 이온화방사선(Ionizing radiation for the treatment of food)에 따
라 표시되어야 한다.
완숙 각란은 상온에서 냉각할 수 있으며 냉각 후에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으로 간주되는 않
는다. 완숙 각란은 먹는물에서 냉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껍질이 물에 존재하는 병원균으로
오염될 수 있으므로 시간·온도 제어 식품으로 간주된다.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는 알부민의 억제 특성으로 각란에서 지연기가 길다. 연구에 따르면
엔테리티디스균은 물리적으로 노른자 막 외부에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와 접촉한 상태로
존재한다. 노른자 막이 시간에 따라 약화되거나 물리적으로 파괴되고 철과 같은 노른자 영양소
가 유출되기 전까지 세균은 증식하지 못한다.
1999년 8월 27일 발효된 연방규정에 따라 각란은 주변 온도가 45°F를 초과하지 않는 냉장
조건에서 운송 및 유통되어야 한다. 포장된 각란에는 냉장 보관 요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
된 각란의 경우 냉장 요건이 표시에 기재되어야 한다. 소비자용으로 포장된 수입 각란은 포장
후 항상 주변 온도가 45°F 이하의 조건에서 보관 및 운송되었다는 인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0년 12월 5일에 개정된 연방규정에서는 각란 포장상자에 안전취급지침을 표시하고 수
령 후 45°F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5 FR 76091, Food Labeling,
Safe Handling Statements, Labeling of Shell Eggs; Refrigeration of Shell Eggs
Held for Retail Distribution). 수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21 CFR Part 16 규제 청문(Regulatory Hearing before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6.5

적용범위(Inappplicability

and

limited

applicability), (4) 각란의 재표시, 전용 또는 폐기 명령에 관한 청문(A hearing
on an order for relabeling, diversion or destruction of shell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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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FR Part 101 Food Labeling) 101.17 식품 표시 경고, 통보 및 안전취급
문구(Food labeling warning, notice, and safe handling statements), (h)
(각란)Shell eggs.



21 CFR Part 115 각란, 115.50 소매 유통용 각란의 냉장

각란은 수령 즉시 주변 공기 온도를 45°F로 유지할 수 있는 냉장 장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각란에 대한 연방정부의 새로운 요구사항은 45°F의 주변 저장 및 운송 온도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소매점에서 난류를 냉장 보관하므로 살모넬라균이 성장할 수 있는 온도에서 각란이 보관
되는 전체 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시설 운영자는 달걀을 평평하게 두거나 케이스
및 여러 통에 분리함으로써 냉장 장치에서 냉각된 공기의 순환을 극대화해야 하지만, 이 요구
조건은 수령 시 각란을 “냉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냉각에 관한 CFSAN/FSIS 공동 논문
대부분의 즉석섭취식품 가공 공정은 열 처리나 조리를 통하여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제거하
는 공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기타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은 열처리로 제거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유기체는 다른 경쟁 유기체
가 제거된 이후에도 따뜻한 식품에서 증식할 수 있다. 냉장되지 않은 혐기성 조건은 성장과 증
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포자 형성 유기체의 생장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리 후 식품을 빠르게 냉각하여야 한
다. 냉각이 부적절할 경우 포자가 영양세포로 발아하여 위해 수준으로 증식할 수 있다. 클로스
트리디움 보툴리눔이나 다른 포자 형성 유기체가 일정 수 이상에 도달하면 유해한 독소를 생
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체의 생장 및 증식 억제가 안전성 보장에 매우 중요하다.
특정 육류 및 가금류 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USDA/FSIS 성능표준에서는 사멸 단계 이후
안정화(냉각)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안정화 조건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증식하지 않
아야 하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1로그 미만으로 증식하여야 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
프린젠스의 1로그 증식 허용 기준은 다음을 근거로 결정되었다.
1.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완제품에서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1g당 생균 수가 105 이상이어야 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클로
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집단감염에서 식품 1g당 생균 수는 106 수준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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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S 조사에서는 익히지 않은 식품 1g 당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수가 1000
4
개체를 초과하였다. 드물지만 식품 1g당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의 수가 10 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보수적으로 익히지 않은 식품에 존재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
프린젠스균은 대부분 포자라고 가정할 수 있다.
2.

포자가 가열 중 활성화되고 냉각 과정에서 영양세포가 위해한 수준으로 증식할 수 있
다. 익히지 않은 제품 1g당 104개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포자)가 존재한다면,
부적절하게 냉각한 식품에는 더 많은 수의 세균이 존재할 수 있다.

3.

5

CDC가 권고하는 한계10 를 토대로 냉각이 완료된 식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
젠스균의 105 이하로 관리하기 위하여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증식은 1로그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4.

클로스트리디아 전문가와 성능 기준을 논의하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1로그 증식 제
한 기준이 합리적이며 식품 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보수적인 수치라는 데 동의한다.
(64 FR 732, 1999년 1월 6일, 일부 식육 및 육가공품 생산에 적용되는 성능표준
(Performance Standards for the Production of Certain Meat and Meat
Products)).

FSIS 냉각성능표준 이행 기이드라인은 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
regulatory- compliance/compliance-guides-index/compliance-gujdes-index을 참
조한다. FSI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열처리된 식육 및 가금육 가공품은 화씨 130도에서 80도
로 1.5시간 이내, 화씨 80도에서 40도로 5시간 이내 냉각(안정화)되어야 한다. 이 냉각 속도
는 반조리된 , 완전히 조리된, 온전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식육과 가금육 가공품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자 형성 유기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온도 범위
에서 식품을 연속적으로 신속한 냉각을 초래한다.
120°F에서 55°F까지 6시간 이내 냉각을 명시한 이전 USDA 가이드라인도 새로운 이행 가
이드라인에 포함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냉각은 조리 사이클이 완료된 후 90분 이내
시작되어야 하며 식품 온도가 40°F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6시간 냉각 규칙은 식품
온도가 120°F에 도달한 시간부터 적용되며 식품 온도가 40°F에 도달하기 전에는 배송하여서
는 안 된다. 과거 냉각 가이드라인은 특히 온전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안전역이 매우 좁다. 기
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식품은 특히 120°F에서 80°F 구간에서 가능한 신속히 냉각되어야 하며,
식품시설에서 부적절한 냉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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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이 온도 구간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성능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FSIS가 아질산염 100ppm을 함유하는 육류 및 가금류 가공품 제품에 권고하는 냉각 가이
드라에 따르면 5시간 이내130에서 80℃, 10시간 이내 80도에서 45°C로 총 15시간 이내
냉각되어야 한다. 이 냉각 과정은 안전역이 협소하다. 냉각 편차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서는
해당 공정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생장 제어를 위한 성능표준을 초과하였다고 가정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아질산염이 첨가되었다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성능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냉각에 관한 식품공전 조항도 비슷하나 FSIS 냉각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FSIS
가이던스를 참고하여 식품공전에서는 화씨 135도에서 70도로 2시간 이내, 135도에서 41도
또는 45도로 6시간 이내 냉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공전에서는 HACCP 계획서가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시간·온도 조합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 당국이 점검하는 육
류 및 가금류 시설은 HACCP 계획서를 시행하여야 한다.
2000년 식품보호회의(CFP)는 FSIS와 FDA가 국가자문위원회(NACMCF)에 요리, 시간/온
도 조절에 대한 안전 냉각 시간 데이터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CFP에 제출된 연구 데이터
(V.K. Juneja 외, 1994)에 따르면, 육류 가공품은 130°F에서 45°F까지 15시간 이내에 안
전하게 냉각될 수 있다. 같은 연구에서 육가공품을 화씨 130도에서 45도로 15시간에 걸쳐 연
속 냉각하였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증식률은 대략 1로그 수준이었다.
CFP 권고안에 대하여 FSIS와 CFSAN은 CFP 권고안에 참조된 데이터가 FSIS 지침이나
식품공전 3-501.14의 변경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 이유로 NACMC CFP
권고안에서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연구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언급하지 않았다.

2.

CFP 권고안 데이터는 데이터 기로계와 기타 제어 장치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업적 가공 또는 소매시설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제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
으로 냉각하는 등 엄격히 통제된 실험실 연구에서 생성되었다.

3.

연구에서는 소고기 분쇄육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육류나 가금육 또는 다른 시간·
온도 제어 식품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CFSAN과 FSIS는 대안으로 CFP에 냉각 문제에 관한 두 기관의 공동입장을 부연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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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을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3-501.15

냉각 방법

로스트, 칠면조, 큰 용기에 담긴 쌀이나 냉장 콩 등 중량과 부피가 상당한 식품은 열을 제
거하는 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용기당 식품의 양을 줄이면 냉각 속도가 급격히 증
가하고 병원균의 생장은 최소화된다. 뜨거운 식품 용기를 꼭 맞게 덮으면 열 전달 속도가 감소
한다. 즉, 냉각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세균이 증식하거나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온도에
더 오래 노출된다.
대용량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냉각하는 대신 가능한 식품을 제공하기 직전에 소량 단위로 식
품을 준비하거나 뜨거운 조리 용기를 얼음 수조에 담근 채 교반하며 냉각하는 방법이 기존 냉
각 방법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업용 냉장 장치는 식품의 대용량 냉각보다는 식품을 저
온에서 유지할 목적으로 설계된다. 급속 냉각 장치는 매우 낮은 온도와 높은 공기 순환 속도를
사용하여 식품을 허용 가능한 온도로 빠르게 냉각하도록 설계된다.
3-501.16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고온 및 저온유지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 위험 온도 구간인 5~57°C(41~135°CF)로 과도하게 장시간 유지될
경우 세균이 증식하거나 독소가 생성될 수 있다. 위험 구간에서 특정 온도까지는 온도에 비례
하여 세균도 빠르게 증식한다. 최적 온도를 초과하면 증식 속도는 감소하며, 증식에 가장 적합
한 온도는 유기체마다 다르다. 식품의 가열이나 냉각은 세균 증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온유지
TCS 식품을 이 공전에서 기술하는 저온 관리 요건에 따라 유지하면 식품 내부나 표면에서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식품매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모든 미생물은 일정 온도 범위에
서 생장 및 증식이 억제되거나 최대화 또는 최적화된다. 식품의 적절한 보관 조건을 결정하려
면 시간, 온도, 기타 내재 및 외인성 요인 사이 상호 작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온도는 유기
체의 발생과 증식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시간과 온도는 미생물 병원체의 생장 속도를 결정하는 필수 인자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보관 또는 진열 온도 상승은 냉장 식품의 사용기간을 줄인다. 온도가 높을수록 세균 증식에 유
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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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설계된 분사 장비에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유지에 적용되는 면제 조항은 NSF/
ANSI 표준 No.18에 따라 장비를 제조 및 운영할 때 멸균 포장 액상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
하는 설계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다. FDA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6년 개정된 NSF/ANSI 18
에서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나 음료를 온도를 조절하지 않고 일부 배출 장비에 안전하게 보
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FDA 3-501.16 요구사항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핵심 요건
은 장치의 NSF/ANSI 18 적합성이다.
익히지 않은 각란을 제외하고, 저온유지와 시간 및 온도 요건 조합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의 생장 억제를 기준으로 설정된다(3-501.17(A)). 냉장, 즉석섭취 시간·온도 제어 식품
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온도와 시간을 수록하고 있다. 이
조항은 1로그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성장을 허용하는 환경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식품 내 허용되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개체수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어떤 조
항에서도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식품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1999년 식품공전에서 시간과 온도는 USDA 병원체 모델링 프로그램(PMP)에 기초하였으
며, 이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추정하는데는 보수적이다.
PMP는 주로 배양액에서의 미생물 증식 속도를 관찰하는데 기초하였으나, 일부는 특정 식품에
서도 관찰하였다. PMP에서는 온도, pH 및 수분활성도에서 일부 편차를 허용하며 보수적으로
식품을 저온에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온도와 시간 추정값을 제시한다. 1999년 식품공전
에서는 PMP를 토대로 3로그 증식을 허용하는 시간과 온도를 안전한 시간과 온도로 명시하였다.
CFSAN은 2000년 출판된 문헌 조사와 실제 식품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식품에서 리스
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증식 잠재력을 추정하고 평가하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1999년
식품공전에 명시된 41°F에서 7일, 45°F에서 4일 요건이 검증되었으나, 연구 대상 식품에 대
한 기본적인 수행 기준이 변경되었다. 식품별 연구를 토대로 제시된 안전 온도와 시간을 준수
할 경우 증식 수준으로 PMP에서 예측된 3로그가 아닌 1로그 증식 이하로 억제할 수 있었다.
증식을 1로그 이하로 억제하는 성능표준은 USDA/FSIS 성능표준에 부합하며 리스테리아 모노
제네스 감염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FDA는 1999 년 공전 시간과 온도 기준이 사실이며 공중 보건 보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 규제 요건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안전과보다 현실적인 기반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03년 10월 FDA는 USDA/FSIS와 공동으로 일부 즉석섭취식품에서 식품매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공중보건 위해평가(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Relativ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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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ublic Health from Foodborne Listeria monocytogenes Among Selected
Categories

of

Ready-to-Eat

Foods

(risk

assessment)

(http://www.fda.gov/

downloads/Food/ScienceResearch/ResearchAreas/RiskAssessment SafetyAssessmen
VUCM197329.pdf)
이 이니셔티브에는 23개 범주의 즉석섭취식품 섭취와 관련하여 개별 위해성평가와 심각한
질병 및 사망의 상대적 위험성 분석이 포함되었다. 농수산물과 유제품 및 델리 샐러드가 이 범
주에 포함된다.
위해성평가에서는 식품을 섭취하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리스테리아 모노제네스 노출에 포괄적
인 영향을 미치는 몇몇 요인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요인 중 두 가지는 냉장 보관 온도와 소비
전 냉장 보관 기간으로 식품시설에서 사용되는 저온유지 온도 및 시간 조합과 직접적인 연관
성을 가진다.
FDA는 식품가공공장에서 준비 및 포장되어 식품시설에서 보관되는 즉석섭취식품과 시간·온
도 제어 식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제네스의 생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위해성평가 데이터
(부속서 3, 3-501.16, 표 1 참조)에 따르면 41°F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리스테리아증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데이터와 위해성평가 결론 토대로 FDA는 식품시설
에서 시간·온도 제어 식품과 즉석섭취식품의 냉장온도 한도를 최대 41°F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3-501.16

리스테리아증 사례a
중앙값

리스테리아증 사례a
5분위

기저선

2105

3/4

3/4

최대 7°C(45°F)

656

331

761

최대 5°C(41°F)

28

1

126

최대 냉장 온도
b

a
b
c

표 1. 냉장 온도 제한으로 예상되는 리스테리아증 사례 감소*

c

리스테리아증 사례a
95분위
c

불확실성의 하한, 중앙 및 상한값
기준선으로 Audits International(1999)이 수행한 설문조사에 파악한 냉장고 온도 분포를 사용하였다.
리스테리아증 발생 수의 기준선은 CDC 감시테이터를 토대로 결정하였다.

* 세 온도 범위에서 보관 시간 분포는 같다고 가정하였다.
출처: 일부 즉석섭취식품 범주에서 식품매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공중보건 위해성 정량 평가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Relative Risk to Public Health from Foodborne
Listeria monocytogenes Among Selected Categories of Ready-to-Eat Foods, 2003년
9월) 표 4-1. 냉장 온도 제한으로 예상되는 리스테리아증 사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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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와 관련하여 USDA는 소비자 판매용으로 포장된 난류의 보관 및 운송 온도는
7°C(45°F)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최종 규칙(63 FR 45663, 1998년 8월 27일, 난류의
냉장 및 표시 요구사항(Refrigeration and Labeling Requirements for Shell Eggs))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이 모든 소매점에서 보관하는 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FDA는 조리 직전까지 알을 냉장하지 않을 경우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의 생장과 증식을 억
제하는 알의 방어 기전이 약화되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FDA가 검토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는 10°C(50°F) 이상에서 증식 가능하지만 8°C(46°F),
7°C(45°F), 4°C(39°F) 등 더 낮은 온도에서는 증식이 억제되었다. 이 연구 결과와 USDA의
운송 중 온도 요구사항을 토대로 FDA는 소매점에서 보관 및 진열 온도를 7°C(45°F)로 설정
하였다. 수정된 연방 규정 21 CFR Part 115.50은 2000년 12월 5일 공표되어 2001년 6
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
의회가 이 분야에서 주법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FDA는 연방 규정보다 덜 엄
격한 주 및 지방 법률이 이러한 규정의 중요한 공공 보건 목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채택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FDA는 이러한 주 및 지방 요구사항의 시행이 이러한 규정의 식품
안전 목표를 지원하기 때문에 주 및 지방 냉장 및 라벨링 요구사항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간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의 선제적 효과는 이 규정에서 명시한 요구사항만큼 엄격하지 않은
주 또는 지방 요건으로 제한된다. FDA의 요건과 같거나 더 엄격한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냉장 유지 온도 조항의 개정 이력
1976년 식품서비스위생매뉴얼에서는 저온유지 온도로 45°F를 권고하였다. 당시 이용 가능
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1993년 식품공전에서는 냉장 보관 온도를 41°F로 낮추었다.
그러나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당시 식품시설에 설치된 냉장고 대부분이 식품을 41°F로 유
지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현재 뷔페에서 사용되는 상단 개방형 설비와 테이블 유형
장치는 식품을 41°F 이하로 보관하기 어렵다는 우려사항도 제기되었다. 업계는 주 정부당국이
41°F 조항을 채택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구입한 새로운 냉장설비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보호위원회(CFP)는 1997년 식품공전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존 장비를
41°F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FDA는 이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329

FDA Food code 2017

2006년까지 많은 주에서 5년에 걸친 단계적 도입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5년 후 41°F 조항
이 시행되었다. 또한 NSF/ANSI 표준 7은 1997년에 개정되었고 1999년에 다시 개정되어
상단이 개방된 진열 장치를 포함하여 표준에 부합하는 장비가 식품 서비스 및 소매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조건에서 원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따라서, 온도 제
어에서 특정 식품을 배제할 때 업계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장비 능력, 활
용할 수 있는 식품공전의 기존 조항(예: 변경허가,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시간 제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45°F에서 유지를 면제하는 조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
았다. 또한, FDA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냉장 식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생존과 증식에 관한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예외 조항이 공중보건에 치명적
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CFP는 006년 45°F 온도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CFP 2006-I-033)하였으며 FDA는 해
당 조항을 3-501.16에서 삭제하였다. 2005년 식품공전 부속서에서 45°F 저온유지 조항이
삭제되고 41°F가 표준 온도로 확립되었다.
고온유지
2001년

1월

미국식품미생물기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 NACMCF)는 최소 고온유지 온도로 식품공전에 명
시된 온도를 권고하였다.


고온유지 온도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바실루스 세레우스 증식 온도 범위의
상한보다 높아야 한다.



식품 기질, 식품 내 온도 분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안전역을 제시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최고 52°C(126°F)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이
처럼 높은 온도에서 증식하기 위해서는 협기성 조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지연기는 2~3시간 이
상으로 길어진다. 증식 상한 온도인 52°C(125°F)와 비교하여 배양 온도 49°C(120°F) 이하
에서는 지연기와 세대시간이 단축된다. 문헌에 따르면 바실루스 세레우스의 증식 상한 온도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같다.
CDC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식품매개 질병 25만여 사례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바
실루스 세레우스와 연관된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포자형성 병원균은 부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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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매개 질병 발생과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적절한 고온유지 온도를 준수하여 이러한 유기
체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은 중요한 공중보건의 개입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NACMCF와 2002년 식품보호위원회 권고안을 고려하여 FDA는 57°C(135°F) 이상 고온
유지 식품에서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으며 식품매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확신하고 있다.
3-501.17

즉석섭취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날짜 표시

3-501.18

즉석섭취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처리

부속서 7, 차트 4-C를 참조한다.
냉장은 미생물 대부분의 성장을 현저히 늦추어 식품 위해성을 낮출 수 있다. 리스테리아 모
노사이토제네스와 같은 일부 세균은 증식 속도가 매우 느려지지만 완전이 억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유기체는 공중보건에서 즉석섭취식품의 위해성을 높일 수 있다.
증식곡선 예측프로그램을 이용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즉석 섭
취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5°C(41°F)에서 7일 동안 유지될 수 있다. 준비 후 일정 온도
로 유지되는 식품이나 준비, 냉동, 해동을 거치는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냉장 온도
에 노출된 총 시간과 다시 냉동 및 해동하기 전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증식할 수 있
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유통기간까지 섭
취, 판매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날짜 표시는 식품공전에서 저온유지에 요구되는 시간과 온도 조합의 이행을 능동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제어 수단이다. 업계는 날짜 표시를 통하여 식품이 소비, 판매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날짜 표시 요건은 개봉한 가공 식품의 용기와 식품시설에서 준
비한 식품에 적용되며, 두 경우 모두 24 시간 이상 보관된 경우와 식품이 식품시설의 통제를
받는 경우 적용된다. 이 조항은 대용량(벌크)과 진열 용기에 모두 적용된다. 식품공전에서는 소
비자 포장 단위에만 표시사항에 날짜를 표시하도록 제한하지 않는다.
날짜표시는 식품 랩포장 또는 용기에 준비 일자나 시설 내에서 식품이 판매 또는 섭취되어
야 하는 마지막 날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달력 상 날짜, 요일, 색상
표시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으로 날짜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규정 당국이 점검 중 요청하는
경우 날짜 표시에 사용된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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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USDA/CDC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위해성 평가
2003년 FDA는 USDA/FSIS와 공동으로 일부 즉석섭취식품에서 식품매개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의 공중보건 위해평가((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Relative Risk to Public
Health from Foodborne Listeria monocytogenes Among Selected Categories of
Ready-to-Eat Foods )를 발간하였다(http://www.fda.gov/downloads/Food/ScienceResearch/
ResearchAreas/RiskAssessment SafetyAssessmenVUCM197329.pdf). 이 이니셔티브
에는 23개 범주의 즉석섭취식품 섭취와 관련하여 개별 위해성평가와 심각한 질병 및 사망의
상대적 위험성 분석이 포함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식품 범주는 농수산물과 유제품 및 델리 샐러드였다.
엄밀한 조사를 통하여 FDA는 식품매개 리스테리아증과 관련하여 공중보건에 미치는 파급효
과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5개 인자를 확인하였다. FDA가 확인한 5대 주요 인자는 (1)즉석섭
취식품의 소비량과 빈도, (2)즉석섭취식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검출 빈도와 수
준, (3)냉장 중 식품 내 세균의 증식 여건, (4)냉장 온도, (5)소비 전 냉장 보관 기간이다.
이러한 5개 인자를 토대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 및 증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23개 즉석섭취식품의 상대위해성 순위를 평가하였다. 위험도는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위해성평가가 날짜 표시에 미치는 영향
위해성평가 결과와 2004년 식품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위해성이 높거나 매우 높
은 식품에 규제를 집중하고 위해성이 낮거나 매우 낮은 식품은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 위하
여 날짜표시 요구사항을 다시 검토하였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식품에는 날짜표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가공공장에서 준비 및 포장된 델리샐러드
델리 샐러드는 21 CFR 110에 따라 제조된 햄 샐러드, 치킨 샐러드, 계란 샐러드, 해산물
샐러드, 파스타 샐러드, 감자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를 포함한다. 위해성평가의 데이터에
따르면 식품가공 공장에서 준비하고 포장한 델리 샐러드의 산도와 샐러드에 첨가된 보존제
(예: 소르베이트, 벤조에이트)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증식을 억제하기에 충분하
다. 전체 델리 샐러드의 85%가 식품가공공장에서 준비 및 포장되며 이러한 식품에서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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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증식하지 못한다. 델리 샐러드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에 따르면
식품가공공장에서 준비하고 포장하는 델리 샐러드에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의 증
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 종류 이상의 보존제를 첨가된다.
보존제 사용 관행과 보존제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증식 억제 효과를 고려하여 식
품가공공장에서 준비 및 포장된 모든 델리 샐러드는 날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식당에서 준비된 모든 델리샐러드는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경질 치즈와 반연질 치즈
FDA는 1999년 12월 치즈 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인자
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일부 경질 및 반연질 치즈를 날짜 표시 예외 품목으로 발표하였다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Industry
andRegulatoryAssistanceandTrainingResources/ucm113942.htm). 유기산, 방부
제, 경쟁 미생물, pH, 수분 활성도, 염 농도 등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위해성평가 결과도 같은 해석이 가능하였으며, 따라서 21 CFR 133에
따라 제조된 경질 및 반연질 치즈는 날짜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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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표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질 치즈

날짜 표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반연질 치즈

아사데로(Asadero)
아버탐(Abertam)
아펜첼러(Appenzeller)
아시아고(중간 또는 오래 숙성된)
브라(Bra)
체다(Cheddar)
크리스탈리나(Christalinna)
콜비(Colby)
코티아 아네요(Cotija Anejo)
코티아(Cotija)
쿤(Coon)
더비(Derby)
에멘탈(Emmentaler)
잉글리쉬 데어리(English Dairy)
겍스(블루바인)(Gex, blue veined)
글로스터(Gloucester)
예토스트(Gjetost)
그뤼에르(Gruyere)
에르브(Herve)
라플란드(Lapland)
로레인(Lorraine)
오악사카(Oaxaca)
파르메산(Parmesan)
페코리노(Pecorino)
쿠에소 아네요(Queso Anejo)
쿠에소 치와와(Queso Chihuahua)
쿠에소 데 프렌사(Queso de Prensa)
로마넬로(Romanello)
로마노(Romano)
레지아노(Reggiano)
삽사고(Sapsago)
사스나주(Sassenage, blue veined)
스틸톤(Stilton, blue veined)
스위스(Swiss)
티그나드(Tignard, blue veined)
바이즈(Vize)
웬슬리데일(Wensleydale, blue veined)

아시아고(연질)(Asiago soft)
바텔마트(Battelmatt)
벨레래이(Bellelay, blue veined)
블루(Blue)
브릭(Brick)
카모섬(Camosum)
샨텔(Chantelle)
에담(Edam)
폰티나(Fontina)
고르곤졸라(Gorgonzola, blue veined)
고다(Gouda)
하바티(Havarti)
코니그카제(Konigskase)
림버거(Limburger)
밀라노(Milano)
만체고(Manchego)
몬테레이(Monterey)
문스터(Muenster)
오카(Oka)
포르살뤼(Port du Salut)
프로볼로네(Provolone)
쿠에소 데 볼라(Queso de Bola)
쿠에ㅅ 데 라 티에라(Queso de la Tierra)
로비올레(Robbiole)
로크포르(Roquefort, blue veined)
삼소(Samsoe)
틸지터(Tilsiter)
트라피스트(Trap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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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유제품
배양 유제품에는 요거트, 사워크림, 버터밀크가 있으며 각각 21 CFR 131에 따라 제조된
다. 이러한 제품 대부분은 보통 젖산 발효로 제조되며 pH가 낮다. 위해성평가에 따르면
이 유형의 식품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증식하지 않으므로 날짜 표시 조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존수산물 제품
보존된 수산물 제품에는 절인 청어 및 건조 또는 소금에 절인 대구와 21 CFR 114에 따
라 제조된 기타 산성 수산물 제품이 포함된다. 위험 평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
의 높은 염도나 산도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성장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품은 날짜 표시에서 제외된다. 이 면제는 뜨겁거나 차가운 훈제 수산물 식품과 세비체와
같이 식품시설 현장에서 건조, 절인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보존된 생선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쉘스톡
탈각 어패류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으나 소매 탈각 어패류 섭취와 관
련된 리스테리아증 사레는 보고되지 않았다. 냉장 보관할 경우 탈각 어패류에 존재하는 경쟁
미생물총에 의하여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증식이 억제된다. 따라서 탈각 어패류에는
날짜표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USDA 규제대상 품목
식품공전 날짜표시 조항은 상온에서 안정한(shelf-stable) 즉석섭취 식육이나 가금류육에 적
용되지 않는다. USDA는 상온에서 안정한 즉석섭취 식육이나 가금류육에 “냉장보관” 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품에서 염장에 의한 높은 염도와 아질산염, 발효로 인
한 낮은 pH는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보호막으로 기능한다. 일부 발효 소시지와 염장 식품은
저장 안정성 식품으로 냉장 보관이 요구되지 않으며 “냉장보관” 표시가 부착되지 않는다. 상온
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USDA 검사 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에 수분 활성도, 수분-단백질
비율 (MPR) 또는 MPR과 pH의 조합과 같이 보관 안정성이 인정된 객관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공정이 제조 단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식품공전 날짜표시 요구사항이 적용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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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로니와 건조 살라미와 같이 상온에서 안정한 발효 소시지는 냉장 보관하거나 날짜를 표
시할 필요가 없다. 프로슈토, 컨트리 큐어 드 햄, 파르마 햄 등 상온에서 안정한 염장 식품은
냉장 보관하거나 날짜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다른 염장 식품으로는 basturma, breasaola,
coppa, capocolla 등이 있다.
일부 즉석섭취용 발효 소시지와 염장 식품은 냉장이 요구되며 USDA 요구사항에 따라 “냉
장보관”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의 예로 조리된 볼로냐, 조리된 살라미 소시지,
슬라이스 컨트리 햄, 즉석섭취용 발효 식품 등이 있다. 조리된 볼로냐와 코토(cotto) 등 살라
미는 쉽게 변질된다.
상온에 안정한 소세지의 손상되지 않은 케이싱은 소세지의 절단면을 보호하기 위해 겹칠 수
있다. 상온에서 안정한 케이싱 소시지(시간·온도 제어 식품이 아닌)의 경우 케이싱이 오염을
방지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며, 유일하게 노출되는 절단면은 4~7일 주기로 다시 절단되므로 오
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부 조리 소시지의 표면에 형성되는 응고 단백질은 케이싱이 아니다.
냉장 보관이 요구되고 24시간 이상 보관되는 숙성 및 발효 소시지(조각 포함)에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연방 검사 대상 육류 또는 가금육 시설에서 런치미트에 적용되는 개봉 날짜 정보는 9 CFR
317.8과 381.129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봉일 표시 정보는 USDA/FSIS 요
구사항이 아니며, 적용되는 경우, 소매시설에서 식품 개봉 후 적용되는 식품공전 요구사항이나
주, 지방 당국이 정한 날짜 표시 요구사항에 우선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제조사 표시 소비기한(use-by-date)
이 조항은 제조업체가 의도한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지 않았다. 제조업
체는 다양한 이유로 제품에 날짜를 지정하며 식품 내 병원균이 증식하기 전에 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식품 포장에 제조업체는 자발
적으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대부분의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식품의 품질이 최상으로 유지되는 제
조업체가 권장하는 기한이다. 품질 관련 권고지침이지만 식품 안전성을 토대로 결정되기도 한
다. 식품시설에서는 제조업체의 정보를 제품의 품질 (맛, 냄새 및 외관) 및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따라야 할 좋은 지침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식품의 품질 저
하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안전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336

부록_제3. 공중보건근거/행정 가이드라인

제조자의 날짜 또는 식품시설로 표시된 날짜를 소비자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이 조항의 의
도가 아니다.
3-501.19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시간 사용

2000년 식품보호위원회(CFP) 권고에 따라 FDA는 미국식품미생물기준자문위원회(NACMCF)
에 공중보건 3-501.19 식품공전 조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CFP 권고안에 대해 FDA는
USDA/FSIS와 협의하여 NACMCF에 자문을 구할 필요 없이 현 식품공전 조항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과학적 정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안으로, FDA는 시간을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사
용하는 방안에 관한 입장문 발표 계획을 CFP에 통보하였다.

입장문
식품공전 3-501.19은 온도 조절 장치가 제거된 시점에 식품 온도가 5°C(41°F)이고 식품
온도가 21°C(70°F)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즉석섭취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온도 조절없이 최
대 4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폐기 또는 섭취하거나 최대 6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 식품안전을 위한 공중보건관리로 시간적 활용을 허용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배경 정보
온도조절 없이 보관된 식품은 주변 온도와 평형을 이루며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식품
유래 병원균의 증식과 증식 속도는 온도와 온도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 식품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경우 모두 세균 증식은 식품이 주변과 온도 평형을 이루기까지 세균 증
식에 적합한 온도 범위로 유지되는 총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식품 종류, 두께, 식품과 주변
환경 사이의 온도 차이 등 몇몇 요인이 식품의 온도 변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온도조절 없
이 식품의 4시간 안전성을 평가할 때는 식품 및 환경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병원균 증식 및 독
소 생성 가능성 등을 위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야 한다.
온도조절 없이 저온유지
식품을 냉장 보관에서 꺼내 실온에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석섭취용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냉장 보관 중에도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의 잠재적인 증식에 유의하여야 한다. FDA와 USDA는 즉석섭취식품에서 리스테
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을 엄격히 규제(무관용)하지만, 식품공전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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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제네스의 증식을 1로그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허용된다. 살모넬라는 특히 알가
공품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 및 상온 조건에서 살
모넬라보다 증식 속도가 빠르다. 리스테리아균의 증식을 제어할 수 있다면 살모넬라균 증식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식품 온도가 높아지면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구토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식품공전 4시간 제한 조항은 독소 형성 억제에 충분하다.
41°F 또는 45°F에서 냉장보존 후 75°F 온도로 옮겨져 4시간 보존된 식품의 경우 리스테
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생장 속도는 1로그 증식 한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느리게 유지되
었다. 75°F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세대시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68°F 및
70°F로 유지되는 난류제품과 유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생장 속도로 추정하
면 상온에서도 빠르게 증식하지 않는다.
pH 6.8, 0.5% NaCl, 0.0% 아질산염을 증식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가정하고 USDA
병원체 모델링 프로그램(PMP)으로 증식 속도를 분석한 결과 75°F에서 1로그가 증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이승으로 나타났다. PMP 모델에서는 실제 식품 대신 배지에서 증식
속도를 예측한다. 따라서 다양한 온도에서 PMP로 예측된 증식속도는 대부분 식품 내 증식속
도보다 빠르다. 이 승온 시나리오에서 PMP로 예측한 증식 속도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요
인 중 하나는 식품이 75°F에서 4시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이다. 음식은 점진적으로 주변 환
경과 평형을 이룬다.
그러나 예측 모델에서 온도 변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식품 온도가 높아지는 상
황을 고려하여 유기체의 증식을 설명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 온도를 조절하지 않을 경우 식품
보관에 적용되는 4시간 한도는 보수적인 설정으로 주변 온도가 75°F보다 높을 때 필요한 안
전역을 제공한다.
4시간 동안 온도 조절없이 저온 보관된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온도를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식품은 4시간 이내에 폐기 또는 소비되는 경
우 보관하는 주변 온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온도조절 없이 고온유지
온도를 조절하지 않은 식품을 대상으로 가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식품공전 권고
사항에 따라 조리한 후 상온에서 4시간 보관한 후 폐기하는 경우이다. 온도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우려되는 식품매개 병원균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이다. 식품공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리한 식품에는 영양세포가 없어야한다. 그러

338

부록_제3. 공중보건근거/행정 가이드라인

나 열처리 요구사항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의 포자를 사멸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열충격으로 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부적절
하게 고온으로 유지되는 쌀과 같은 전분 식품에서 흔히 발견되며 다양한 식품에서 분리되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부적절하게 고온유지된 소고기와 가금육과 연관된 집단발병에서
흔히 발견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감염 사례가 바실루스 세레우스 사례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
로 추정된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식품에서 구토독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독소 생성을 위한 최적 온도는
77~86°F이다. 그러나 독소 생성에 요구되는 시간은 온도를 조절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한
도인 4시간 보다 길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식품에 상당 수의
영양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감염된 숙주의 장 내에서 장독소를 생성한다(105-7CFU/g). 익히지
않은 식품에서 두 포자의 수준은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예상되는 수준은
높지 않다.(약 10~1000 CFU/g). 따라서 포자의 1로그 생장은 식품에서 허용될 수 있다.
온도를 조절하지 않은 동안, 식품 온도는 두 유기체의 포자가 상당한 시간 최적의 성장 조
건에 노출될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냉각될 수 있다. 보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인이 열 전
달 속도를 결정한다. 조리 식품은 매우 다양하므로 조리 후 식품 냉각 속도를 일반화하기는 불
가능하다. 보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 손실 속도가 완만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
다. 식품공전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시간 동안 130°F로 서서히 조리된 비르로스트를 예로
들어 포자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로스트 비프는 130°F로 조리하는 동안 고기와 그레이비
모두 혐기성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식품 내부 온도가 낮을 경우 주변 환경(75°F로 가정)과
온도차도 줄어 식품 냉각 속도는 더 느려질 수 있다.
발표된 연구 데이터와 FDA에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로스트비프나 육류가
공품 표면에서 열전달 속도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의 급격한 증식
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모든 포자가 조리 전 또는 조리 후 오염에 의해 제품 표면에 분포하
는 경우에도 실온에서 4시간 보관은 안전하다고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교반하는 식품이나 로스
트보다 빨리 식을 식품도 안전하다고 간주된다.
---------- 성명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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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04년 CFP 회의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증식과 시간·온도 조절이
증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 연구 결과를 검토한 문헌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승인하였다.
2004년 CFP 보고서에서는 USDA-PMP 프로그램이 이상적인(실험실 배지) 생장 조건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1로그 증식하는 시간을 추정하는 도구로 적합하다고 기술하였
다. 모델이 결과 화씨 41도, 45도 및 50도에서 1로그 증가 시간은 87.8, 53.9 및 34.7시간
으로 나타났다. 실온(화씨 70도)에서 1로그 증가에는 5.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상적인 증식
온도(화씨 95도)에서는 3.0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USDA-PMP 프로그램의 데이터는 매우 보
수적인 성장 예측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경우 식량시스템에서 생장 속도는 프로그램 예측보다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표는 시간을 식품을 안전하 관리 인자로 사용할 때 다양한 유지 온
도에서 상대적인 생장 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서 권고사항에 따르면 식품 온도가 70°C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외부 온도 조절 없이
최대 6시간까지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할 수 있다. 식품공전에서는 일부 즉석섭취식품 범주에서
식품매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공중보건 위해성 정량 평가(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Relative Risk to Public Health from Foodborne Listeria monocytogenes
Among Selected Categories of Ready-to-Eat Foods ) 보고서와 데이터를 토대로 식품
온도가 70°C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외부 온도 조절 없이 최대 6시간
까지 보관하도록 허용한다. 식품은 6시간 이내 소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조리 온도(135°F 이상)에서 상온 냉각하는 경우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시간 변수의 안전성
FDA는 초기 온도가 화씨 135도 또는 그 이상에서 온도를 4시간 TPHC 조항의 안전성을
자체 검증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온도 조절없이 조리 온도에서
상온으로 냉각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식품 병원균으로 선정되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
린젠스 포자는 정상적인 조리 과정에서 생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120°F)에서 증식할
수 있으며 지연시간도 짧다.
조리한 식품에 퍼프린젠스 포자를 접종한 후 증식에 가장 적합한 냉각 조건으로 식품을 냉
각하였다. 증식 데이터에 따르면 식품은 조리 후 6시간 동안 안전하였으며 4시간 기준을 적용
하면 소비자는 추가로 2시간 동안 안전하게 식품을 취급할 수 있다.
소비자 취급 관행
FDA는 1999년 Audits International에 연구비를 지원하여 소매점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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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돌아와 식품을 냉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46개 주, 다양한 식품점 유
형에서 구매한 식품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대표 식품군은 포장된 런치미트, 포장되지 않은
그리고 포장된 델리 제품, 해산물, 신선육, 액상 유제품, 반고체 유제품, 아이스크림, 냉동 앙
트레(entrees), 냉동 빙과류와 유제품(novelties), 휘핑 토핑이었다.
이 연구에서 소매 식품점에서 식품 온도와 판매 시간, 가정에서 냉장 보관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가정에서 식품 보관 온도, 소매점 위치 및 구매한 식품 유형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였다.
소매점에서 식품 온도와 이송 후 식품 온도는 포장된 런치미트, 포장된 그리고 미리 포장되
지 않은 델리 제품, 해산물 및 신선육류의 5개 식품 범주로 분석하였다. TPHC 권고 기준에
가장 적합한 식품 범주를 선정하였다. 소매점 및 가정으로 운송된 후 이러한 식품이 노출되는
온도 범위는 그림 1 및 2와 같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소매점에서 냉장 품목의 25%가
45°F 이상으로 보관된다(그림 1). 또한 식품이 가정에 도착할 때까지 98%의 식품이 65°F 이
하로 유지된다(그림 2).
식품 범주별로 소매점에서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기록되었다. 그림
3에 요약한 데이터에 따르면 구매한 식품의 97% 이상이 구매 후 2시간 이내 가정에서 냉장
보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 식품을 제외한 모든 범주가 히스토그램에 포함되었다. 모든
식품은 결국 포장되어 함께 운송되기 때문에 개별 식품이 가정으로 운송되는 시간은 유효한
데이터 지점으로 간주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식품시설에서 TCS 식품 구
매 후 가정에서 소비되거나 온도 조절 조건에서 보관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기준점으로 2
시간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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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매점에서 냉장 온도(Audits International)

그림 2. 가정으로 운송 후 식품 온도(Audit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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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온도(41°F 이하)에서 상온으로 승온되는 경우 공중보건 관리 조항으로 시간 조항의 안
전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TPHC는 두 가지 시간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식품은 식품시설에서
4시간 동안 온도 제한 없이 보관될 수 있으며, 4시간 이내 조리, 제공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식품을 화씨 70도 이하에서 보관되는 경우 6시간 이내 조리, 제공 또는 폐기되어야 한
다. 냉장에서 주변 온도로 승온되는 식품의 경우 위에 설명한 Audits International 연구 데
이터와 USDA 병원체 모델링 프로그램(PMP)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 TPHC 권
장사항의 안전성을 결정하였다.
냉장(41°F 이하) 온도에서 상온으로 승온하는 식품에서 병원균 생장을 다음 매개변수를 이
용하여 PMP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였다.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온도는 65°F로 설정하였다.



이송 시간을 고려하여 현재 TPHC 권장사항에서 허용하는 4시간 또는 6시간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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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추가하였다(Audits International 연구 결과 참조).


PMP 배지모델(pH 6.8)에서 최소 NaCl 농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아질산
염 농도는 0으로 설정하였다.

예측한 바실루스 세레우스(영양세포),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플렉
스네리이질균, 황색포도알균의 생장 속도를 표 1에 요약하였다. 모델링 데이터에서 8시간 동안
유기체의 증식 속도는 1로그 미만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화씨 41도에서 상온 구간에서 현
4시간 및 6시간 TPHC 조항은 다양한 병원체의 증식을 최소화하기에 적합하다.
표 1. USDA 병원균 모델링 프로그램(PMP)을 예측한 병원균의 증식 속도((로그 CFU/g,
65°F에서 6시간 또는 8시간)
병원균

6 시간

8 시간

바실루스 세레우스(영양세포)

0.62

0.87

대장균

0.35

0.52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0.47

0.71

살모넬라

0.25

0.41

시겔라 플렉네리

0.26*

0.34*

황색포도알균

0.38*

0.51*

* 모델은 5시간 단위로 증식 속도를 예측하므로 6시간과 8시간 데이터는 5시간과
10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간하여 결정되었다.

참고문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1997. 병원균 모델링 프로그램(PMP) 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Wyndmoor, P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6. 비프로스트와 미트로프에 접종된 클로스트리디
움 퍼프린젠스의 증식(Growth of Clostridium perfringens inoculated into beef
roasts and meatloaf)(미발표 데이터)
---------- 소비자취급관행연구 요약 끝 ---------생란
두 개 이상의 알을 사용하는 조리법은 질병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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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난류를 사용하는 경우 위험성이 높아지면 적절한 온도로 보관되
지 않고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로 오염된 각란을 섭취하여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
매개 질병 발생과 사망 사례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집단 급식 환경에서 시간을 공중보건 수단
으로 사용하는 관리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수 가공법
3-502.11

변경허가 요구사항

역사적으로 변경허가가 요구되는 식품 프로세스는 역사적으로 표준 프로세스보다 식품매개
질병과 연관성이 높다. 엄격한 운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
다. 이 경우 책임자와 식품종업원에게 전문 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역량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변경허가 요구사항은 제안하는 식품 운영이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고안
된다.
일부 규제 당국도 변경허가의 개념이 생소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변경이
허가될 수 있지만 일부 국가는 업계의 변경허가 요청에 대응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
지 않을 수 있다. 변경허가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규칙을 제정하거나 적어도 새로
운 정책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8-103.11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허가 요청 절
차를 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한, 업계의 변경허가 요청을 적절히 심사하여야 하는 규제
당국의 책임과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거부된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식품보호위원회는 규제 당국에 변경허가서 검토 절차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일반적인 행정절차 가이던스는 다음과 같다.
변경허가제 시행을 고려하는 규제 당국은 변경허가 요청을 평가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기술 및 과학적 역량과 관련된 문제에 당면하였다. 변경허가 요청은 규제 당국의 검증 역
량뿐 아리나 일련의 복잡한 문제와 과학적 역량을 요구하기도 한다. 식품보호위원회 변경허가
위원회는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지역 규제 당국에서 FDA까지 다양한 규제 기관의 의견을 반영
하고 다음 흐름도에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규제 당국은 가공 규제관계자,
전문협회 또는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의견과 조언을 구하도록 권고한다. 변경허가심사
위원회 모델에서, FDA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는 지역 식품전문가에서 시작된다.
주간 여행 프로그램(Interstate Travel Program)을 제외하고, FDA는 일반적으로 소매업
과 식품서비스시설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 FDA는 국가 공급망 업계에서 요청한 변경허가를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변경허가를 취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FDA는 2000 CFP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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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위원회(Variance Committee)와 함께 변경허가에 관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을 지원하고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방
법을 지속하여 모색할 계획이다.
FDA는 규제 당국이 식품공전 8-103.10, 8-103.11 및 8-103.12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관리 절차를 개발하고 제시한 흐름도를 참고하여 CFP 변경허가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절
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3-502.11 도표 1 변경허가를 규제하는 주 관계당국을 위한 모델 의사결정 흐름도
CFP 변경허가심사위원회가 개발

규제 당국을 위한 변경허가 행정절차 모델
1)

기관 내 변경허가 신청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지명한다.

2)

신청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하는 검토절차를 정의한다.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식품 가공 당국, 식품 과학자, 학계, 전문 기관, FDA 지역 식품 전문가를 비롯한 기
타 정부 기관 또는 기관 외부의 전문가 자문 권고안을 포함한다.

3)

합리적인 의사결정 일정을 설정한다. 변경허가의 관할을 결정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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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또는 국가 간 관련 사항, 특히 식품안전을 다루는 차이의 경우 규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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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국가 정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FDA
지역 식품 전문가와 긴밀히 접촉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 당국은 가능하
다면 국가 정책, 가이드라인 또는 방침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다.
b)

또한 주 내 문제를 다루는 변경허가의 경우 규제 기관은 다른 주 또는 국가 지
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존재한다면 규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4)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a)

변경허가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시작 날짜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준수하여야 하
는 모든 특수 조항을 문서화한다.

b)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거부 이유, 항소권, 이의신청 절차
를 통지한다.

5)

FDA 지역식품전문가를 포함한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a)

다른 주 또는 국가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허가는, 특히 식품안전과
관련된 경우, 규제 당국은 FDA가 식품안전 변경허가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고
국가 등 다른 관할 지역의 식품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적절히 전파
할 수 있도록 FDA 지역 식품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

주 내(intrastate) 문제를 다루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규제 당국은 여러 주가
관련된(interstate) 문제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6)

모든 기관의 조치 및 결정 사항을 기록하고 기관 내 보관한다. 시설 운영허가에 특수
변경요청 사항을 문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

변경요청이 승인된 경우, 해당 시설에 할당된 검사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하다면 업계
HACCP 계획 시행을 포함하여 검사관에게 변경허가 규정을 교육한다.

8)

변경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허가가 공공보건 목표에 기여하는지 평가
하며, 변경허가로 인하여 공중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
한다.

9)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변경허가 철회 절차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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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12

변경허가가 필요없는 저산소 포장, 기준

저산소 포장(ROP)는 포장 내 공기 조성이 대기(21%)보다 낮게 처리하는 포장법으로 진공포
장(VP), 가스치환포장(MAP), 가스제어포장(CAP), 조리-냉각공정(CC), 수비드(SV) 등이 있다.
식품시설에서 사용하는 ROP 방법은 대부분 호기성 유기체인 부패균을 억제하므로 많은 식품
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ROP는 시간, 인건비, 부분 관리 및 품질 유
지와 관련하여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ROP는 경쟁 유기체가 없는 환경에서 특정 병원
균의 증식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관리 방법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부패균에 의해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가 생성될
수 있다.
식품 유형, 사용된 생산 및 포장방법, 포장재료는 포장과 식품 내 산소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하면 포장 내 또는 식품 기질 내 산소 농도가
21% 미만일 수 있다. 즉석섭취식품은 서로 다른 식품과 다른 포장 재료를 포함할 수 있지만,
포장 과정에서 식품 기질에서 산소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혐기성 또는 통성혐기성 병원균은 호기성이나 혐기성 조건에서 증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 조치가 요구된다. 5°C(41°F)의 냉장 저장 온도는 일부
병원성 미생물의 생장 또는 독소 생성(또는 둘 다)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클로스
트리디움 보툴리눔(non-proteolytic)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섭씨 5도(화씨 41
도)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도 증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ROP 식품에서 주의가 필요한 병원체이다. 이러한 균의 증식
을 억제하여 다른 세균의 증식도 제어할 수 있다.
이중 방어벽 저산소 포장
이 공전에 부합하는 ROP 방법을 사용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의 증식과 독소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3-502.12(B)에서 기술한 대로 ROP 방
법은 이차 방어선으로 저온 보관(5°C 또는 41°F 이하) 방법과 함께 사용한다면 클로스트리디
움 보툴리눔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증식과 독소 생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다. 방어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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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 0.91 이하



pH 4.6 이하



숙성, 9 CFR 424.21에 명시된 물질을 사용하고 USDA 검사 요건을 충족하는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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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금육 가공품, 또는


익히지 않은 육류나 가금육, 신선 채소류에서 검출되는 경쟁미생물

위에서 설명한 변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산소 포장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리
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의 효과적인 제어 수단이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aw 0.91 미만에서 독소를 생성하지 않으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증식은 aw 0.92 이상에서 발생한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pH 4.6 이하에서 독소를 생성하지 않으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 온도, pH 4.6에서 증식하지 못한다.



식육과 가금육의 숙성에 사용되는 질산염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포자 성장을
억제한다.



대부분의 식품매개 병원균은 다른 미생물과 경쟁하지 않는다. 따라서 ROP 조건에서
증식하는 유기체나 유산균 함량이 높은 식품은 ROP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하여
5°C(41°C)에서 최대 30일간 보관할 수 있다.

다른 내재적 또는 외인성 인자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증식이나 독소 생성에 영형을 미칠 수 있다.
시간과 온도를 제어하지 않는 식품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
토제네스가 증식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3-502.11 또는 3-502.12 ROP HACCP 요구사
항은 시간·온도 제어 식품에만 적용된다.
단일 방어벽을 이용하는 저산소 포장(조리-냉각과 수비드)
일부 식품은 2차 장벽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염장 육류 제품에서 aw, pH, 질산염,
경쟁 미생물 또는 특정 치즈의 내재 인자 등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리스테리아 모노사
이토제네스의 생장을 억제한다. 이러한 식품을 저산소 포장하는 경우 시간 및 온도는 클로스트
리디움 보툴리눔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생장을 억제하는 주요 관리 인자이다. 클로
스트리디움 보툴리눔(non-proteolytic) 포자는 섭씨 3도(화씨 38도)에서도 발아하여 독소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ROP 식품을 3°C(38°F) 이하로 유지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
눔 독소가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매우 느리지만 -1°C(30°F)
에서 증식이 가능하다. 보관 온도가 높아질수록 병원체의 지연기와 세대시간은 단축된다. 식품
조리 후 뜨거운 상태에서 봉지에 밀봉하여 냉각하는 조리-냉각 프로세트와 식품을 봉지에 밀
폐한 후 조리하는 수비드 프로세스(3-502.12(D)에서는 시간이 병원균 생장을 억제하는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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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벽이다. 따라서 영양세포 파괴를 위한 조리, 포자 또는 독소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
생존한 병원균의 증식 또는 독소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저장 온도 유지 등 중요한 한계기준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D)(2)(e)에서 세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간과 온도 조합은 동등한 식품안전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변경허가가 요구되지 않
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3-401.11(A), (B) 및 (C)에 명시된 조리 과정에서 제거
되고 뜨거운 상태에서 밀봉(조리-냉각)하거나 밀봉한 상태로 조리(수비드)하여 재오염이 방지된
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지정된 시간과 온도 조합에서 증식하지 않는다.
조리-냉각 또는 수비드 포장 제품의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
토제네스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억제 인자가 없을 수 있으므로 온도 조절과 육안 검사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최신 전자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사용하면 안정적으로 조리
-냉각 또는 수비드 방법으로 조리된 식품을 섭씨 1도(화씨 34도) 또는 섭씨 5도(화씨 41도)
이하로 보관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열전대 데이터 기록계는 보통 사용 가능한 열
전대 탐침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 기록 차트도 많이 사용된다. 온도가 사전 설정된 한계를 초
과할 경우 온도 모니터계와 경보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경보를 발생한다. 5센트 동전 크기의 데
이터기록계를 사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식품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주방의 온도 조절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조리-냉각 또는 수
비드 방법으로 포장된 식품은 포장을 수행하는 식품시설의 통제 밖에서 유통될 수 없다.
치즈 저산소 포장
3-502.12(E)에서 수록된 치즈와 같이 21 CFR 133.150, 21 CFR 133.169 또는 21
CFR 133.187를 충족하는 경질, 저온처리, 반연질 치즈는 종종 상호 상승작용하는 다양한 내
재 인자가 이차 방어벽으로 작용하여 냉장(5°C(41°F) 이하) 조건에서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
다. 일부 내재 인자는 다음과 같다.


낮은 pH



가공 중에 첨가된 염분(NaCl)



낮은 수분 함량



방부제 첨가, 그리고



경쟁미생물

진공 포장된 경질 치즈와 반연질 치즈의 긴 저장 수명은 치즈의 내재 인자와 41°F 이하 냉
장 보관 조건에 기초한다. ROP로 포장할 수 있는 치즈는 아시아고 중간, 아시아고, 체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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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에멘탈, 그뤼에르, 파르산, 레지아노, 로마노, 삽사고, 스위스, 저온 살균 치즈, 아시아(신
선, 연질), 블루치즈, 브릭, 에담, 고르곤졸라, 고다, 림버거, 몬테레이, 잭, 문스터, 프로볼로
네, 로크로르 등이다. 브리, 카망베르, 코티지, 리코타 등 연질 치즈는 변형된 대기 조건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증식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저산소 포장을 이용할 수 없다.
수산물 저산소 포장
냉동하지 않는 수산물이나 기타 해산물의 경우 이러한 식품과 연관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
리눔(non-proteolytic, 주로 타입 E)이 3°C(37~38°F)에서도 생장할 수 있으므로 저산소 포
장하지 않는다. ROP 포장 전, 포장하는 동안, 그리고 포장 후 냉동된 수산물과 해산물은 이
러한 위해요소를 내포하지 않는다.
HACCP 계획과 저산소 포장
ROP 가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HACCP)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대부분의 TCS 식품에서 제어되어
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이다.
중요관리점과 임계 한계, 모니터링, 기록 보관, 개선 조치 및 검증 절차는 식품의 유형과 사
용된 ROP 기술에 따라 다르다. HACCP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 전에 규제 당국에 사본을 제
공하면, 식품시설에서는 ROP 작업을 수행하고 적절한 ROP 절차가 준수되며 3-502.12 요구
사항이이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식품시설에서 식품을 저산소 포장하여 3-502.12에 명시된 이차방어벽을 사용하지 않고 48
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3-502.12(D)에 명시된 기준과 저온보관 조건(5°C(41°F) 이
하)을 조합하여 사용, 또는 식별 표준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질 또는 연질 치즈),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저산소 포장 방법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과 ROP의 관계
시간은 소매 ROP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이다. VP, MAP 및 CAP 제품에 제조업체의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날짜 표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식품 안전을 위하
여 유효기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시간을 이용한 관리 또는 증식을 억제하는 이중 보호인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ROP 식품을 냉동할 경우 더 이상 유통기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조
리냉이·수즈비드 식품의 유통기한은 조리과정에서 식물성 세포를 모두 죽여 재오염을 예방한
뒤 포장 후 30일 또는 5일(41°F) 이하에서 조리-냉각 식품이나 수비드 식품의 유효기한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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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과정에서 모든 영양세포가 사멸되고, 재오염을 방지하며, 포장 후 엄격한 온도와 기록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1°C(34°F) 이하에서 30일, 또는 5°C(41°F) 이하에서 7일을 초과하여 보
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결정된다. 이 기준을 준수하면 단위급식소(satellite location)를
포함하여 하루 수천명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집단급식 시설이나 얼음 저장고나 텀블러 또는 송
풍냉각 장치가 없는 개인 식당에서도 안전하게 조리-냉각 및 수비드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다.
3-502.12 F)에서는 포장 48시간 이내 식품을 포장에서 제거하는 냉장 저산소 포장 식품의
경우 3-502.12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48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
혐기성 병원균의 생장 및 독소 생성 수준은 냉장 저산소 포장 식품에서 중요한 위해요소로 간
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표시

표시기재

3~601.11

식별 기준

3-601.12

정직한 정보전달

3-602.11

식품 표시

3-602.12

기타 정보 전달 양식

식품의 출처와 구성성분은 식품이 식품매개 질병 집단발생과 연관되었거나 영양정보가 중요
한 경우 매우 중요하다. 성분은 특정 식품이나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
보이다. 식품의 외형은 소비자가 식품을 식별하고 식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또는 위
장되어서는 안 된다.
식품 표시와 기타 정보 전달 양식
식품 표시는 소비자가 정보를 토대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식품시설에서 많은 식품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식품종업원이 제공한다. 소비자가 식품종업원에게 특정 식품 또는 특정
양의 식품을 주문하면 종업원은 주문에 따라 식품을 랩으로 포장하거나 반출 용기에 담는다.
이 식품은 식품 규정 정의에 따라 "포장"된 식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식품을 보호하는 조치
로 그리고 소비자에게 식품 제공과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하거나 반출 용기에 담
았을 뿐이다. 작업자가 식품을 직접 관리하고 주문에 따라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성분, 영양소, 알레르기 유발물질, 중량 등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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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 식품 품목은 소비자 셀프서비스를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용기 또는 포장에 동봉
한다. 이 경우 표시는 소비자에게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량 및 제조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성분 목록
소비자는 성분 목록 표시에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포장 식품을 선택하고 구입한다. 그러므로
식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목록에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성분이 두
개 이상의 다른 성분을 함유할 수 있다. 21 CFR 101.4(b)(2)에 따라 하위 성분도 표시에 기
재하여야 한다. 한 가지 예는 “빵 푸딩 성분, 빵(밀가루, 물, 효모, 소금, 꿀), 우유, 달걀, 설
탕”에서와 같이 괄호 안에 하위 성분을 함량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일반명을 사용하여
나열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빵 푸딩 성분: 우유, 밀가루, 물, 달걀, 설탕, 효모, 소금, 꿀”과 같이 주요
성분과 하위 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완제품에서 함량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일반명을 사
용하여 성분을 나열하는 방법이다.
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2004년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04년)(공법 108282)에서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라벨링
된 모든 식품 포장 표시에 주요 식품 알레르겐(우유, 난류, 수산물, 갑각류 패류, 나무 견과류,
밀, 땅콩 대두와 그로부터 유래한 모든 단백질)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포장식품의 표시
에 식품 공급원의 이름을 명시하면 소비자에게 주요 식품 알레르겐 성분을 알리고 우발적인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식품 원료명과 식품명의 이름이 같다.
단, 어류와 갑각 패류, 나무 견과류의 경우 식품 원료명은 구체적인 어류의 종(농어, 넙치류,
대구), 갑각 패류의 종(게, 바닷가재, 새우), 그리고 나무 견과류의 유형(예: 아몬드, 피칸, 호
두)을 사용한다.
영양 성분 표시
영양 성분 표시는 CFR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소매 식품 환경과 관련하여 요구사항과
면제 요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규제 당국에 1990년 영양성분표시 및 교육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 1990년, NLEA)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알리기 위한 목적
으로 공전에 포함되었다. 법령과 CFR을 검토하여 표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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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 식품은 영양소 함량 클레인, 건강 클레임, 또는 기타 영양소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3-602.11(B)(6)에 언급된 CFR의 영양성분표시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A)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시설의 포장 식품
(1) 식품시설의 소비자 대상 총 매출이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또는 식품 판
매 단독으로 매출이 5만 달러 이하).
(2) 식품 표시에 식품시설 외 제조업체나 가공업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B) 다음에 해당하는 소용량 포장 식품
(1) 제품당 연간 판매량이 10만 단위 미만으로 FDA 영양식품표시사무소(Office of
Nutrition and Food Labeling)나 식이요법보조프로그램사무소(Office of
Dietary Supplement Program)에 정규직 고용인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영
업장 면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정규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으로 연간 판매량이 식품당 10,000단위 미만인 시설
(C) 21 CFR 101.11에 규정된 식품을 제외하고, 식당, 카페테리아 및 이동식 식품시설
과 같은 즉시 섭취하는 식품 설비를 갖춘 식품시설에서 제공되는 식품 및 해당 시설
에서만 판매되는 식품
(D) 21 CFR 101.1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이 다음에 해당하고 제과점이나 식
료품점과 같이 즉석 섭취하는 시설이 없는 식품시설에서 판매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위 항에서 명시한 식품과 유사한 식품
(1) 즉석섭취식품이나 반드시 구입 즉시 섭취하지는 않는 식품
(2) 식품시설에서 대부분을 준비하고 판매하는 식품
(3) 식품시설 외부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식품
(E) 21 CFR 101.11에 규정된 식품을 제외하고, 커피와 같이 영양 성분이 중요하지 않
은 식품
(F) 추가 제조 또는 재포장을 위한 대용량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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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생과채 및 어류
II. 수렵 동물 식육의 경우, 카운터 카드, 표지, 식품에 부착된 꼬리표 또는 기타 적절한 장치
등 구매 시점에 표시할 수 있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II. 식품가공공장이나 다른 식품시설에 포장된 식품은 3-602.11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
여야 하며, 규제 당국은 NLEA, 제4절 주 정부 시행(State Enforcement)에 따라 규정
을 집행한다.
칸타크산틴과 아스타잔틴
칸타크산틴과 아스타잔틴은 연어류에 사용되는 색소첨가물이다. FDA 규제 대상 수산물 백
과사전(Regulatory Fish Encyclopedia)에 따르면 연어과에는 분홍연어, 코호연어, 붉은연어
(sockeye salmon), 치누크연어, 대서양연어, 춤연어(chum salmon), 무지개송어, 컷스로트
송어(cutthroat trout), 갈색송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색소첨가물은 양식 어류 사료에 포함
될 수 있다. 이 어류를 운송하는 대용량 용기는 칸타크산틴 존재 여부를 표시한다.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포장된 수산물 표시에 이러한 정보를 기재하여 첨가물 성분을 소비자
에게 알릴 수 있다.
21 CFR 73.75에서는 연어에 칸타크산틴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21 CFR 73.35에서는
연어에

아스타잔틴

사용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관보

63

FR

14814(1998년 3월 27일), 인증 요건이 면제되는 색소첨가물, 칸타크산틴(Listing of Color
Additives Exempt from Certification, Canthaxanthin)을 참조하다.
안전 취급 지침
3-201.11 육류 및 가금육 표시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소비자 권고사항
3-603.11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은 동물성 식품 섭취

3-401.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목적:
적절한 열처리를 하지 않은 동물 유래 식품에는 식품매개 질환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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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부 기관, 규제 산업 및 기타 기관은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역학적 근거를 토대로 소비자의 건강 상태와 소비되는 식품을 고려
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리고자 하는 시도이다. 위험 통지는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
도록 유의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래 식품시설에서 동물에서 유래한
식품을 익히지 않거나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할 때 식품매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
실을 소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정보를 기술하였다.
배경:
구체적인 권고안 문구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FDA는 1993년 식품공전을 시작으로 구매 시
점에 소비에게 알려야 하는 권고사항을 성문화된 조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효과적
으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위험성과 위험성을 알리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함께 고려하였다(부속서 3).
소비자 초점 집단:
FDA는 1996~1998년 두 건의 소비자 초점 집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초점집단구
(1997년 공전 이전 수행)에서는 1996년 식품보호위원회(CFP)가 제시한 권고문을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1997년 공전에 해당 권고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FDA는 1998년 CFP 회의 개최
전, 접근 방식을 수정하고 두 번째 초점 집단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초점 집단도 첫 번째와
비슷한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소비자 인식과 수용성이 높은 메뉴 기반 권고문이 제안되었다.
서비자는 “주의가 요하는 성분”을 생란을 함유하는 특정 메뉴 품목과 같이 “숨겨진 성분”으
로 받아들였다. 소비자는 주의가 요하는 성분표시를 필요한 정보로 인식하였으며 익히지 않거
나 덜 익힌 동물 유래 식품 섭취는 식품매개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의사항”은 환영
하지는 않았지만 유익하다고 인정하였다. 식품시설에서 소비자는 주의가 필요한 성분표시와 주
의사항은 기꺼이 읽을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제공되는 레슨이나 교육적인 정보는
수용성이 낮았다.
만족할만한 수준의 이행:
FDA는 1998년 CFP 회의에서 소비자 시험에서 수집한 결과를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요청
하였다. CFP는 3-603.11에 기술한 대로 주의를 요하는 성분과 주의사항을 함께 사용할 때
공전에서 요구하는 권고문 조항의 이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였다.
주의를 요하는 성분표시(disclosure)는 익히지 않거나 덜 익은 상태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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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유래 식품이나 익히지 않거나 덜 익힌 동물유래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유할 수 있는 품목에
요구된다. 세 번째 방법인 “주의사항”은 이후에 추가되었다. 주의사항(reminder)은 완전한 조
리와 식품 안전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주의를 하는 성분표시와 주의사항은 각각 두 가지 옵션이 되었다.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메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주문할 수 있는 품목에 함유된 주의가 요하
는 성분의 식품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FDA 소매식품보호부서
(FDA/CFSAN, 5100 Paint Branch Parkway, (HFS-320), College Park, Maryland
2074)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소책자는 이러한 필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짧은 주의문으로 주의가 요하는 품목을 섭취할 경우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1998년 10월 8일 주간패류위생협의회(ISSC)가 FDA 서신으로 전달한 우려사항에 대응하여
익히지 않은 또는 덜 익힌 동물성 식품 섭취와 특정 의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예상되는
위험성 증가를 연계하는 세 번째 방법이 추가되었다.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하는
성분표시와 주의사항은 공개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품시설과 규제 기관이 논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규제 당국과 업계는 FDA 식품공전 권고문 조항 이행 가이던스(The Implementation

Guidance for the Consumer Advisory Provision of the FDA Food Code)(FDA 모
델 식품공전 3-603.11)에서 소비자 권고문 조항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DA
식품공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자료는

FDA

소매식품보호부서

(FDA/CFSAN, 5100 Paint Branch Parkway, (HFS-320), College Park, Maryland
2074)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권고문 위치: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힌 동물 유래 식품이나 성분의 표시나 그러한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관한 주의사항의 목적은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시점에 발생
한다. 주의를 요하는 성분표시와 주의사항 모두 소비자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메뉴, 사용 가능한 선택 항목의 플래카드 목록 또는 테이블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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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
교육적 정보:
교육적 정보는 보통 더 길고 교육적이며 식품안전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주의를 기울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대부분의 경우 3-603.11에 따라 제공
되는 교육적 정보(즉, 소비자 선택에 따라 추가로 제공되는 정보)는 식품을 선택하는 주문 시
점에 현장에서 읽지 않으므로 보통 소책자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육적 정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
므로 향후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범위:

식품시설
소비자 권고문 요구사항은 익히지 않거나 더 익힌 동물성 식품이나 그러한 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식당, 생패류를 판매하는 식
당(raw bar), 즉석조리 영업장, 테이크아웃 영업장, 델리나 해산물 코너가 있는 식품점 등 소
비자에게 판매자 제공한 후 완전히 조리하지 않고 섭취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형
의 식품시설이 포함된다.
“... 또는 병원균 제거 목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
3-603.11에 포함된 이 문구는 우려되는 병원체와 관련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새로 개발
및 검증된 기술과 병원체 제어 또는 감소 방법을 포괄적으로 기술한다. 원유의 저온 살균은 오
랫동안 검증된 가공법이다. 식품공전의 목적에서, 소비자 권고문 없이 익히지 않거나 덜 익힌
동물성 식품을 제공하기 전에 요구되는 병원균 감소 수준은 준비하는 식품 유형에 따라
3-401.11에서 기술한 수준과 동등하여야 한다.
1997년 12월 3일 FDA가 적색육에 허용되는 방사선 흡수선량은 대부분의 병원체 영양세포
를 3-401.11(A) 및 (B)에 명시된 수준으로 저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가금육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사멸 수준은 3D로 식품공전에서 제시한 조리법으로 달성 가능한 7D 수준에 크
게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조사된 육류와 가금육은 소비자 권고문 없이 즉석섭취식품 형태로
제공될 수 없다. 향후 식품공전 개정안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병원체 감소를 고려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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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온도 요구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타 인정되는 프로세스:
동물에서 유래한 식품은 특정 병원체를 대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소비자 권고문과 함께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다. 예로, 굴에
서 패혈증비브리오균을 검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기술이 이미 검증되었다. FDA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허용한다. 즉, “저온살균하여 패혈증비브리오균 저감”
또는 “열처리하여 패혈증비브리오균 저감”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은 표시
기재법 및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효과는 한 종의 병원체에 한정되므로 소비자 권고문
요구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품별 권고문:
소비자 권고문는 식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가 많지 않거나 일부 유형의 동물성 식품만을
익히지 않거나 덜 익힌 즉석식품 형태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식품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각에 엊은 연체 패류가 익히지 않거나 덜 익힌 상태로 제공하는 유
일한 메뉴인 생패류 식당(raw bar)의 경우 패류 한정된 소비자 권고문을 사용할 수 있다. 생
패류 식당은 주의사항, 옵션 3번을 사용하여 특정 의료 조건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열처리되
지 하지 않은 패류를 섭취할 때 예상되는 위험성 증가를 강조할 수 있다.

용어:
실제 현장(예: 메뉴판)에서 사용되는 권고문 표현은 성문화된 조항인 3-603.11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3-603.11 옵션 2번과 3번에 사용한 표현보다 더 포
괄적인 표현과 용어가 사용된다. 예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보다는 ‘고기’, ‘수산물’보다
는 ‘해산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고기”와 같은 범주형 용어는 더 간단하고 대화에서 사용
되는 빈도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메뉴 공지 목적에 적합하다.

우유:
또한, “원유”라는 단어는 실제 권고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저온살균하지 않은 최종 포장
형태의 제품은 주 경계를 너머 판매하거나 운송할 수 없다(21 CFR 1240.61). 또한, FDA는
원유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FDA 공식 입장문: http://www.fda.gov/Food/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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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Milk/ucm2007973.htm).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5개 주에서는 저온살균되지 않은 원유를 농장에서 소매시설로 직접
조달하는 유통을 허용한다.
이 공전 3-603.11를 준수하는 식품시설이 저온살균되지 않은 원유를 주 내에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주에서 낙농가와 연계하여 운영되거나 주 당국이 저온살균되지 않은 원유
를 소매식품시설에서 시판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살균되지 않은 원유 섭취에 따른 위험성을 소
비자에게 권고문 형태로 알려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실제 권고문은 우유를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소비자 권고문 주의사항, 3-603.11(C), 2번 또는 3번).

연체 쉘스톡
슈퍼마켓의 델리 등 소매 식품매장 분야 외에도 해산물 전문점이나 해산물 시장이 팔거나
서비스할 때 소비자 자문을 받도록 했다. 의료적 상태에 따라 일부 사람은 연체 쉘스톡을 날로
섭취할 경우 비브리오 감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처분

3-701.11

안전하지 않은, 변형된, 또는 오염된 식품의 폐기 또는 복원

병원균은 오염된 식품을 통하여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다.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
되는 종업원, 또는 감염자에 의하여 오염된 식품을 폐기하면 질병의 잠재적 확산을 제한할 수
있다.

추가 보호조치
3-801.11

저온살균 식품, 재사용 금지 및 금지된 식품

3-201.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과 관련된 공전 조항은 인용의 편의성과 식품매개 질병에 특히 취
약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모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품 안전 주의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절에 통합되었다.
주스 섭취로 인한 식품매개 질병 위험성으로부터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미리 포장된 주스는 저온 살균, 또는 상업적으로 멸균되고 상온에서 안정한 형태
로 밀용된 용기에 포장되어야 한다. “주스”는 정의에 따라 음료의 성분으로 제공되거나 사용되
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퓨레 형태로 제공되는 과일과 야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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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가 아니며 HACCP 계획이나 21 CFR Part 120 요구사항 이행이 요구되지 않는다. 미
국 전역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살모넬라, 비브리오 콜레라 등 미생물로
오염된 각종 주스 제품의 소비와 관련된 식품매개 질환 사례가 보고되었다. 현장에서 생산되는
주스나 퓨레의 경우 향후 새로운 정보가 확보되면 검토를 거쳐 식품공전 조항을 개정되거나
잠정적인 해석 가이던스가 발간될 것이다.
21 CFR 120 규정은 주스로 판매되거나 음료 성분으로 사용되는 식품에 적용된다. 여기에
는 주스와 음료에 사용되는 과채류 퓨레가 포함되지만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
공하는 시설에서 현장에서 준비하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퓨레는 포함되지 않는다.
21 CFR 120 요구사항을 대신하여, 상업적인 무균 제품(캔 주스)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
단에 제공할 수 있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모집단에 퓨레식 식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안
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상업적인 멸균 방식으로 생산된 과일이나 채소((캔 과일 또는 야채)를
사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
살모넬라균은 종종 통상적인 준비 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다. 살모넬라는 살짝 익힌 오믈렛,
프렌치 토스트, 속을 채운 파스타, 머랭 파이에서 생존할 수 있다. 1986년 여러 주에서 발생
한 살모넬라 엔테리디스 집단감염은 “완전히 조리된”이라고 표시된, 생란으로 속을 채운 파스
타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난류는 살모넬라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1986년 속을 채운 파스타와
연결된 집단감염 사례에서와 같이 덜 익힌 채로 여러 개를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매개 질병에 가장 취약한 모집단을 고려한 방지책이 추가
되어야 한다.
민감도가 높은 모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의 운영자는 공급업체와 구매명세서를 논
의할 수 있다. 명세서에 동물 보건을 관할하는 규제 당국이 인정하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관리되는 무리에서 생산된 난류만을 공급하고 명시할 수 있다. 이러한 프
로그램은 생각란에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검출률을 낮추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식품시설 운
영자는 살모넬라 엔터티디스와 관련된 식품매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에
서 적절한 시간과 온도를 제어하여야 한다.
1995년 이후, 익히지 않은 발아 새싹은 미국에서 식품매개 질병의 새로운 원인으로 주목받
기 시작하였다. FDA와 CDC는 상대적으로 식품매개 질병에 취약한 사람은 식품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알팔파(alfalfa) 새싹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였
다. 자세한 내용은 FDA 웹사이트(http://www.fda.gov)에서 “새싹(sprouts)”을 검색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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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공전에서 규제 당국이 승인하는 변경허가신청(8-103.10 ~12, 8-201.14, 8-304.11 참
조)은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허용되지만 변경허가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제공하는 식품
준비와 연관된다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변경허가에서 위해
요소는 우수소매관리기준이 구현된 표준운영계획서와 함께 HACCP 계획에 따라 명확하게 식
별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허가는 그러한 모집단
이 일반 모집단과 비교하여 식품매개 질병에 더 쉽게 감염되고 발병할 경우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에서 익히지 않은 각란을 다량 배합하
여 사용하는 경우 3-801.11(F)(3)에 따라 HACCP 계획이 요구된다. HACCP 계획은 기준이
구체적이고 규범적이며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의 사멸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리 시간과 온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므로 별도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3-801.11(G)와 (H) 식품 재사용
식품공전은 격리된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 두 시나리오를 다룬다.
1.

격리된 환자로 인한 외부 타인 오염:

시간온도 제어가 불필요한 식품으로 분리 또는 격리 중인 사람에게 제공된 식품은 개봉되지
않은 원래 용기에 건전한 상태로 보존된 경우에도 다른 사람(다른 환자, 고객 또는 소비자)에
게 다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공전 본문에서 “분리 또는 격리”는 환자를 격리하여 주요 병원
균이 다른 환자와 의료 종사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환자 관리 환경을 말한다. 접촉 분
리실로 가져온 식품은 환자가 분리실 내에서 섭취하거나 폐기한다. 환자가 퇴원하거나 격리된
상태에서 이동할 때 식품 패키지가 여전히 격리실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외부로부터 환자가 다른 환자, 의료기관종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보균 병원체 접촉
을 차단하고 보호된 환경을 제공하는 격리실 오염

환자, 고객 또는 기타 소비자에게 제공된 식품 패키지는 보호 환경에 격리된 사람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 된다. 격리 설정과 유사한 예방 조치가 이 설정에 적용된다. 즉, 환자에게 미개봉
된 원래의 온전한 조미료가 제공되면 사용되거나 또는 폐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환자에게 매번 사용하지 않는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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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설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접촉 격리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품패키지는 다른 환자에게 질병이 전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른 환자에게 다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질병이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환경에 있는 환자에게 다른 환자에게 제공한 식
품을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치, 기구 및 리넨류

다회사용

4-101.11

특성

다회사용 장비는 장기간 사용하는 고유한 특성 상 시간에 따라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경
우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되어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물질은 준비하는 식품의 맛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질 특성 상 일상적으로 세척 및 살균
이 불가능한 표면에는 식품매개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다. 피팅 등 장치 표면의 품질저하는 장
비 표면의 적절한 세척을 방해하여 장비 위 또는 장비 내에 준비된 식품이 오염될 수 있다.
식품 장비의 표면을 효과적으로 세척, 헹굼 및 소독할 수 없는 경우 식품매개 병원성 유기
체가 축적될 수 있다. 매끄러운 표면에서 생물막 제거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회사용
장비의 재질이 중요한 이유를 강조한다.
4-101.12

주철 사용 제한

주철로 제조된 장비와 기구는 4-101.11에서 기술한 내구성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그러나
주철의 표면 특성은 다소 다공성이므로 세척이 어렵다. 그러나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다
공성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은 열로 파괴되므로 다공성 표면의 잔여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4-101.13

납 사용 제한

납은 오랫동안 기구 제작과 장식에 사용되어 왔다. 특히, 유색 유약과 같이 기구를 장식하는
데 사용되는 납 성분 도료는 기구에 담긴 식품에 고농도로 납이 침출되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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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중독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간주된다. 납 중독은 특
히 젊은 층에 유해하며 고농도 섭취는 학습 장애와 의학적 문제를 초래한다. 납 허용 수준은
일상적으로 저장되는 식품의 평균 접촉 시간과 속성, 그리고 식기 유형에 따라 다르다.
FDA는 최대 한도를 설정하였다(FDA 준수정책가이드 545.450 자기(요업) 참조). 수입품과
국산품 - 요업제품에서 침출에 의한 납 오염((CPG 7117.07)에 따라 납 함량이 이 기준을 초
과하는 회수나 기타 기관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된다. 한도 기준은 세라믹 재질 식기를 사용하는
빈도, 보관하는 식품의 종류와 온도, 식품이 식기와 접촉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컵, 머그, 피처는 식품 접촉 시간이 길어 납이 침출될 수 있으므로 가장 엄격한 기준인
0.5ppm이 적용된다. 또한 피처(pitcher)는 과일 주스를 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커
피 머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뜨거운 산성 음료를 담는 데 사용된다.
FDA는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납 유약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히
규제한다. 상업용 제조업체는 사용 중에 납이 침출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제조
공정을 제어한다. 소규모 도예가들은 종종 무연 유약 사용하지만 납을 함유한 유약의 소성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세라믹 자기에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납이 침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21 CFR 109.16에서 FDA는 납이 다량 침출되는 장식용 도자기는 식품용이 아니며 중독
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영구적인 방식으로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은 적절
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식품에 사용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랍은 다양한 함량의 안티몬, 구리 및 납을 포함하는 은회색 주석 합금을 말한다. 황동, 아
연 도금 금속, 구리, 주철, 세라믹 및 크리스탈에 적용되는 중금속 및 납 침출 요구사항이 백
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분이 풍부한 산성 식품을 백랍 용기에 보관할
경우 식중독(중금속 중독)을 초래할 후 있다.
땜납은 금속 부품을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로 고체 금속에 용융 상태로 적용된다. 땜납
은 주석과 납 합금을 함유할 수 있다.
4-101.14

구리 사용 제한

고농도 구리는 독성 물질로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한다. 구리 및 구리 합금 표면이 산성 식
품과 접촉할 경우 구리가 식품으로 침출될 수 있다. 탄산음료 제조기와 구리배관요소 사이에
역류방지 장치가 없거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가 급수계통으로 유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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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혼합될 때 발생하는 산은 배관 부품에서 구리 침출을 유도하고 침출
수는 음료로 전달되어 구리 중독을 일으킨다. 구리 및 구리 합금으로 제작된 역류방지장치에서
구리와 납이 침출되어 탄산음료로 유입될 수 있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두 원소를 결합하는 데 납이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황동은
펌프, 관 피팅 및 고블렛과 같은 품목에 사용되어 왔다. 세 성분 모두 산성 식품에 노출될 경
우 침출되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맥주 양조는 발아(malting), 담금(mashing), 발효, 매쉬와 알코올 음료 분리, 정류
(rectification)로 그리고 정류 단계를 포함한다. 담금 중에 효소 활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pH를 5.8에서 낮추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pH는 일반적으로 5.1~5.2 범위이나 양조 방법에
따라 3.2까지 낮아지기도 한다. 매쉬(맥아즙)의 수용성 추출물을 홉(hop)과 함께 1~22시간
이상 끓인다. 끓인 후, 맥아즙을 냉각하고 맥주효모를 접종하여 발효한다. 발효 전단계나 발효
단계에서 구리 장비를 사용하면 보통 구리가 침출된다.
구리는 효모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효모는 발효 중 낮은 수준의 구리를 대사에 사용한
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구리 농도가 0.2mg/L를 초과하면 효모에 독성을 미치거나 효모가
사멸된다. 인체에 구리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농도는 3.5mg/L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맥주
발효에 사용되는 구리 농도(0.2mg/L 이하)는 인체에 독성을 유발하는 수준보다 낮다.
오늘날 국내 맥주 제조사들은 일반적으로 맥주 제조 과정의 뜨거운 양조 단계에 따라 맥주
와 접촉하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스테인리스강 구리 장비(파이프, 발효기, 필터, 홀딩 탱크, 병
입기, 열쇠 등)만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일부 양조장에서는 고온 양조 단계 이후 역청으로
코팅된 참나무통이나 내부를 유리로 입힌 통을 사용하기도 한다. 맥주 양조에 구리 재질의 장
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통 성공적인 발효를 위하여 효모 생장에 필수 영양소인 구리(아연
과 함께)를 첨가한다.
4-101.15

아연 도금 금속 사용 제한

아연도금이란 아연으로 코팅된 철 또는 강철을 말한다. 철과 강철 같은 금속이 녹슬지 않도
록 아연으로 코팅한다. 특정 조건에서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과 접촉하는 아연도금 표면에서
아연이 침출될 수 있다. 아연도금 식품접촉면에 접촉하는 식품의 산도가 높을수록 침출 위험성
도 높아진다. 산성 식품이나 음료에 노출되면 아연은 인체에 쉽게 흡수되는 아연염으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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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은 일반적으로 무독성으로 간주되며 실제 인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반응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다. 그러나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독성을 띤다고 알려져 있다. 구토, 메스꺼움, 무기
력, 피로, 후두통 등이 아연 중독의 증상이다. 보고된 아연 중독 대부분은 아연도금 금속 용기
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식품과 연관된다
(http://www.cdc.gov/mmwr/preview/mmwrhtml/00000082.htm 참조).
4-101.16

스폰지 사용 제한

스펀지는 사용 환경에서 식품 입자와 오염 물질과 접촉한 후에는 세척이 가능하더라도 매우
어렵다. 구조상 스폰지는 많은 수의 다양한 미생물(대부분 병원균)의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다.
따라서 스폰지는 세척 및 살균된, 또는 사용 중인 식품접촉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용한다.
4-101.17

목재 사용 제한

식품 유형과 목재의 종류에 따라 식품접촉면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은
나무 표면을 약화시키고 표면 세척을 어렵게 한다. 또한, 방부제로 처리되는 목재는 방부제 화
학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되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정 방부제만 사용이 허용된다.
4-101.18

비점착성 코팅 사용 제한

과불화탄소수지는 질기고 무포화성, 안정성이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식품이 달라붙지 않고
쉽고 빠르게 세척할 수 있어 조리 기기와 제과 기구 표면에 사용된다. FDA는 과불화탄소수지를
안전하게 식품접촉면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고온에서 생성되는 증기나
표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자는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불화탄소수지로 코
팅된 비점착성 표면은 날카롭거나 거친 주방 기구에 긁힐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을
참조하여 표면 긁힘을 초래할 수 있는 기구, 연마성 수세미나 세척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101.19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표면

비산이나 식품 부스러기에 빈번히 노출되는 장비의 비식품 접촉면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흡
수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장비는 병원성 유기체, 습기, 이물
질을 최소화하고 설치류 및 곤충을 유입을 억제한다.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4-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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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물질로 제작된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은 식품 안전성과 품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이 접촉 표면으로 이행되면 화학 오염일 발생하고 소비자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 사용되면 향미를 저해하고 식품으로 이행
되어 식품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구성 및 강도
4-201.11

장치 및 기구

장비와 기구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고 하며
기대 수명기간 의도한 용도로 지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세척이 용이하여야 한다. 고유 특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세척이 어려워져 병원성 미생물, 곤충, 설치류 등을 유인할 수 있다. 장비와
기구는 부품이 파손되어 식품에 이물질을 남기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 예로, 일회용 포크가 부적절하게 설계되면 사용 중 파손되어 소비자가 다
칠 수 있다.
4-201.12

식품 온도측정장치

유리 센서나 돌출부가 있는 식품 온도측정장치는 유리가 식품에 식품으로 유입되어 소비자
에게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은과 같은 온도측정장치 구성요소가 식품이나 기구를 오
염시킬 수 있다.
세척용이성

4-202.11

식품접촉면

다중 사용 식품접촉면 요구사항은 표면의 세척 용이성과 세척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접촉면은 식품매개 병원성 유기체의 서식처가 될 수
있다. 균열, 찍힘 또는 구멍과 같이 결함이 있는 표면에는 미생물이 쉽게 부착하여 생물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일단 생물막이 형성되면 식품으로 병원체를 방출할 수 있다. 생물막은 세척과
살균으로 제거가 어렵다. 분해가 어렵거나 복잡하고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식품
종업원은 분해 후 청소하는 작업을 꺼리므로 분해 용이성 요건은 중요하다.
4-202.12

CIP 장치

일부 유형의 장비는 세척을 위하여 분해가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정치세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CIP는 폐쇄계통이므로 계통 전체에 효과적으로 세척되었는지 모니터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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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는 장치의 모든 식품접촉면이 순환 세척 및 살균 용액과 접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세척 및 살균제가 도달하지 못하는 무용지점은 식품 이물질이 축적되고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
할 수 있다. 세척 및 소독 용액이 시스템에 남아 있으면 의도하지 않은 식품 변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CIP 시스템은 자체 배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4-202.13

“V”자형 나사산 사용 제한

표면에 V형 나사산이 있을 경우 일상적인 세척이 어려워지므로 식품접촉면에 사용할 수 없다.
고온 유탕기나 고온 유탕기의 구성요소로 고온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여과계통은 예외이다.
고온 처리로 “V” 나사산에 끼인 이물질을 포함하여 장치를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다.
4-202.14

고온 기름 여과장치

고온 기름 여과장치는 효과적인 세척이 용이하도록 공전 4-202.11과 4-202.12 요구사항
에 부합하여야 한다. 필터는 기름과 접촉하여서는 안 되는 물질로부터 기름을 차단하도록 설계
되며 교체를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기름을 여과하면 불괘한 냄새나 맛을 줄일
수 있으며 잔류물이 축적되어 발생할 수 있는 독성 화합물을 제거할 수 있다. 여과 성능을 보
장하기 위하여 필터는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4-202.15

캔 따개

개구부가 패이거나 어떤 이유로든 표면 세척이 어려워지면 더 이상 적절한 세척과 살균이
불가능하므로 교체되어야 한다. 캔 오프너는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202.16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표면

세척이 어려운 부분은 곤충과 설치류를 유인하고 식품매개 병원성 미생물의 서식처가 될 수
있다. 장치는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202.17

킥플레이트, 탈부착성

킥플레이트는 적절한 세척을 위하여 필요하다. 킥 플레이트 설계 및 설치가 공전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물질이 누적되어 곤충과 설치류를 유인할 수 있다.
정확도

4-203.11

식품 온도측정장치

1975년 미터법(1988, 1996, 2004년 개정, 15 USC 205a et seq)에 따라 모든 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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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규정에서는 온도 측정에 섭씨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씨 척도는 화씨 척도를 사용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관할구역의 공전에 포함된다.
온도계 정확도에 허용 오차 범위가 좁은 이유는 온도 요건 자체에 안전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식품 온도측정장치에 지정된 정확도는 냉장에서 조리 온도까지 모든 사용 범위
에 적용할 수 있다.
4-203.12

대기 및 수온 측정장치

냉장고의 공기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온도측정기기는 문을 반복해서 열고 닫으면 장
치의 온도가 변하고 식품 내부 온도 측정의 정확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 온도계만큼 정
확할 필요는 없다.
섭씨 단위는 1975년의 미터법(1988, 1996, 2004년 개정, 15 USC 205aet seq)에 근거
하여 연방정부가 승인한 온도 측정 단위이다. 섭씨 ±1.5도는 섭씨 ±2.7도에 해당하므로 이
전 요구사항인 화씨 3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다. 더 엄격한 정확성 기준은 현장에서 섭씨 온
도와 미터법 사용과 연관된다.
화씨 온도계를 사용할 경우 화씨 보정 간격 때문에 화씨 3도 요건이 적용된다.
특정 공기 또는 수온 측정 장치에 지정된 정확도는 전체 사용 범위(온도)에 적용할 수 있다.
예로, 저온유지 장치에 지정된 동결 온도에서 섭씨 20도(화씨 68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사용 범위 내 사양과 일치하여야 한다.
4-203.13

압력 측정기기,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유압은 위생 효과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설계 압력보다 낮은 압력으로 인해 부
적절한 분무 패턴이 형성되고 세척할 도구 표면 전체에 균등하게 분사되지 못한다. 과도한 유
압은 증기로 열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물방울이 원자화되어 살균되는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냉각되는 경향이 있다.
기능성

4-204.11

환기후드계통, 응축물 낙하 방지

그리스나 응축물이 떨어진 식품은 부정·불량 식품에 해당하며 식품이 병원성 유기체로 오염
될 수 있다. 응축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비, 식기,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은 깨
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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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12

장비 개구부, 폐쇄, 전향판(deflector)

장비 개구부와 덮개는 보관되거나 준비된 식품과 식품에 떨어질 수 있는 이물질로부터 보호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오염물, 특히 액상 오염물이 식품접촉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개구부
가 위를 향하도록 설계하고 플랜지를 설치한다. 개구부를 뒤덮는 덮개로 막고 배수를 위하여
경사를 둔다.
일부 장비에는 식품 접촉 영역으로 확장되는 부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품에 식품 접촉
구역에 진입할 때 방수 조인트가 없을 경우 액체가 축이나 다른 부품에 달라붙어 식품에 흘러
들어가거나 응축물이 낙하하여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식품 접촉 구역으로 확장되는 부품의 덮개(apron)로 방수 씰을 대체할 수 있다. 덮개가 제
대로 설계 및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식품이 응축물, 방울, 먼지로 오염될 수 있다.
4-204.13

배출 장비, 장비와 식품 보호

이 요구 사항은 기계로 분사되고 포장되지 않은 액체 식품과 기계 구성품 모두를 오염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 용기에 유입되는 유일한 액체가 기계 작동 기작에 의하여 분
사되는 액체일 경우 보호막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계 구성품 및 자동닫힘 문을 안쪽으로 들어
가게 설계 및 제작하면 사람, 먼지, 곤충 또는 설치류에 의한 기계의 포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장치 구성요소가 오염되면 식품 자체가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배출되는 식품에 직접 구멍이 뚤리면 먼지, 해충 및 기타 오염물질이 식품에 접근할 수 있다.
NSF/ANSI

18-식음료

수동배출장치(Manual

Food

and

Beverage

Dispensing

Equipment)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식음료배출장비의 표준으로, 밀봉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냉
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균 포장된 액상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었다.
NSF/ANSI 18은 2006년 온도를 제어하지 않고 균질한 액상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유지
하는 배출 장비의 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 NSF/ANSI 18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설계할 때 배
출장비 내에 저장된 특수포장식품의 오염을 방지하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설치된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규정된 저장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식품 배출을 방지하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미국표준협회(ANSI)는 NSF/ANSI 18을 수동 식음료배출기 위생 설계에 적용되는 유일한
미국 국가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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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14

자동판매기, 배출 스테이지 밀폐

자동판매기에서 배출되는 포장식품은 곤충과 설치류들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입구에 자동폐
쇄형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204.15

베어링 및 기어상자, 누출방지

베어링과 기어는 많은 식품 장비에서 부품으로 사용된다. 장비가 적절히 설계 및 제작되지
않으면 그러한 장비에 사용하는 윤활제로 식품이나 식품접촉면이 오염될 수 있다.
4-204.16

음료관 연결, 분리

음료수 관과 냉판 냉각장치가 저장된 얼음과 직접 접촉하도록 설치될 경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음료관이 얼음과 접촉도록 설치되면 응축물이 관을 따라 흘러내려 얼음이 오염될 수 있다.
음료수 관이나 냉판 냉각장치는 세척 문제로 고려하여야 한다. 얼음 용기를 사용할 경우 세
척이 어려울 수 있다. 습도가 높아 얼음통과 관 또는 장비 표면에 곰팡이와 조류가 생장할 수
있다.
4-204.17

제빙기, 배수 분리

제빙기와 보관통을 통과하는 액상 폐기물 배출관에서 누출이 발생하면 응축된 오염물질이
배출관을 따라 이동하여 얼음을 오염시킬 수 있다.
얼음통을 통과하는 액상 폐기물 배출관은 세척이 어렵고 장비 내부는 물론 다른 표면 주변
까지 세척을 어렵게 한다. 이 부분에 곰팡이와 조류가 생장하고 있다면 높은 습도 때문일 가능
성이 높다. 배수관에 형성된 곰팡이와 녹조는 제거가 어렵고 얼음 보관통에 저장된 얼음이 오
염될 수 있다.
4-204.18

응축기 분리

콘덴서와 장비 내 식품보관 구역에 방진 보호벽을 설치하여 축적된 먼지나 응축기 작동으로
날리는 먼지로부터 식품과 식품접촉면을 보호할 수 있다.
4-204.19

자동판매기에 장착된 캔 따개

캔 오프너의 절단 또는 천공 표면은 개봉하는 용기 내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오염으로부
터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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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110

연체 패류 수조

패류는 여과섭식 동물로 병원성 미생물이 농축될 수 있다. 패류의 수와 제한된 수조 용량으
로 진열수조에 병원성 바이러스와 세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개를 날것으로 먹거나 살짝 익힌 상태로 먹기 때문에, 진열 탱크에 있는
패류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연체 패류 수조에 저장된 패류를 식
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상세한 HACCP 계획에 명시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염 가능성을 통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여과 및 살균계통을 포함하여
수조 수질을 엄격한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4-204.111

자동판매기 자동 종료

자동판매기에 안전한 온도에서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 및 온도조절장치가 설
치되지 않을 경우,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다. 장비의
온도가 공전 요구사항을 초과할 경우 식품 자동판매를 차단하는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안전
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의 자동판매를 방지한다.
재고를 충전하거나 보수 중에는 자동판매기 내 보관 구역의 온도가 공전 요구사항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공공보건관리”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 종료는 자동판매기의 내부 온도
가 공전 요구사항을 초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 시간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되면 병원
성 미생물의 증식을 제한할 수 있다.
4-204.112

온도측정장치

온도측정장치는 설치 위치가 중요하다. 측정기기를 저장장치 내 온도가 가장 낮은 위치에 배
치하면 저장 온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식품이 공전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온도측정장치는 식품안전을 위하여 모든 시간·온도 제어 식품이 제3장
에서 요구되는 최소 온도에서 저장되도록 장치의 실제 저장 온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배치하여
야 한다.
진열대가 개방된 형태의 냉장고에 공기온도계를 설치하면 사용성이 저하되고 세척과 살균이
어려울 수 있다. 대신, 보관하는 식품과 밀도가 비슷한 물질에 탐침 형태의 센서를 삽입하여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센서가 삽입된 식품 유사 물질의 온도
를 직접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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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온도가 공전 요구사항을 초과할 경우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시간·온
도 제어 식품을 보관하는 모든 장치에는 영구적인 온도측정장치가 요구된다. 일상적인 모니터
링을 용이하게 하려면 측정기기를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비 설계와 기능에 따라 온도측정장치 요건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장치에 온도측정장치를
영구적으로 장착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가열등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제한되지
않은 대기의 온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장비를 식품에 사용하는 시간이 짧아 특정 지점에서
대기 온도 모니터링이 무의미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식품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더
실용적이고 정확하다.
시간·온도 제어 식품은 지정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온도 측정값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온도계를 정확히 판독할 수 없다면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온도에 보관될 수
있다.
온도측정장치는 정확한 판독을 위하여 공전 요구사항에 따라 보정되어야 한다.
특정 시점에서 장비의 온도보다는 병원균의 증식 가능성이 더 중요한 인자이므로 식품 온도
를 측정하는 장치는 대기 온도측정장치보다 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식품 온도는 항상 식
품을 보관하는 장치의 공기 온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식품을 장치에 보관하는 시점, 장치 내
유지 온도, 보관 시간 등 다양한 변수가 식품의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204.113

식기세척기, 데이터 플레이트 작동 규격

데이터 플레이트는 작업자에게 장비와 기구를 효과적으로 세척, 헹굼 및 살균할 수 있도록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 정보를 제공한다. 식기세척기 출고 전 시험을 거치며, 데이터 플레이트
에 기재된 정보는 효과적인 작동과 살균 기능을 보장하고 대표적인 변수로 모니터링한다.
4-204.114

식기세척기, 내부 배플(baffle)

세척, 헹굼, 살균 등 식기세척기의 작동 사이클을 분리판이나 가림막으로 구분하여 한 사이
클에 사용된 용액이 다른 사이클에 사용되는 용액을 오염시키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배플
이나 가림막은 다음 세척 절차로 이동한 장비 표면에 식품 이물질이 튀는 것을 방지한다.
4-204.115

식기세척기, 온도측정장치

세척기 수조별로 온도측정장치 요구사항은 세척 단계에서 온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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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식기세척기의 경우, 연속된 온도 상승의 누적 효과로 표면이 세척되고 살균에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이클에서 최소 온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화학 세정제
를 사용할 경우 화학 세정제의 효과가 용액의 온도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최소 온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204.116

수동 식기세척장치, 가열기와 바구니

고온수 살균기는 수온이 77°C(170°F) 이상인 물을 사용하며 최소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통합 난방장치가 필요하다.
랙이나 바구니는 세척하는 장비나 기구의 완전한 침수를 보장하고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필
요하다. 이 수온은 장치를 작동하는 종업원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다.
4-204.117

식기세척기, 세정제와 살균제 자동 배출

기구와 장치의 효과적인 세척과 살균을 위하여 적절한 세제와 살균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화
학물질의 자동분사와 유량 표시등, 점멸등, 버저 또는 눈에 보이도록 개방된 공기전달시스템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자에게 화학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를 경고하고 기구가 효과적인 세척
및 살균 과정을 거치도록 보장한다.
4-204.118

식기세척기, 유압계

유압은 최종 살균 헹굼으로 라인압력에서 신선한 고온수 헹굼을 사용하는 방식의 세척기에
서 살균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4-203.13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
다.) 운영자는 최종 살균 헹굼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시설검사관은 헹굼 압력과 세척기 내 수온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NSI/NSF 표준 #3 상업용 분무형 식기세척기의 자발적인 국가
합의표준(a national voluntary consensus standard for Commercial Spray-Type
Dishwashing Machines)에서는 분무형 식기세척기는 압력계 또는 비슷한 기능의 장치를 사
용하고 이러한 장치는 제조업체가 세척기와 함께 배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어밸브
(솔레노이드)의 상부에 장착되는 유압 장치는 세척기가 작동하는 동안 제어밸브 닫힐 때마다
발생하는 수격 작용으로 손상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IPS 밸브는 쉽게 라인압력을 측
정할 수 있는 대체 압력 측정 장치다. 펌프에 의해 적절한 압력이 유지되고 라인 압력에 의존
하지 않기 때문에 펌프 또는 재순환 살균 헹굼만 사용하는 경우 유압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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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121

자동판매기 내 액체 폐기물

자동판매기 내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유출된 액상 폐기물을 회수할 수 있다. 폐기물
용기가 없거나 요구되는 경우, 유입되는 액체를 제어하는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기계 내부에
폐기물이 유출되면 곤충과 설치류를 유인하고 화학물질 세척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204.122

케이스 로트 취급 기구, 이동성

케이스 로트 취급 장비는 세척이 용이하고 곤충 또는 설치류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4-204.123

자동판매기 문과 개구부

이 요구사항의 목적은 곤충, 설치류, 먼지 등이 자판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장벽을 구축
하는 것이다. 개구부의 최대 크기는 일반적인 해충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4-205.10

식품 장비, 인증과 분류

ANSI 문서 CA-1 ANSI 정책 및 인증 프로그램 인정(Policy and Criteria for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Programs)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식품기기 프로그램의 경우, 위생요건을 정하는 기준은 보건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 정부
기준 또는 표준이어야 한다. ANSI는 적절한 표준 개발 조직 및 정부 공공 보건 기관과 교신
하여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인증이라는 용어는 식품 장치가 조직의 자체 표준에 따라 평가되고 기준에 부합할 때 사용
된다. 분류라는 용어는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이 개발한 표준을 이용하여 식품장비 항목을 평가
할 때 사용된다.
4-301.11

냉각, 가열 및 온도 유지 용량

공전 요구사항에 따라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냉각, 가열 및 유지하는 장비의 성능은 식품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부적절한 유지와 조리 온도는 식품매개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작업량에 따른 냉난방 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용량의 적절한 고온 또는 냉각 유지 장치가 구
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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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12

수동 식기세척, 싱크대 구분 및 요구사항

3구획으로 나뉜 개수대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수동식기세척 절차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
다. 3칸 개수대를 적절히 사용하면 살균수가 오염될 가능성을 낮추고 그 결과, 화학살균제의
함량과 효능이 희석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정 상황 및 조건에서 허용되는 대안으로 허용되는 수동식기세척방법도 3단계 세척법을 사
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세제 적용 및 오염 제거

2.

연마제 제거 및 세척 화학 물질 제거 또는 희석, 그리고

3.

살균 소독

4-603.16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4-301.13

건조대

세척 품목 및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되거나 세척된 품목을 서로 분리하거나 식
품 준비 구역에서 분리하기 위하여 건조대나 동등한 장비가 요구된다.
건조대를 이용하면 세척된 장비 및 장비에서 흐르는 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공기
건조 중에 세척된 장비와 기구를 적절히 보관할 수 있다.
4-301.14

환기후드계통 - 적합성

환기계통이 부적절할 경우 식품시설의 바닥, 벽 및 천장에 그리스와 응축수가 축적되어 비위
생적인 환경이 생성되고 벽 및 천장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 그리스와 응축수가 축적되면 식품
과 식품접촉면이 오염될 수 있으며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4-204.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4-301.15

세탁기 및 건조기

식품 보호를 위하여 오염된 작업복이나 리넨류를 효율적으로 세탁하여야 한다. 시설 내에서
작업복을 효율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유일한 실용적인 방법은 기계식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이다.
4-401.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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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기구, 온도측정장치 및 시험 기기

4-302.11

기구, 소비자 셀프서비스

용기마다 적절한 기구를 배치하면 손가락을 사용하여 식품의 맛을 보거나 식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른 식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구에 묻은 식품 잔류물을 손가락으로 제거하는 행위, 오
물이 묻은 식기를 식품을 옮기를 데 사용하는 행위, 익히지 않은 식품과 시간·온도 제어 식품
을 포함하여 식품 사이 교차오염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4-302.12

식품 온도측정장치

식품 온도측정장치 설치와 접근성은 식품 온도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하다. 이
러한 장치의 적절한 사용은 운영자나 책임자에게 온도를 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식품을 폐기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께가 13mm(1/2인치) 미만인 얇은 식품의 온도를 결정할 때 이러한 용도로 설계된 온도
감지 탐촉자를 사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삽입형 바이메탈 온도계(bayonet style)는 탐촉
자 직경이 크고 말단 온도를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하므로 햄버거 패티 등 얇은 식품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얇은 식품에서의 온도 측정은 열전대 온도계와 같은
장치에 연결된 직경 1.5mm(0.059인치) 이하의 탐촉자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4-302.13

온도측정장치, 수동식기세척기

수온은 세척 작업에서 살균 효과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온수를 살균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더욱 중요하다. 세척제와 화학 살균제의 효과도 사용하는 물의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수동으
로 세척하는 경우 온도측정장치는 세척 모니터링과 살균 상태 확인에 반드시 필요하다.
기계식 온수 세척은 세척기를 통과하는 용기의 표면 온도가 71°C(160°F) 이상 도달할 때
효과적이다. 수온, 헹굼 압력 및 시간 등이 세척기 내 용기의 표면 온도를 결정한다. 식품공전
에서는 기계식 온수식기세척기에 일체형 온도측정장치와 압력게이지를 요구하지만, 이러한 장
치에 표시되는 온도는 세척하는 기구의 표면 온도가 71°C(160°F)에 도달하였는지 판단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 비가역 온도 표시계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세척하는 기구의 표면 온도가
71°C(160°F)에 도달했는지 효과적은 모니터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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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14

살균용액, 시험 장치

다음 두 이유로 살균용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1.

화학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최종 헹굼 단계에서 세정제를 최소 농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마지막 헹굼 물에 세정제를 너무 많이 첨가하면 독성이 유발될 수 있다.
4-303.11

세척제 및 살균제, 가용성

적절한 세척제 및 살균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치와 기구의 세척 및 살균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세척 작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세척제 및 살균제를 상시 비
치하여 규제 당국이나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에 따라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위치

4-401.11

장치, 세탁기 및 건조기, 보관장, 오염 방지

장비와 접촉하는 식품 장비와 식품은 누수나 파열된 상하수도관, 응축물 낙하 및 기타 낙하
물 등 상부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장비를 설치할 때 이와 같은 상부(오버헤드) 오
염원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노출 식품, 깨끗한 장비, 식기, 리넨류,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근처에
의류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경우 해당 품목이 오염된 세탁물로 인하여 오염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세탁기와 건조기의 위치가 부적절하면 세탁 중에 오염이 발
생할 수 있다.

설치

4-402.11

고정 장비, 간격 또는 밀폐

이 절은 고정 설비 설치 방법이 다음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1.

장치의 모든 측면, 위, 아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 세척을 용이하
게 하고 인접 표면을 세척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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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기에 노출되는 장치가 밀폐 상태를 확인한다.

3.

곤충 및 설치류 유입을 방지한다.

4.

해충 모니터링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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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12

고정 장비, 높이 또는 밀폐

장비 아래 구역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청소하지 못하면 곤충과 설치류를 유인하고 식품을 통
해 전염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이 축적될 수 있다.
세척의 효율성을 위하여 고정 장비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장
치를 바닥과 공간을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승강 장치를 설치할 수 없거나 비현실
적으로 고가인 경우 오염 방지를 위한 밀폐가 중요하다.
소매식품점에서 진열장치를 바닥에서 띄어 설치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경제적인 파급효과
와 진열 장치의 설계, 중량, 크기가 바퀴나 다리를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바닥이 청결하게 유지되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는 구역에서 일부 장치는 바닥과
공간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면제된다. 이 예외 조항은 소비자 구매 구경에 배
치되는 선반, 냉장고, 냉동장치에 적용되며 전제 요건으로 바닥이 청소 일정에 따라 청결히 유
지되어야 한다.

장비

4-501.11

양호한 보수와 적절한 조정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장치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면 장치의 설계 수명 동안 사용이 가능하
다. 장치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데 실패할 경우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장난 냉장 장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
을 안전한 온도로 냉각하거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없다.
캔 오프너에서 절단이나 구멍을 내는 부분은 축적된 금속 조각은 식품 이물로 소비자에 부
상을 초래할 수 있다.
식기세척기를 이용한 세척 및 살균은 설정된 세척, 헹굼 및 살균 주기에 따라 좌우된다. 제
조업체가 권고하고 공전에 명시된 사이클시간(순환시간)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의도한
세척 및 살균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온 식기세척기는 세척하는 식기의
표면 온도를 높여 살균 효과를 달성한다. 충분한 가열이 이루어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지 않으면
살균에 요구되는 시간과 온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수 있다. 화학 세정제를 사용하는 세척기
에서도 접촉 시간은 중요하다. 충분한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세척제와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화학 살균제는 세척되지 않은 접시에 효과가 없으므로 세척 및 헹굼 단계가 소독효과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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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12

절단 표면

도마나 절단 블록 등 절단 표면이 긁히거나 패임이 생기면 세척과 살균이 어려울 수 있다.
그 결과, 식품매개 전염성 병원균 축적될 수 있다. 이러한 미생물은 이러한 절단 표면에서 준
비하는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다.
4-501.13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고장으로 CFR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방사선 노출로 기계를 사용하는 소비자
와 종업원에 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501.14

식기세척장치, 세척 주기

세척장치는 작동 중 음식 쓰레기와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고 오염물이 축적될 수 있다. 적절
한 세척과 살균을 위하여 장치와 기구 사용 전 그리고 주기적으로 세척장치 표면을 세척할 필
요가 있다.
4-501.15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작동지침

장비와 기구의 적절한 세척 및 살균을 위하여 적절한 사용법이 중요하다. 제조자는 세척, 헹
굼, 살균 주기 시간 및 온도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침을 데이터 플레이트에 상세히 기재하여 장치에 부착한다.
4-501.16

식기세척기 싱크대, 사용 제한

식기세척기를 천 세탁이나 식품 세척이나 해동 등 세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장비와
식기가 오염될 수 있다.
4-501.17

식기세척장치, 세정제

세제나 살균제를 제조업체의 표시에 기재된 지침을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과 소비
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화학적인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주의를 기
울이지 않을 경우 식품이 잔류 화학물질로 오염될 수 있다.
세정제나 세제를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양으로 사용할 경우 장치나 도구를 효과적으로 세
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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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18

식기세척장치, 세척용액

깨끗하지 않은 세척, 헹굼 및 살균용액은 세척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치 및 기
구가 살균되지 않아 식품이 오염될 수 있다.
4-501.19

수동 식기세척, 세척수 온도

세척수의 온도는 유기물 제거에 매우 중요하다. 온도가 110°F 미만일 경우 세제 성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한 접시에 묻어 있는 동물성 지방은 용해되지 않
는다.
4-501.110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세척수 온도

기계식 세척장치에서 세척수의 온도는 적절한 작동에 매우 중요하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사
용하는 화학물질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제공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
다. 온도는 사용하는 장치마다 다르다.
4-501.111

수동 식기세척장치, 고온수 살균 온도

고온수 살균 단계에서 살균수의 온도가 77°C(171oF) 미만이면 살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병원성 유기체가 잔류하여 기구에서 식품으로 세균이 이행될 수 있다.
4-501.112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고온수 살균 온도

식기 세척기 살균 헹굼 매니폴드에서 공급되는 온수의 온도는 이 절에 명시된 장비 제조업
체의 사양 및 온도 제한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며, 주방용품 및 식기류와 같이 반복 사용하는
기구의 표면에 잔류할 수 있는 병원체를 사멸하기에 충분한 열이 일정 시간 동안 가해져야 한다.
위생

효과를

71°C(160°F)

가지기
이상에

위해서는

비가열식

도달하여야

한다.

온도표시계로
매니폴드

측정하였을

지점에서

살균

때

표면

온도가

헹굼수의

온도가

90°C(194°F)를 초과하면 물이 기화되기 시작하여 기구 표면에 충분한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고정형 선박, 단일 온도 세척기에 적용되는 74°C(165°F) 기준(다른 유형의 세척기
는 82°C(180°F))은 표면온도 71°C(160°F)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살균 헹굼 접촉 시간
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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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113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살균 압력

최종 살균 헹굼수의 유압이 요구사항보다 낮을 경우 배출되는 세척 용액이 장비나 기구의
모든 표면에 도달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4-501.114

수동 및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화학적 살균 - 온도, pH,
농도 및 경도

1996년 식품품질보호법(Food Quality Protection Act)과 1998년 항균제어기술보정법
(Antimicrobial Regulation Technical Correction)이 통과되면서 경질 표면 화학살균제
의 연방 규제 책임이 FDA(CFSAN/OFAS)에서 EPA(농약프로그램, 항균 부서)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관련 연방규정은 21 CFR 178.1010에서 40 CFR 180.940으로 변경되었다. 식품
공전에는 21 CFR 178.1010이나 40 CFR 180.940에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도 포함하고
있다(예: pH, 온도 및 물 경도). 이 조항을 공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화학 세정제의 효과는 온도, pH, 세정제 용액의 농도, 물의 경도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4-501.114의 pH, 온도 및 물 경도에 관한 조항은 살균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증되었으나
이러한 매개변수가 EPA 등록 표시에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PA 등록 라벨과
일관되게 살균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라벨에 pH, 온도 및 물 경도(쿼트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용액은 공전에서 요구하는 표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화학소독과 관련하여 4-501.114에서는 화학 농도 범위, pH 및 온도 최소 수준과 4차암모
늄복합체(쿼트)의 최대 경도 수준에 대하여 살균용액의 적절한 사용조건을 다룬다. 이 매개변수
가 공전 또는 EPA에 등록된 표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위반에 해당한다.
대조적으로, 4-703.11(C)에서는 초 단위로 접촉 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화학살균의 경우
이 조항은 명시된 접촉시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만 위반으로 간주된다.
7-204.11에서는 살균제로 적용되는 화학물질이 40 CFR 180.940에 따라 사용 승인 및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EPA 살균제 등록 절차에서는 40 CFR 180.940 적합성을 평가하므로, 제품이 EPA 등록
라벨에 따라 적절한 농도로 사용되는 경우, 적격성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40 CFR 180.940
을 참조할 필요는 없다. 위생책임자가 이 용액이 EPA 등록 라벨에 명시된 농도를 초과하거나
EPA 등록 라벨에 없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판단하면 7-204.11 위반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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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살균력이 너무 약한 용액을 사용할 경우 4-501.114 위반에 해당한4다. 살균력이
너무 강할 경우 7-204.11를 위반한다. 7-202.12 요구사항은 화학살균제 사용을 규제하는
7-204.11에 의하여 위반되지 않는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차아염소산 등 다양한 경질 식품 접촉면 살균제는 다양한 농약 생성
장치(전해수, 전해활성수 등)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제조할 수 있다. 4-501.114(F)에서는 현장
에서 생성하는 살균액의 효과와 사용, 4-703.11에서는 1-201.10(B)에 따라 살균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조건(예: 5 로그(99.999%) 감소)을 명시하고 있다.
EPA는 현장에서 생성 및 사용한 용액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치 사용자는 제조업
체가 제공한 용액의 유효성과 용액 사용 조건(예: 농도, 온도, 접촉 시간, pH 및 기타 해당
인자)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식품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제조 살균제 용액의 유효성 검증에 사용되는 데이터에는 유효성이 시간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므로 물 경도, pH, 온도 및 시간 요소를 포함하여 살균제 용액의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유효성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에 해당 식품이 검
사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활성성분의 최소허용농도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비임
상시험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s)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 EPA 웹사이트
(http://www.epa.gov/compliance/monitoring/programs/fifra/glp.html)를 참조한다.
EPA는 웹사이트에서 “EPA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S) 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FIFRA 독
성물질관리법(TSCA) 제5조에 따른 농약제품등록을 지원하고 TSCA 제4조 시험동의와 시험
규칙에 따라 EPA에 제출된 시험 데이터의 품질과 무결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염소 기반 용액의 적정성은 허용 시험 방법 및 장비를 사용하여 살균액의 농도, 온도 및
pH가 4-501.114(A)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지속해서 검증할 수 있다.
제조업체는 장치가 살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농도로 지속해서 살균액을 생성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예: 시험종이, 키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기는 과일과 야채(예: 차아염소산, 오존, 과산화염소) 세척용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데 수년
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장비는 단단한 접촉면에 사용되는 세척용액과 살균용액을 생성할 수
있다((예: 전기분해에 의한 염소, 차아염소산, 전해활성수).
식품시설 현장에서 단단한 식품접촉면에 사용되는 살균제 생성 장치 살충기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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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는 40 CFR 152.500 장치 요구사항(Requirement for Devices)에서 살균장치를 “(a)
해충이나 기타 형태의 식물 또는 동물(사람이나 사람 또는 동물에 존재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 제외)을 포획, 파괴, 격퇴, 경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화기가 아닌)로 정의
한다. 그러나 변형이 어려운 살서제 미끼상자와 같이 농약과 별도로 농약을 배포하는 데 사용
하는 장치는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EPA는 살충기기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지만 살충기기는 등록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데
이터플레이트에는 시설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기기 표시 요건은 미국 연방 살충·살균·
살서제관리법(FIFRA) 2(q)(1) 및 12와 40 CFR 152.500 기구 요구사항에 따라 설정된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기기 라벨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술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품명, 상표•



성분표



기기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



인체 및 가축에 미치는 위해성과 주의사항



환경 및 노출 위험



사용법

살균액을 현장에서 생성하는 장치를 제조업체 규격에 따라 유지 및 세척하면 효능 입증된
형태와 농도로 살균 화학물질을 지속해서 생성할 수 있다.
4-501.115

수동 식기세척장치, 세정-살균제를 이용한 화학적 살균

2칸 개수대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화학살균제는 세제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다. 살균제가
세척 구획에서 사용되는 세제-살균제와 다를 경우 살균제의 효과가 억제되어 적절한 살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4-501.116

식기세척장치, 화학살균제 농도 결정

화학세정제의 효과는 주로 세정제 용액의 농도와 pH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화학살균제
용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 키트가 필요하다.

기구와 온도 및 압력 측정기기
4-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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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나 식품 온도측정장치는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접촉하는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온도나 압력 측정기기가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측정 정확도가 보장되
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온도 문제가 감지되지 않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개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502.12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다회용 품목의 재사용이 소비자에게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하여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502.13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다회사용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물품은 반복적인 세척, 헹굼, 살균 등 사용 횟수가 증가하
면서 원래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지 못한다.
4-502.14

껍질, 사용 제한

식품시설에서 연체동물과 갑각류 껍데기는 다회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금지조항은 굴
껍질이나 다른 수산물 종의 껍질을 벗겨낸 후 원래 종과 같은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껍데기 자체는 연체동물이나 갑각류를 제거한 후 자연 및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잔여물로 식
품 도구로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연 상태의 껍질은 4-502.13에 따라
명시된 내구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척이 어려울 수 있다. 연체동물이나 갑각류 껍
질(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출처에서 공급한)에 탈각 패류를 재충전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식품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직한 식품정보가 제공되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목적

4-601.11

장치, 식품접촉면,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표면 및 기구

세척 및 청소의 목적은 식품접촉면에서 유기물을 제거하여 살균하고 비식품접촉면 오염을
제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이 축적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곤충과 설치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주기

4-602.11

식품과 접촉하는 장치 및 기구의 표면

미생물은 기구, 도마, 온도계 또는 다른 식품접촉면에 의하여 식품에서 다른 식품으로 전파
될 수 있다. 식품과 접촉하고 시간·온도 제어 식품에 사용하는 장비는 필요한 만큼 자주 세척
하여야 하지만 표면에서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적어도 4시간 주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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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온도에서는 세균성 병원균의 세대시간이 길어지므로 4시간마다 세척할 필요는 없다. 그
러나 장치 및 기구 세척 주기는 2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1°F 이하 55°F 사이로 온
도가 유지되는 냉장실이나 냉장 구역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기구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시간-온
도 차트를 구비한다(4-602.11(D)(2)).
아이스티 배출기, 탄산음료 배출기 노즐, 음료 배출회로나 라인, 물 자동판매기, 커피빈 그
라인더, 제빙기, 얼음통 등 시간·온도를 제어하지 않는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나 장비의 표면은
미생물 축적을 촉진할 수 있는 점액, 곰팡이, 오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세척하여야
한다. 예로, 차(다류) 산업의 장비 제조업체와 산업 협회는 장비의 정기적인 세척 및 위생 지
침을 개발한다. 제조업체가 쉽게 눈에 띄지 않은 장비의 식품접촉면의 세척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는 해당 장비의 특정 항목에 축적될 수 있는 오물을 고려하여 세척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식품접촉면 세척 주기 사이에 한 유형(종)의 육류가 다른 유형의 육류와 혼합될 수 있는 문
제와 관련하여, USDA/FSIS는 다른 유형의 육류 혼합 자체를 건강상의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
는다. FSIS는 사전입법제안예고에서 종 혼합은 안전성과 경제성의 중간 회색 영역에 해당한다
고 설명하였다(65 FR 14486, 2000년 3월 17일 기타 소비자 보호 활동). FSIS는 종 혼합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 의견을 검토하고, 종 혼합을 건강 위험으로 선언하기 전에 과학 문헌과
위해성평가 기전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FSIS는 종 혼합을 경제적인 문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FSIS는 사례별로 종 혼합과 관련하여 보건상 위해요소를 조사할 수 있다.
2012년 식품보호위원회(CFP)는 식품공전 4-602.11을 개정하여 주요 식품 알레르겐인 익
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과 접촉하는 장비를 다른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에 사용하기 전 세척
을 의무화하는 요구사항을 표함하도록 FDA에 요청하였다(2012-II-024). FDA는 의도한 성분
외에도 교차 접촉을 통하여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
다. 교차 접촉으로 알레르겐을 성분으로 제조되지 않은 식품에 알레르기겐이 함유된 이유를 설
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차 접촉은 식품 생산과 준비 과정에서 환경 통제를 통해 피할 수
있지만, CFP 요구사항은 주요 식품 알레르겐인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의 교차 접촉만 다루
며 주요 식품 알레르겐 8종의 교차 접촉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하다. 비록 범위가 제
한적이지만, 그러한 변화는 식품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매식품시설에서 식품 알레르겐을 관
리하려는 FDA의 지속적인 노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4-602.11은 생선회와 같은 주요 식품
알레르겐인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과 접촉한 장비 및 기구는 다른 종류의 익히지 않은 동물
성 식품에 사용하기 전에 세척 및 살균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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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 - 식품안전 위해요소로서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원칙
(Management of Food Safety Principles for Food Allergens as Food Safety
Hazard)을 참조한다.
4-602.12

조리 및 베이킹 장치

식품과 접촉하는 조리 장비의 표면은 적절한 조리에 필요한 열 전달을 방해할 수 있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밀폐된 장비는 곤충을 유인할 수 있다. 고유
특성에 따라 일부 장비는 4-602.11에 명시된 주기로 조리 장치를 자주 세척할 필요는 없다.
4-602.13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표면

식품접촉면이 아닌 표면에 음식물 찌꺼기나 먼지가 쌓이면 미생물의 증식에 적합한 환경을
생성되고 종업원이 실수로 세균을 식품으로 옮길 수 있다. 이 구역이 청결하게 유지되지 않으
며 곤충, 설치류, 그리고 다른 해충들이 서식할 수 있다.
방법

4-603.11

건식 세척

건식 세척은 시간·온도 제어 식품을 아닌 건조 식품 일부에만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습식
세척 방식을 사용할 경우 미생물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603.12

전 세척

식기, 접시 및 식품 장치는 세제의 세척 작용이 용이하도록 전 세척을 통하여 그리스와 음
식물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다. 세척할 표면의 상태에 따라 세제만으로는 세척하는 오물과 표
면의 부착을 느슨하게 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심하게 오염된 표면은 세제에 담가두거
나 연마재로 문질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4-603.13

오염된 품목 적재, 식기세척기

세척기로 세척하는 경우 적절한 세척을 위하여 세척 품목과 분무구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은식기류가 다수 적재된 선반 등은 세제, 물 또는 살균제가 모든 표면에 완전히 도달하
지 못하므로 청결한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603.14

습식 세척

사용할 수 있는 세정제가 다양하고 제거하여야 하는 오염물의 유형도 다양하므로 모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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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절한 세정제는 없다. 조건에 따라 적합한 세정제도 달라진다(즉, 일부는 그리스 세척 효
과가 우수하고 다른 일부는 온수나 뜨거운 물에서 세척 성능이 향상된다). 사용하는 특정 화학
물질은 살균제나 건조제 등 작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른 모든 화학물질과 호환되어야 한다.
4-603.15

세척, 수동 식기세척장치 사용법

일부 장치는 고정형이거나 너무 커서 개수대에서 세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비는 오물을 세척하고 연마 또는 세척 화학물질을 헹구어 낸 후 살균하여야 한다.
4-603.16

헹굼 절차

살균제가 희석되거나 비활성화되지 않도록 세척 단계 후 세제, 연마제 및 식품 이물질을 헹
구는 과정이 중요하다.
목적

4-701.10

식품접촉면과 기구

효과적인 살균 절차는 세척 후 표면세척용 천, 식품 장치 또는 식기에 존재하거나 헹굼 용
액에 유입된, 공공 보건에 중요한 유기체를 파괴한다. 살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표면
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기

4-702.11

세척 후 사용 전

식기와 식품접촉면을 식품과 접촉하기 전 또는 사용 전에 살균하기 위하여 살균 절차는 세
척과 헹굼의 세척단계를 거친 후 수행된다.
방법

4-703.11

고온수 및 화학물질

효과적인 세척은 식기세척기의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은 화학 및 고온온수 살균법에 모
두 적용되는 매개변수이다. 뜨거운 물이나 화학 물질 접촉 기구 또는 식품접촉면은 세척 후에
도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병원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헹굼 압력, 온도 및 화학
적 농도와 같은 다른 변수가 세척 시간과 함께 사용된다.
살균용 온수로 세척기를 통과하는 용기의 표면 온도가 요구되는 71°C(160°F)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표면 온도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장치 제조업체의 작동
지침과 실제 세척 및 헹굼 온도 및 최종 헹굼 압력을 비교하여야 한다. 실제 온도와 헹굼 압
력은 기계 제조업체의 작동 지침과 일치하여야 하며 4-501.112 및 4-501.113에 명시된 제
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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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헹굼 스프레이의 온도나 압력이 지정된 상한보다 높을 경우, 스프레이 방울이 분산되어
증발하기 시작하여 기구 표면에 열이 덜 전달될 수 있다. 온도가 지정 온도보다 낮으면 충분한
열이 표면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압력이 명시된 한도보다 낮으며 기구 표면 전체로 열전달이
불완전하여 살균 헹굼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목적

4-801.11

깨끗한 리넨류

음식물 찌꺼기나 기타 오염물질이 남아있는 리넨류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옮
길 수 있다.
주기

4-802.11

명세

리넨류, 천 장갑 및 천 냅킨은 식품 간 또는 식품에서 식품접촉면으로 병원성 미생물이 이
행되지 않도록 사용 후 다음 사용 전에 세척하여야 한다. 깨끗한 세정제나 살균제와 함께 사용
하는 젖은 행주를 사용 전에 세탁하면 세정제나 살균제의 미생물 부하를 줄여 미생물이 식품
이나 비식품접촉면으로 이행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방법

4-803.11

오염된 리넨류 보관

오염된 리넨류는 식품을 직·간접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적절히 보관하면 식품, 장치, 기
구, 개인용일회용품과 일회용품의 오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4-803.12

기계식 세탁

행주를 적절히 세탁하여 병원성 미생물이 식품, 장비 또는 기구로 이행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4-803.13

세탁 시설 사용

시설 부지내 설비 운영에 사용되는 세척 및 건조 품목은 식품시설 환경에 병원성 미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건조

4-901.11

공기 건조가 요구되는 장치와 기구

일부 품목은 쌓거나 보관 전에 배수하여 공기로 건조하여야 한다.
팬과 같이 젖은 품목을 쌓아 보관하면 충분히 건조되지 않아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다. 건
조용 행주를 장비나 기구의 물기를 닦아 건조하는 방법은 미생물의 장비나 기구로 이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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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금지된다.
4-901.12

행주, 공기 건조 위치

공기 건조하는 천류는 음식물이나 식기에 떨어지지 않고 공기건조 중 음식물로 오염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윤활 및 재조립
4-902.11

식품접촉면

식품접촉면은 오염에 주의하면서 윤활하여야 한다.
4-902.12

장치

장치는 식품접촉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재조립하여야 한다.

보관

4-903.11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세척 및 살균된 깨끗한 장비와 다회사용하는 기구, 세척한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
용품은 누수, 해충침입, 기타 위생상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용 전에 이미 오염될 수 있다.
4-903.12

금지사항

깨끗하고 살균된 장비, 기구, 세탁한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을 부적절하게 보
관하면 사용 전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오염은 흡수, 침수, 낙수 또는 비산물의 습기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다.
남은 음식물이나 독성 물질, 쓰레기, 먼지 등 다른 물질에 의한 오염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러한 오염은 종종 비위생적인 종업원의 관행,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에 보관 또는 부적절
한 보관 시설 설비 시공과 연관된다.

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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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세척 및 살균된 기구는 식품과 입술이 접촉하는 표면이 오염되
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4-904.14

장치와 기구 세척 및 살균 후 헹굼

세척 및 살균된 장비와 기구는 급수전 아래에서 사용하거나 물 용기에 담그는 등 사용 전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헹구어서는 안 된다. 살균 후 헹굼은 적합한 식기세척기에
사용되는 경우 식수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식기세척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다. 헹굼 전 살균 효과가 달성되고 EPA 등록 라벨에 따라 화학살균제가 사용되는 경우, 식기
세척기 내에서 최종 살균 헹굼 후에는 식수를 사용하여 장비와 기구의 살균 상태에 변화를 주
어서는 안 된다.

5. 용수, 배관 및 폐기물

용수원

5-101.11

승인된 계통

용수는 수원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식품, 장치, 기구 및 손의 오염원이 될 수 있
다. 주요 우려사항은 물이 질병 유기체의 전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은 또한 천연
또는 합성 화학물질로 오염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종업원 보호를 위하여 물은 법으로
규제되는 수원에서 공급되어야 하며, 위생적인 방법으로 사용, 운송 및 분배되어야 한다.
5-101.12

계통 플러싱 및 소독

상수도계통은 땅속에 매립되고 납땜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므로 제작, 보수 또는 개조하는 과
정에서 토양 미생물 등에 오염될 수 있다. 물 오염은 홍수나 다른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다.
기름과 같은 화학적 오염물질이 계통 구성요소 표면이나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용수의 안전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통을 적절히 세척하고 소독한 수 사용하여야 한다.
5-101.13

병입수

병입수는 공공용수계통이나 샘이나 우물과 같은 민간 수원을 사용한다. 수원은 소비자를 오
염된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보건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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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5-102.11

기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 급수의 세균 및 화학 표준이 개발되었다. 모든 음용수
는 법률로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102.12

비음용수

식품시설에서는 에어컨이나 화재 방지 목적으로 비음용수를 사용한다. 비음용수는 음용수와
달리 미생물 및 화학적 품질이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음용수로 식품, 음
용수 또는 식품접촉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음용수 배관을
식별하여 교차 연결을 금지하는 조치도 안전 예방 조치의 예이다.
신선 농산물(예: 허브나 기타 시설 내 정원) 재배에 사용되는 관개수도 비음용수를 사용한
다. 수질은 물과 신선 농산물이 접촉할 때 병원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결정한다. 물은 직접
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오염을 확산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관
개수는 수확한 농산물의 병원체 오염 빈도가 높이고 살모넬라와 같은 병원체가 물에 존재하거
나 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관개수를 사용하는 경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따라 오염된 물이 농작물의 식용 부분에 닿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용도에 따라 승인된 관개
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GAP와 안전한 농산물 재배, 수확, 세척, 분류 포장 및 유동에 관한 자
세한 정보는 FDA가 발간한 “자른 신선 과채류의 미생물 식품위해요소 방지 가이드(Guide to

Minimize Microbial Food Safety Hazards for Fresh-cut Fruit and Vegetables)”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
RegulatoryInformation/ProducePlantProducts/ucm064458.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02.13

시료 채취

우물과 기타 유형의 개별 급수는 장비 결함이나 지하수 환경에 따라 오염될 수 있다. 물의
안전을 감시하고 품질에 변화가 있는지 탐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주기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관리 기관은 시료채취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물의 안전성이 적절한 표준을 준
수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 결과는 제출된 시료로 한정된다.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히 시료를 채취
하여 적시에 시험실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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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14

시료보고서

가장 최근 물 시료 검사보고서를 파일로 보관하여 공급 용수의 안전성을 문서화한다.

용량 및 가용성
5-103.11

용량

충분한 용수 공급은 식품시설 내 적절한 위생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안전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장비와 기구, 식품종업원은 손을 적절히 세척할 수 없다.
장비, 식기, 종업원 손세척 등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
분한 양으로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온수를 이용하여 살균하는 식기세척기는 부스트히터를
사용하여 살균 효과를 가지는 온도로 물을 가열하도록 설계된다. 부스터 히터에 도달하는 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충분히 뜨겁지 않으면 살균에 필요한 온도에 도달할 수 없다.
식품 장비와 기구를 수동 세척하는 경우 뜨거운 물이 가장 효과적이다. 육안과 촉감으로 판
단할 때 깨끗하지 않은 기구는 효과적으로 살균되지 않는다.
5-103.12

압력

부적절한 수압은 공중보건 위험요소이다. 예를 들어, 압력이 부적절하여 수동으로 세척하여
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장치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계식 세척기와 같은 장
치가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작동하려면 적절한 수압이 보장되어야 한다.

분배, 이송 및 저장
5-104.11

계통

부적절한 상수도계통은 식품이나 식품접촉면의 오염을 매개할 수 있다. 이 요구사항은 보호
되는 분배계통을 통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용수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포함되었다.
5-104.12

대체 수원

승인된 수원의 물도 부적절하게 이송되는 경우 오염될 수 있다. 부적절하게 제작 또는 유지·
관리되는 냉각수 주전원, 펌프, 호스, 연결부 및 기타 부속품, 이송 차량 및 용기는 안전한 물
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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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5-201.11

승인

물을 운반하는 배관계통과 호스는 승인된 물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매끄럽고 내구성이 강하
며 비흡성 및 내부식성이어야 한다. 부적합한 표면에는 질병 유기체가 존재하거나 구성요소가
부적절한 재질로 제작되어 계통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설계, 제작 및 설치
5-202.11

승인된 계통 및 세척 가능한 설비

계통 내 물은 계통 구성요소로부터 물질이 침출되어 오염될 수 있다. 누출된 물질이 독성이
없거나 장기 노출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상수도계통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과 구
성요소는 승인된 유형이어야 한다. 새 품목이나 교체품은 현재 표준에 따라 시험하고 승인되어
야 한다.
부적절하게 설계, 설치 또는 보수된 상수도계통은 부적절한 접근 개구부, 사각 공간(dead
space), 세척 및 살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역 등과 같은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사각 공
간은 지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식기세척기 개수대
등 세척이 어려운 설비는 식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5-202.12

손 세척 개수대, 설치

주방에서 기름진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는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더 효과적이다. 적절한 유량
은 온수는 거품을 내어 손에서 오물을 제거하는 데 유리하다. ASTM 손세척제 효능시험 기준
에서는 40± 2°C(100~108°F) 수온의 물을 시험에 사용한다.
유량이나 수온이 부적절하면 종업원의 손 세척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손세척용
물(tempered water)은 혼합 밸브 또는 다용도 수전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증기혼합밸
브는 제어가 어렵고 데일 수 있으므로 사용이 금지된다.
5-202.13

역류 방지, 공극

비정상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음용수계통 일정 구간에 음압이 발생할 수 있다. 오수 발생원이
계통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음압이 발생하는 동안 계통으로 유입되어 계통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 개수대, 디퍼웰, 증기 주전자 및 기타 장비에 담긴 흐르지 않는 물은 세척화합물이나 식
품 잔류물로 오염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물질이 역류하여 급수계통으로 유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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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음용수계통의 배출구는 개수대, 장치 또는 기타 물을 사용하는 설비와 접촉하도록 설치되어
서는 안 된다. 급수구와 배관 설비 또는 장비의 물넘침선 사이에 공극을 두면 역류로 인한 오
염을 방지할 수 있다.
5-202.14

역류방지장치, 설계 표준

경우에 따라 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단계에서 작동하는 하부 린스 암(rinse arm)과 같이
공극 형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기계 배수구가 막히면 이 암은 물에 잠
길 수 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면 기계 탱크가 린스 암(rinse arm) 상부 물넘침선 수위까
지 채워진다. 역류방지장치는 에어 갭이 실용적이지 않을 경우 오염된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장치는 계통 내 음압이 발생할 경우 대기를 차단한다. 물에 함유
된 미네랄과 물로 운반되는 고체 입자상 물질은 장치의 구동부 표면을 뒤덮거나 시간이 따라
구동부 사이에 축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에 따라 표준에 부합하고, 설치, 유지·보수, 검사 및
시험을 충족하는 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역류방지장치를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면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5-202.15

수처리 장치, 설계

수처리 장치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쉽게 분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에 반
영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수량 및 용량
5-203.11

손 세척 개수대

손씻기는 식품매개 질병 관리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2-301.14 및 2-301.15에서 설명한
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 세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수대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그 등에 의하면(Greig et el, 2007년 7월) 1927년부터 2006년까지 종업원이 연관된
816건의 감염 발생을 분석한 결과, 61% 이상이 식품서비스 시설과 및 출장 음식서비스 행사
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11%는 학교, 보육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였다. 식품종업원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보고되는 두 위험인자는 식품과 맨손 접촉, 그리고 부적절한 손세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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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과 동료연구자 (JFP, 2007년 3월)는 식품작업자가 식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식품작
업자의 시야에 사용 가능한 손세척용 개수대가 2개 이상일 때 손을 씻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식품종업원의 손 위생을 개선하려면 식품안전 교육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5-203.12

변기 및 소변기

병원성 미생물을 운반하는 사람의 배변물을 적절히 처리하고 파리 등 곤충에 의한 질병 확
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생적인 화장실이 요구된다.
5-203.13

서비스 개수대

걸레질에 사용되는 물이나 기타 폐수는 미생물 및 기타 오물로 오염된다. 폐수는 식품이나
식품 장비를 오염시키지 않는 위생적인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배수구가 있는 서비스용 개
수대나 주변으로 물이 튀지 않도록 사면이 보호된 세척설비를 사용한다.
5-203.14

역류방지장치, 가용성

음용수 라인에서 호스용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 말단은 오염된 물이 담긴 용기나 물이 고
인 바닥과 접촉하거나 기타 잠재적인 오염원에 노출될 수 있다. 호스 수도꼭지에 역류방지장치
를 설치하여 음압 발생으로 오염된 물이 음용수계통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203.15

역류방지장치, 탄산음료 제조기

이산화탄소가 물과 혼합되면 약산인 탄산가스가 생성된다. 탄산음료 제조기는 배출기에서 물
과 탄산음료를 혼합하여 청량음료를 생산한다. 이산화탄소가 구리 재질 용수관으로 유입되면
탄산가스로 구리 재질의 일부가 용해될 수 있다. 용해된 구리를 함유한 물은 이후 청량음료를
통하여 분사되므로 처음 몇 명의 고객은 구리 중독 증세를 보일 수 있다.
ASE 표준 No. 1022를 충족하는 공극 또는 환기 역류 방지 장치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
고 구리 중독의 발생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위치와 배치
5-204.11

손 세척 개수대

손은 식품시설에서 병원균이 식품으로 전달되는 주요 경로이다. 손은 일상적인 작업 중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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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오염물질로 오염될 수 있다. 적절한 장치가 갖춰진 개수대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
하여 식품종업원에 의한 오염물질 전달을 제한할 수 있다.
식품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준비, 식품 분배 및 식기세척 구역에 손세척용 개수대
를 설치하여야 한다. 휴대용 장비나 오염된 기구나 품목으로 가득 찬 개수대에서는 식품종업원
이 손을 적절히 세척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개수대 접근을 막아서는 안 되며 필요에 따라 언
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비누와 위생 수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설의 크기와 기능에 따
라 작업 구역 부근과 법에 명시된 작업 구역 사이에 적절한 손세척용 개수대를 설치한다. 적절
히 배치된 손세척용 개구대는 모든 작업 구역에서 식품종업원의 빈번한 손세척을 촉진한다.
5-204.12

역류방지장치, 설치 위치

역류방지장치는 역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식수 상수도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위
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역류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할 경우
확장, 변경, 보수 또는 교체 작업이 어려워진다. 일정 기간 적절한 보수·유지가 이루어지지 않
으며 장치가 고장나고 계통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5-204.13

수처리 장치, 위치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은 수처리 장치는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적절히 유지·관리되지
않아 필터, 망, 연화 장치 등이 막힐 수 있다.

작동 및 유지·보수
5-205.11

손 세척 개수대 사용

설비는 손세척을 유도하고 손세척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접근성이 우수하면 식품종업원
은 더 빈번히 손을 세척하고 손에서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으로 이어지는 오염을 차단할 수 있
다. 식품 준비와 세척에 사용되는 개수대는 식품종업원이 화장실 사용 후 또는 손이 오염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후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오염원이 될 수 있다.
5-205.12

교차오염 방지

비음용수는 알려지지 않은 수원에서 공급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폐수는 이미
오염되었거나 잠재적인 오염원으로 간주된다. 어떤 오염원도 음용수계통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
염을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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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13

상수도계통설비 검사 및 유지·보수 일정 수립

필터 및 역류방지기 등 상수도계통을 구성하는 장치는 용수의 영향을 받는다. 장치에 미치는
영향은 수질, 특히 pH, 경도 및 수중 부유 입자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 장치의 복잡성도 영향
을 미친다. 검사 및 유지·보수 일정과 제조업체 권장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동 중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척

5-205.14

분사장치 저수조, 세척

가습기나 에어로졸, 분사장치의 수조와 같이 순환율이 낮고 직·간접적으로 대기에 노출된 저
장조는 레지오넬라 뉴모필라와 같은 호흡기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유기체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안개나 가습기의 아주 작은 방울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다. 세균이 저수조에서 증식
하지 못하도록 제조업체의 세척 및 유지·보수 일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관행이 중요하다.
5-205.15

양호한 계통 유지·관리

배관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부적절하게 수리하거나 유지 관리하면 교차 연결, 역류 또는 누
출과 같은 잠재적 건강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식품, 장비, 기기, 리넨류
또는 개인용일회용품이나 일회용품이 오염될 수 있다. 부적절한 수리 또는 유지·보수로 불쾌한
냄새나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부피와 압력에 의존하는
세척 장비 또는 기타 장비의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질

5-301.11

승인

이동형 수조에 사용되는 물질은 접촉하는 용수의 영향을 받는다. 수조 라이너가 약화되어 벗
겨져 나갈 수 있다. 금속이나 도금 물질은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수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조용으로 적합한 물질이어야 한다.

설계 및 제작
5-302.11

폐쇄 계통, 배구 구배

5-302.12

검사와 세척을 위한 구멍, 보호 및 보안

수조는 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입구에서 배출구까지의 폐쇄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수조 하부가 배출구 방향으로 경사지게 설계하고 수조가 완전히 배수되도록 하고 적절한 세척
과 소독이 용이하게 제작하며, 세척 후 물이나 용액이 잔류하지 않아야 한다.

398

부록_제3. 공중보건근거/행정 가이드라인

일부 수조는 세척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구부를 설치한다. 접근용 개구
부는 개폐 시 수조가 오염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5-302.13

“V”자형 나사산, 사용 제한

V형 나사산은 음식물이나 폐기물로 오염되면 세척이 어렵다. 음용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이 유형의 나사산은 연결부가 영구적이며 세척이 어려운 노출부가 없는 경우에서 물탱크
주입구 및 출구에만 사용할 수 있다.
5-302.14

수조 배기구, 보호

수조에는 주입 또는 배출 중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배기구가 설치된다.
배기구에 적절한 망이나 필터를 설치하여 용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곤충이나 기타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5-302.15

주입구와 배출구, 배수 경사

오염된 물이나 살균 용액이 고이지 않도록 주입구와 배출구 모두 배수가 용이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한다.
5-302.16

호스, 제작 및 식별

음용수 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호스는 전용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 전용 호스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호스는 유해한 물질이 물로 침출되
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수량 및 용량
5-303.11

필터, 압축 공기

압축기 피스톤은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일로 윤활한다. 공기배관으로 기름이 유입되면
수조와 수로가 오염될 수 있다.
5-303.12

보호덮개 또는 장치

급수 개수부가 주변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즉 유입구 또는 배출구 또는 이송 호스 말단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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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13

이동식 식품시설 탱크 주입구

이동식 장치는 오염된 호스 연결부를 수조 주입구와 연결할 때 환경 오염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작동 및 유지·보수
5-304.11

계통 플러싱 및 소독

건설, 수리 또는 기타 사고로 다양한 유형의 오염물이 상수도계통으로 유입될 수 있다. 탱크
로 유입되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후 그리고 다시 사용하기 전에 계통을 플러시하
고 살균하여야 한다.
5-304.12

펌프 및 호스 사용, 역류 방지

펌프가 상수도계통 구성요소이거나 펌프를 이용하여 탱크를 충전하는 경우, 연결 중 상수도
계통에 음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급수를 보호하기 위한 역류 방지는 이동식
계통의 세척 및 소독 중에 특히 중요하다.
5-304.13

주입구, 배수구 및 호스 연결부 보호

사용을 위하여 연결되지 않은 용수 주입구, 배출구 및 호스 연결부는 주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닫혀 있어야 한다. 마개나 다른 수단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주입구, 배출구 및 호스
는 먼지나 해충으로 오염될 수 있다.
5-304.14

수조, 펌프 및 호스, 전용

식품 또는 물에 사용되는 호스, 펌프 및 탱크는 급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액체용
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호스, 탱크 또는 펌프를 사용하여 액상 식품을 이송하는 경우, 급
수 전에 장비를 세척 및 살균하여야 한다. 장비를 적절히 세척 및 살균하지 않으며 영양분과
세균이 유입될 수 있으며 공공급수에 존재하는 잔류 염소를 비활성화 할 수 있다.

이동식 하수저장탱크
5-401.11

용량 및 배수

이동식 또는 임시식품시설에서 액체 폐기물은 파리와 기타 해충의 유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제작된 폐기물 탱크에 보관하여야 한다. 폐수탱크는 폐수와 사용된 음용수를 저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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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저수조보다 15% 커야 한다. 폐수탱크의 배수구는 주입 호스보다 크고 음용수 주입 호
스를 사용하여 배수하여서는 안 된다.

저장, 배수 및 이송
5-402.10

시설 배수장치

배수장치는 하수 역류를 방지하고 식품이나 식품접촉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5-402.11

역류방지

부적절한 배관 설치나 유지·보수는 교차 연결, 역사이펀 또는 역류 등과 같은 잠재적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식품, 기구, 장치 또는 기타 식품접촉면이 오염될 수
있다. 세척기 등 장치 작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402.11(B) 예외 조항에서는 건물 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냉장 공간의 바닥 배수구를 오
수계통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물의 일부로 간주되는 냉장 공간의 예로는
냉장 준비실, 정육실, 냉장 보관실 등이 있다. 이 예외 조항은 건물의 필수요소로 간주되는 냉
장 공간에만 적용된다. 조립식 냉장실과 조립식 바닥으로 제작된 냉동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냉장실에 위치하고 냉장실 바닥 배수구로 간접 배수되는 장비 등을 대상으로 고안
되지 않았다. 장치 배수는 5-402.11(A)를 참조한다.
5-402.12

그리스 트랩

그리스 트랩을 적절한 유지·보수 및 세척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면 해충이 유입되거나 하
수계통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다.
5-402.13

하수 이송

5-402.14

이동식 식품시설 폐기물 제거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식품, 기구 및 장치 오염 가능성을 높이고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노면 및 물 급수 오염이나 곤충 및 기타 해충을 유인할 수 있는 다른 비위생적 조건
이 형성되지 않도록 폐기물을 적절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5-402.15

폐수저장탱크 플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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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내부에 탱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침전물이 축적되지 않도록 폐수보관탱크를 철저히
플러싱한다.

폐기 설비
5-403.11

승인된 하수처리계통

많은 질병이 식품과 물의 배설물 오염을 통하여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한 전파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 배변물을 적절히 처리하여 오염 위험
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 공전 조항은 지상 표면이나 급수, 지표수, 소아나 반려동물 접근 구
역이 폐수로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설치류나 곤충이 폐수에서 유래하는 질병을 매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5-403.12

기타 액체 폐기물과 빗물

액체 식품 폐기물과 빗물은 세균 오염원이자 해충의 개체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폐기물
의 적절한 보관 및 처리와 빗물 배수를 통하여 이러한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시설 부지 내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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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10

실내 보관 구역

5-501.11

실외 보관 표면

5-501.12

실외 차폐 구역

5-501.13

쓰레기통

5-501.14

자동판매기 내 폐기물 수거통

5-501.15

실외 쓰레기통

5-501.16

보관 구역, 공간과 쓰레기통, 용량 및 가용성

5-501.17

화장실 쓰레기통, 덮개

5-501.18

세척 기구와 공급품

5-501.19

보관 구역, 회수기, 쓰레기통 및 폐기물처리장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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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110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보관

5-501.111

구역, 차폐, 수거통, 양호한 보수

5-501.112

실외 보관 금지

5-501.113

수거통 덮개

5-501.114

배구수 마개 사용

5-501.115

고형폐기물 보관 구역 및 밀폐

5-501.116

수거통 세척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이 곤충과 설치류를 유인하거나 서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식품 준비 및 식품 제공 구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쓰레기 및 폐기물을 적절한 보관하
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 부적절하게 처리된 쓰레기는 문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관리를 어렵
게 하며, 식품, 장비 및 도구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쓰레기와 고형폐기물 보관 구역은 곤충이나 설치류를 유인하지 않고 서식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청소가 가능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보관 구역 면적은 쓰레기와 고형폐기물을
잘 정돈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기를 수용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모든 용기는 쓰레기와 폐기물을 위생적인 조건에서 보관하고 파리가 서식하지 않도록 적절
히 유지·보수하고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쓰레기가 적절히 처리되도록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모든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외부에 배치된 쓰레기통은 새들이 쓰레기나 폐기물을 흩뜨리거나 파리가 번식하거나 또는
설치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꼭 맞는 뚜껑이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위생적인 환경을 제거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보관 장소와 쓰레기통을 철저하고 적절하게 청소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
와 물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수거

5-502.11

빈도

5-502.12

쓰레기통 또는 차량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음료수 캔과 병과 같은 반환품은 보통 원래 내용물이 남아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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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용기에서 유출되면 쓰레기통과 보관 구역이 오염되고 곤충, 설치류, 그리고 다른 해충을
유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잔류물은 쓰레기와 고형폐기물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해결
방법도 다르지 않다. 폐기물을 적절한 주기로 시설에서 수거하여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폐기 및 재활용 설비
5-503.11

지역공동 및 개인 설비

공전과 다른 고형폐기물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곤충, 설치류 및
기타 해충을 유인하지 않아야 한다.

6. 물리적 설비

실내 구역

6-101.11

표면 특성

매끄럽고 내구성이 뛰어난 표면 재료로 구성된 바닥, 벽, 천장은 세척이 용이하다.
바닥 표면을 구배가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시공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된 재질로 제작하면 물
이 고여 먼지나 유기체가 축적되고 그로 인한 식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가습기에 노출되는 구역에 적용되는 카펫 재질 및 비흡수성 재료 요구사항은 이러한 표면의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임시 식품시설에서 제공하는 식품은 영구 시설에서 제공되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오염원이지만 임시 시설의 제한된 운영 방법과 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표면 특성에 완화된 요
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실외 구역

6-102.11

표면 특성

실외 표면특성 요구사항은 보행 및 운전 구역의 먼지 및 진흙의 축적을 최소화하고 건물 외
부 표면의 내구성을 보장하며,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반환품을 보관하는 구역에서 곤충, 설치
류 및 기타 해충의 유입과 서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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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용이성

6-201.11

바닥, 벽 및 천장

6-201.12

바닥, 벽 및 천장 유틸리티 배선

매끄럽고 내구성이 강한 구조로 시공된 비흡수성 재질 바닥은 세척이 용이하다. 바닥 덮개,
유틸리티 라인 및 바닥과 벽 접합부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은 정기적으로 효과적인
세척이 가능하고 곤충 및 설치류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었다.
6-201.13

바닥 및 벽 접합부, 코브, 밀폐 또는 밀봉

분무 또는 플러싱 방법으로 세척하는 경우 바닥과 벽 접합부의 밀폐에 사용되는 재질은 물
을 이용한 플러싱에 적합하여야 한다. 배수가 용이하도록 바닥을 경사지게 시공하면 액체 폐기
물을 신속하게 배출하여 곤충이나 설치류 등 해충을 유인하거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병원체의 서식과 증식을 방지할 수 있다.
6-201.14

바닥 카펫, 제한 및 설치

바닥 카펫과 관련된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은 정기적으로 효과적인 세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
고 곤충 서식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었다. 카펫 사용이 제한되는 구역은 습기나 폐기물이 축적
될 가능성이 높은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6-201.15

바닥 덮개, 매트 및 깔개

매트 및 깔개 관련 요구사항은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세척이 가능하고 오물과 폐기물의 축적
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6-201.16

벽과 천장 덮개 및 코팅

6-201.17

벽과 천장, 부착물

6-201.18

벽과 천장, 스터드, 들보 및 서까래

매끄러운 비흡수성 자재로 시공된 벽과 천장은 쉽고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 부속품 부
착부와 벽면, 천장 스터드, 들보 및 서까래 노출부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은 이러한 표면을 청결
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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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6-202.11

전구, 보호구

전구 보호구는 파손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구가 파손될 경우, 노출된 식품, 깨끗한
장비, 기구, 리넨류, 포장되지 않은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을 파손된 유리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차폐, 코팅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유리 파면이 비산되지 않은 전구를 사용하여
야 한다.
6-202.12

난방, 환기 및 공조계통 배기구

적절히 설계 및 배치되지 않은 난방 및 에어컨 환기구는 세척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배기구
에서 발생한 먼지 또는 기타 축적된 토양에 의해 식품, 식품 준비 표면, 장비 또는 기구가 오
염될 수 있다.
6-202.13

방충기기 설계 및 설치

곤충 감전장치는 우수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며 이 공전에서 명시한 식품시설 방충 요구사항
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적절하게 설계된 장치와 곤충 사체 회수판은 죽은 곤충과 부상당한 곤충을 적절히 회수하
지 못하므로 장치 자체가 오염원이 될 수 있다.
노출된 식품과 식품접촉면은 곤충이나 곤충 사체 조각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
다. 장치를 식품 준비 구역 상부에 설치하거나 노출된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가까이 설치하
면 죽은 곤충과 곤충 잔해가 전하에 의해 주변으로 떨어지거나 날려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이
오염될 수 있다.
6-202.14

화장실, 밀폐

화장실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시공하면 파리 등 곤충이 화장실과 식품 준비 구역 사이를 이
동하며 질병을 확산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6-202.15

외부 노출 개구부 보호

곤충과 설치류는 식품이나 식품접촉면 오염을 통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매개체이다.
곤충과 설치류의 위해성은 식품시설의 외부 개구부를 보호함으로써 최소화한다.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는 NFPA 101, 생명안전규칙(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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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Code, 2009년)에서 계단이나 비상구와 같이 폐쇄 공간에서 탈출 통로로 이어지는 문은
자동닫힘형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명안전코드(Life Safety Code)에서는 출구로 사용
되는 외부 문이 자동닫힘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자동폐쇄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6-202.15(A)(3) 조항의 목적은 사용하지 않을 때 문을 닫아 곤충과 설치류로부터 식품시설
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동폐쇄형 문은 사용 후 자동으로 닫힌다. 화재 등 비상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문은 일상적인 출입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해충 유입 우려가 없으며 자동닫힘 장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공공도로나 보행로로 개방되는 외부 비상문이나 6-202.15(C) 기준에 부합
하는 문은 자동닫힘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다.
6-202.16

외벽과 지붕, 보호막

벽과 지붕은 날씨, 바람에 날리는 오물과 잔해, 날아다니는 곤충으로부터 실내와 식품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을 제공한다.
6-202.17

외부 식품 자동판매 구역, 오버헤드 보호

실외에서는 공기 중 먼지와 미립자 또는 악천후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단을 보
호하여 이러한 조건에서 식품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6-202.18

외부 식품제공 구역, 오버헤드 보호

외부 서비스 구역에서 오버헤드가 보호되지 않고 고인 물 물 웅덩이는 야생 동물과 조류를
유익하고 곤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6-202.19

외부 도보 및 주행 표면, 배수 경사

배수가 되지 않은 구역으로 출입이 허용되면 시설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배수가 용이하
도록 구배를 두어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외부 노면과 주행로에 고인 물이 고이면 설치류
를 유인하고 곤충이 서식할 수 있다.
6-202.110

외부 고형폐기물 구역, 연석 설치 및 배수 경사

고형폐기물 구역이 적절히 배수되지 않으면 폐수가 고여 곤충과 설치류 등을 유인한다.
6-202.111

개인주택과 거실 및 침실 구역, 사용금지

6-202.112

숙박 구역,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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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식품시설 운영과 호환되지 않는 구역 또는 시설은 시설물의 다른 구역에서 위치하거나
분리하여 독성 물질, 먼지 또는 이물질, 부적절하게 설계된 시설 및 장비의 자체 또는 장비 운
송 과정에서 식품 및 식품접촉면의 잠재적 오염을 방지하고,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반려동물
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다.
또한, 미국헌법 수정조항 제4조에서는 불합리한 압수색에 맞서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보
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 조항은 규제 당국이 민간 주택가 거주 구역에서 운영되는 식품시
설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지만 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 있으며 발급받더라도 필요한 점검 활동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손세척용 개수대
6-301.10

최소 개수

5-203.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6-301.11

손세척제, 가용성

손 세척제는 손에서 발견되는 미생물과 입자상 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6-301.12

손 건조 조항

종업원들이 자신의 옷이나 다른 부정한 물질로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지 않도록 손 건조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젖은 손이 마른 손보다 세균 전파에 더 유리하다. 세척 후 손 수분이 잔류할 경우 접촉을
통하여 세균과 바이러스가 식품이나 고체 표면으로 이행될 수 있다. 손을 건조하는 방법은 식
품 및 환경 표면으로부터 손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Patrick 외, 1997).
에어 나이프를 이용한 손 건조와 관련하여, FDA 국가식품안전기술센터(National Center
for Food Safety Technology, Moffitt Center) 과학전문가의 데이터 검토 결과에 따르면
에어 나이프의 성능은 기존 공기가열 방식과 동등한 수준이다.
식품공전에서 손 건조 장치의 구성이나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별도로 다루지는 않지만, 공기
나이프 시스템은 팔 건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손과 팔 또는 보철 장치를 건조하기에
는 크기가 작을 수 있다. 식품종업원이 팔뚝을 세척하거나 보철 장치를 착용하는 경우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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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팔과 보철 장치를 건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시설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6-301.14

손 세척 표시

식품 종업원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상기시키는 표지판이나 포스터가 필요하다.
6-301.20

일회용 수건, 쓰레기통

일회용 수건과 같은 종이 쓰레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손 세척용 개수대에 휴지통을 비치하
여야 한다. 쓰레기통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곤충이나 설치류를 유인
하여서는 안 된다.

변기 및 소변기
6-302.10

최소 개수

5-203.12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6-302.11

화장실 휴지, 가용성

배설물과의 손 접촉을 최소화하고 화장실 사용 후 위생적인 세척을 위하여 휴지가 구비되어
야 한다. 휴지는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한다.

조명

6-303.11

조도

종업원이 표시사항 확인, 물질의 색상 파악, 독성 물질 식별, 식품, 식기 및 물품 상태 파
악, 일반 식품시설 운영 및 청소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 수준이 명시되어 있다.
조명을 적절한 배치하며 오물이 축적되어 세척이 필요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환기

6-304.11

기계적

기계적 환기가 필요한 경우 벽, 천장 및 기타 장비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악취 또는 유독성
가스가 효과적으로 제거되며 기름 및 유사 폐기물의 축적으로 인한 위험이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량이 충분하여야 한다.
계통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기 및 급기의 균형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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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과 사물함
6-305.11

지정

외출복과 개인 소지품은 식품, 식품 장치 및 식품접촉면을 오염시킬 수 있다. 지갑, 외투,
신발, 개인 의약품 등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서비스용 개수대
6-306.10

가용성

서비스용 개수대나 사면이 보호된 설비는 식품시설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곤충 및 설치류
유인을 최소화하고 축적된 오물에 의한 식품·장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세척 과
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은 식품 및 식품 장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적인 방법으
로 폐기하여야 한다. 서비스용 개수대는 폐기물을 식품준비나 손세청용 개수대와 같이 다른 용
도의 개수대에 처리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손 세척용 개수대
6-401.10

접근 편의성

세척 설비는 화장실 안 또는 근처에 위치하여야 하며 식품과 식품접촉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일상적인 손세척이 가능하도록 모든 작업 구역 부근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화장실

6-402.11

편의성 및 접근성

식품종업원이 언제든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장실을 사용한 후
에는 적절한 설비를 이용하여 손을 씻도록 장려한다.

종업원 편의시설
6-403.11

지정 구역

종업원이 손과 입을 만진 손으로 식품을 취급하여 병원균이 식품으로 유입되고 외출복이나
개인소지품 등이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종업원 편의 구역 위치는 신중하고 고려하여 지정하
여야 한다. 식품, 식품 장비 및 기구, 깨끗한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은 이러한
구역에서 오염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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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6-404.11

분리 및 위치

식품시설에서 손상되거나, 상했거나, 판매 또는 사용에 부적합한 제품을 안전하고 건강한 제
품으로 오인하여 기타 식품, 장비, 식기, 리넨류 또는 개인용일회용품 또는 일회용품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오염을 방지하기 분리된 공간을 지정하여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보관한다.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6-405.10

쓰레기통, 폐수처리장치 및 지정 보관 구역

폐기물과 빈 용기는 곤충과 설치류를 유인할 수 있다.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
용품과 일회용품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오염물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식품공전에서는 구역을 폐기물 설비를 다른 시설이나 설비와 분리되고 주변 청소가 용이한 구
역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는 불편을 초래하여서도 안 된다.
시설 부지, 구조물, 부착물 및 고정구 - 방법
6-501.11

보수

수리 및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리적 설비의 기능이 저하된다. 이 요구사항
은 물리적 설비가 의도한 목적으로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항이다.
6-501.12

세척, 주기 및 제한

물리적 설비의 세척은 식품 보호와 위생적인 식품 준비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정기적
인 세척 일정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일차 세척
은 식품이 창고에 있고 식품이 제공되거나 준비되지 않을 때 수행되어야 한다.
6-501.13

바닥 청소, 무진 방법

식품, 장비, 기구 및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
6-501.14

환기계통 청소, 불편 및 배출 금지

흡기 및 배기 덕트는 모두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미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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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포집되는 필터는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자주 청소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건물 외부의
배기 덕트 배출구 하부나 인접 지역은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어
야 한다.
6-501.15

세척 유지·관리 도구, 오염 방지

물리적 시설을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유지·관리 도구는 식품 및 식품을 준비하고 세척하는 구
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 구역에서 세척하여야 한다.
6-501.16

바닥 걸레 건조

바닥 걸레를 사용 후 세척하고 적절히 보관하지 않으면 식품 및 식품 준비 구역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바닥 걸레는 식품 유동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위생적으로 청소하고 건
조하여야 한다.
6-501.17

바닥용 흡수제, 사용 제한

식품시설 청결 상태는 곤충과 설치류의 서식을 최소화하고, 식품과 장비의 오염을 예방하며
불편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청결하고 잘 정돈된 식품시설 환경은
종업원의 긍정적인 태도를 고취하고 개인 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식품 준비 관행이 개
선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는 식품 및 장비의 오염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명시된 세척
절차를 따라야 한다.
톱밥과 같은 임시 바닥 덮개는 식품을 오염시키고 곤충과 설치류를 유인할 수 있으며 식품
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
6-501.18

배관설비 세척

손세척 시설은 식품 보호에 매우 중요하며 항상 작동 절차에 따라 사용한다.
5-205.11 공중보건근거를 참조한다.
화장실 시설은 위생적으로 설계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하며 종업원들의 위생 관행 향상을 촉
진할 수 있도록 청결하고 적절히 보수되어야 한다.
오염된 표면과 접촉한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질 경우 세균을 자가 접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시겔라 소네이균 감염은 오염된 화장실에서 유래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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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Gerba, et al, Barker and Bloomfield)와 동료연구자의 실험에 따르면, 세균과 바이
러스를 화장실에 접종하고 변기 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에어로졸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방울은
전체 표면을 오염시키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공기 중에 부유한다. 바커와 블룸필드(Barker
and Bloomfield)는 또한 가정 변기 물을 내린 후 주변 공기에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를
검출하였다.
위장염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배설물-구강, 공기 흡입, 사람에서 사람으로, 환경에
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다.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는 구토와 대변을 통하여 많이 배출
된다. 바커(J. Barker) 등은 손가락, 옷과 접촉면을 통한 노로바이러스 전염을 관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는 손가락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변기 조직과 접촉하는 곳에서 노로바
이러스는 손가락을 통하여 멜라민 표면과 수전, 문 손잡이, 전화 수신기 등 손으로 빈번히 접
촉하는 표면으로 지속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역학 증거에 따
르면 감염자에 의한 환경 오염은 감염자의 배출물이 에어로졸 입자 형태로 접촉 표면에 침착
하면서 발생한다. 이후 변기물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토물 또는 에어로졸 입자가 변기
의자나 물 내리는 손잡이를 오염시키고 다른 사용자가 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6-501.19

화장실 문 닫기

화장실 문은 곤충 및 설치류 유입과 질병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닫혀 있어야 한다.
6-501.110

탈의실과 보관함 사용

평상복과 개인소지품은 식품, 식품 장비 및 식품 준비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히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6-501.111

방충

곤충과 해충은 식품과 식품접촉면을 오염시켜 인체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시설에서
방충을 취한 효과적인 초치가 취해져야 한다.
6-501.112

조류, 곤충, 설치류 및 기타 해충의 사체 제거

죽은 설치류, 조류, 곤충 등은 시설에서 신속히 제거하여 시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하며, 사체가 다른 해충을 유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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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113

유지·보수 도구 보관

빗자루, 바닥 걸레, 진공청소기 등 유지·관리 도구로 식품 및 식품접촉면이 오염될 수 있다.
이러한 품목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설치류 및 곤충 유입과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 장비를 질서정연하게 보관하여 청소
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501.114

시설 구내 유지·관리, 불필요한 품목과 버려진 쓰레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치를 포함하여 불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경우 청소 횟수가 줄고 정
기적으로 효과적인 청소를 어렵게 한다. 또한 곤충과 설치류를 유인하고 서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장치 보관 구역 및 보관용 장이 있는 구역은 잘 정돈된 상태로 청결하며 위생적으로 유지되
어야 한다. 설치류나 곤충을 유인하고 서식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6-501.115

동물 금지

동물은 질병을 유발하는 유기체를 운반하고 직·간접적으로 식품접촉면을 오염시켜 사람에게
병원균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제한은 특정 상황과 통제된 조건에서만 제한된 접근이 허용되는
살아있는 동물과 살아있거나 죽은 상태의 수산물 미끼에 적용된다.
2조 301.14에 따라 보조동물을 동반하는 종업원은 동물과 접촉한 후 손을 씻어 세균과 오
물을 제거한다.
동물은 지속해서 털이 빠지고 액체나 배설물은 옮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감시하고 가능한
자주 그리고 철저히 세척하여야 한다.
이 공전에서 “보조동물”은 미국 장애인법(ADA, 1990년, 42 U.S.C. 12101 et seq.)에
따라 채택된 28 CFR 36.104의 정의를 토대로 정의되었다. 보조동물은 장애인이 스스로 수행
할 수 없는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맹도견”은 제공하는 기능, 청각 장애인에게
소리로 경고하고 휠체어 끌기도 하며 이동 장애인을 위하여 물건을 운반하거나 이동을 돕는다.
보조동물은 애완동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ADA 제III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은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ADA는 이러한 민간영업장에서 일반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구역에 장애인이 보조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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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보조동물
은 특별한 목줄과 장착구를 착용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면허나 인증을 받아 신분증을 발급된다.
보조동물을 동반하여야 하는 식품종업원이나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 대한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주는 건강과 안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려 조치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가이던스는 미국법무부 시민권 부서, 장애인권리 섹
션(Disability Rights Section), 미국고용평등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영업장 내 보조동물에 관한 질의응답(Commonly Asked Questions
About Service Animals in Places of Business),” 미국장애인법 질의응답(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Questions and Answers)”, “장애인권리법 가이드(A Guide to
Disability Rights Laws)”, “장애인법 제3편 기술지원매뉴얼(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itle III Technical Assistance Manual, 1994 Supplement)”을 참조한다. ADA에
관한 문의는 800-514-0301(음성) 또는 800-514-0383(TDD)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http://adata.org/)를 참조한다.

7. 독성물질

원래 용기
7-101.11

식별정보, 표시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의 우발적인 오염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쉽게 눈에 띄는
표시는 개인관리품을 포함하여 독성물질의 적절한 사용에 도움이 된다.

작업 용기
7-102.11

일반명

식품시설에서는 세척제와 살균제 등 다양한 유독성 물질을 대용량으로 구입한다. 작업용기는
이러한 재료를 사용할 지역으로 이송하는데 자주 사용되며, 따라서 작업용기는 시설의 서로 다른
위치에 보관된다. 용기에 내용물의 일반명을 표시하면 내용물의 위험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415

FDA Food code 2017

보관

7-201.11

분리

이 절에 명시된 독성물질의 분리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
회용품 및 일회용품의 오염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 바로 위 또는 근처에서
독성물질을 사용하면 물질이 유출되어 식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제한과 사용
7-202.11

제한

시설 내 유지 및 운영에 불필요한 독성물질의 존재는 종업원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식품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독성물질의 적절한 보관 및 사용은 시설 내 식품안전에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필요한 경우라도 제조업체가 명시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해요소
발생할 수 있다.
독성 또는 독성 물질이 추가로 존재할 경우 부적절한 보관(예: 식품, 식품접촉면 또는 식품
장비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오버헤드 유출) 또는 부적절한 적용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증
가된다.
7-202.12

사용 조건

독성물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독성물질은 대부분
라벨에 사용법을 표시한다. 명시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접촉이나 식품 오염을 통하
여 종업원과 소비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식품 및 기타 식품접촉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동안 각별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특정 물질은 잔류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으며 종업원과 소비자에게 추
가적인 위험요인이다.
사용제한 농약은 독성물질로 인증을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된 작업자는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식품 및 식품접촉면의 오염 가능성과 위험성
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부적절한 농약 사용은 소비자는 물론 종업원의 건강을 위
협하며 제한사용농약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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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요구사항
7-203.11

독성물질 용기

독성물질로 제작된 용기는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식품 저장, 운송 또는 분배에 사용
할 수 없다. 이러한 용기에 보관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의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세척과 살균 과정에서 모든 독성물질의 완전한 제거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독성물질이 보관되었던 용기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7-204.11

살균제, 기준

4-501.114 설명을 참조한다.
화학세정제는 연방규정집(CFR)에 열거된 요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독성물질로 간주된다. CFR 요구사항을 초과하여 세정제를 사용하면 잔류물로 유해할
수 있다. 인용한 CFR에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살균제의 농도가 수록되어 있다.
7-204.11에서는 살균제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40 CFR 180.940, 항균제에 사용되는 활
성 및 비활성 성분의 잔류허용기준 면제 기준이나 40 CFR 180.220, 허용이나 면제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농약(Non-food determinations)에 등재된 승인 물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생성 및 사용된 용액에 대한 EPA 등록이 없기 때문에 기기 사용자는 기기에 의해
생성된 용액의 효능 및 용액의 사용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장비 제조업체에 문의하
여야 한다.
시설 현장에서 제조하는 살균제는 가스를 용액에 용해하여 생산한다. 용액에서 고농도로 가
스가 생성되어 공기 중으로 유입될 경우 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업안전위생관리국
(OSHA)이 제시하는 오존과 이산화 염소와 같은 가스의 한계기준은 29 CFR 1910.1000 대
기오염물질(Air contaminants)에 수록되어 있다. 용액의 용존 가스의 양은 현장의 모든 공기
중에 고르게 분포될 때 매우 미량일 수 있지만, 가스는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칸 개수대 직접 상부 공간에 OSHA 농도 한계를 초과하는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허
가소지자와 장비 공급업체는 시설 내에서 OSHA 한계 범위 내에서 장비가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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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12

과채류 세척용 화학물질, 기준

7-204.13

보일러 용수 첨가제, 기준

7-204.14

건조제 기준

사용하는 화학 세척제, 보일러 용수 첨가제 또는 건조제가 식품첨가물로 승인되거나 일반적
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성분(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 외 다른 성분을 함
유할 경우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건조제 등 사용 후 잔류하는 화학물질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고 기승인된 또는 한계 규정 예외로 인정되는 식
품첨가제나 식품접촉이 허용되는 화학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식품접촉물질신고제도에 관한 정
보는 FDA 웹사이트 성분 및 포장, 식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fda.gov/Food/
Ingredients PackagingLabeling/PackagingFCS/default.htm).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FDA가 승인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식품첨가물 신청
(Food Additive Petition), 식품접촉물질신고제도(FCN), 또는 한계 규정 예외 조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세척제, 보일러 용수 첨가제, 건조제는 식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
품첨가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CFR에 등재된 물질을 사용하거나 사용 전 검토가 필요하다. 농
장이나 포장공정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식품접촉 살균제나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세척에 사용되
는 화학물질 EPA가 규제한다.
21 CFR 173 식용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이차직접식품첨가물(Secondary Direct Food
Additives Permitted in Food for Human Consumption)은 과채류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21
CFR 173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7-204.12 과채류 세척, 처리, 보관 및 가공용 화학물
질, 기준(Chemicals for Washing, Treatment, Storage and Processing Fruits and
Vegetables)을 수정하였다.
또한 과일과 채소를 세척하기 위한 항균제(즉, 식품접촉물질신고제도)와 항균제로 허용된
GRAS 성분, 일반적인 식품 사용을 허가하는 다른 메커니즘도 존재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GRA인 성분과 식품접촉물질신고 대상 식품접촉물질은 과채류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1
CFR 173에는 21 CFR 173.315 화학물질(Chemicals)에 수록된 세척이나 과채류 껍질 제
거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포함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생산 유형(상업적 생산 또는 시설 현장에서 제조)과 상관없이 과채류 세척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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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는 일부 화학물질을 기술한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21 CFR 173.315에 의도된 기
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양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과채류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수록되어 있다.
FDA는 21 CFR 173.315에 따라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대체하여 차아염소산칼슘 사용을 허
용한다.
2012년 12월 4일 FDA는 식품첨가물 규정을 개정하여 도데실벤젠설폰산나트륨(SDBS)
(CAS No. 25155-30-0)을 항미생물 성분으로 과채류 행굼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사용 후 식수로 추가 헹굼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21 CFR 173.405에
서는 이 첨가물을 과채류 세척용 항균제로 명시하고 있다. 이 첨가제는 세척수에서 kg당
111mg 농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처리된 과일과 야채는 음용수로 헹
굴 필요가 없다. SDBS는 단체급식 주방이나 구내식당, 음식점, 소매식품시설, 비영리식품시설
및 기타 식품을 준비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제공하는 시설로 사용이 제한된다. 첨가
제나 항균 농약 용기 표시나 표시에 기재된 지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사용한다.
표시나

표시기재

SDBS

사용

로

사용할

사항은

신청은
경우

21

CFR

173.405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미국

연방

및
따라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을
규제되지만

살충·살균·살서제관리법(FIFRA)에

위에서
따라

따른다.

기술한

농약으로

용도
규제될

수 있다. EPA 요건은 EPA 또는 FDA 및 EPA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EPA 등록 농
약

제품과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EPA에 문의하여 FIFRA에 따른 농약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과 접촉 가능한 증기 생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용수 첨가제와 사용 요건
은 21 CFR 173.310 보일러용수 첨가제(Boiler Water Additives)에서 명시하고 있다.

윤활제

7-205.11

우발적인 식품 접촉, 기준

식품 장치에 사용되는 윤활제는 직·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
로 승인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어 CFR에 등재된 윤활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윤활제로 식품이 오염되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농약

7-206.11
7-206.12

사용제한 농약, 기준
설치류 미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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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미끼집에서 미끼로 사용되는 독성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 또한, 해충을 통하여 미끼
집에 사용되는 잠재적인 독성물질이 시설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미끼가 식품접촉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준비된 식품이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을 오염시
킬 수 있다.
7-206.13

길목 살 분제, 방충‧방서 관리

길목 살분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설 전체로 분산제가 확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준비 중인
식품이 직·간접적으로 분산제로 오염될 수 있다. 이러한 오염은 식품 안전과 품질에 모두 악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길목 살분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약품

7-207.11

제한 및 보관

종업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될 경우
다른 종업원과 소비자의 건강에 부당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종업원이나 보육시설에 개인의약품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의약품은 독성물질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의약품의 적절한 표시 및
보관을 통하여 오용을 방지하고 식품 또는 식품 접촉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207.12

냉장 의약품 보관

일부 종업원용 의약품은 냉장 보관이 필요할 수 있다. 종업원용 의약품을 식품 냉장고에 보
관하는 경우 같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다른 물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응급용품
7-208.11

보관-응급처치용품

식품, 식품 장비 및 기타 식품접촉면의 우발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공전 요구사항에
따라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품을 파악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기타 개인용품
7-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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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개인물품은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하게 표시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식품,
식품 장치 및 식품접촉면을 오염시킬 수 있다.

보관 및 진열
7-301.11

분리

소매점 선반에 판매하거나 창고에서 보관하는 독성물질은 적절히 보관하지 않을 경우 식품,
장비, 기구, 리넨류,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8. 이행과 집행

건축 점검과 승인
8-201.12

계획서 내용 및 사양

8-203.10

운영 사전 점검

FDA는 식품보호계획심의위원회(Conference for Food Protection Plan Review committee)
와 연계하여 식품시설 설립 계획 검토에서 규제 당국을 지원하고 검토 과정에서 예상되는 내
용을 업계에 전파하기 위한 문서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 FDA/CFP 식품시설계획 검토가이드
- 2000는 은 FDA 계획을 검토하는 주 규제 당국의 교육프로그램은 수년간 사용되어 왔다.
FDA 웹사이트(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
IndustryandRegulat oryAssistanceandTrainingResources/ucm101639.ht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계획검토 단계에서 규제 당국은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허가신청자의 대리인을 상대할 수 있
으나, 허가신청인의 대리인은 안전한 식품운영 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계획 검토 단계는 신청인이 제안하는 식품시설이 공전 요구사항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표준작업지침서(SOP)는 이러한 기초 작업의 일부
로 설비 설계와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계획검토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절차와 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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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는 운영 사전 점검 전까지 개발되어야 하고 시설 운영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책임
자가 참고하고 식품종업원이 작업에 활용하며 점검 기간 규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SOP
를 문서화한다. 운영 절차에 다음을 보장하는 관리기준과 기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매개 질병 전염은 2-201에 따라 구직자와 식품종업원을 관리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2) 식품은 3-201.11에 따라 명시된 승인된 공급체에서 제공받아야 한다.
(3) 식품은 보관, 준비 및 배송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는 시점까지 안전
성과 무결성이 보호되도록 관리된다.
(4) 냉동, 저온유지, 조리, 고온유지, 냉각, 재가열 및 3-4와 제3-5에 따른 시간과 온도
요구사항 이행을 포함하여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간과 온도를
관리한다.
(5) 4-6과 4-7에 따른 기구 및 장비의 식품접촉면을 세척 및 살균하는 데 필요한 화학
살균제와 노출 시간 등을 참조하여 식기를 효과적으로 세척한다.
(6) 3-203.11, 3-203.12 및 5-205.13에 따라 기록을 보관한다.
계획 검토 단계에서, 규제 당국과 제안하는 식품시설의 경영진 대표는 식품종업원과 책임자
의 직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과정을 논의한다. 사전 운영 점검 전까지 이 공전
2-103.11(N)에 부합하고 명확히 정의된 관리기준과 기대 수준, 제안하는 식품시설계획의 관
리 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운영절차를 확립하고, 책임자는 식품종업원에게 주어진 업무에서 식
품안전 관련 내용을 적절히 교육하여야 한다.
8-304.11

허가소지자의 책임

규제 당국은 공공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점검보고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지원하는 영업장과 공공에 봉사하는 정부기관의 활동을 알릴 수
있다. 목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산업·규제 관행을 식품서비스·소매 차원에서 개선하는 것이다.
8-402.10

검사관의 역량

식품검사관의 적절한 교육훈련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제 당국은 FDA 국가소매식품규제프로
그램표준( Recommended National Retail Foo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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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표준 2번(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
ProgramStandards/defaulthtm)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규제 당국 검사관은 국가가 인정
하는 또는 국가가 공인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한다.
8-403.50

공공정보

규제 대상 식품시설의 이행 상태가 기술된 규제 문서는 특히 소비자, 학계, 업계 및 기타
규제 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 법률은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기관이 공공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한다.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러한 문서를 공공에게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문서 요청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용이하게 문서에 접
근하여 검토할 수 있다.
8-404.11

운영 중지와 보고

위기 상황에서 산업계과 공중보건 당국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파트너이다. 즉, 그 과정에서
공중보건을 보호하면서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정상화되도록 지원한다. 규제 당국은 비상운영계
획을 사전 승인하여 식품시설이 전기나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계획하여 사전 결정된 합의에 따라 식품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8-501.20

식품종사자 제한이나 배제, 또는 허가 중지

부속서 3, 2-201.1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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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식품안전관행 관리
- 식품매개 질환 위험인자의 능동관리통제

1. 능동관리통제
(A) 소매식품업과 식품제공시설 운영과와 규제 당국의 공통 목표는 무엇이고, 그러한 목

적 달성을 위하여 현재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소매식품업과 식품서비스시설 운영자와 규제 기관의 공통 목표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통·식품서비스 운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시작된 이후 규제
점검에서는 검사 당시 존재하는 식품안전 위반에 대한 인정과 개선이 강조되어 왔다. 반복적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전통적으로 재검사나 벌금, 허가 정지나 폐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 왔
다. 소매업과 식품서비스시설 운영자는 대부분 점검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을 성실히 시정하지만
위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 점검
방식과 집행체계는 미국의 기본 위생 개선과 시설 고도화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식품안전을 위한 예방보다는 사후 조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식품매개 질병 예방과 저감을
위해서는 운영자와 규제 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식품공전 부속서 5에서는 위험기반 점검에 관한 추가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부속서 5에 기
술된 내용과 인용 자료를 참조하여 운영자의 능동적인 관리 통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당
국 수행하는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B) 소비자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책임은 모든 식품 생산 단계에 참여하는 관계자로 소비
자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소매점과 식품서비스시설에서 식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으
므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의 상당 부분은 소매점이나 소매시설에
있다.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소매 및 식품서비스시설 운영자는 식품 안전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
(C) 식품매개 질병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1993~1997년 감시보고서인 “식품매개 질병 집단발생 감시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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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식품매개 질병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포괄적인 5개 범주의 기
여 인자는 소매 및 식품서비스 설 내 식품 안전 우려사항과 직결되며 FDA는 이를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로 부른다. 다섯 범주는 다음과 같다.


출처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



부적절하게 조리된 식품



부적절한 온도에서 보온된 식품



장치 오염



개인 위생 불량

1998년 FDA는 소매업과 식품서비스시설에서 식품매개 질병의 위험인자 결정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식품매개 질병 위험 요인의 발생에 초점을 두고 미국 전역에
서 시설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FDA 소매식품프로그램 식품매개 질병 위
해요인 데이터베이스 2000년 보고서(FDA 기준선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었다. 기준선조사보고
서(Baseline Report)는 FDA 웹사이트(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
retailfoodprotection/foodborneillnessriskfactorreduction/default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는 2003년에도 반복되었으며 결과는 단체급식시설, 음식점 및 일부
유형의 소매 식품 매장에서 식품매개 질병의 위해요인 발생에 관한 FDA 보고서로 발간되었
다. 이차보고서는 FDA 웹사이트(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retail
foodprotection/foodborneillnessriskfactorreduction/default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이차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었으며 2009년 보고서로 출간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2010년 10월 1998-2008년 동향분석보고서가 출간되었다. CDC 감시보고서와 FDA 위험인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매 및 식품서비스시설의 운영자는 식품매개 질병 위험 요소의 발생
을 방지, 제거 또는 감소시킬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식품
매개 질병의 위험인자를 식별하고 제거하여 식품매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D) 식품매개 질병의 위험인자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매업과 식품서비스시설 운영자는 적극적인 관
리통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능동적인 관리통제”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의 발생을 예
방, 제거 또는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시행하는 접근법으로 식품 업계의
주요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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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관리통제란 식품매개 질병의 위험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업계 경영진이 특정 행동
이나 절차를 영업장 운영에 의도적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대응보다는 예방에 집중하는 접근법이다.
업계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를 능동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규제 검사와 사후관리 활동 역시 식품매개 질병 위험요인에 대하여 소매 및
식품서비스 사업자가 가지는 능동적인 관리통제 정도를 평가하도록 설계된 점검프로세스를 사
용하여 사전 예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규제 기관은 운영자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다음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인증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는 시험을 통과하여 요구되는 수준의 지식과 이해 수준
을 입증함으로써 식품보호관리자 인증을 받는다.



냉각과 같은 중요한 식품 준비 단계는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한다.



구체적인 식품 준비 단계와 최종 조리 온도 등 모니터링과 검증이 필요한 식품 안전
을 위한 임계한도가 기재된 조리법 카드



구매 규격



장치 및 시설 설계와 유지·보수



모니터링 절차



기록 보존



질병을 가진 종업원의 배제 및 제한 관련 종업원 건강 정책



관리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보장



위해관리계획(RCP)과 같은 특정 목적에 따라 계획서를 마련하고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칙에 기초한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이러한 요소를 다수 포함
하고 있으며 운영자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틀을 제공한다.

2. HACCP 개요
(A) HACCP이란 무엇이며 소매식품업 및 식품서비스시설 운영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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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식품 안전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제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이다. 식품안전 위해요소는 생물, 화학 또는 물리적 요소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질병이
나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HACCP 프로그램은 식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위해
성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저감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능동적인 관리통제"의
예방적 특성을 구현한다.
HACCP 원칙의 사용을 통한 능동적인 관리통제는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품안전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결정하며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는 지속적
인 관리기준과 절차를 구현함으로써 달성된다.
다른 많은 품질보증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HACCP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제어하는 접근 방식이다. 따라서 소매 수준의 시행되는 많
은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이미 HACCP의 원칙 일부를 내포하고 있다. HACCP 원칙에 기초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은 양호한 기본 위생, 견고한 종업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기타 필수 조건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통제 불능의 위험을 초래하는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의 발생을 방지, 제
거 또는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HACCP는 독립적인 소규모 영업장 뿐 아니라 전국에 영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도 위험인자를
능동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식품 보호 도구이다. 식품공전에서는 변경
허가 신청이 요구되거나 저산소 포장 등 소매시설에서 수행하는 특정 프로세스에 포괄적인
HACCP 계획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매 수준에서 HACCP 구현은 자율적으로 이
루어진다.
FDA는 통제 불가능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의 발생을 제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HACCP 원칙에 기초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자율적인 시행을 지원한다.
운영자는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를 억제하기 위한 통제계통을 개발하고 구현할 책임이 있
는 반면, 규제 당국의 역할은 운영자가 시행하는 관리계통이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를 효과적
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점검에 HACCP 원칙을 활용하는 것은 위험기반 접
근법을 통합함으로써 일상적인 점검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점검자는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를 통제하기 위해 업계에서 시행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HACCP의 원칙은 또한 FDA의 자율소매식품규제프로그램기준(Voluntary National Retail
Foo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의 핵심 요소이다. 규제 프로그램 관리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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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원칙에 기초한 위험 기반 검사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식품매개 질병 위험 요소에
대한 능동적 관리통제 운영자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 가능하고 실용적인 방안이다. 프로
그램기준(Program Standards)는 FDA 웹사이트(http://www.fda.gov/Food/Guidance
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ProgramStandards/ default.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B) HACCP 7대 원칙은 무엇인가?

1992년 11월 미국식품미생물기준자문위원회(NACMCF)는 널리 인정되며 HACCP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HACCP 7대 원칙을 정의하였다. 1992년 문서를 재검토하고 CODEX 식품
위생위원회가 작성한 현행 HACCP 가이던스와 비교하기 위하여 1997년에 NACMCF가 다시
소집되었다. NAMCF는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HACCP를 재승인하고 HACCP를 식품 안
전 식별, 평가 및 통제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정의하였다. 기본 운영 및 위생 조건을 관
리하기 위한 선행요건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다음 7대 원칙이 사용된다.
원칙 1: 위해요소를 분석한다.
원칙 2: 중요관리점(CCP)을 결정한다.
원칙 3: 임계한도를 설정한다.
원칙 4: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한다.
원칙 5: 개선 조치를 수립한다.
원칙 6: 검증 절차를 수립한다.
원칙 7: 기록보존 및 문서화 절차를 수립한다.
이 부속서에서는 HACCP 7대 원칙을 간략히 설명한다. 더 자세한 논의와 설명은 FDA 웹
사이트에서 NACMCF 가이던스 문서(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
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 on/Juice/ucm072557.htm)를 참조한다.
개요를 간략히 설명한 후 소매업체와 식품서비스시설에서 HACCP 원칙을 적용하고 시행하
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C) 선행요건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HACCP 계통의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 내에서 기본적인 운영 및 위생과 관
련하여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선행요건프로그
램"의 구성요소이다. 선행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식품 및 식품 준비와 관련된 위험 관리에 더 많
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선행요건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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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인증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



알레르겐 관리



구매자 명세



조리법 및 절차 지침



선입선출(FIFO) 절차



기타 표준작업지침(SOP)

다음과 같은 기본 선행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식품 안전 위해요소에 의한 식품오염 방지



부적절한 오도 관리로 인한세균 증식을 제어



장비 유지·관리

선행요건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 및 선행요건프로그램에 보통 포함되는 활동 유형은 이
부속서 뒷부분에서 논의하는 FDA 소매 HACCP 매뉴얼 또는 FDA 웹사이트 NACMCF 가이
던스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HACCP 원칙
(A) 원칙 # 1: 위해요소 분석

(1) 식품안전 위해요소란?
위해요소란 섭취 시 사람에게 안전하지 못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이다.
(2) 생물학적 위해요인란 무엇인가?
생물학적 위해요인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 미생물을 포함한다. 일부 생물학적 위해요인의
목록은 이 부속서 표 1을 참조한다. 확인된 식품매개 질병 발생 및 사고의 대부분은 세균성
병원균에서 기인한다. 식품매개 세균의 영양 세포는 조리과정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파괴
되지만, 바실루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같은 포자
형성 세균의 포자는 조리 후에도 파괴되지 않아 조리 후 식품을 적절히 냉각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발아하여 성장하기도 한다. 바실루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포도알균의
영양 세포가 생성하는 독소는 재가열만으로는 안전한 수준으로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 살모넬
라, 캄필로박터 제주니와 같은 세균의 영양 세포에 의해 발생하는 조리 후 재오염은 소매 또는

429

FDA Food code 2017

식품서비스시설 운영자의 주요 관심사이다.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은 사람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과 직접
연관된다. 최근 발병 사례에 따르면 이러한 바이러스는 공기 중의 입자 형태로 전파될 수 있
다. 제한된 경우, 식품매개 바이러스는 사람의 배설물로 오염된 익히지 않은 식품(예: 승인되지
않은 오염된 수역에서 수확된 패류)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의한 식품오염 대
부분은 질환을 가진 종업원이나 청결하지 않은 자비 및 기구에 의한 교차오염에 기인한다. 세
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외부에서 증식할 수 없다. 대부분의 식품매개 바이러스가
실험실 조건에서 조리 온도 기준을 초과하는 내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어하기
위해 조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승인된 출처에서 식품을 입수하고, 즉석섭취식품과
맨손 접촉은 물론 적절한 손 씻기를 연습하지 않으며, 병든 종업원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
한 종업원 건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통제 수단이다.
기생충은 대부분 동물을 숙주로 하지만 인체에서 생존하기도 한다. 기생충 감염은 주로 충분
히 익히지 않은 육류와 연관되며 즉석섭취식품과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 미처리 용수, 또는
오염된 장비나 기구의 접촉에 의한 교차오염으로 발생한다. 세균과 마찬가지로 기생충은 식품
내에서 증식하지 않으므로 주요 관리수단은 기생충을 파괴하거나 기생충의 유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적절한 조리를 통하여 기생충을 사멸할 수 있다. 또한, 익히지 않거나 충분히 익
히지 않은 수산물에 존재할 수 있는 기생충은 효과적인 냉동 방법으로 파괴할 수 있다.
올바른 손씻기, 즉석섭취식품과 맨손 접촉 금지, 질환을 가진 종업원의 배제나 제한, 종업원
건강 정책 시행으로 기생충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부속서 4. 표 1a-1c 소매시설에서 발견되는 일부 생물학제 위해요인과 관련 식품 및 관리조치
부속서 4. 표 1a 소매시설에서 발견되는 일부 세균성 위해요인과 관련 식품 및 관리조치
위해요소

관련 식품

관리 수단

바실루스
세레우스(열안전성 균에
의한 중독, 이미 생성된
구토 독소, 열민감성
균에 감염, 설사 독소)

육류, 가금육, 전분 식품(쌀, 감자),
푸딩, 수프, 조리된 야채

조리, 냉각, 저온유지, 고온유지

캄필로박터 제주니

가금육, 원유

조리, 손 세척, 교차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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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관련 식품

관리 수단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진공포장 식품, 저산소 포장 식품,
덜 조리된 통조림제품, 기름에 넣은
마늘 제품, 적절한 시간과 온도로
조리되지 않은 구운 감자와 볶은 양파

열 가공(시간+압력), 냉각, 저온유지,
고온유지, 산화 및 건조 등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조리된 육류와 가금육, 캐서롤과
그레이비를 포함하여 조리된 육류와
가금육 식품

냉각, 저온유지, 재가열, 고온유지

대장균 O157:H7(기타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

익히지 않은 소고기 분쇄육, 익히지
않은 발아 새싹, 원유, 저온살균하지
않은 주스, 배설물-구강 경로로 감염된
식품종업원에 의하여 오염된 식품

조리, 맨손과 즉석섭취식품 접촉 금지,
종업원 건강 정책, 손씻기, 교차오염
방지, 저온살균 또는 주스 처리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익히지 않은 육류와 가금육, 신선한
연질 치즈, 파테(pate), 훈제
해산물, 델리고기, 델리샐러드

조리, 날짜 표시, 저온유지, 손씻기,
교차오염 방지

살모넬라속 균종

육류, 가금류, 해산물, 알, 익히지
않은 발아 새싹, 생야채, 원유,
저온살균되지 않은 주스

조리, 저온 살균 알 사용, 종업원
건강 정책,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접촉 금지, 손세척, 저온 살균 또는
주스 처리

이질균

배설물-구강 경로를 통하여 감염된
작업자에 의한 생야채와 허브, 기타
식품 오염

조리,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접촉
금지, 종업원 건강 정책, 손씻기

황색포도알균(이미
생성된 열 안정성 독소)

조리 후 맨속으로 시간·온도제어
즉석섭취식품 접촉, 그리고 부적절한
시간·온도 제어

냉각, 저온유지, 고온유지,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접촉 금지, 손씻기

비브리오균

해산물, 패류

조리, 승인된 공급처, 교차오염 예방,
저온유지

RTE= 즉석섭취식품, TCS= 시간·온도 제어 식품
부속서 4. 표 1b 소매시설에서 발견되는 일부 기생충 위해요인과 관련 식품 및 관리조치
위해요소

관련 식품

관리 수단

고래회충(Anisakis simplex)

다양한 어류(대구, 해덕, 가자미,
태평양연어, 청어, 넙치과, 아귀)

조리, 냉동

태니아(Taenia spp.)

소고기와 돼지고기

조리

선모충(Trichinella spiralis)

돼지, 곰 및 물개고기

조리

RTE= 즉석섭취식품, TCS= 시간·온도 제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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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 표 1c. 소매시설에서 발견되는 일부 바이러스 위해요인과 관련 식품 및 관리조치
위해요소

관련 식품

A 형, E 형 간염

패류, 배설물-구강 경로를 통하여
감염된 종업원에 의하여 오염된
식품

관리 수단
승인된 공급처,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접촉 금지, 즉석섭취식품이 아닌 경우
맨손으로 식품 접촉 최소화, 종업원
건강 정책, 손씻기

기타 바이러스
배설물-구강 경로로 감염된
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접촉 금지,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종업원에 의하여 오염된 모든 식품 즉석섭취식품이 아닌 경우 맨손으로 식품
레오바이러스)
접촉 최소화, 종업원 건강 정책, 손씻기

RTE= 즉석섭취식품, TCS= 시간·온도 제어 식품
(3) 화학적 위해요소란?
화학적 위해요인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식품 가공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독성 화학물질은 급성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면 만성 질환은 낮은 수준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연방규정집(http://www.access.gpo.gov/nara/cfr/cfr-table-search.html) 제21편 식
품과 의약품(Food and Drugs)에서는 자연 발생하는 독성 및 유해 물질에 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 21 CFR Parts 109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과 포장재에서 피할 수 없는 오염
물질(Unavoidable Contaminants in Food for Human Consumption and FoodPackaging Material), 184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직접식품접촉물질(Direct
Food Substances Affirmed 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등을 참조한다. CFR
에서는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허용한계도 정하고 있다. 예로, 21 CFR
Part 172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직접 첨가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
Permitted for Direct Addition to Food For Human Consumption)을 참조한다.
FDA가 발간한 정책이행가이드라인(Compliance Policy Guidelines)에서도 자연 발생하
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fda.gov/ICECI/Compliance

Manuals/CompliancePolicyGuidanceManual/defa ult.htm). 제5장 식품, 색상 및 화
장품을 참조한다. 예시는 다음을 포함한다.


540.600 수산물, 패류, 갑각류 및 기타 수생 동물 - 신선, 냉동 또는 가공 식품 메틸 수은(Fish, Shellfish, Crustaceans, and Other Aquatic Animals Fresh, Frozen or Processed - Methyl Merc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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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00 식품 - 아플라톡신 불순물(Foods - Adulteration with Aflatoxin), 그
리고



570.200 브라질 견과류, 땅콩 및 땅콩 제품과 피스타치오 견과류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 in Brazil Nuts, .375 Peanuts and Peanut Products, and .500
Pistachio Nuts)

추가적으로 자연 발생하거나 식품 첨가로 발생하는 화학적 위해요인을 이 부속서 표 2에 수
록하였다.
(4) 식품안전 위해요인으로서 식품 알레르겐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1,100만 명 이상 하나 이상의 식품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이나 식품 성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백질(알레르겐)에 의하여 유발
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부 사람은 체내에서 식품 알레르겐에 특이적인 면역글로불린
E(IgE)가 생성된다 알레르겐 함량이 일정 농도 이상인 식품을 섭취하면 알레르기성 단백질은
IgE 항체와 상호작용하여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식품 알레르기 반응은 일반적으로
두드러기 또는 기타 가려운 발진, 메스꺼움, 복통, 구토, 설사, 숨가쁨, 호흡곤란, 신체 다양한
부위에서 종창(swelling) 등의 형태로 발현된다. 심한 경우 과민성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
식별 가능한 알레르겐과 무관하게 다양한 식품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FDA는 다음 식품이 민감한 사람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합의
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식품은 전체 식품 알레르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우유



알



어류(농어, 넙치과 어류, 또는 대구 등)



갑각 패류(게, 바닷가재, 새우 등)



나무 견과류(아몬드, 피칸, 또는 호두 등)



밀



땅콩



대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알레르기 반응을 피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식품 표시에 기재
된 정보에 의존한다. 소비자가 식품 알레르겐에 노출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는 매년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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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된다. 보도된 식품 알레르기 반응 사례는 식품 표시에 알레르기 성분이 표시되지 않았
거나 가공 및 준비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알레르겐 함유 식품과의 교차 접촉이 원인인 경우
가 대부분이다.
2004년 8월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와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공법(公法), 108-282, Title II)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
에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정의하고 있다. 식품공전(1-201.10(B))에서 정의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이 새로운 법에서 사용한 정의와 일치한다. 새 법에서는 다
음을 정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표시가 부착된 식품의 경우, 식품 제조업체는 표시에 색소,
향미료 또는 부가첨가물을 포함하여 식품 성분으로 사용된 주요 식품 알레르기는 반
드시 표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FDA는 비의도적 식품 원료인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식품과의 교차 오염
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식품제조업체가 실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한다.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2006년 2월 2일까지)에 FDA는 이 점검 결
과를 분석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의 생산, 표시 및 회
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적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2006년 8월 2일까지)에 FDA는 규칙안을 발표
하고, 4년 이내(2008년 8월 2일까지)에 식품 표시에 "글루텐 프리"라는 용어를 정의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여야 한다.



FDA는 식품보호위원회(CFP)와 협력하여 식품시설에서 알레르겐이 없는 식품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공전 조항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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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 표 2a-b. 소매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화학 위해요인과 관련 식품 및 관리
수단
부속서 4. 표 2a 소매시설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 위해요인과 관련 식품 및 관리 수단
자연 발생하는 화학 위해요인

관련 식품

관리 수단

스콤브로톡신(Scombrotoxin) 주로 참치, 만새기(mahi-mahi),
블루피시(blue fish), 앤초비,
가다랑어, 고등어에서, 그리고
치즈에서도 검출

입고 시 온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저온유지 온도에서 보관한다. 제품이
시설에 배송되지 전에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 운송, 취급되었는지
공급업체에 확인한다(구매자 사양).

시구아톡신구(Ciguatoxin)

미국, 하와이 및 열대 지방의
지느러미가 있는 산호초 어류(reef
fin fish)
창꼬치,
전갱이과(jacks)
동갈삼치
대형 그루퍼
통돔

지느러미가 있는 어류(fin fish)가
포획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

복어(팽창어)

이 어류는 섭취하지 않는다.

마이코톡신(Mycotoxins)

옥수수와 옥수수 가공품, 땅콩과
땅콩 가공품, 면화씨, 우유, 나무
견과류(브라질 호두, 피칸,
피스타치오, 호두 등) 다른
곡물들과 견과류들은 민감하지만
오염될 가능성은 적다.

수령 시 상태를 확인하고 곰팡이가
피었거나 부패한 식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파툴린(Patulin)

사과 주스 가공품

구매 사양: 공급업체로부터 검증을
받거나 주스 제조에 썩은 사과를
사용하지 않는다.

독버섯

다양한 야생버섯

품종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버섯은 섭취하지 않는다.

패류 독소

NE 와 NW 해안에서 수확한 연체 연체 패류는 다음을 확인한다.
패류, 고등어, 바닷가재와 던저니스
 승인된 출처에서 공급, 그리고
게(Dungeness)의 내장,
 적절한 태그 부착과 표시 여부
태너(tanner), 붉은 돌 게(red rock
crab)

아플라톡신(Aflatoxin)

마비성 패류중독(PSP)

설사성 패류중독(DSP)

일본, 서유럽, 칠레, NZ, 캐나다
동부 지역 연체 패류

신경성 패류중독증(NSP)

멕시코만 연체 패류

 승인된 공급처에서 수산물을
구매한다.

 수산물은 부적절하다고 권고하는
지역에서 수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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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발생하는 화학 위해요인

관련 식품

관리 수단

기억상실성 패류중독(ASP)

NA 의 NE 와 NW 해안 지역 연체
패류, 던저니스 게, 태너(tanner),
붉은 돌 게 및 멸치의 내장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이 알칼로이드를 함유한 식물성
식품 보르기나과, 콤비티과,
레구미노새과 등이 가장 잘 알려진
알카로이드 식물이다.

이러한 알칼로이드로 오염된
식품이나 의약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식물성 혈구응집소

익히지 않는 강남콩(덜 익히
강남콩은 익히지 않은 강남콩보다
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적어도 5 시간 동안 물에 담가 둔다.

다음과 접촉하는 식품 우유

엄격한 살균 절차를 사용하여
알레르기성 식품과 비알레르기성
식품의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Phtyohaemmagglutinin)

알레르겐

알
어류

물을 따라 낸다.
담수에서 10 분 이상 끊이고 가끔
저어준다.

갑각 패류
나무 견과류
밀
땅콩
대두

부속서 4, 표 2b. 소매시설에서 화학 첨가물의 위해요인과 관련 식품 및 관리 수단
추가된 화학적 위해요소
환경 오염 물질: 농약,
살균제, 비료, 농약,
항생제, 성장 호르몬

관련 식품
모든 식품이 오염 대상이다.

관리 수단
표시에 기재된 환경 화학물질 사용
지침을 따른다. 토양 또는 물을
분석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다.

PCB

어류

어류 권고문을 준수한다.

금지 물질(21 CFR 189)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은 매우 다양하다.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물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인체에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독성 원소/성분 수은

유기 수은에 노출된 어류,
상어, 옥돔, 동갈삼치, 황새치
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균제로 처리된 곡물

임산부, 가임기 여성, 수유모, 소아는
수은 함량이 높은 상어, 황새치,
동갈삼치, 옥돔과 같은 어류를
섭취하여서는 안 된다.
곡류나 동물에 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진균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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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화학적 위해요소

관련 식품

관리 수단

구리

고산성 식품과 음료

고산성성 식품은 구리 기구에
보관하지 않는다. 음료 자동판매기에
역류방지장치를 사용한다.

납

고산성 식품과 음료

납이 함유된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보존료 및 식품 첨가물:
아황산제(이산화황,
중아황산나트륨과
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및
메타중아황산칼륨)

신선 과일과 야채
새우
바닷가재
포도주

가공 공장에서 식품에 아황산제를
첨가하는 경우 표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식품시설에서 익히지 않은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오염에 노출된 숙성
육류, 수산물, 기타 식품,
시금치
니코틴산나트륨이 첨가된
육류와 기타 식품

표시사항에 명시된 양 이상의 경화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니코틴산나트륨(니아신)은 질산염이나
질산염이 있거나 없는 육류나
가금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나 남미 식품

과량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식품이 오염 대상이다.

화학물질 표시, 보관, 취급 및 사용에
관한 SOP 를 구비하고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관한다.

질산염과 아질산염
니아신(Niacin)

향미증진제
글루탐산소다(MSG)
소매시설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예: 윤활제, 세정제,
살균제, 세척용 화합물, 도료)

(5) 물리적 위해요소란?
식품에 이물이 유입되면 질병과 부상은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위험은 식품시설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식품 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단계에서 오염 또
는 부적절한 절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시설에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부속
서 4, 표 3을 참조하여 시설에서 준비, 제공 또는 판매하는 식품의 잠재적인 물리적 위해요소
를 파악할 수 있다. 부속서 4, 표 3에 일반적인 물리적 위해요인의 예를 수록하였다.
부속서 4, 표 3. 물리적 위해요소로 우려되는 주요 물질과 출처a,
물질

b

부상 위험성

요인

유리 재질
고정장치

베임(cut), 출혈, 외과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병, 단지, 조명, 기구, 측정기 덮개

나무

절단, 감염, 질식, 외과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필드, 팔레트, 상자, 건물

돌, 금속 조각

질식, 치아 손상, 베임, 감염, 외과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현장, 건물, 기계류, 전선, 종업원

단열재

질식, 석면의 경우 장기 효과

건축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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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a
b

부상 위험성

요인

뼈

질식, 외상

필드, 부적절한 공정

플라스틱

질식, 베임, 감염, 외과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현장, 공장 포장재, 팔레트, 종업원

휴대품

질식, 베임, 치아 손상, 외과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종업원

Corlett(1991)에서 발췌
허가를 받아 사용("HACCP Principles and Applications", Pierson and Corlett, Eds. 1992)
Chapman & Hall, New York, NY.

(6) 위해요소 분석 원칙의 목적은 무엇인가?
위험 분석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을 경우 질병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위해요소 목록을 개발하는 것이다.
(7) 위해요인 분석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위해요인 분석은 다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위해요인 식별

2.

위해요인 평가

위험 식별은 예비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식품 준비 과정, 식품 취급, 시설
및 식품 자체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식품안전 위해요인을 식별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식품에 사용된 성분, 공정의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 사용 장비, 최
종 식품 및 식품 보관 및 유통 방법, 식품의 용도, 대상 소비자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잠재적인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위해요인 목록을 식품 준비 과
정 단계별로 작성한다.
위해요인 평가 2단계에서는 식별한 잠재적인 위해요인을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HACCP 계획의 위해분석보증관리 중 하나에 열거된 잠재적 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심각성은 위해요인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심각한 정
도를 말한다.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와 기간, 질병이 의료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의 심각성을 결정한다. 발생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경험, 역학 데이터 및 기술 문헌을 토
대로 판단한다. 합리적 판단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은 HACCP 계획에서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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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잠재적 위해요인을 평가하는 동안 식품, 준비 방법, 배송 방법, 보관 방법 및 식품의
소비자 등이 위해요인의 발생과 삼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한다.
위해요인 분석을 완료하면, HACCP 계획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위해요인과 위해요인별
관리 조치를 목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관리 조치란 위해요인을 방지, 제거 또는 저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어떤 관리 조치는 식품안전에 필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적절한 조리, 냉각 및 즉석섭취식품 냉장,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안전성에 반드시
필요한 관리 조치는 일반적으로 HACCP 계획의 중요관리점(CCP)에서 적용된다. 관리 조치라
는 용어는 모든 위해요인을 예방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모든 위해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
미로 사용된다. 특정 위해요인은 둘 이상의 관리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리 조치가 둘 이상의 위해요인에 적용될 수 있다(예: 적절한 조리).
(B) 원칙 # 2: 중요관리점(CCP) 결정
(1) 중요관리점이란 무엇인가?

중요관리점(CCP)은 특정 식품계통에서 통제에 실패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보건 위
험이 초래되는 지점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중요관리점 제어는 식품안전 위해요인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CCP별로 식별된 위해요인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리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CCP의 일반적인 예 조리, 냉각, 즉석 섭취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의 고온 및 저온유지 등이
다.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과 연관된 영양 세포, 포자 및 독소 생성 세균을 고려할 때 식품
안전 위해요인을 예방, 제거, 또는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저감하기 위하여 단계별 적절
한 관리 조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2) CCP를 결정할 때 품질 문제를 고려하는가?

CCP는 식품안전 관련 문제에만 적용된다. 선입선출(FIFO)이나 시간·온도 제어가 요구되지
않는 식품의 냉장 보관 등은 식품 안전성보다는 식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서 이
루어지는 활동으로 식품 안전성과 품질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CCP로 간주
되어서는 안 된다.
(3) CCP는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적용되는가?

유사한 식품을 취급하더라도 위해요인과 CCP는 식품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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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장비, 원재료 선택, 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 HACCP 시스템
에는 CCP로 지정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자율적인
HACCP 계통의 경우, 위해요인은 CCP나 선행요건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예로,
설비에 따라 HACCP 계획 내 CCP 보다는 선행요건프로그램에 포함된 표준절차가 냉각 관련
위해요소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각 시설의 공정에 적용되는 중요관리점을
결정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CCP 결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부속서 4 - CCP 결정 분지도 1

*결정도는 NACMCF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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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원칙 # 3: 임계한도 설정
(1) 한계기준이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임계한도는 CCP에서 식품안전 위해요인을 제어하기 위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규정된
매개변수(예: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다. 임계한도는 CCP에서 안전한 운영과 안전하지 않은 운
영을 구별하는 데 사용된다. CCP 관리 조치별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임계한도가 설정된다.
임계한도는 온도, 시간, 수분 함량, 수분활성(aw) 또는 pH와 같은 인자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도 한다. 과학적이고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임계한도의 예는 무엇입니까?

임계한도의 한 예는 닭고기 조리에 적용되는 시간과 온도(화씨 165도에서 1초)이다. 이 경
우 임계한도는 식품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준이다. 초밥 쌀의 산성화 임계치 pH 4.6은 포자와 독소 생성균의 생장 관리에 요구되는

최대 한도이다. 임계한도는 FDA 식품공전, 기타 관련 가이드라인, 성능기준, 또는 실험 결과
에서 도출된다.
(D) 원칙 # 4: 모니터링 절차 수립
(1) 모니터링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니터링은 임계한도 충족 및 유지 현황을 판단하기 위한 관찰과 측정 행위를 말한다. 모니
터링을 통하여 CCP별로 설정된 임계한도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 평가한다.
(2) 모니]터링 활동의 예는 무엇인가?

육안 관찰과 시간, 온도, pH 및 수분활성 측정 등이 모니터링의 예이다. 만일 닭고기를 조
리하는 과정이 CCP로 확인되며 일부 닭고기 조각을 선택하여 내부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는 오븐이나 튀김기 온도, 내부 온도가 화씨 165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3) 모니터링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은 다음 두 범주로 분류된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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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일반적으로 시간과 온도를 측정하고 pH와 같은 다른 변수도 측정할 수도 있다. 만일 작업
이 초밥 쌀의 산성화가 CCP이고 한계기준이 pH4.6 미만이라면
식품의 pH는 한계기준을 충족한다.
식품안전 활동의 유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육안 검사도 관찰에 포함된다. 즉석 섭취하는 델
리 육류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제어하기 위해 날짜 표시를 CCP로 결정하였다면
모니터링 활동은 판매, 소비 또는 폐기 날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날짜 표시 시스템을 육안 검
사하는 것이다.
(4) 모니터링은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가?

모니터링은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CCP에서 가장 완
전한 식품 이력 정보를 제공하므로 가능하다면 항상 시행한다. 예를 들어, 기업용 가열-냉각
공정의 온도와 시간은 온도 기록 차트에 연속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
간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 임계한도 준수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빈도로 모니터링이 이루
어져야 한다.
(5) 모니터링 누가 수행하는가?

보통 작업과 직접 연관된 사람(예: 시설 책임자, 주방장, 부서 감독관)이 CCP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한계기준 이탈을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 조치를 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직책이어
야 한다. 모니터링 책임자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 원칙 # 5: 개선 조치 수립
(1) 개선 조치란 무엇인가?

개선 조치란 임계한도가 충족되지 않을 때 취하여지는 조치를 말한다. 소비자에게 허용할 수
없는 식품안전 위험성이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것은 개선 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식품 안전
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조리 또는 재가열과 같은 개선 조치로 충분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식당에서 17초 동안 중심온도가 155°F에 도달하지 않은 햄버거를 적정 온도가 될
때까지 계속 조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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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조치 책임자와 시정 절차 및 기한을 상세히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
(F) 원칙 # 6: 검증 절차 수립
(1) 검증이]란 무엇인가?

검증은 모니터링 이외에 HACCP 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시스템이 계획에 따라 잘 이행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밸리데이션은 HACCP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현되었을 때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지 확
인할 목적으로 과학 및 기술적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 검증의 구성요소이다.
검증 주체와 빈도 및 사용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검증은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가? 검증 활동의 예는 무엇인가?

검증은 다음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예:매일, 매주, 또는 매월).


모니터링 책임자를 관찰하여 모니터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한다.



모니터링 기록을 검토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완료되었는 확인한다.



모니터링 계획서에 명시된 빈도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모니터링에서 임계한도 이탈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개선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확인한
다.



임계한도 식별된 위해요인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밸리데
이션한다.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장비가 제대로 작동, 유지, 보정되는지
확인한다.

(G) 원칙 # 7: 기록 보관 절차 수립
(1)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문서화하는 절차는 안전관리계통의 성공적인 기능
에 필수적인 요소다. 임계한도가 충족되지 않을 때 적절한 개선 조치가 취하여졌다는 사실을
문서화한다. 시설에서 식품매개 질환이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와 관련된 활동의
기록은 시설 내 공정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될 수 있
다. 문서화는 HACCP 계획 명시된 활동이 적절히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장치이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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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문서화를 통하여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이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부로 어떤 유형의 기록을 보존하는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보유하여야 하는 기록에는 최소 5가지 유형이 있다.


선행요건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을 문서화한 기록



모니터링 기록



개선 조치 기록



검증 및 밸리데이션 기록



보정 기록

4. 프로세스 접근 방식 소매시설에서 능동적인 관리통제 달성을 위한 HACCAP 실무 적용
(A) 소매 및 식품서비스에서 HACCP 원칙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FDA는 식품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개발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소매 및 식품서비스시설에 적
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동일한 HACCP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
고 있다.
식품시설 운영자와 규제 당국은 1980년대부터 식당, 식료품점, 요양시설 및 기타 소매 식품
시설에 HACCP 원칙을 적용해 왔다. 그동안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이러한 다양한 사업에서
사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총칭하여 소매 식품시설이라고 한
다. 이러한 탐구의 대부분은 어떻게 HACCP의 NACMCF 정의를 준수하는지 및 HACCP원칙
을 가장 광범위한 조건을 망라하는 산업계에 계속해서 유용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
고 있다.
통조림, 기타 식품 가공, 유제품 공장과 달리 소매업계는 특정 상품이나 조건으로 명확히 정
의되지 않는다. 식품 가공업체와 구분되는 소매식품시설의 공통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시설에서 종업원 및 관리자의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신입 단계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많은 종업원이나 관리자의 숙련도가 낮으므로 지속적인 식품안전
교육이 요구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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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른 부문보다 수익과 자본 규모도 적다.
3.

생산 기술, 제품, 메뉴 항목 및 사용하는 식재로 등 단수하고 표준화된 접근법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요소가 수 없이 많다.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

FDA는 소매 및 식품서비스시설이 다양하고 HACCP를 구현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도 다양
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HACCP 계획의 성공이 해당 영업장에 맞
춤화된 현실적이고 유효한 식품안전전략을 확립하는데 달려있다는 이해와도 부합된다.
(B) 프로세스 접근 방식이란?

위해요소 분석을 할 때, 식품 제조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조직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각
제품의 공정흐름을 따른다. 생산자나 가공업자는 보통 한 번에 하나의 식품을 취급하므로 이
접근법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소매 및 식품서비스시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식
품이 동시에 취급되고 최종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따라서 위해분석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 특
정 작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준비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위해를 분석하는 접근법이 소
매 및 식품서비스 운영자에게 더 효율적이고 유용한 경우가 많다. 이를 HACCP “프로세스 접
근법”이라고 한다.
프로세스 접근방식은 식품 준비의 활동이나 단계에 기초하여 시설 내 많은 식품 흐름을 넓
은 범주로 나눈 다음,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각 그룹에 관리 통제 수단을 설정하는 접근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C) 소매 및 식품서비스시설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세 가지 식품 준비 프로세스는 무

엇이며 어떻게 결정되는가?
소매 및 식품접객시설에서 식품의 흐름은 식자재 수령에서 소비자에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
로를 따른다. 식품의 흐름은 작업 단계라고 부르는 몇몇 활동이나 단계로 이루어진다.
수령, 보관, 준비, 조리, 냉각, 재가열, 유지, 조합, 포장, 제공 및 판매가 대표적인 작업 단
계이다. 작업 단계에 사용되는 용어는 식품서비스 및 소매식품점마다 다를 수 있다.
소매 또는 식품서비스시설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대부분은 식품이 위험 온도 구간인 화씨
41~135도 사이에 노출되는 횟수에 따라 세 프로세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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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1: 조리 과정이 없는 식품 준비
예시: 수령 - 보관 - 준비 - 온도유지 - 제공
(다른 식품 흐름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병원균을 사멸하는 단계는 없다)



프로세스 2: 제공하는 당일 준비하는 식품
예시: 수령 - 보관 - 준비 - 조리 - 온도유지 - 제공
(다른 식품 흐름이 이 프로세스에 포함되지만 위험 온도 구간을 통과하는 횟수는 여
전히 1회이다)



프로세스 3: 복합 식품 준비
예시: 수령 - 보관 - 준비 - 조리 - 냉각 - 재가열 - 고온유지 - 제공
(다른 식품 흐름이 이 프로세스에 포함될 수 있으나 위험 온도 구간을 통과하는 횟수
는 2회 또는 3회 이상이다)

온도 위험 구역을 통과하는 횟수의 관점에서 세 가지 식품 준비 프로세스는 위험 구역 다이
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 프로세스 1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은 위험 온도 구간에 진입할
수 있지만 온도 구간 전체를 통과하지는 않는다. 위험 구간을 1회만 통화하는 식품은 당일제
공식품으로 분류되지만 2회 이상 통과하는 식품은 복합 프로세스 식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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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및 식품서비스시설에서는 이 세 가지 프로세트 외에도 다양한 조리 및 준비 방법이 사
용된다. 예를 들어, 즉석서비스시설은 고유한 “조리와 서비스”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당일 제공 식품’ 준비 프로세스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
많은 식품들이 일반적으로 조리되고 서비스 전까지 따뜻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매
식품 매장에서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포장 및 조립과 같은 운영 단계가 모든 식
품 준비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많은 소매업이나 식품서비스 운영자가 하나의 메뉴 항목을 제
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식품 준비 과정을 사용한다.
(D) 프로세스 HACCP에서 위해요소는 어떻게 분석하는가?

HACCP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접근법에서 개별 식품 품목마다 위해분석을 수행하는 접근법
은 시간과 노동 집약적이며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다. 각 식품 준비 프로세스에서 위해요소를 확
인하고 제어하면 각 개별 제품에 HACCP 계획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위험 인자를 제어할
수 있다.
예: 한 시설에서는 수십 개의 식품을 ‘당일 준비, 당일 제공’한다(예: 구운 닭고기, 구운 미
트로프). 식품 품목마다 고유한 위해성을 가질 수 있지만 개별적인 위해요소와 무관하게
적절한 조리 및 보관을 통하여 “당일 준비, 당일 제공”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
개념을 다음 예시로 설명할 수 있다.


구운 닭고기와 미트로프는 고유한 위해요소를 갖고 있으나 종종 “당일 제공”하는 식
품 범주로 분류된다(프로세스 2).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 그리고 바실루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같은 포자 생성 세균은 닭고기에서 중요한 생물학적 위해요소이다.



미트로프에서 중요한 생물학적 위해요소는 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바실루스 세
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이다.



위해요소는 다르지만 이 두 식품에서 병원균을 사멸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온
도이다.



또한 조리 후 식품을 유지하는 경우, 조리 과정에서 사멸되지 않은 포자 생성균의 성
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HACCP와 마찬가지로 조리 임계한도도 식품별로 적용된다. 닭고기 조리 단계에서는 살모넬

447

FDA Food code 2017

라 병원균의 부하를 제어하려면 최종 내부 온도가 화씨 165도에 도달하여야 한다. 반면, 미트
로프는 소고기 분쇄육으로 준비하므로 살모넬라, 대장균 O157:H7의 병원체 부하를 제어하려
면 최종 내부 온도가 155°F로 17초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냉장 보관이나 고온유지와 같은
몇몇 작업 단계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한계기준을 갖고 있다.
이 개념은 부속서 4, 표 4에서 추가로 예시한다. 유일한 고유의 관리 방법이 각 제품의 가
열 단계 한계기준에 적용된다. 아래 표에 수록되지 않은 다양한 식품안전 위해요소 관리 조치
도 고려할 수 있다.
부속서 4. 표 4: 당일 준비하여 당일 제공하는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리 수단의 예
구운 닭고기(프로세스 2: 제공 당일 준비)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예

관리수단의 예

살모넬라속 균종

41°F 이하에서 냉장

대장균 O157:H7

155°F 에서 17 초 동안 조리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35°F 이상으로 온도유지 또는 시간 제어

바실루스 세레우스

135°F 이상으로 온도유지 또는 시간 제어

배변-구강 경로로 전염되는 다양한
병원균

양호한 개인위생(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접촉 금지, 적절한
손 씻기, 질병이 있는 종업원 배제 또는 제한)

구운 닭고기(프로세스 2: 제공 당일 준비)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예

관리수단의 예

살모넬라속 균종

41°F 이하에서 냉장

캄필로박터

165°F 이상으로 조리

Clostridium perfringens

135°F 이상으로 온도유지 또는 시간 제어

Bacillus cereus

135°F 이상으로 온도유지 또는 시간 제어

배변-구강 경로로 전염되는 다양한
병원균

양호한 개인위생(맨손으로 즉석섭취식품 접촉 금지, 적절한
손 씻기, 질병이 있는 종업원 배제 또는 제한)

(E) 식품업계는 프로세스 접근법을 어떻게 활용하여 통제 불가능한 위해요소를 초래할 수

있는 식품매개 질환 위험인자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가?
식품과 식품 준비에 사용되는 세 가지 식품 준비 프로세스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식품이 위
험 온도 구간을 통과하는 횟수에 따라 관리 조치는 달라진다. 이 부속서에서는 식품 준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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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별로 가장 일반적인 관리 조치를 설명한다. 소매업체나 식품접객시설은 이러한 관리 조치
를 해당 시설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핵심요소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업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
는 작업이나 프로세스에 따라 이 문서에서 기술하지 않은 고유한 위해요소가 있을 수 있다. 작
업은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자발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발할 때, 프로세스에 공통되는 위해요소의 능동적인 관리통
제는 중요관리점(CCP)으로 지정된 특정 작업 단계에 설정된 관리 조치나 선행요건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달성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부속서 파트5 작업자 매뉴얼을 참조한다.
(F) 시설 전반에 걸친 고려사항

개인위생과 교차오염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작업 단계에서 특정 관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 관리조치는 사용하는 식품 준비 프로세스와 무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바이러스, 세균 또는 기생충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즉석섭취식품과 맨손 접촉
금지(또는 사전 승인된 대체 절차 사용)



바이러스, 세균 또는 기생충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손씻기



바이러스, 세균 또는 기생충이 손에서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질환이 있는 종업원
을 제한 또는 배제



오염된 도마, 식기, 앞치마,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과 즉석섭취식품 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접촉면의 교차오염 방지

(G) 식품 준비 프로세스 1 - 조리 단계가 없는 식품 준비

예시: 수령 → 보관 → 준비 → 유지 → 제공
일부 식품은 이 단계에 따라 준비된다. 이 단계를 따르는 식품 흐름 대부분은 소매식품점과
식품접객시설에 공통적이만 일부는 소매식품점에서만 사용된다. 회, 생굴, 샐러드와 같이 익히
지 않고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이 범주의 식품은 구성요소가 익히
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고 섭취하기 전에 따라 조리하지 않는다.
가공 단계에서 조리되었지만 소매 단계에서 더 이상의 조리를 거치지 않는 식품도 이 범주
에 포함된다. 델리 고기, 치즈, 그리고 저온살균 유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햄버거 고기, 치킨,
스테이크와 같이 익히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에 조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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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식품은 소매 및 식품접객시설에서 조리하지 않으므로 위험 온도 구
간 통과 횟수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소매 또는 식품접객시설에 구매 명세를 요구할 수 있다. 병원균을 사멸하는 단계를 거치
지 않으므로 종업원의 위생 관행 준수가 추가 오염 방지를 위한 주요 관리 조치다.
즉석섭취식품을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 및 오염된 장비와 기구와 분리 보관하여 교차오염
을 방지한다. 식품매개 질병은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되어 세균이 증식한 즉석섭취식
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 식품 준비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시설 전반적인 고려사항 외에도 다
음을 능동적인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세균 성장 및 독소 생성을 제어하기 위해 저온유지 또는 온도 제어 없이 시간을 관
리 수단으로 사용



식품의 출처(예: 바이러스, 천연독소, 비브리오균, 패류
시가테라 독소, 바다 생선



수령 시 온도(예: 스콤브로톡신과 연관된 일부 바다 지느러미 어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같은 저온성 세균의 생장 제어를 위하여 24시간 이
상 일정 온도로 유지하고 즉석 섭취하는 시간온도제어식품의 날짜 표시



기생충 감염 초래할 수 있는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수산물의 냉동



포자 형성 또는 독소 생성 세균의 성장 억제를 위하여 상온에서 특정 온도로 냉각

(H) 식품 준비 과정 2 - 제공 당일 준비

예시: 수령 → 보관 → 준비 → 조리 → 유지 → 제공
이 식품 준비 프로세스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되기 전에 소매점이나 식품접객시
설에서 위험 온도 구간을 1회 통과한다. 프라이드 치킨과 같은 보통 조리 후 제공될 때까지
뜨거운 온도로 유지되지만 조리 후 즉시 제공되기도 한다. 이 식품 준비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시설 전반적인 고려사항 외에도 다음을 능동적인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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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과 기생충을 파괴하기 위한 조리 단계



포자 형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고온유지 또는 시간을 이용한 공중보건 관리

승인된 식품 출처, 적절한 수령 온도, 조리 전 적절한 저온유지도 시가 독소와 스콤브로 독
소와 관련된 특정 해양 지느러미 어류의 취급에 중요하다.
(I) 식품 준비 과정 3 - 복잡한 식품 준비

예시: 수령 → 보관 → 준비 → 조리 → 냉각 → 재가열 → 고온유지 → 제공
대량으로 또는 익일 제공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식품은 보통 준비 과정이 길다. 이 식
품은 위험 온도 구간을 2회 이상 통과하므로 포자 형성 세균이나 독소를 생성하는 세균의 증
식 위험성이 더 높다. 부적절한 식품 온도 조절은 식품매개 질병을 초래하는 가장 보편적인 위
험인자이다. 식품취급자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온도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식품 준비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시설 전반적인 고려사항 외에도 다
음을 능동적인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세균과 기생충을 파괴하기 위한 조리 단계



포자 형성 또는 독소 생성 세균의 성장 억제를 위한 냉각



세균 성장 및 독소 생성을 제어하기 위해 고온유지 또는 온도 제어 없이 시간을 관
리 수단으로 사용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같은 저온성 세균의 생장 제어를 위하여 24시간 이
상 일정 온도로 유지하고 즉석 섭취하는 시간온도제어식품의 날짜 표시



고온유지를 위한 재가열(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식품 출처, 적절한 수령 온도, 조리 전 적절한 저온유지도 시가 독소와 스콤브로 독
소와 관련된 특정 해양 지느러미 어류의 취급에 중요하다.

5. FDA 소매 HACCP 매뉴얼
(A)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의 능동적인 관리통제를 평가하는 소매 및 식품서비스시설 운

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FDA는 어떠한 가이던스를 개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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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연방, 주 및 지역 규제 기관, 산업, 학계 및 소비자와 협력하여 식품안전관리: 식품

서비스 및 소매시설 사업자를 위한 HACCP 원칙의 자율 적용 매뉴얼(A Manual for the
Voluntary Use 도 HACCP Principles for Operators 도 Food Service and Retail
Establishments) 보통 “운영자 매뉴얼”로 불리는 이 문서는 HACCP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
접근법에 기초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발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운영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매뉴얼에서는 HACCP의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별 절차를 제시한다. 운영자가 대응 전략보다는 예방 전략을 통하여 식품 안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운영자 매뉴얼은 소매 수준에서 HACCP 원칙 적용에 관한 FDA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통제 불능의 위해요소를 초래하는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용적이
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프로세스 접근법을 토대로 HACCP 원칙을 자율적으로 구현하도록 권장
한다. 운영자 매뉴얼은 소매시설에서 HACCP 원칙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
방, 주 또는 지방 규정, 조례 또는 법률을 통해 요구되는 HACCP 계획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
어서는

안

된다.

이

문서는

FDA

웹사이트(http://www.fda.gov/Food/Guidance

Regulation/HACCP/ucm2006811.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B)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의 능동적인 관리통제를 평가하는 소매 및 식품서비스시설 규

제책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FDA는 어떠한 가이던스를 개발하였는가?
FDA는 소매업과 식품서비스시설의 규제 기관들을 위해 식품안전 관리: HACCP 원칙을 위

해 기반 소매 및 식품접객업소 점검에 적용하고 자율식품안전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규제책임자
를 위한 매뉴얼(Managing Food Safety: A Regulator’s Manual for Applying
HACCP Principles to Risk-based Retail and Food Service Inspections and
Evaluating Voluntary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s)을 발간하였다. 보통 “규제
책임자 매뉴얼”로 불리는 이 문서는 운영자가 식품매개 질병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능동관리통제를 평가하는 규제 책임자에게 위험기반 점검 “로드맵”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
되었다.
또한 이 매뉴얼은 위험요소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위험통제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자율적 개입 전략을 사용하도록 한다. 운
영자가 검사관으로부터 자율 적용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피드백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매
뉴얼은 규제 당국에게 현 시스템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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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FDA 웹사이트(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HACCP/
ucm2006811.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공전 부속서 5는 성공적인 위험 기반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개괄하고 국가소매
식품 규제프로그램 기준 권고안(Recommended National Retail Foo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 초안과 규제책임자 매뉴얼(Regulator’s Manual)에서 요약한 식품매
개 질병 위험인자의 능동적인 관리통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6. HACCP 원칙 적용의 장점
(A) HACCP 원칙 적용이 소매 및 식품접객시설의 규제 당국에 제공하는 이점은 무엇인가?

규제기관의 점검에 따른 주기적인 피드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HACCP 원칙에 따라 식품안
전관리체계를 구현하는 운영자가 직접 지속적인 문제 해결과 예방을 강조한다. 또한 HACCP
는 업계와 규제 기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촉진한다.
HACCP 원칙에 기초한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업계에 다른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한 가지 이
점은 이러한 계통이 전체 운영과 관련된 여러 위험요인을 능동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타 이점은 다음과 같다.


식품 손실 절감



식품 품질 향상



재고 관리 개선



제품 준비 일관성 향상



수익 증대



식품안전에 관한 종업원의 인식 제고와 참여 촉진

(B) HACCP 원칙 적용이 소매 및 식품접객시설의 규제 당국에 제공하는 이점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점검은 본질적으로 예방적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원 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사
후 대응적이다 전통적인 점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점검 시점에 법적 요구사항이 부합한지를
확인하는 “스냅샷” 평가 방식이다. 불행하게도 식품시설에 없을 때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과 절차에 관한 질의를 제외하고 검사관이 식품시설에 없을 때 시설에서 실제 능동관리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점검을 수행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식품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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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분야인 식품매개 질병 위험 요소에 집중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식품안전에 필수적인 통제
조치가 몇 가지 뿐이라는 것을 알고 검사 중에 이러한 조치들에 집중함으로써 식품매개 질병
위험요인에 대한 운영자의 능동적인 관리통제를 평가할 수 있다.
규제 기관은 일상적인 점검을 통하여 운영자에게 매우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는 특히 위해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할 때 유용하다. HACCP 원칙을 일상적인 검사에 통합하
여 점검 당국은 운영자에게 식품매개 질병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계통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7.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식품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매업과 식품 서비스 사업자는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하
는 위험 요인을 능동적으로 관리 통제하여야 한다. 기본 위생, 종업원 교육 및 기타 선행요건
프로그램과 결합된 HACCP 원칙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소매 및 식품 서비스에 HACCP 원칙을 적용하는 목표는 운영자가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기
위해 목적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세스 접근방식을 활용하면 HACCP 원칙을
용이하게 소매 및 식품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위해요소 통제 방법
은 통제 불능의 위해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 발생을 저감하는 간단한 통제 조치가 지속되는 시
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관리 통제의 개념을 구현한다.
소매 및 식품 서비스 규제 전문가의 역할은 식품매개 질병 위험 요소에 대한 업계의 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HACCP 원칙을 적용하여 위험 기반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규제기관
은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는 위험 기반 검사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가능한 해결책과 개선을 제
시함으로써 업계가 위험 요소를 능동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8. 감사의 글
이 부속서의 대부분은 식품 미생물 기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지침에 관한 국가 자문
위원회에서 1997년 8월 14일 채택한 것이다.
물리적 위해요소(표 3) “HACCP 원칙과 적용, 생물, 화학 및 물리적 위해요소 개용
(Overview of Biological, Chemical, and Physical Hazards HACCP Principles
and Applications)”에서 발췌하였다(Merle Pierson and Donald A. Corlett, Jr.
(Eds.), 1992. p. 8-28. Chapman and Hall,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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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호위원회 HACCP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두 HACCP 매뉴얼은 총회에서 승인되
었다.

9. 자료 및 참고문헌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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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위험기반 점검 수행
1. 목적 및 범위
이 부속서는 규제 프로그램 관리자 및 일선에서 활동하는 점검 관련자를 위한 위험기반 점
검의 계획, 일정 수립, 수행,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미국 FDA 자율소매식품규제프로
그램기준(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
ProgramStandards /default.htm)은 규제 프로그램 관리자의 위험기반 점검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개발에 도움이 될 추가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이 부속서의 주요 목적은 실사관이 활용할 수 있는 위험기반 점검 수행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자가 능동적인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통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 전문
가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부속서 4에서 기술하였듯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감시보고서(1993-1997), ‘식품매개
질병 발생 감시 - 미국’ (http://www.cdc.gov/mmwr/preview/mmwrhtml/ss4901a1.htm)
에서는 가장 최근 보고된 식품매개 질병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식품매개 질병 요인을
분석하여 확인한 5개 범주는 소매업체 및 식품서비스시설 내 식품안전 우려사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미국 FDA는 이를 ‘식품매개 질병 요인’이라 통칭한다.
해당 범주는 다음과 같다.


안전하지 않은 출처에서 얻은 식품



부적절한 조리



부적절한 유지 온도



오염된 장비



개인 위생 불량

미국 FDA 매뉴얼, ‘식품 안전 관리: 소매업체 및 식품 서비스에 대한 위험기반 점검
HACCP 원칙 적용 및 자율식품안전관리시스템 평가를 위한 기관 메뉴얼(FDA 기관 매뉴얼)’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HACCP/ucm2006812.htm)은

위험

기반 점검 수행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공전 부록 4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 원칙 및 HACCP 프로세
스 접근법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위험기반 점검 수행 준비 향상을 위해 이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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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본 부록 내 참조된 관련 FDA 문서에 대한 ‘소매업체 식품 프로그램 자료 가이드’
CD-ROM은 연방, 주(州), 지역, 부족(tribal) 규제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국 FDA
지역 소매식품전문가(Regional Retail Food Specialists) 또는 FDA 연방/주 관계 부서
(HFC-150)(주소: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5600 Fishers Lane, Room
12-07;

Rockville,

Maryland

20857;

PHONE

(301)

827-6906;

(FAX)

(301)

443-2143)가 제작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 위험기반 정기 점검
점검은 공중 보건 초기부터 식품 안전 규제 활동의 일환이었다. ‘정기 실사’라는 용어는 진
행 중인 규제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기적 점검을 일컫는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적절한 종업원 및 자원을 통해 실사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설을
철저히 평가하고 필요한만큼 충분한 질문을 통해 시설 운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도울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관할구역 대부분의 경우 점검 완료에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
렇다고 하여 개별 실사에서 식품매개 위험 요인 관리의 철저한 확인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한된 시간 내 위험기반 점검을 수행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상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실
사관은 시간이 제한적이더라도 시설 운영자가 식품매개 질병 위험 요인에 대한 능동적 관리통
제 정도를 평가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 점검의 주안점을 식품매개 위험 인자 통제에 두는 방식
으로 실사관은 식품매개 질병 감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능동적 관리통제란, 부록 4에 기술된 것과 같이 사업체 운영 관리를 통해 식품매개 질병 위
험 인자를 통제할 목적이 있는 특정 조치 또는 절차가 포함된 관리 통제 수단이다.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대응적 접근법이라기보다는 지속적 모니터링 및 검증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식품
안전을 의미한다.
능동적 관리통제 달성을 위해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 예방, 제거, 발생률 감소를 위한 식
품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도입이 권고된다. 규제 검사 및 후속 조치는 식품공전의 개입
(interventions) 정도를 평가하고,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에 대한 소매업체 및 식품서비스
시설 운영자의 능동적 관리통제 정도를 평가하도록 설계된 점검 프로세스를 통해 반드시 선제
적인 성격을 띄어야 한다. 하단에 기재된 5가지 식품공전의 개입은 식품공전(1993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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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신규 (규제적) 개입이며, 1993년과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도 의미가 있다. 다음은 소비
자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광범위한 관리 조치를 포괄한다.


지식 입증



종업원 보건 방침 이행



오염 매개체가 되는 손



시간-온도 상관관계



소비자 안내사항

식품공전의 개입이 시행되지 않거나, 행동 실태, 활동, 절차를 통해 식품매개 질병 유발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사관은 소비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시설 운
영자가 즉각적 시정 조치를 취하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실사관은 점검 당일 관찰된 사항 및 기
타 시점에 발생한 행동 실태, 활동, 절차에 대해 입수한 정보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의 강점 및 취약점을 평가할 수 있다.
점검 중 및 점검 후 모든 시점에 발견된 사항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향후 규
정 준수 달성을 위한 전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점검 중 시행된 시정 조치나 반복되는 위반 사
항은 점검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규정 위반 반복은 향후 규정 준수 및 조치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점검 프로세스 자체는 시설 운영자에게 식품공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공중보건 근거
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시설 운영자가 전반적인 식품 안전 사안에 대한 질
의를 할 수 있다면 공중 보건에 있어 규정 미준수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설 운영자가 식품매개 질병 요인과 관련한 규정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점검
프로세스를 통해 향후 관련 위험 인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 통제 시스템 수립을 도
울 수 있다.

3. 올바른 위험기반 점검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
A. 위험기반 점검 일정 수립
연구를 보면 제공되는 식품의 종류, 식품 준비 과정, 식품 수량, 식품을 제공받는 인구집단
모두가 소매업체 및 식품서비스시설 내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자율소매식품규제프로그램기준 내 기준 3에 따르면 규제 관할당국이 잠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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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식품 안전 위험성을 기반으로 식품시설을 최소 3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프로세스를 개
발하고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준3에 따라 규제 관할당국은 위험성 범주를 기반으로
점검 빈도를 할당하여 식품 안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식품 업체에 프로그램의 자원을 집중하
는 것이 요구된다. 각 카테고리 별로 변동 가능한 점검 빈도를 만들면 점검 관계자가 제한된
자원을 통해 식품매개 질병을 야기할 가장 높은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성 시설에 효과
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부록 내 표 1은 위험성 범주 및 위험성 기반 점검 빈도 할당 예시를 보여준다. 해당 예
시에서 식품의 종류, 식품 준비 과정,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와 관련된 규제 준수 이력이 위
험성 분류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관할당국은 특정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원에 맞는 위
험성 범주를 개발하고 매년 이를 재평가할 것이 장려된다.
초기에 식품시설에 할당된 위험성 범주와 관계없이 규제 관할당국은 때때로 점검 빈도 감소
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이 HACCP과 같은 자발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을 도입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 관할당국은 다음 요인을 고려하여
점검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와 관련된 규정 또는 주요 항목 미준수 이력



특수 가공과정 수행



서비스 제공 전 일일 식품 준비 수량



식품을 제공받는 대규모 인원



식품매개 질병 이력, 불만사항 이력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이력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 제공 여부

459

FDA Food code 2017

부록 5. 표1. 식품시설 위험성 분류
연간

위험성
분류

1

설명
편의점, 핫도그 판매대, 커피숍 대부분이 예시에 포함됨. 미리 포장된 식품,
비 TCS 식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시설. 비 TCS 식품만 준비하는 시설.
판매용 가공식품만 가열하고 TCS 식품을 고온유지하는 시설. TCS 식품 냉각
제외.

빈도수

1

그 외 범주 2 로 분류되나, 문서 이력을 통해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의
능동관리통제를 달성하였음을 입증한 시설

2

예시 가운데 식품 매장 소매업체,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 패스트푸드업체가 포함될 수도 있음. 한정된 메뉴. 대부분 제품이
즉시 준비/조리 및 제공됨. 준비 또는 조리 후 TCS 식품 고온 및 저온유지가
포함될 수 있음. 조리, 냉각, 고온유지를 위한 재가열이 요구되는 TCS 식품의
복합 준비 과정은 일부 TCS 식품에만 제한됨. 그 외 범주 3 으로 분류되나
문서 이력을 통해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의 능동관리통제를 달성하였음을
입증한 시설 그 외 신규 허가된 시설은 능동적 관리통제를 달성하고 이력을
문서화할 때까지 범주 1 로 분류.

2

3

하나의 예시로 풀-서비스 레스토랑을 들 수 있음. 폭넓은 메뉴 및 원재료(raw
ingredients) 취급. 조리, 냉각, 고온유지를 위한 재가열을 포함한 복합적 준비
과정이 수반되는 많은 TCS 식품, TCS 식품의 고온 및 저온유지가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세스 그 외 범주 4 로 분류되나 문서 이력을 통해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의 능동관리통제를 달성하였음을 입증한 시설. 그 외 신규 허가된
시설은 능동적 관리통제를 달성하고 이력을 문서화할 때까지 범주 2 로 분류.

3

4

취학 전 시설, 병원, 요양소, 소매 단계에서 가공을 수행하는 시설이 예시에
포함됨.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 또는 특수한
가공과정(훈연, 염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저산소 포장(ROP))을 수행하는
시설 포함

4

B.

적절한 장비 준비

위험기반 점검 수행을 위해 각 실사관은 시설 내 식품매개 질환 위험 인자를 평가할 수 있
는 적절한 장비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한다. 자율소매식품규제프로그램기준 기준 8(http://www.
fda.gov/Food/Guidance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ProgramStandards/
default.htm)에서 실사관에게 필요한 장비 권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실사관은 최소한 다음
필수 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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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식품에 적절한 탐침이 있는 열전대(TC)



알코올 스왑 또는 탐침 온도계 살균에 적합한 기타 장비



다양한 화학 살균제 종류에 필요한 화학적 검사 키트

부록_제5. 위험기반 점검 수행



감열성 테이프 또는 유점 온도계



손전등



야구 모자, 머리망과 같은 헤드 커버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도구

‘필요에 따라’ 실사관은 다른 장비를 제공받는다. 반면 각 실사관이 하단에 기재된 장비를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관의 가용 자원에 따라서 다음 장비는 본부 내에서 적절히 공유
될 수 있다.


식기세척기(5~30 psi) 분사구에서 온수의 인라인(in-line) 압력 확인을 위한 압력계



광도계



거리 측정을 위한 측정기기



시간/온도 데이터 기록기



pH 미터



수분활성도 측정기



카메라



전자검사시스템 장착 또는 미장착 컴퓨터



자외선 조사등



식품매개 질병 검사 키트



시료 채취 키트



휴대전화

C. 적절한 교육 제공
자율소매식품규제프로그램기준 기준 2는 규제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식, 기
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실사관은 위험기반 점검을 수행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훈련에는 현장 외 훈련, 실제 현장 훈련, 표준화, 지속적 교육이 복합적
으로

포함된다.

구체적인

훈련

관련

권고사항은

자율소매식품규제프로그램기준

기준

2(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ProgramSt
andards/default.htm)와 앞서 언급한 웹사이트 내 부록 B에서 확인 가능하다.
(1) 현장 외 교육훈련
책임자 훈련의 첫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역사, 구조, 기타 식품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을 살펴봄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을 특별히
강조하여야 한다. 기초 교육 훈련 과정에는 다음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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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규정, 조례



공중보건 원칙



소통 기술



역학(疫學)



미생물학



HACCP

미국 FDA의 ORA-U (http://www.fda.gov/Training/ForStateLocalTribalRegulators/
ucm121831.htm)는 인터넷을 통해 규제 책임자 측에 무료로 기초교육과정 구성요소를 제공
한다. 이를 통해 주, 지방, 부족 보건부는 자체 훈련 과정을 개발할 필요 없이 시간과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실사관들이 필요에 따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원격 학습을 통해 정부
기관 및 산업은 비용 효율적으로 최신 기술 및 규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유포할 수 있다.
(2) 현장 교육훈련 및 경험
교육훈련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입 실사관을 훈련관과 함께 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현장
교육훈련에서는 면담, 관찰, 조건(온도, 살균력) 평가,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통제력 평가, 식품공전의 개입 시행, 점검 서식 작성과 같은 구체적 점검 수행업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만약 기관이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훈련도 본 단
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HACCP 원칙 기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평가는 현장 교육훈련 경험의 일환이 되어야 한
다. 교육 강사와 교육생은 시설 메뉴, 운영, 조리법, 관리운용규정(SOP)을 검토하여야 한다.
실사관은 식품 준비 과정에 대한 정보 수집, 정확한 식품 공급 기록, 중요관리점(CCP) 및 한
계기준(CL) 결정에 숙달되어야 한다. 또한, 이 교육훈련 단계에는 위험 인자 발생 예방의 자발
적 전략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관할권 내 규제 준수 및 집행 프로토콜에 익숙해지는 과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3) 표준화
교육훈련의 세 번째 단계에는 표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적용가능한 규제, 점검
방법, 보고서 작성 응용 및 해석 면에서 일관성을 제고한다. 프로그램 기준은 점검 수행 책임
자가 ‘소매업체 식품 점검/훈련 담당관의 표준화 및 인증을 위한 FDA 절차’에 기술된 과정과
유사한 표준화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한다.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

RetailFoodProtection/Standardization/default.htm). 훈련생이 교육현장 외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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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현장 교육훈련을 완료한 후에는 표준화가 완성되어야 한다.
(4) 지속적 교육
점검 책임자 교육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교육훈련의 마지막 단계에는 지속적인 학습을 보장
할 방법과 책임자가 식품 안전 쟁점과 최신 과학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육훈련을 제
공할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D. 적합한 프로그램 자원 보장
자율소매식품규제프로그램기준 기준 8에 명시된대로 같이 규제 기관은 식품매개 질병 위험
인자 발생을 줄이도록 고안된 위험기반 소매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금 지원, 인력,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시 식품 규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자
금 지원 및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소매식품규제프로그램기준 기준 8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을 통해 점검 각 280회에
서 320회마다 식품 종사자 FTE(Full-Time Equivalent) 1 수준의 종업원 규모를 갖춘 소매
식품안전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같은 계산
을 위하여 점검에는 정기 점검, 재점검, 불만사항 조사, 질병 발생 조사, 규제 준수 후속 점검,
위험성 평가 재검토, 프로세스 검토, 변동 과정 검토, 현장 훈련과 같은 기타 직접적 시설 방
문시간이 포함된다.

4. 위험기반 점검 방법
A. 점검 주안점

위험기반 점검 수행에는 시설 운영자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통
제하는 정도를 평가하며 실사관의 집중된 역량이 요구된다. 또한, 각 점검 중 식품공전의 개입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실사관은 통제를 벗어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로 이
어질 수 있는 행동, 관행, 절차를 관찰하고, 관리자 및 종업원과 면담을 통해 실제 관찰한 내
용을 보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소매업체 및 식품서비스시설 운영자의 경우 식품 안전을 보장하도록 ‘통제 수단’을 도입한
다. 통제 수단이란 식품 안전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제거하며, 줄이는데 사용되는 조치 또는
활동이다. 실사관은 각 식품 준비 과정에 대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발생 방지를 위해 도입
되어야 할 통제 수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업체 별로 공통적인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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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 중요한 것은 실사관이 식품 준비 과정과 소매업체 또는 식품서비스시설 운영자가
착수한 모든 관련 있는 통제 수단이 곧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이다. 이미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실사관이 질문해야 할 수 있다. 일단 능동
적 관리통제 수준이 확인되면, 실사관은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시설 운영자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시를 통한 진행

B.

중요한 식품 안전 원칙을 소매업체와 식품서비스시설 운영자에게 전달하는데 있어 비언어적
전달은 구두 전달만큼 중요하다. 점검 중 예시를 설정하여 실사관은 자신의 능숙도를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 및 종업원들에게 중요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다
음은 점검 중 실사관이 예시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점검 시작 시 식품 준비 구역에 들어갈 때 및 손이 오염될 수 있는 모든 활동 수행
후 손을 세정함.



설사, 발열, 구토, 황달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또는 식품으로 전파되는 질병 진단
을 받았을 때 일하지 않음.



맨손으로 RTE 식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함.



점검 전 및 각기 다른 식품 검사 때마다 열전대(TC) 탐침을 세척하고 살균함.



적합한 머리카락 고정도구를 사용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



식품이 닿는 소독된 청결한 표면을 불결한 손이나 점검 장비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
의함.

C.

다양한 시간대 점검 수행

실사관은 영업 시간 중 또는 기타 적절한 시간에 시설을 방문하여야 한다. 실사관은 신분증
을 제시하고 허가증 소유자나 책임자에게 구두나 서면을 통해 점검의 목적을 알려야 한다. 점
검 수행이 거부될 경우 식품공전 및 관할당국 절차 내에 기술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거부
사실을 점검보고서로 문서화하며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점검 명령을 하달 받아야 한다.
점검 계획 시 실사관은 시기 선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취, 준비, 냉각과 같은 소
매업체의 몇몇 운영 단계는 한정된 시간 동안에만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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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운영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이외의 시간에 진행되는 핵심적 프로세스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도 점검을 수행하는 유연
성이 실사관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D. 점검 우선순위 확립 및 현명한 점검 시간 사용

시간이 제한적으로 할당되므로 실사관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각 식품시설에
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점검 과정 중 기본적인 위생 사안은 일반적으로
변동이 없으나,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행동, 관행, 절차의 경우
준비나 냉각 과정과 같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관찰할 수 있을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에 대한 능동적 관리통제 평가는 보통 기본적인 위생 사안 검토 전에 이루어져
야 한다.
효과적인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다음 4가지 활동이 점검 초기 단계에 완료되어야 한다.
(a) 책임자와 솔직한 대화를 할 것
(b) 이전 심사 기록을 검토할 것
(c) 메뉴 또는 식품 목록을 검토할 것
(d) 빠르게 한 번 둘러볼 것
(1) 책임자와의 솔직한 대화
종종 점검 초기 단 몇 분 동안 점검 분위기가 결정된다. 전문적인 접근법과 우호적인 접근
법 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식품시설과 종업원에 대한 진심 있는 관심은 좋은 관계 형성으
로 이어질 수 있어, 공중보건 향상이라는 목적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점검 단
계 동안 책임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경우 실사관은 기존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입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점검의 주안점을 시스템의 취약점에 두기 위해서는 점검 초반에 기존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의 강점과 취약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점검 전 단계에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와 관련한
관행 및 절차에 대한 질문과 시설의 종업원 건강 방침이나 소비자 권고문과 같은 식품공전의
개입 여부를 질문하여야 한다. 식품시설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는 종업원들이 맨손 접촉 금지 및 손세척 방
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중요하다. 수취, 냉각, 준비와 같은 주요 활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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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 또한 통제 불능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책임자가 점검 중 실사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이 관찰되는 시점에
바로 지적되어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자 동행을 통해 결국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더불어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및 식품공전의 개입 관련 위반사항의 중요성은 점검 완료까
지 기다리는 것보다 점검 수행 중 지적될 경우 더 확연히 나타난다. 즉시 개선 조치가 취해졌
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은 점검 문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취해진 개선 조치 또한 기록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실사관은 이러한 시간을 활용해 필수
과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실사관이 규정 이면의 공중보건 근거를 전달할 경우 책임
자는 업체의 일일 운영에 있어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에 대한 능동적 관리통제가 반드시 최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점검 초반에 실사관은 그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냉각 및 재가열과 같은 과정의 경우 시간을 두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사
관은 점검 착수 시 식품이 현재 냉각되거나 재가열되는 중인지 물어야 한다.
실사관은 시설 운영자가 식품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
다. 실사관만 발언을 하는 일방적 전달 방식은 위험기반 철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위험기반 점검은 실사관의 식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프로세스, 절차의 올바른 평가를
위한 상호 소통 능력에 달려있다.
(2) 이전 점검보고서 검토
통제 불능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점검 수행 전 실사
관이 이전 점검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사무실 내 또는 식품시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전 점검보고서 검토는 실사관들이 순환 근무를 하는 관할구역 내에서 특히 중요하
다. 만약 동일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가 점검 1회 동안 통제를 벗어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입 전략(intervention strategy)을 시설 운영자가 개발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개입
전략은 본 부록에서 이후 논의된다.
마지막 점검에서 시정된 사항을 숙지한다면 실사관은 시설 운영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방침과 절차에 맞게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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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3) 메뉴/식품 목록 검토
시설 내에서 준비 및 제공되는 식품의 서면 형태 또는 구두로 전달되는 목록을 포함한 메뉴
는 상당히 간단한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 업체를 신속히 둘러보는 동시에 또는 따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또는 점검 시작 시 관리자와 논의 형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메뉴/
식품 목록 검토는 매 점검 동안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최근 점검에서 검토가 수행되었을 경우
실사관은 마지막 메뉴 검토가 실시된 후 준비 과정상 변동사항이나 신규 품목, 계절 품목, 대
체 품목에 대해 질문하여야 한다.
메뉴/식품 목록 검토를 통해 실사관은 식품 품목을 1개에서 3개 광범위한 프로세스 카테고
리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동 내용은 식품공전 부록 4 및 이후 본 부록에서 다뤄짐). 마음속
으로 품목을 프로세스 별로 분류하면 실사관이 각 단계에서 핵심적인 통제 조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검토를 통해 실사관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점검의 우선순위를 확립할 수
있다.


고위험 식품 또는 고위험 식품 준비 프로세스



수취, 준비, 조리, 냉각과 같이 추가적인 질문이 요구되는 운영상 단계

고위험 식품 또는 고위험 식품 준비 프로세스 식별을 통해 감시관은 미통제 시 식품매개 질
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이 같은 식품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에 집중할 수 있다. 메뉴/
식품 목록 검토는 실사관이 TCS 식품 또는 ‘껍질에 담아서 제공되는 생굴’과 같은 고위험 계
절성 메뉴 품목이 아닌 식품 제조(formulating)와 같은 특수 가공과정을 인지하는 유일한 시
간이 될 수도 있다. 껍질째 제공되는 패류(shellstock)나 날 것으로 섭취하는 특정 생선과 같
은 식품의 경우 점검 중 검토가 필요한 문서가 요구된다. 시저 샐러드나 홀랜다이즈 소스가 제
공될 경우 이는 종종 날달걀 또는 설익은 달걀과 함께 준비되므로 해당 품목 준비에 대한 추
가 질문이 필요하다.
수취, 준비, 조리, 냉각과 같은 몇몇 운영 단계의 경우 해당 단계가 발생하는 일부 시간 때
문에 소매업체 및 식품 서비스 점검 시 엄격히 점검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 점검
이 오후에 진행될 경우 수취 및 식품 준비는 이미 끝났을 수 있다. 시설의 식품매개 질병 위
험인자에 대한 능동적 관리통제 평가를 위해서 실사관이 점검 중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운영상
단계에 대한 정보 습득을 위해 충분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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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속히 둘러보기
실사관이 책임자와 메뉴나 식품 목록을 논의하고 열린 소통을 하는 동안 그 시간에 시설 내
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신속히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신속히 둘러보는 것은 점검 중
시간이 지나서까지 발견되지 않거나 관찰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활동을 관찰
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수취



식품 준비 및 취급



조리



냉각



재가열

식품을 준비하는 서비스 종업원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 또한 시설의 식품 안전 훈련 및
냉각과 같은 중요한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기준 절차의 효율성 평가에 훌륭한 방법이다. 식품
수취 및 준비가 점검 시작 시 진행된다는 것을 주지할 경우 실사관은 ‘실제’ 생산 프로세스 관
찰을 이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같은 방식은 실사관이 시설의 실제 관행에 대한 명확
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식품 수취 및 준비는 제한된 시간동안 진행되므로 실
사관은 진행 중 운영 단계를 관찰하기를 원할 수 있다.
점검 초반에 TCS 식품의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점검이 오전에 진행될 경우
실사관은 전날 밤 보관된 남은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점검이 오후에 진행될 경우 실
사관은 그날 오전에 준비되어 냉각 중인 식품의 온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시점에 조
리 중이거나 재가열 중인 식품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

프로세스 플로우 결정

많은 소매업체와 식품서비스시설이 운영에 일반적인 식품 준비 방법 및 프로세스 통제를 수
립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 품목이 아닌 식품 준비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것은 종종 HACCP ‘프로세스 접근법’으로 불린다. HACCP 원칙을 활용
한 프로세스 접근을 한 업체 내에서 품목 다수를 식품 준비 프로세스로 나눈 후 각 프로세스
와 연관 있는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를 분석하는 접근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식품 흐름에서
특정 운영 단계에 관리 통제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식품매개 질병을 예방될 수 있다.
식품공전 부속서 4 내용대로 소매업체 또는 식품서비스시설에서 생산된 식품 품목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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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위험온도범위(TDZ)인 41 F에서 135 F 구간을 통과한 횟수를 기반으로 준비 프로세스 3가지
중 한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한 시설 내에서 제품이 준비되는 방법을 숙지할 경우 실사관은
해당 제품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와 단계에 점검의 주안점을 둘 수 있다.
F.

프로세스 흐름에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확인

식품공전 부록 4에는 핵심적인 시설 전반의 통제 조치와 더불어 각 식품 준비 프로세스에
특정한 핵심적 통제 조치의 세부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실사관은 점검을 대체로 시설 운영자가
각 업체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에 흔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통제를 위한 통제 조치를 도
입하였는지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특정 업체에 독특한 기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
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사관은 각 운영방식 및 실시되는 식품 준비 프로세스를 독립적으
로 평가하여야 한다.
G. 식품매개 질환 위험인자에 대한 능동적 관리통제 및 식품공전의 개입 이행 평가

일부 식품시설은 공식적 HACCP 계획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HACCP 시스
템 없이도 모든 식품시설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에 대한 능동적 관리통제력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리자 감독, 기준 운영 절차와 같은 몇 가지 수단을 통해 달성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식품시설은 통제 수단을 개별 조리법, 생산 일정, 종업원 직무
설명에 포함시켜 능동적 관리통제를 달성한다.
책임자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고 적절한 빈도로 모니터링이 확실히 실시되도록 종업원에게
내부 서면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도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가 관리될 수 있다. 직접 관찰이든 적절한 측정 방법을 취하든 모니터링은 식품
안전 보장에 있어 단연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시설 운영자가 시설 내 모든 핵심 활동을 효과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식품은 안전할 것이다. 일부 예
외가 있으나 소매업체의 공식적 기록 유지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점검 중 기록을 활용할 수 없
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이 기존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매개 질환 위험인자를
적절히 모니터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관찰과 면담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각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에 대한 능동적 관리통제력을 평가하는 방법과 각
식품공전의 개입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제공한다. 능동적 관리통제 평가
는 식품공전 조항 준수를 확인하는 것 이상이다. 시설 운영자가 이를 갖추었는지 평가할 때 실
사관은 운영자가 적절한 통제 조치와 한계기준(CL)을 확립하였는지, 적절한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절차가 시행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실사관은 관리자와 종업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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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원칙과 식품매개 질병 예방에 필요한 필수 관행 및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평
가하여야 한다. 점검 중 위험인자 발생 통제에 적절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을 실사관이 관찰할 경우 즉각적 시정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1) 지식 입증
책임자는 공전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식품공전 조항의 숙지와 적용은 식품매개 질병
및 상해 예방에 필수적이다. FDA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식품관리자가 현장
에 있을 경우 산업 내 특정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의 발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책임자가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려면 실사관은 책임자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
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유효한 식품안전관리자 인증 여부



현재 진행 중인 점검에서 우선조항 위반사항이 없었음.



식품공전 내 2-102.11(C)에 제시된 식품 안전 관련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을 함.

(2) 안전한 출처 및 수취 온도 평가
점검이 시행되는 시간과 날짜는 식품이 안전한 출처로부터 온전한 상태로 수취되었는지 평
가할 때 중요하다. 식품이 점검 시행일에 수취될 수도 있다. 실사관은 수취가 이루어진 날짜를
확인하고, 시설이 수취 절차를 바르게 진행하였는지 확인하도록 질문하여야 한다. 제품 수취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알 경우 동 시간에 점검 일정을 잡을 수 있다. 만약 점검 중 식품이 배송
될 경우 실사관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품 내부 온도 확인



배송과 동시에 포장 무결성 확인



온도 오용의 징후 확인(예시: 냉동 제품 포장 내 큰 얼음결정)



교차오염 가능성 확인을 위한 운송 트럭 및 제품 검사



수취한 제품의 오염, 유지 및 냉각 온도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 관행 관찰



식품이 규제되는 식품 가공시설(가정 내 준비되는 식품 없이)로부터 적합한 온도에서
수취되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취 일지 및 기타 문서, 제품 표시, 제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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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 굴, 홍합과 같은 패류의 허가된 출처를 평가할 때 실사관은 패류가 일 년 중 어느 시
점이든 상관없이 제공되는지 질문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할 경우 실사관은 태그나 라벨을 검토
하여 패류 공급자가 자격이 있는지, 최신 패류선적리스트(ICSSL)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ICSSL은 링크(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ederalStatFood
Programs/ucm2006753.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사관은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꼬리표
나 라벨에 제공되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수확인 인증서 번호, 물의 종류, 패류 수확
일, 수확유형, 수확량, 이외 이와 유사한 수확 후 패류를 취급하는 각 중개인 정보). 껍질째 제
공되는 패류 꼬리표는 시간순으로 90일 간 보관하여야 한다.
수산물과 관련하여 실사관은 수사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 및 수확되었으며, 신용할 수 있
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생선류가 점검 중 배송되거나 실사관이
시설에 도착하기 직전에 수취되었을 경우 온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특히 참치, 마히마히, 블루
피시, 고등어, 도미는 온도 확인이 중요하다. 해당 수산물은 시간과 온도가 오용될 경우 스콤
브로톡신(scombrotoxin)이 형성되기 쉽기 때문이다. 실사관은 아가미, 눈, 몸체에 대한 관능
검사를 시행하여 신선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사관은 특정 참치 종을 제외하고 익히지 않았거나 덜 익은 상태로 섭취하는 수산물이 기
생충 제거에 요구되는 시간 및 온도에서 냉동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냉동 기록을 검
토하거나, 공급업자의 보증서가 파일로 보관되었는지 확인하여 가능하다. 만약 현장에서 냉동되
었을 경우 실사관은 냉동 기록이 판매 또는 서비스 일자를 지나 최소 90일 동안 유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수렵동물이나 야생 버섯을 제공하는 경우 실사관은 해당 제품이 일 년 중 어느 시점이든 상
관없이 제공되는지 질문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할 경우 실사관은 송장 검토를 통해 허가된 출
처에서 왔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스 및 유가공품의 경우 실사관은 액상 원유와 유가공품이 저온 살균되었으며 적절한 온도
에서 수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팩주스의 경우 실사관은 주스가 저온 살균되었는지, 그렇
지 않다면 저항성 미생물 대부분이 5로그 수준으로 감소되도록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점검 중 실사관은 원래 용기에서 옮겨진 식품의 출처도 질문도 하여야 한다. 점검 중 어느
시점이든 특정 제품의 출처와 같이 의심점이 한 가지라도 생길 경우 실사관은 출처를 입증할
송장이나 영수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플랫 브레드, 와플, 파이, 케이크와 같은 특정 제품의 경
우 준비에 특별한 조리용 장비가 요구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제품 준비에 적합한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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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없고 해당 제품이 원래 용기에 보관되지 않을 경우 실사관은 해당 제품의 출처를 물어
야 한다.
허가되지 않은 위험한 출처에서 온 식품이나 증명할 수 없는 출처에서 온 식품은 적절한 서
류가 제공될 때까지 폐기되거나 따로 보관 또는 사용이 금지(under embargo)되어야 한다.
또한, 실사관은 허가되지 않은 출처에서 공급된 식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의 위험성을 관
리자와 종업원에게 알려야 한다. 익히지 않거나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는 수산물과 냉동 증명
서나 냉동용 장비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수산물의 경우 완전히 익히는 메뉴로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제공되는 메뉴 품목 문제로 조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3) 오염된 장비 및 교차오염 가능성 평가
이 위험인자에는 교차오염 예방을 위한 제품 및 장비의 적절한 보관과 사용이 포함된다. 세
척, 살균, 식품과 접촉하는 장비의 표면 및 기구를 식품매개 병원체 전파 및 오염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
실사관은 시설을 둘러보면서 식품 보관 구역의 적합한 보관, 분리, 구분, 오염 방지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실사관은 미가공 동물성 식품(raw animal foods) 및 RTE 식품(ready-to-eat
foods)이 수취, 보관, 준비 중 분리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조리된 새우는 조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되던 원래 용기에 다시 넣으면 안 된
다. 조리되지 않은 닭고기를 손질한 도마에서 조리된 스테이크를 손질할 때는 스테이크 손질
전에 도마를 세척, 헹굼, 살균하여야 한다.
또한,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은 조리 온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닭고기와 같은 고온
조리가 요구되는 식품은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같이 더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아래
또는 이와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TCS 식품이 냉각되고 있지 않을 경우 냉장실에 있
는 동안은 해당 식품의 표면을 덮거나 포장한 상태여야 한다.
식품이 준비되는 흐름을 따라가면 실사관은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익히지 않은 식품과 RTE 식품 간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실사관은 식품을 재조건화
(recondition) 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일부 경우에 영향을 받은 식품에 따라서 재가
열할 경우 어느 위험성이든 제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면 식품은 폐기하여야 한다.
실사관은 칩, 빵, 디핑소스와 같이 노출된 식품이 소비자에게 다시 제공되지 않는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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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소비자 셀프서비스 요구사항은 식품공전 내 소비자 셀프서비스를 위해 제공되는 식
품 유형, 진열 식품 보호, 해당 업체 종업원 모니터링 부분을 참조한다.
육안으로 식품이 접촉하는 장비 표면 및 기구를 점검하여 기구가 허가된 방법 및 빈도에 따
라 청결하고 살균된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잔여물, 기름기, 기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오염이 있는 기구는 재세척 및 재살균되어야 한다.
관리기준이 올바르게 이행되어 기구, 장비, 개인용일회용품이 환경적 오염 물질, 종업원, 소
비자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제거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손을 씻는 개수대나 준비용 개수대와
가까이 위치하여 환경으로 인한 오염이 쉬운 장소에 청결한 장비와 기구가 보관될 경우 실사
관은 시설 운영자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 환경을 재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황
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장비를 재세척하고 재살균하여야 할 수 있다.
실사관은 손세척 작업을 관찰하여야 한다. 손세척용 개수대와 고정시설물이 여기서 튄 물로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이나 식품이 오염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경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가림막(splashguard)을 설치하거나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실사관은 준비용 개수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해당 개수대가 점검 진행
중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축적된 오염물은 개수대를 사
용 전에 세척하거나 헹구지 않고 적절히 살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육안으로 확인 가
능한 흔적이다. 만약 채소나 고기용으로 지정된 개수대가 있을 경우 실사관은 개수대와 식품
준비 구역의 배치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이 접촉하는 표면의 세척 및 살균과 관련하여 실사관은 해당 표면 전체의 세척 및 살균
절차가 식품공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모든 식기세척 작업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설 내에서 기구와 취사도구를 어떻게 세척하고, 헹구고, 살균하는지
질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식기세척 절차 및 장비 평가 시 실사관은 식기세척기나 개수대에
맞지 않은 정도로 큰 조리 도구와 제과 장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수대를 준비하
여 식기세척 책임자가 절차를 직접 보여주도록 하여 절차를 관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4) 조리 온도 평가
점검에서 실사관은 식품 조리 온도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능한 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조리 온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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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반드시 식품이 조리되는 시간에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
이 바쁜 시간인 점심이나 저녁 시간 동안 점검을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바쁜 시간 대에
는 시설 운영자가 해당 시간에는 식품 조리를 재촉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공전 내 TCS 식품 조리를 위한 한계기준(CT)에는 식품의 모든 부분이 특정 온도에서
가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대용량 구이요리의 경우 온도 측정 시 조리 후 온도 상승
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온도가 평형을 이뤄 식품 전체 온도가 일정해지기 때문이다.
점검 동안 조리 종료 시점 온도에서 시간 한계기준(CT) 또한 반드시 측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54°C(130°F)에 조리된 로스트비프는 병원체 파괴를 보장하기 위하여 112분 동안 동일
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조리 시간 및 온도는 점검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올바른 온도측정장치와 기술은 TCS 식품 온도를 정확히 확인하는데 필수적이다. 제품의 기
하학적(형상) 중심부나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특히 조리 한계기준(TC) 측정
시 이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실사관은 제품의 두께에 알맞은 열전대(TC)나 탐침이 달린 서미스터를 이용해 제품 내부 온
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햄버거 패티와 생선 필레(fish filets) 온도 측정 시에는 직경이 짧은
탐침이 사용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두꺼운 식품의 조리 온도 확인 시 실사관은 눈금이 있는 바
이메탈 봉상 온도계(bimetal stem thermometer)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적외선 온도계는 내
부 조리 온도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모든 점검 단계 동안 조리 평가를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실사관은 조리가 완료되면 실사관
에게 알려주도록 협조적인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사관은 조리 온도가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설 내
다른 구역에서도 점검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식품시설은 정기적으로 조리 온도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규제 점검 중 이 같은 활동에서
책임자 참관 하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온도계 유
무와 올바른 온도계 사용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온도측정장치와 실사관이 사용하는 눈금이 있는 온도측정기를 비교하여야
한다. 이탈 사항은 점검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실사관은 시설 종업원에게 시설의 온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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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알맞게 교정(calibration)을 시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조리 온도가 요구된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실사관은 식품이 적절한 온도에 이를 때
까지 조리를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사관은 관리자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조리의 공중보건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5) 보관 시간 및 온도, 날짜 표시 평가
TCS 식품의 저온 및 고온유지 온도와 냉각 시간 및 온도는 열전대(TC), 서미스터, 기타 적
절한 온도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점검 중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 TCS 식품 운송 중 온도도
확인되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병실로 음식을 운반하는 고온유지 카트(holding cart), 단위 주
방(satellite kitchen), 출장식품서비스 등이 예이다. 원칙적으로 위험기반 점검 중 시설 내
모든 저온 및 고온유지장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유지 온도 확인 시 적외선 온도계 사용은 식품공전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식품 표
면 온도 확인만으로는 실사관이 식품 표면 이면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저온유지 식품의 경우 부적절한 냉각에서, 또는 고온유지 식품은 부적절한 재가열에서
기인할 수 있다. 또한, 실사관은 식품이 혼합되기 전 온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
를 측정하기 전에 식품을 교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품 온도 측정점은 대체로 제품의 기하학적 중심부이며 특히 저온유지 한계기준(CL)을 측
정하는 경우 온도 측정 지점이 중요하다.
고온유지 한계기준(CL)의 경우 열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추가적으로 온도를 측
정하여야 할 수 있는데, 증기고온유지장치(steam table) 상부에 보관 중인 식품의 표면 근처
를 예로 들 수 있다. 우유갑이 포장된 육류 제품 사이 공간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포장물 사이 온도보다 포장 TCS 식품 자체 온도가 더 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대형 온도유지장치나 증기고온유지장치를 이용하여 식품 온도를 고
온으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장비의 정상적 기능 확인을 위해 식품의 다양한 부분에서 온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식품 온도에서 편차가 발견될 경우 동 문제가 장비 문제로 인한 것인지, 냉각이나 재
가열과 같은 프로세스가 잘못되어 발생한 문제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점검 단계를 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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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식품공전 규제를 기반으로 한 위반사항 관련 식품에 대한 개선 조치가 요구되어야
한다. 식품을 폐기해야 할 경우 관할지 식품공전 규제에 맞게 판매 중단이나 사용 금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책임자가 이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다. 시간 및 온도 오용의 정도와
문제의 제품의 적절한 처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
다. 실사관이 현장 시정 조치에 적합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점검 중
관찰된 사항과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한다.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시간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 서면가 작성되었는가? 있다면 이
를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가?



식품의 재료가 무엇이며, 어떻게 조리되는가?



식품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클로스트리디움 보
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바실러스 세레우스균(Bacillus cereus)이 위험요
소로 내재될 가능성이 있는가?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 또는 오염된 장비가 조리 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



조리 후 오염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문제의 위험성이 재가열을 통해 제거될 수 있는가?



자주 손을 올바른 절차에 따라 씻는 관행을 포함하여 종업원들이 개인 위생을 잘 관
리하고 있는가?



온도통제를 벗어나기 전 식품이 적절한 온도에서 재가열 또는 조리되었는가?



탐침 온도계를 이용해 측정했을 당시의 식품의 온도는?



식품이 얼마 간 통제 온도를 벗어나 보관되었나? (관리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질의)
종업원과 관리자의 답변 내용이 일치하는가?



측정 시점의 온도까지 냉각하는데 걸린 시간이 통제 온도를 벗어나 보관된 시간과 일
치하는가?



남은 식품을 보관하는가?



조리 후 식품 제공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식품에 대해 아는 내용, 식품의 온도, 취급법, 통제 온도 외 시간을 고려했을 때 재
가열을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위험성이 식품에 이미 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식품이 재가열로 재조건화될 수 있다고 해도 향후 규제 준수를 보장하도록 책임자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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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여야 한다. 예로, 오작동 또는 작동 불가능한 장비 보수가 있으며, 식품 유지 온도 모니터
링에 필요한 절차 준비를 수정하거나 절차를 도입할 위해성관리계획(RCP) 시행이 있다.
병원성 세균의 증식과 독소 형성 통제 시 온도만 활용하는 대신 시간만 활용하거나 시간-온
도를 혼합 활용할 경우 반드시 엄격한 통제법을 도입하여 따라야 한다. 실사관은 서면 절차가
식품공전에 따라서 현장에 존재하고 준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날짜 표시는 어떤 시간-온도 조합에 따른 능동적 관리통제법이 저온저장소에서 TCS 식품,
RTE 식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균의 증식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예외가 있으나 현장에서 준비되고 24시간 이상 보관된 모든 RTE 식
품, TCS 식품은 날짜 표시를 통해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요일이나 날짜, 또는 폐기일자가 표
기되어야 한다. 실사관은 질문을 통해 리스테리아균 통제를 위해 실행되는 시스템이 식품공전
의 의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날짜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에 날짜 표시가 안된 경우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6) 고온유지를 위한 재가열 평가
점검 수행 시간은 고온유지를 위한 재가열에 대한 식품시설 통제 평가를 위한 핵심 요인이
다. 가능하다면 개점 전 준비시간 동안 점검을 진행하도록 일정을 수립한다. 만약 점검이 개점
전 준비시간 동안 또는 다른 준비시간 동안 수행될 경우 실사관은 고온 보관된 식품의 이력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식품 온도가 고온유지 온도 최저 수준인 경우, 해당 식품은 고온유
지장치나 증기고온유지장치에 진열되기 전 부적절하게 재가열되었을 수 있다.
만약 증기고온유지장치에서 식품이 ‘재가열’되는 모습이 확인될 경우, 최대 제한 시간 내에
적절한 온도로 식품 재가열이 가능한 장치인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 고온
유지를 위한 재가열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개선 조치는 식품이 통제 외 온도에 보관된
시간과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 하지만 대부분 식품을 빠른 속도로 재가열하여 고온에서 유지할
수 있다.
(7) 냉각 평가
부적절한 냉각은 세균성 식품매개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모든 점검 중에는 냉각 온도 및
시간이 면밀히 평가되어야 한다. 시설이 식품 냉각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점검 수행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른 아침에 진행하는 실사의 경우 남은 식품이 전날 밤부터
적절히 냉각되었는지, 적절한 냉각법을 통해 냉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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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점검 시에는 그날 아침에 준비된 제품 냉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식품시설이 주중 특정한 요일에만 제품을 대량으로 준비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실사관이 가능한 각 시설 운영에 익숙해져 이에 맞춰 점검 일정을 잡는 것이 핵심적이다.
냉각 관련 시간 변수로 인하여 실사관은 항상 점검 시작 시 해당 시점에 냉각되고 있는 식
품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사관이 제품의 초기 온도를 측정할 기회를 얻어, 이후
온도를 재확인할 시간을 벌어 한계기준(CL)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종 냉각 관련 문제는 질문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
도 실사관은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실시 중인 냉각 절차를 질문하여야 한다.
저온유지장치, 대형 용기 및 버킷(bucket), 꽉 채운 냄비, 가려 놓은 롤링 랙(rolling rack),
닫힌 롤링 캐비넷(rolling cabinet)을 검사할 때 이후 온도와 시간에 대한 추가적 조사를 보
장하여야 한다. 대형 용기 및 바구니는 보통 식품 보관 및 냉각에 재사용되므로 개방되어야 한다.
제품의 기하학적 중심부는 종종 온도 측정점으로 선택되는데 이는 특히 냉각 한계기준(CL)
을 측정할 때 그러하다. 냉각 중인 식품의 경우 제품 외부 온도는 적절해도 제품 속은 온도가
높다. 실사관은 먼저 제품의 기하학적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 제품 둘레의 다양한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냉각 검사를 할 수 있다. 제품 중심부 온도가 더 높은 동시에 제품
둘레 온도가 더 낮은 경우 이는 제품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사 대상 식품의 냉각 시
간 변수를 확인하도록 추가 질문을 하여야 한다. 종업원 및 관리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측정
한 온도를 함께 활용하여 점검 중 냉각 준수여부 평가 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다음 가이던스는 부적절한 냉각에 적합한 개선 조치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리된
고온의 식품은 15초 간 165°F에서 재가열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품 상태에 따라 다른
냉각법을 활용하여 냉각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식품 온도가 70°F 이상이며, 2시간 이하의 냉각 과정을 거침.



식품 온도가 41°F 이상이며, 6시간 이하의 냉각 과정을 거침.

조리된 고온의 식품이 다음과 같은 상태인 경우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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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온도가 70°F 이상이며, 냉각 과정을 2시간 이상 거침.



식품 온도가 41°F 이상이며, 냉각 과정을 6시간 이상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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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41°F 이상이며, 4시간 미만의 냉각 과정을 거친 경우 준비된 RTE 식품에 대해서는
이와 상이하며 더 빠른 냉각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식품이 온도가 41°F 이상이
고 냉각 과정을 4시간 이상 거친 경우 폐기되어야 한다.
(8) 개인 위생, 오염 매개체가 되는 손, 종업원 보건방침의 적절한 이행에 대한 평가
손은 오염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으로 인한 오염
예방에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에는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종업원 보건방침



적절한 손세척



맨손으로 RTE 식품 접촉 금지

감염된 종업원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 및 감염은 매우 다양하다. 건강한 종업
원 고용과 식품공전 제2장에 기술된 내용에 따른 질병에 걸린 종업원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방침의 이행이 질병에 걸린 종업원 관련 위험성을 관리하는 출발점이다. 종업원들은 책임자에
게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는 증상, 질병, 상태를 반드시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책임자는
반드시 보고 대상인 특정 증상, 질병, 상태에 취할 적절한 조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종업원 보건방침과 관련하여 실사관은 제약 없이 질문하여 시행되는 방침이 식품공전을 준
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예시이다.


아픈 종업원 관리를 위해 어떤 종류의 방침이 시행되고 있는가?



서면 방침이 존재하는가? (주의: 식품공전에서 서면 방침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서면
방침이 있다는 것은 해당 방침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관리자와 종업원들이 종업원 보건방침에 따른 의무나 책임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숙지
하였는지 기술할 것.



종업원은 고용 제의를 받을 때 특정 증상을 겪고 있는지, 또는 특정 질병 유무에 대
한 질문을 받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어떤 증상 또는 질병에 대해 물었
는가? 해당 질문 사항에 대한 서면 기록이 있는가?



종업원들은 아플 때 무슨 일을 하도록 지시받았는가?



보고 대상 상태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픈 상태에서 업무 중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로는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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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은 언제 노출된 식품 또는 식품 접촉 표면과 관련한 업무가 금지되는가? 종
업원들은 언제 식품시설 내 업무에서 배제되는가?



병가로 출근하지 못하는 종업원의 경우 어떤 방침에 따라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규
제 당국에 신고하게 되는가?

손은 오염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점검 중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시간 동안 손을 세척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
데이터에 따라면 제대로 손을 씻더라도 바이러스는 상당 기간 잔류할 수 있다. 실사관은 샐
러드나 샌드위치 같은 RTE 식품과 재료 준비 및 서비스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기구와 장갑을
사용하는 방식을 관찰하여야 한다.
만약 RTE 식품을 맨손으로 만진 경우 실사관은 적합한 현장 내 시정 권고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맨손으로 전파되는 위험성 발생 가능성
을 확인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현장 내 시정 권고사항 결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아픈 종업원에 대한 확인, 제한, 배제를 위한 종업원 보건방침이 있는가?



과거 문제가 된 식품에 대한 작업을 하는 종업원은 효과적으로 손을 씻었는가? 그리
고 현재 손세척 시설이 적절한가?



맨손 접촉 금지를 위해 시행되는 승인된 다른 절차가 존재하는가? 맨손으로 접촉하기
전 이것이 준수되었는가?



종업원의 손이 오염될 계기가 있었는가?

실사관은 식품을 준비하는 장소와 함께 손을 씻는 개수대 위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많은 관
할구역에서 계획 검토 단계에서 식품시설 내 요구되는 손세척 개수대 위치와 수를 고려할 때
기본적인 거리 측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한다. 이 같은 정보는 검토 과정을 보조하는데 사용
될 수 있으나, 적절한 수의 손세척 개수대가 있는지, 개수대 위치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단독
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정설비 사이나 주변에 위치할 경우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예상 종업원 채용 및 식
품시설 전체에서 식품의 동선 또한 마찬가지다. 예로 길이 30피트, 폭 12피트인 주방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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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기본적 거리 측정법을 통해 손세척 개수대 하나만 배치할 수 있는 주방 크기이더라도,
만약 준비 조리대가 조리 동선과 개수대 사이에 위치한 경우 개수대의 위치가 사용에 편리하
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수대 하나가 조리 동선 끝에 위치한 경우, 바쁜 시간 대에 이
동이 제한적인 공간만 있을 경우 라인 다른 끝에서 작업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9) 승인된 절차 준수 여부 평가
특수 가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공전에 따라 변경허가 및 HACCP 계획이 요구된다. 이
는 엄격한 통제 하에 수행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위험성이 동반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수
가공이 수행되는 식품시설의 경우 적용 가능하다면 각 점검 시 서면 기록된 변경허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며, 식품 안전상 위험요소가 지속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HACCP 계획 도입도
수반되어야 한다.
(10)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HSP) 관련 특별 요구사항 평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HSP)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은 반드시 식품공전 3-8에 명시된
추가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해당 추가 요구사항과 식품공전 내 기타 조항(section) 내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같은 시설에 대한 점검이 식품 준비, 서비스 중이나 이
외 적용가능한 시간대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의 경우 연령대가 아주 낮거나 높은 이들이거나 관찰 간호를 제공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이들로 연령이나 건강 상태로 인하여 식품매개 질병에 매우 취약하여
위험인자가 현장에서 적시에 통제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을 위한 시설에
대한 점검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통제에 능숙한 실사관이 진행하여야 한다. 실사관은 인구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1) 라벨링, 보관,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 평가
각 점검 중에는 적합한 라벨링, 보관,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독성 물
질 용기와 개인위생용품에는 식별가능한 상태의 제조사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대용량
공급물에서 덜어낸 세제나 살균제와 같은 유독성 물질 보관에 사용되는 작업용 용기는 물질의
통칭을 통해 개별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식품시설 내에는 설비나 기구 세척 및 살균,
구충, 구서(驅鼠)와 같이 시설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화학물질만 구비할 수 있다. 종업원 보
건에 필요한 약물 또한 식품시설 내에서 허가되지만, 식품 및 식품 접촉 표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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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관은 식품 및 식품 접촉 표면 오염 예방을 위하여 걸레질 한 물처럼 유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액체가 적절한 개수대에 버려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 차량을 확인하여 운
송 중 식품이 화학적 오염에서 보호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유독성 화학물질로 교차 오염된
식품은 어떠한 것이든 즉시 폐기되고 불량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2) 소비자 안내사항 준수 평가
실사관은 소고기, 난류, 수산물, 양고기, 우유, 돼지고기, 가금육, 패류와 같은 동물성 식품
이 익히지 않거나 덜 익힌 상태로, 또는 병원체 제거를 위한 기타 가정이 되지 않은 채 제공
되거나 판매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식품이 RTE 식품 형태이든 다른 RTE 식품의 재료
형태이든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실사관은 메뉴나 식품 목록을 검토하여 소비자 안내사항이 식
품공전 3-603.11에 기재된 것처럼 정보를 공개하고, 내용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익히지 않거나 덜 익은 상태의 식품이 일반 메뉴 또는 계절 메뉴로 제공되거나
판매되는지 질문하여야 한다. 껍질 한쪽에 올려 제공되는 굴, 홀랜다이즈 소스, 베어네이즈 소
스, 에그노그, 샐러드 드레싱, 주문에 따라 준비하여 제공하는 햄버거(hamburgers to
order), 달걀 프라이(sunny-side up)과 같이 제공되는 식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H. 기본 위생시설 및 설비 평가(일반위생관리, GRP)

위험기반 정기 실사의 중요한 부분은 식품시설이 어떻게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에 대한 능
동적 관리통제 및 개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 검토하는 일이다. 하지만 전반적 시
설위생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위생관리(Good Rertail Practices, 이하 GRP)라 부르
는 식품시설 내 기본 운영 및 위생시설 상태 통제 시스템은 성공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기초다. GR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란 식품매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초래
하는 상태로, 주방 내 오수 역류를 예로 들 수 있다.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통제와 개입 실
행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시설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것과 같이 시설 내 기본 위생시설 상태 모
니터링을 통해 시설 운영자는 취약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해 조치에 착수할 아주 좋은 기회
를 얻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기본 운영 및 위생프로그램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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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유지보수. 특히, 제품 온도 유지에 사용되는 기구 유지보수

상기 언급된 기본 운영 및 위생프로그램을 통해 다뤄지는 사안의 예시로는 다음이 있다.


해충 방제



식품 보호(핵심조항)



장비 유지보수



물



배관 작업



변기 시설



오수



쓰레기 및 쓰레기 처리



물리적 설비

5. 현장 및 장기적 규정 준수 달성
A.

효과적인 규정 이행 및 규정 집행 프로토콜 개발

규제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규정 이행과 집행으로, 이는 규정 준수 달성을 위해 취하는
모든 자발적 조치나 규제적 집행 조치를 아우른다. 자율소매식품규제프로그램기준의 기준 3과
기준 6은 규제 관할당국이 규정 이행과 집행 프로토콜을 확립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해당 프
로토콜은 점검 중 발견된 각 위반사항에 대한 신뢰할 만한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나 식품공전의 개입과 관련한 위반사항의 경우 그러하다. 규제기관 측
의 후속조치가 부족할 경우 시설 운영자는 지적된 우선적 항목과 우선적 기초 항목의 위반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및 식품공전의 개입과 관련하여 미이행 규정의 개선 사항은 반드시
식품시설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규제적 요구사항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적으로 도입
되는 효과적인 규정 준수 및 집행 프로그램은 기준 6에 따른 바람직한 결과다.
규정 이행 및 집행 선택은 주(州)법이나 지역법에 따라 상이하다. 규제 관할당국이 서면상
규정 준수 및 집행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해당 프로토콜에는 시설 차원에서
자발적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규제 당국 측이 취하는 비자발적 규정 집행조치 지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된다. 비자발적 규정 집행조치에는 경고문, 재실사, 기록, 과징금(administrative
fines), 허가증 정지, 청문회와 같은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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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당국이 선결한 수준의 규정 미준수 이력이 있거나 규제적 조치가 마땅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및 개입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시설이 있다면, 이는 공중보건 보호를 위하여 강
력한 규제적 대응이나 대체 접근법(예를 들어 능동적 관리통제, 행동 변화)이 필요하다는 신호
이다.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자율 개선 조치에는 점검 중 현장 개선 조치, 자발적 파기, 위험관리계획,
교정 교육과 같은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 측에서 자발적 개선 조
치를 하도록 할 경우 이는 장기적 규정 준수 달성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FDA 규제기관
매뉴얼에서는 시설 운영자 측의 자발적 개선 조치를 ‘개입 전략(intervention strategies)’이
라 칭한다. 개입 전략은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각적인 현장 개선 조치 달성을 위하여 고안된 전략



장기적 규정 준수 달성을 위하여 고안된 전략

통제를 벗어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를 위한 성공적인 개입 전략은 각 시설의 자원과 필
요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사관이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취약점을 확
인하기 위한 시설과의 협동이 요구된다. 그리고 확인된 취약점을 시설이 강화할 수 있도록 시
설 운영자와의 상의 또한 요구된다.
B.

현장 개선 조치

현장 개선 조치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통제를 벗어난 식품
매개 질병 위험인자에 대해 점검 중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통 이 같
은 위반사항의 경우 구조상이기 보다 '운영상' 위반 사항이므로 점검 중 관리를 통해 다룰 수
있다.
시설 점검을 종료하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통제를 벗어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에 대한
현장 내 개선 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규제에 대한 신뢰성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장 내 개선 조치 실행은 시설 관리 위반사항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다. 통제를 벗어난 위험
인자가 발견되어도 현장 내 개선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위험인자가 식품 안전
에 있어 중요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 내 개선 조치 권고 시 통제를 벗어난 식품매개 위험인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
이 핵심적이며, 이는 다음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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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및 종업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식품 안전 우려사항에 대해 논할 것.



질병 또는 상해 위험성 증가에 있어 통제를 벗어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가 심각함
을 알릴 것.

점검 중 발견한 사항을 책임자와 논의하는 동안 실사관은 논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긴박한
위험을 야기하는 위반사항의 시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중요도가 낮은 규정 위반에 대한
논의는 통제를 벗어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현장 내 개선 조치
가 실행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통제를 벗어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가 관찰되었을 때 이에 가장 알맞은
현장 내 개선 조치를 선정하는 일은 간단하다. 하지만 부적절한 냉각과 같은 경우 이에 맞는
개선 조치는 더 복잡할 수 있다. 현장 내 개선 조치 결정은 요인의 수에 좌우되므로 적합한
조치 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식품에 대한 실사관의 위험성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C.

장기적 규정 준수 달성을 위한 개입 전략

관리를 벗어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에 대한 현장 내 개선 조치가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
이라면, 장기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장기적인
규정 준수에 대한 일부 오해를 극복한다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관찰된 위반사항만 표시되는 품목-44 점검보고서를 활용하는 관할권에서는 표
시된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가 통제되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
우가 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사항을 관찰할 때 그날의 시간대, 요일, 실사에 소요
되는 시간과 같은 많은 변수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의 실제 상태,
예를 들어 관찰되지 않은 위험인자가 규정에 맞는지, 관리에 적용가능한지 여부보다 관찰된 위
반사항만 기록에 남기는 점검 시스템의 경우 지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통제를 벗어나는 일
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를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오해 한 가지는 교육만으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가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다.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 업무현장에 적용되는 지식과 반드
시 같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 같은 지식을 행동 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식을 보
강하고, 행동으로 깊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를 반복해야만 한다. 또
다른 오해는 소환장, 행정심리, 현장 내 개선 조치 등과 같은 규제 강화조치 한 가지만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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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향후 관리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조치 그
무엇도 장기적인 식품매개 위험인자의 관리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다.
장기적 규정 준수 달성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설 운영자에 의한 자발적 조치일 수 있다. 만
약 시설 운영자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지할 경우 장기적 규정 준수가
달성될 확률이 더 높다. 다음은 시설 운영자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의 능동적 관리통제를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장비 및 배치 변경
장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한계기준(CL) 충족은 어렵다. 장비를 적절히 교정하는
것은 식품안전 달성에 필수적이다. 교정에 실패하거나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장비 오작동과 더불어 미흡한 장비 배치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은 관련 예시이다.


동일한 두께와 무게의 햄버거가 모두 주어진 시간 내에 안전한 조리 온도에 도달하지
않는다. 검사 후 그릴이 열기를 균등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구성품을 설치한다.



근처 손세척 개수대에서 튄 물이 준비 조리대 위에서 확인되어 개수대에서 준비 조리
대로 교차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림막(splashguard)을 설치한다.

(2) 구매명세서 확립
식품시설이 구입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서면 명세서는 많은 문제를 예방한다. 다음은 관련
예시이다.


기생충 위험성이 있으며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수산물이 명시된 온도에서 명시된 시
간 동안 냉동되지 않았으며, 식품시설 현장에는 냉동 장비가 없음. 생선 냉동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에게 돌리기 위하여 구매명세서를 확립한다.



정해진 시간 변수에 따라 조리되는 컨베이어 위의 바닷가재 꼬리, 햄버거, 기타 제품
이 교정된 컨베이어보다 크기가 커서 명시된 시간 내에 적절한 온도에 도달하지 않으
므로 공급자에게 받은 제품 크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구매명세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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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리법/프로세스에 대한 지침 개발 및 도입
조리법이나 프로세스에 통합된 간단한 통제 조치를 통해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에 대한 관
리 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은 관련 예시이다.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RTE 식품과 분리하기 위해 도마를 색상별로 분류하는
내용의 프로세스 지침을 개발하여 교차오염 가능성을 통제한다.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감소를 위해 원래 생란이나 덜 익힌 알을 사용하는 조리법에
서 저온살균된 난류로 대체한다.



식품 접촉 표면과 RTE 식품이 생 닭고기로 오염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치킨 샐
러드와 같이 익힌 닭고기를 사용해야 하는 조리법에서 판매용 반조리 닭고기를 사용
한다.



파스타면은 조리 후 즉시 그리고 1인분으로 분배하기 전에 얼음물에 담아 식힘. 이는
스파게티 조리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4) 선입선출(First-In-First-Out, FIFO) 절차 확립
제품 순환은 질적인 이유와 안전성 이유에서 모두 중요하다. ‘선입선출(이하 FIFO)’이란 처
음 준비되고 보관된 제품 배치(batch)가 먼저 판매·사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식품공전에서 요구되는 대로 날짜가 기록되는 식품을 통해 FIFO 절차를 냉동식품, RTE
식품, TCS 식품에 대해 활용이 용이하다. FIFO는 병원체 증식 가능성을 제한하고, 제품 순환
이 장려되며 시간/온도 요구사항 준수를 기록하는 개념이다.
(5)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개발 및 도입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서면 절차를 준수하여 각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품
질, 효율성, 안전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각 시설 운영은 다르지만 다음은 표준운영절차
(SOP)를 통해 통제될 수 있는 일부 공통 관리분야 목록이다.


인력 (질병 통제, 청결, 교육)



시설 유지보수



위생 상태 (전체 청소 일정, 화학물질 저장소, 해충 방제, 식품 접촉 표면 위생처리)



위생 시설 (승인된 물 공급 및 검사, 적용가능한 경우 배관, 오수처리, 손세척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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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시설, 쓰레기 배출에 대한 예정된 시설 자체 점검)


장비 및 기구 유지보수

또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통제를 위한 상세 절차를 위해 표준운영절차를 개발할 수 있다.


부적절한 조리와 관련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주어진 빈도에 따라 온도를 측정하
고,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절차가 도입한다.



손세척 빈도, 올바른 방법, 모니터링을 기술한 서면 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손세척
이 달성된다.

(6) 위험성관리계획(Risk Control Plan, RCP) 개발 및 도입
위험성관리계획(RCP)은 통제를 벗어난 특정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통제를 위한 관리 시스
템에 대한 실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매업체 또는 식품서비스시설에서 개발한 간결한 서면
형태의 관리 계획이다. 위험성관리계획은 통제를 벗어난 ‘특정’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와 관련
한 장기적 규정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사관과 책임자가 함께 개발한 자율 전략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시설 내에서 식품이 부적절하게 냉각된 경우 위험성관리계획 내 기술된 모니
터링 및 기록유지 시스템을 통해 향후 적절한 식품 냉각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보장할 수 있
다. 위험성관리계획을 통해 계획 내 기본 통제 시스템이 지정된 시간(예를 들어 60일에서 90
일) 동안 실행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실사관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이
더 오래 실행될수록 새로운 통제법이 ‘관행’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실사관 감
독이 끝난 후에도 식품시설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위험성관리계획은 일상 업무 속에 간단한 통제 조치가 통합될 수 있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이는 간결하여 각 위험인자 별로 한 장을 넘지 않아야 하며, 아주 구체적인 용어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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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위험인자는 무엇인가?



위험인자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누가 통제를 담당하는가?



어떠한 모니터링 및 기록유지가 요구되는가?



누가 모니터링 및 기록유지를 담당하는가?



계획 이탈이 확인될 경우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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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지속 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위험성관리계획 결과가 실사관에게 전달되는가?

소매업체나 식품서비스시설 운영자는 위험성관리계획 실행을 통해 확인된 문제에 적합한 개
선 조치를 결정하고 시설과 운영에 가장 알맞은 전략을 고안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위험성관
리계획은 식품시설의 필요 맞춤형 계획이므로 시설 운영자는 계획의 완전한 운영권을 가지며,
본질적으로는 계획 개발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실사관은 시설 운영자에게 위험인자가
통제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설 운영자는 위험성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
고, 단순히 위반사항을 인정하기보다 특정 시정계획에 전념할 수 있다. 시설 운영자에게 유선
상 또는 대면 후속조치는 실사관이 계획의 성공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사
관은 후속조치를 통해서도 시설 운영자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피드백을 주어 위험성관리계
획이 더 유용하게 만들 기회를 얻는다. FDA 규제기관 매뉴얼에서 위험성관리계획의 예시와
함께 규제 관할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견본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HACCP/ucm2006812.htm).
(7) HACCP 원칙 기반 자율 종합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
식품공전은 일부 특수 가공과정에 대해서만 HACCP 계획을 요구한다. 하지만 자율적인
HACCP 계획 개발은 항상 장려되는 일이다. FDA의 시설 운영자 매뉴얼인 ‘식품안전관리: 식품
서비스 및 소매 시설 운영자를 위한 HACCP 원칙의 자발적 사용 매뉴얼(Managing Food
Safety: A Manual for the Voluntary Use of HACCP Principles for Operators of
Food Service and Retail Establishments)’은 식품시설 책임자가 HACCP 원칙을 바탕으
로 하여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다. 소매업체나 식품 서
비스 운영자는 해당되는 규제 당국 또는 기타 식품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해당 매뉴얼을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확립에 활용할 수 있다.
해당 매뉴얼은 다음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HACCP/ucm2006811.htm).

6. 점검 서식 및 점수 산정
A.

점검 서식

점검 서식이란 규제기관이 식품시설의 규정상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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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이다. 점검 서식의 목적은 점검 종료 시 식품시설의 규정 준수 상태를 정확하고 간결하
며 공정하게 제시하며, 허가소지자나 책임자에게 규정 준수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다.
점검보고서는 이후의 규정 준수 조치 및 다음 점검 전 검토를 위해 식품시설 파일에 보관되
어야 한다. 점검보고서는 정보 열람의 자유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열람될 수 있어야 한다.
식품공전 부록 7을 통해 통상적 절차, 후속조치, 규정 준수 점검 시 작성할 수 있는 점검
서식이 제공된다. 해당 점검 서식은 자율소매식품규제프로그램기준의 기준 3, 기준 6 요구사항
을 충족한다.
B.

위반사항 이력기록제(Debiting Methodology)

점검 중 위반사항이 존재할 경우 현장에서 시정되었더라도 이는 항상 점검보고서에 기록되
어야 한다. 점검 시점에 존재하는 위반사항은 점검이 아니었다면 계속 존재했을 것이다. 청결
한 기구 수 백 개 가운데 불결한 기구 하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여 식품시설
이 식품공전 요구사항에서 상당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록 시 주의가 요구된다.
위반사항의 근본적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적절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추
가적 단계를 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위반사항만 지적할 경우 실사관은 기존 관리 시스템 상
취약점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행동이나 관행에 대한 장기적 통제가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실사관은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C.

점수 산정

규제 기관은 식품시설의 등급 결정을 위한 점수 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활용된 시스
템에 따라서 시설의 점수 산정을 통해 시설이 규제 기관의 식품 안전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
하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제공될 수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식품공전의 제8장 및 부록 1에 제시된 규정 준수
도구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한다. 시설의 점검 점수가 용인된 수준과 지나치게 차이가 날 경우
점검 점수 자체가 후속 점검을 진행하거나 다른 형태의 규제적 제재를 가할 기반이 될 수 있
다. 또한, 점수는 소비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이용할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하기도 한다.
점수 산정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품시설이 매
우 심각한 결점이 있어도 높은 (숫자 표기) 점수나 (문자 표기)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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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당국의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점수 산정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최종 점수를
부과하지 않는 벌점제나 이력기록제(debit system)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개선 조치가 필요
한 항목에 주목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확인된 결점 수준 증가를 바탕으로 규정 준수 및
규정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설 등급 산정에 어떠한 방법이나 시스템을 활용하든 간에 후
속조치나 규정 집행 조치와 관련된 방침은 산정 시스템과 연관 지어 서면으로 확립하고 지속
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7. 마무리
마무리 과정에는 점검 중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한 식품시설의 개선 조치 계획에 대한 상세
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점검 중 수집 또는 관찰된 증거와 규정을 준수할 대안책이 강조되
어야 한다. 점검 중 확립한 현장 내 개선 조치는 점검보고서에 표시되어야 하며 마무리할 때에
도 이를 알려야 한다.
규정 준수 계획은 확인된 위반사항의 재발을 막는 절차 상 변동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식품
시설의 규정 준수 계획은 점검보고서 서식 상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 같은 합의사항
을 이행하도록 후속 조치문(follow-up letter)이 필요할 수 있다. 시설 운영자에게 핵심 항목
에 대한 개선 조치보다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장기적인 시정과 식품
공전의 개입이 훨씬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요약
물론 소매업체와 식품 서비스 관리 운영자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통제를 위한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책임이 있지만, 실사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추적이며 다층적 역할을
맡고 있다. 실사관에게 적절한 훈련,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장비, 시간,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핵심적이다.
실사관의 일차적 역할은 시설 운영자가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실사관이 책임자 및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고, 메뉴/식품 목록을 검토하며,
책임자와 대화를 나눌 때 실사관은 세 가지 프로세스 플로우 중 한 곳에 점검 항목을 마음 속
으로 배치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것이다. 그 후 실사관은 시설 운영자의 각 프로세스와 관
련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에 대한 능동적 관리통제력을 평가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
통제를 벗어난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가 확인되면 실사관의 역할은 시설 운영자를 보조하
여 즉각적이고 장기적 규정 준수 달성을 위해 고안된 개입전략을 통해 기존 식품안전관리시스

491

FDA Food code 2017

템을 강화하는 역할로 전환된다. 실사관의 도움을 통해 소매업체와 식품서비스시설은 위험인자
발생은 감소하면서 공중보건 안전을 제고하는 장기적 행동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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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식품 가공 기준

1. 서론
초기부터 식품 산업의 소매 부문은 재료 썰기, 갈기, 슬라이싱, 조리, 냉각에 상업용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 식료품점에서 소비자가 쉽게 사용가능한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수량으로 준비해왔다.
지난 20여 년간 소매 부문 운영자들은 식품 생산/가공 유형의 업체로 영업을 확대하여 종
종 정교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간혹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로 제어되는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많은 이들이 식품 패키징 환경을 바꾸거나 식품보존 방법으로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는 화학 식품첨가물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현재 식품 가공 작업에는 조리-냉각
(cook-chill), 진공포장, 수비드, 훈연 및 염지, 알코올 음료, 탄산음료 혹은 음용수의 양조,
가공, 병입(bottling), 동물류 주문가공 등이 이용된다.
식품공전은 규제 당국이 소매업체의 식품 생산/가공 작업 허가의 근간으로 활용하기에
HACCP 계획이 적합하다고 규정한다. HACCP 계획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공되고 용인
되어야 한다.

(A) 저산소 포장(ROP)
식품공전 3-502.12에서는 저산소 포장(이하 ROP) 작업을 실시하는 업체가 HACCP 계획
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규제 당국에서 HACCP 계획 사전 허가를 요
구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 관련 기록과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HACCP 계획은
점검 중에만 활용 가능하며 규제기관이 이를 용인할 수 있다.

(B) 기타 식품 생산/가공 작업
상단 (A)에서 ROP에 대해 다룬 내용을 제외하고, 식품공전은 3-502.11, 8-103.10,
8-103.11, 8-201.13에서 HACCP 계획 사전 허가를 바탕으로 모든 식품 생산/가공 작업에
대해 시설 운영자는 반드시 규제 당국으로부터 규정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속서의 목적은 HACCP 계획 및 제안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식품 생산/가공 작업의 처리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추가 프로세스 기준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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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검토, 승인을 거쳐 향후 제공할 예정이다.

2. 저산소 포장(ROP)
(A) 서론
산소가 극소량 또는 산소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ROP 방식은 식품 산업에 독특한 이점과
기회를 제공하지만 많은 미생물학적 우려사항을 제기하기도 한다. 적합한 통제가 이루어질 경
우 ROP 방식으로 포장된 제품은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다. HACCP 접근법을 통한 해당 제
품 생산 및 유통은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효과적이며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제1장에서 정의한 대로 식품안전성을 위하여 시간 및 온도 조절이 요구되는 않는 식품은
ROP를 위한 규정변경이나 HACCP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이 부속서는 ROP 식품의 수취
(receipt), 가공, 포장, 홀딩, 진열, 라벨링을 다루면서 소매 식품시설을 위한 효과적인 식품
안전 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B) 정의
용어 ROP는 밀봉된 포장의 산소량 감소를 야기하는 모든 포장 절차를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해당 용어는 포괄적인 용어로 빈번히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포장 방법도 포함된다.
(1) 조리-냉각(Cook-chill) 포장. 공기가 배출된 불투수성 백에 조리된 고온의 식품을
넣어 밀봉하거나 크림프를 이용하여 봉지를 닫는다. 봉지에 담긴 식품은 저온성 병원
체 증식을 억제하는 온도에서 고속으로 식히고 냉각된다.
(2) 가스제어포장 (Controlled Atmosphere Packaging, CAP). 식품 포장 내 공기
조성이 대기와 다르며 포장이 개봉될 때까지 변형된 공기 조성이 유지된다. 이때 탈
소제나 전체 공기 치환, 비호흡성 식품, 불투수성 포장재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3) 가스치환포장(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 식품 포장 대기가 변형
되어 그 구조가 공기과 다르지만 포장재의 비투과성이나 식품의 호흡(respiration)으
로 인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기가 달라질 수 있다. 가스치환포장에는 산소비율 감
소, 전체 공기 치환이나 이산화탄소, 질소와 같은 기타 가스 비율 증가도 포함된다.
(4) 수비드(Sous Vide). 날것 또는 일부 조리된 식품을 밀봉된 불투수성 백에 넣어 백
채로 조리한 후 신속히 식혀 저온성 병원체 증식을 억제하는 온도에서 고속으로 냉각
한다.

494

부록_제6. 식품 가공 기준

(5) 진공 포장. 식품 포장 내 공기가 제거되어 포장을 밀봉하여 포장 내부가 진공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C) 저산소 포장(ROP)의 이점
저산소 포장(이하 ROP)는 호기성 부패 유기체의 생장을 억제하는 반호기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슈도모나드(pseudomonads)나 호기성 효모균, 곰팡이류와 같은 그람음
성균이 관리 대상이다. 이들 유기체는 부패 징후인 역한 냄새, 점액, 질감 변화를 일으키는 주
범이다.
ROP는 식품의 품질 저하나 산화 예방에 사용될 수 있다. 식품 속과 식품 주변의 산소를
줄여 지방이나 기름의 산패가 지연된다. 또한, ROP는 산소로 초래되는 생고기의 색깔 변화도
예방한다. 식품을 ROP 방식으로 밀봉할 때의 또 다른 효과는 수분 손실을 막아 제품의 부피
가 줄어드는 것을 줄이는 일이다.
이 같은 ROP의 이점을 통해 소매 판매를 위해 진열된 진공포장, 가스치환포장(MAP), 가스
제어포장(CAP) 식품의 저장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조리-냉각과 수비드 가공된 제품은 소비자
나 기타 업체에 직접 판매될 수 없지만, 저장수명 연장과 품질 향상으로 내부 서비스 및 제품
사용에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RTE 간편식의 저장수명을 연장하고, 제품을 ‘비
냉동 신선 식품’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점이 ROP방식의 경제적인 이점이자 제품 질적인 면의
이점이다.

(D) 안전성 우려사항
일부 식품의 경우 ROP 방식 사용 시 안전성 우려사항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식품에
대한 시간/온도 통제를 통해 본질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미생물 증식을 염두
에 두지 않고 단순히 ROP 방식을 활용할 경우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는 증가한다. ROP 가
공업체 및 규제 당국은 식품 유통 중 또는 소매업체나 소비자가 식품 홀딩 중 냉각 온도를 일
정하게 유지하도록 반드시 확실히 하여야 한다. 실제로 심각히 우려되는 것은 델리카트슨 유형
(deli-type)의 소매 상점에서 진공 포장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시설이나 소비자가 온도를 오
용할 가능성이 발생한 점이다. 그 결과 최소 하나의 장벽이나 장벽의 역할을 할 여러가지 과정
을 거치도록 하여 ROP 방식을 활용한 제품 포장 생산 프로세스에 장벽 한 가지가 통합될 필
요가 있다. 한 가지 장벽만으로는 미생물 생장을 억제할 수 없지만 병용될 경우 미생물 생장에
대한 완전한 장벽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부차적 억제 장벽(sub-inhibitory barriers)을 통
합하여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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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ROP 제품의 경우 보존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단독으로 또는 병용되었을 때 미생물
생장을 억제할 내재적인 억제 장벽(pH, Aw, 염분농도 등)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이 자연적으로 제공되거나 조성되지 않는다.
산소가 감소된 대기에서는 일부 주요 식품매개 병원체가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중 리스
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와 같은 일부 병원체는 식품 냉각점과 가
까운 온도에서 천천히 생장하는 저온성 병원체다. 부패성 세균 억제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데, 이는 이러한 경쟁 유기체 없이는 제품이 더 이상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리는
명확한 징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ROP 방식 한 가지인 진공 포장 사용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진공포장 방식은 ROP 방식
을 통해 오랫동안 많은 식품을 안전하게 포장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초반에 훈연 생선
류를 진공포장 했을 때 재앙적 결과가 발생하여 장기간 특정 제품에 대해 소매업체에서 진공
포장을 할 수 없게 된 바 있다.

(1) ROP 포장 식품에 대한 냉장 유지 요구사항
안전한 ROP 기술 사용 시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의 전체 저장수명 동안 시간/
온도 통제를 활용하여 적절한 냉각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세균을 제외한 세균은 저온살균을 통해 제거된다. 하지만 적절히 저온
살균되지 않을 경우, 원재료 품질이 나쁠 경우, 미숙한 취급, 가공 후 오염이 발생한 경우 병
원체는 완제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ROP 포장 식품이 적절한 열가공공정을 거쳤을 경우
라도 종업원이 생산제품을 개봉하여 재포장 할 때 소매차원의 특정 우려사항이 존재한다. 이
작업 과정에서는 가공 후 병원체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ROP 포장 제품에서 경미한 수준의 온도 오용(5°-12°C (41°-53°F))이 발생할 경우
저장이나 유통 중 어느 단계에서든 세레우스균(Bacillus cereus),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과 같
은 식품매개 병원체가 느린 속도로 생장할 수 있다. 냉각 한계점(marginal refrigeration)에
서는 생장이 쉽지 않겠지만,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p.), 브루셀라균
(Brucella spp.)은 여전히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다.
발표된 조사를 보면 소매업체 내 냉각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부 편의점에서 판매하
는 냉각 제품의 경우 냉각 시간의 절반 이상 동안 7.2°C(45°F)이상에서 보관되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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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으며, 10°C(50°F) 수준의 높은 온도에서 보관되는 몇몇 경우도 관찰된 바 있다. 델리
소매점의 경우 진열된 식품의 온도 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경우 10°C(50°F)나
12.8°C (55°F) 이상에서 보관되는 모습이 관찰된 적도 있다. 슈퍼마켓 신선육의 경우 상대적
으로 온도 통제 기록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종 10°C(50°F) 이상에서 보관되는
경우도 있다.
온도 오용은 유통과 소매상점을 걸쳐 흔하게 발생한다. ROP 방식을 활용하는 시설의 경우
온도 통제와 저장수명을 엄격히 지키는 모습이 반드시 관찰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시설은 냉각
유통시스템 관련 구매자 명세서 및 내부 시간/온도 통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온도 통제
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통제 사항이 광범위하게 사
용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2) ROP 식품 내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관리
홀딩 시 기존의 냉각 유닛을 사용하는 소매 단계에서의 ROP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온
바 있다. 소매업체에서 포장된 냉각 식품을 준비 후나 재포장 후 식힐 수 있고, 조리 단계를
거친 후 포장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든 보툴리눔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ROP
제품에 있어 우려대상 병원체이다.
보툴리눔균의 경우 보툴리눔 식중독의 원인인자로, 보툴리눔 식중독은 복시, 마비가 특징인
중증 식중독으로 때때로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툴리눔균은 포자를 형성하는 호기성 세균
으로 강력한 신경독성을 발생시킨다. 보툴리눔균 포자는 자연 내 어디서든 존재하며, 상대적으
로 열에 강하고 영양세포가 파괴되는 최소 열점 대부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주로 생선류와
연관이 있는 보툴리눔균의 일부 종(E유형 및 비단백분해종(non-proteolytic)인 B와 F유형)은
저온성으로 3.3°C (38°F)까지 낮은 온도에서도 생장하여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 이외 보툴리
눔균종(A유형 및 단백분해종 B와 F유형)은 10°C (50°F)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생장하여
독소를 배출한다. 만약 보툴리눔균이 있을 경우 균은 생장하여 ROP 방식으로 포장되고 보관
된 식품에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다른 경쟁 유기체 대부분이 ROP 방식으로
인해 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각적으로(후각이나 시각적으로) 이상이 없어 보여도 식품이
독성을 띌 수 있다.
그중 명확히 드러나는 단백분해성 효소를 발생(독특한 나쁜 냄새를 유발)시키지 않는 저온성
보툴리눔균종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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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식중독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비호기성 조건에서 보관하는 식품은 우려의 대상
으로 규제 감시가 요구된다.

보툴리눔균 포자를 파괴할 수 없는 저온살균이나 수비드 가공과 같은 열처리 후에 ROP 방
식을 활용할 경우에도 보툴리눔균 독소 발생 가능성이 있다. 중온 열처리(열충격)를 ROP와 함
께 사용할 경우 경쟁 유기체를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보툴리눔균을 선택적으로 생장시킬 수 있
다. 적용된 열처리 방식으로 상업적 살균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포자 발아와 독소 형성 방지
및 제품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식품을 3.3oC(38oF) 이하에서 냉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비
드 제품은 사용 시까지 수시로 냉동되고 냉동 저장소에 보관된다.
소매 단계에서 ROP와 관련하여 추가적 미생물적 우려사항이 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조리 단계를 거친 육류나 치즈 같은 가공 식품은 제품 개봉 시나
소매점에서 썰거나 재포장할 때 재오염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위생 안전장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포장 또는 재포장 작업으로 인해 병원체에 재오염되는 계기가 발생할 수 있
다.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하 CFR) 21 CFR 133.150 경질
치즈, 21 CFR 133.169 저온살균 가공 치즈, 21 CFR 133.187 반연질 치즈에서 경질 치
즈 및 반연질 치즈의 식별 기준(Standards of Identity)을 충족하는 치즈는 규정변경 없이도
ROP 방식을 사용해 포장할 수 있다. 경질 치즈 및 반연질 치즈 목록 일부는 부록 3 공중보
건근거, 3-501.17, 3-501.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ROP 방식을 활용한 식품 가공업체가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벽 한 가지로써 냉각에만
의존할 계획이라면 추가적 안전장치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접근법은 제품 및 냉각 장비
에 대해 매우 엄격한 온도 통제를 요구한다. 저장수명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보툴리눔균 생장
으로 인한 결과와 이후 발생하는 독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경우에 온도를 반드시
3.3oC(38oF)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낮은 온도에서
도 생장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소비기한(use-by dates)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생장 장
벽은 낮은 pH 농도, 낮은 Aw 수준, 짧은 저장수명과 같은 장애물과 지속적인 제품 온도 모
니터링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어떠한 장애물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장애물의 조합은 병원체
생장으로 인한 결과 통제를 위한 냉각 시 사용될 수 있다.

(3) 저산소 포장 내 식품을 위한 열처리법 고안
수비드나 조리-냉각 방식을 위한 열처리 방식은 반드시 최소한 영양형 병원체(vegetative
pathogens)를 저온살균으로 모두 파괴하고 온도 통제를 확실히 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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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유일한 장벽이며 다른 내외적인 요인을 통해 식품매개 병원체 생장과 독소 형성을 막지
않는 경우 ROP 방식으로 포장되어 다른 업체나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없는데, 이는 온도 통
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농림부(USDA) 및 보건복지부(DHHS) 인가 기관인 식품미생물기준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sry Committee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 이하
NACMCF)는 냉각 저장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포장되었으며, 아주 낮은 수준으로 열처리나 열
처리 없이 준비되거나 즉석 섭취가 가능한 육류나 가금류 제품이 조리되었으나 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각 제품 내용물일 때, 이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다.
또한, NACMCF는 저장수명 연장 냉각제품 속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비활성화할
열처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ROP 가공
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D값 4까지 감소시키는데 충분한 열처리를 제공함을 입증하
는 요구사항 제안을 권고하였다.
이외 다른 과학 보고서에서는 더 광범위한 열가공을 권고한다. 유럽의 수비드 열가공 관리기
준은 표적 유기체인 스트렙토코커스 패칼리스(Streptococcus faecalis)를 12~13D수준으로
저감하도록 고안된다. 이는 열을 통한 스트렙토코커스 패칼리스 비활성화를 통해 기타 영양형
병원체를 모두 파괴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한 사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한 식품 생산업체는 업체 자체적으로 열처리 방식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소매업체나 슈퍼마켓의 경우 이와 동일한 수준의 식품
안전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미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소매시설이 식품
공전 3-502.12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간-온도 변수를 통한 ROP 방식을 활용하고자 할 경
우, 적합한 기관이나 규제기관이 승인하는 식품 미생물학에 정통한 개인과 협업 또는 기관, 개
인 모두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미생물 접종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식품이 충분히 오래 보관되었을 경우 적절한 냉각법을 사용했더라도 저장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스치환포장(이하 MAP) 방식이 저장수명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신선한 채소에 접종하였
는데, 연구 결과 MAP 방식이 저장수명을 연장시켜 모든 채소 상태가 허용할 수준이었다. 하
지만 연장된 보관 기간동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군집은 증가하였다.

(4) 소비자 취급법 및 가정 내 냉각장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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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 방식으로 연장된 저장수명이 우려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오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때때
로 소비자는 가정에서 안전성에 필요한 시간/온도 통제를 통한 적절한 냉각을 유지할 수 없거
나 유지시키지 않는다. 최상의 환경에서 가정용 냉각장치의 예상 온도범위는 5oC 에서
10oC(41o- 50oF) 사이이다.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정의 21%에서 가정용 냉각
장치 온도는 10oC(50oF) 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가정용 냉각장치 4대 중 1대 이상이
7.2oC(45oF) 이상이며, 거의 10대 중 1대는 10oC(50oF) 이상인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시
설을 떠난 ROP 포장 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냉각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소비자는 특정 식품 포장이 냉각 없이도 안전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한다. 저산성 통조림식품
은 열처리가 되어 상온에서 상하지 않는 식품이다. 레토르트 열처리(retort heating)는 클로
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포자뿐 아니라 기타 식품매개 병원체 파괴를 보장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ROP 포장된 제품 대부분이 판매용으로 살균되지 않았거나 상온에서 상
하지 않는 제품이 아니므로 냉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제품을 냉각하여
보관하도록 안내하는 문구가 표시에 명확히 기재되어 소비자에게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난 수년 간 규제기관 및 식품 산업은 ROP 방식 사용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해왔다. 식
품의약품공직자협회(Association of Food and Drug Officials)의 ‘소매업체 가이드라인 ROP 냉각 식품’과 뉴욕주 농업유통부의 ‘제안된 ROP 규정’으로부터 발췌한 권고사항이 각색
된 바 있다. 식품공전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이 일부 ROP 작업은 조항 3-502.12 저산소 포
장 기준 하에서 수행되어야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ROP 방식으로 포장된 식품은 시설
의 통제 하에 있을 때와 표시에 기재된 지침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통제 하에 있을 때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E) 안전성 장벽 확인
규정변경에 따라 소매업체 내 ROP 방식으로 가공된 식품 전체를 위한 안전성 장벽은 반드
시 서면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AOAC 방법과 같이 규제 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활용한 독립적 실험실 분석 또한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3-502.12 내 기술된 방법
중 한 가지를 준수한 ROP 가공된 식품의 경우 서면 확인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상품의 형태나 가공 절차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는 어떤 것이든 HACCP 계획에 반영되어
야 하며, 밸리데이션을 위한 제품 테스트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모든 장벽 확인에 대
한 기록은 12개월 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해당 기록은 점검 진행 시 규제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용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500

부록_제6. 식품 가공 기준

(F) 미국 농림부(USDA) 과정 면제
미국 농림부(USDA) 규제 대상이며, CFR 제9권424부 준비 및 가공 작업에 명시된 물질을
사용하여 식품 가공 시설에서 염지된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경우 안전성 장벽 확인 요구에서
면제된다. 이외 ROP 작업의 경우 식품공전 3-502.12의 조항을 충족하지 않고, 향후
3-502.11에 따라 규정변경 및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

(G) 다중 장벽 없는 ROP를 위한 권고사항

(1) 종업원 교육훈련
식품시설에서 ROP 방식을 활용할 경우 식품 포장을 담당한 종업원들은 반드시 본 부록 내
ROP 가이드라인 및 해당 식품과 관련된 가능성 있는 위험성을 숙지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제공된 교육훈련 및 과정 내용은 반드시 검토 가능한 상태이거
나 규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냉각 요구사항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억제를 위한 냉각 시간 및 온도
는 반드시 실험실 접종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거나, 시간과 온도 조합을 명시한
3-502.12 ROP 방법 중 하나를 준수하여야 한다. 생산업체가 표시에 기재한 소비 기한과 실
험실 데이터에서 확인된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ROP 포장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ROP 방식으로 포장된 식품은 냉각이 주요 안전성 장벽으로 활용될 경우
냉장 보관이 필요할 수 있다.

(3) 라벨링 - 냉각 관련 기재문
미생물 생장 장벽으로 5oC(41oF) 수준 또는 이하 온도에서 냉각하는 방법에만 의존하는 판
매용 ROP 식품의 경우 반드시 ‘중요 사항 - 5oC(41oF)에서 냉장 보관 필수’라는 문구가 기
재되어야 하며, 주요 안전 장벽으로 냉동에만 의존하는 식품의 경우 ‘중요 사항 - 냉동 보관
필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 같은 기재문은 반드시 주표시면(Principal Display
Panel, 이하 PDP) 내 배경과 명확히 대조되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어야 한다. 안전한 저장
수명 조건으로 낮은 수준의 요구사항(5oC(41oF) 이하 냉각)이 필요한 조리-냉각 또는 수비드
방식을 사용해 포장된 식품은 반드시 온도 이력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포장된 상태로 소매 업
체나 기타 업체에 판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낮은 온도 홀딩에 대한 표시 기재문은 조리-냉

501

FDA Food code 2017

각이나 수비드 공정을 이용해 포장된 식품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4) 라벨링 - ‘소비기한’
ROP 식품의 저장수명은 특정 시간 동안 보관된 온도와 식품의 다른 내재적 요인(pH 농도,
Aw, 소금 및 아질산염을 통한 염지, 많은 양의 경쟁 유기체, 유기산, 자연 항생물질 또는 박
테리오신, 염분, 방부제 등)에 달려있다. ROP 식품의 각 포장에는 ‘소비기한’이 반드시 기재되
어야 한다. 조리-냉각이나 수비드 공정과 같은 일부 경우에 이 같은 내재적 요인이 없다면
3°C (38°F) 이하의 온도가 반드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의 생장 및/또는 독소 형성을 통제하는 요인이어야 한다. 이 같은 ‘소비기한’은 3-502.12
ROP 방식 가운데 한 가지에 명시된 일수를 초과하지 않거나 반드시 실험실 접종 연구를 바탕
으로 정해져야 한다. 소매 재포장업체가 할당한 날짜는 생산자 권고 기한 또는 식품의 ‘판매유
효기한(pull date)’을 넘을 수 없다. 소비자 판매용 제품이라면 반드시 ‘소비기한’이 PDP 내
대조가 분명한 배경 위에 볼드체로 표시되어야 한다. 소비자 판매용 제품 포장지 위 라벨이라
면 반드시 ‘판매기한’과 소비기한 지침이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이때 식품공전 3-502.12에서
안전하다고 명시하는 일수 내에 제품이 반드시 소비되어야 함이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포장
전 또는 직후에 냉동되며 사용 전까지 냉동 상태를 유지하는 식품, 특히 생선류는 라벨에 ‘중
요 사항: 사용 전에는 냉동 상태를 유지할 것. 사용 직전 냉장하여 해동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ROP 방식으로 포장된 생고기나 가금류에는 반드시 9 CFR 317.2(I) 및
381. 215(b)에 명시된 안전 취급 지침이 표시에 기재되어야 한다.

(H) 저산소 포장 시 식품공전 3-502.11 변경허가가 요구되는 식품
(1) 소매 식품시설이 규정변경 신청 승인을 받거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포자 발아
및 독소 형성 또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생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주는 HACCP 계획이 있거나, 규제 당국의 점검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해동된 가
공 생선류나 훈연 수산물은 ROP 방식을 통해 포장될 수 없다. 이 같은 수산물 제품
의 포장하는 시설과 훈연 및 포장을 함께하는 시설의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매업체의 리코타, 코티지 치즈, 치즈 스프레드와 같은 연질 치즈나 채소, 육류, 수
산물과 같은 기타 재료와 혼합한 치즈의 경우 반드시 규정변경 신청 및 HACCP 계
획을 승인받아 ROP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제 당국의 점검을 거쳐야 한다.
(3) 소매 단계에서 훈연이나 염지된 육류나 가금류 제품은 규제 당국의 허가를 얻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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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시간/온도 요구사항에 따라 훈연되고 소매 단계에서 ROP 방식으로 포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미 농림부(USDA) 규제 가공공장이나 해당 식품에 대한 염지가
규제 당국에 의해 허가된 시설에서 염지된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은 제외된다.
3-401.11 내 시간/온도 변수를 충족하는 훈연과정에 대한 규정변경은 요구되지 않
는다. 제품에 의해 달성된 온도가 41°F 이상인 경우 냉훈법에 대한 규정변경이 요구
된다. 아질산염 또는 질산염을 사용한 염지에 대해서는 항상 규정변경이 요구된다.

(I) 위해분석과 중요관리점(HACCP) 작업
저산소 조건으로 식품을 포장하는 모든 식품시설은 반드시 HACCP 계획을 개발하고, 규제
당국의 검토를 위해 공정 현장에서 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은 ROP 작업에 대해서
8-201.14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HACCP 계획은 다음을 포함
할 수 있다.
(1) 중요관리점으로 지정된 공정, 포장, 보관 절차에 대한 완전한 설명 및 이에 수반되는
한계기준(CL), 개선 조치 계획, 모니터링 및 검증 계획, 요구된 기록
(2) 장비 및 사용되는 식품 접촉 포장 공급물 목록. 규제 당국(예를 들어 NSF
International과 같은 인정된 제3의 장비평가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준수 기
준 포함.
(3) 로트 식별 시스템 설명
(4) 종업원 훈련 프로그램 설명
(5) 사용된 식품용 가스 목록 및 비율
(6) 방법에 대한 기준 작업 절차 및 지정된 공정 구역 내 식품 접촉 표면 세척·살균 빈도

(J) 소매업체 내 오염 주의
식품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출처에서 얻은 육류나 치즈가 상업용으로 가공된 즉석 델
리 식품으로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경우에만 소매단계에서 ROP 포장에 사용되어야 한다. 만
약 포장 공정을 1시간 반 이상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남은 제품은 소매 시설 내 다른 사용
에 전환되어야 한다. 포장 전에 조리되는 조리-냉각 제품(즉석섭취) 또한 포장 전 교차오염으
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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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소매업체 내 소비기한 만료 제품 폐기
‘소비기한’이나 생산자의 ‘판매유효기한’을 넘긴 저산소 가공 식품은 어떠한 형태로든 판매될
수 없으며 반드시 올바른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L) 전용 구역/접근 제한
ROP 방식의 모든 부분은 해당 목적으로 특별 지정된 구역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익히지
않은 식품과 조리된 식품 간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리가 있어야 한다. 가공 장
비에 대한 접근은 ROP 방식으로 포장된 식품에 내재된 위험성에 익숙한 훈련된 책임자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수비드와 같은 일부 ROP 절차는 ‘위생구역’이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접근
이 제한된 전용 구역이 요구될 수 있다.

(M) 참고 문헌
원문 참고

3. 훈연 및 염지
(A) 서론
육류와 가금류 염지는 소금으로만 하거나 아질산나트륨, 설탕, 염지 촉진제, 향신료와 같은
재료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재료는 부분 보존, 조미, 발색 향상, 연육, 육
류 산출량(yield) 향상에 사용된다. 공정 과정에는 건식 염지, 침염(immersion curing), 직
접 첨가 방식 또는 염지 재료 주입이 포함될 수 있다. 염지 혼합물은 일반적으로 소금(염화나
트륨), 아질산나트륨, 시즈닝(조미료)으로 구성된다. 염지 혼합물 준비는 반드시 주의 깊게 통제
되어야 한다. 구성물이 동일한 전매 혼합물 여러 종류가 사용될 수 있다. 미국 농림부 식품안
전검사국(이하 FSIS)은 완제품에 잔존하는 아질산나트륨 양을 최대 200 ppm으로 제한한다.
120 ppm 수준의 아질산나트륨 농도는 보통 대부분 사용목적에 충분하다. 아질산염 첨가물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은 미국 농림부 규정 CFR 제9권424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지 혼합물
을 육류나 가금류 제품에 고르게 분포시킬 염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B) 정의
염지된 육류와 가금류는 다음 세 가지 기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1) 미분쇄 훈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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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시지, (3) 비훈연 미분쇄 가공육
(1) 미분쇄 훈연 제품 - 베이컨, 쇠고기 육포, 햄, 돼지고기 어깨살, 칠면조 가슴살, 칠면
조 북채 포함
(2) 소시지 - 미분쇄 및 조분쇄 제품 모두 포함 미분쇄 소시지에는 볼로냐, 프랑크푸르
트, 런천미트, 미트로프, 샌드위치 스프레드, 비엔나가 포함된다. 조분쇄 소시지에는
초리소, 킬바사, 페퍼로니, 살라미, 서머소시지가 포함된다.
(3) 염지된 소시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염지된 생소시지, (2) 조리된 훈연
소시지, (3) 조리된 비훈연 소시지, (4) 드라이, 세미드라이 또는 발효 소시지
(4) 미분쇄 비훈연 가공 제품 - 콘드비프, 파스트라미, 돼지 발(족발), 염지된 혀(corned
tongues)가 포함된다. 해당 분류 내 제품은 익히지 않은 즉석조리 제품이나 RTE
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

(C) 염지 재료 혼합
준비 방법과 상관없이 염지 재료는 반드시 제품 전체에 분포되어야 한다. 재료는 소시지 제
품 혼합이나 분쇄 중 제품에 유입될 수 있다. 건식 또는 용액 형태로 염지 되든 상관없이 적
절하며 철저한 혼합이 필요하다. 근육 부위육(muscle cuts) 염지는 염지(피클) 용액에 넣는
침염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은 염지 물질이 제품에 천천히 퍼지도록 하는 방식
이다. 침염 중 제품은 반드시 적절히 냉각되어야 한다.
몇 가지 방법의 경우 염지 시간 단축에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49oC (>120oF) 이상에
서 진행되는 고온 침염, 동맥 펌핑(arterial pumping)을 통한 주입(햄), 빈 바늘을 이용한 근
육 내 주입(stitch pumping)이 포함된다. 주입 방식 사용 시 바늘이 엉키거나 막히지 않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용 중 바늘을 자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텀블링(tumbling) 또는 마사지는 염지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염지 중 오염 방지
를 위해 올바른 위생 관리가 반드시 관찰되어야 한다.
건식 염지 방식이나 유사한 공정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냉각 보관된 고기 덩어리나
표면을 염지 재료로 문지른다. 육류 취급 시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품 온도 유지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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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훈연
훈연은 육류 제품을 나무 훈연에 노출시키는 공정법이다. 방법에 따라서 일부 제품은 조리되
는 동시에 훈연될 수 있으며, 훈연 및 건조되지만 조리는 안될 수 있거나 훈연 없이 조리만
될 수 있다. 우드칩을 태우거나 허가된 훈연액을 사용하여 연기를 발생시킨다. 훈연실이나 기
타 훈연용 용기를 사용하는 대신 훈연액을 연기 형성 중 제품에 직접 도포하여 연기를 대체할
수도 있다. 염지 작업과 마찬가지로 기준 작업절차가 반드시 확립되어 훈연 공정 중 오염을 예
방하여야 한다.

(E) 발효 및 탈수
육류는 보존을 위해 발효되거나 탈수될 수 있다. 발효의 목적은 pH 농도를 4.6 이하로 낮
춰 포자를 생성하는 세균과 건강상 유해한 세균을 억제하는 것이다. 육류 제품은 세균 포자 발
아 및 생장 예방을 위해 염지한 후 탈수할 수도 있다. 많은 발효 및 탈수된 육류 제품은 조리
과정 없이 제조될 수 있다. 해당 제품 생산에 있어 위생 관행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황색포

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색포도알균은 내열성 장독소
(enterotoxin)를 생성하여 이후 조리 과정을 거쳐도 비활성화되지 않는다.
돼지고기 가공제품의 경우 선모충(Trichinella spiralis)을 사명하는 처리가 요구된다. 소매
단계에서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가 함유되고 이후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은 반드시 선모
충 없는 보증된 돼지고기나 선모충 파괴 처리된 돼지고기를 이용하여 생산되어야 한다. 미 농
림부 규정, 9 CFR 318.10(c)(3)에서는 가열, 냉각, 건조, 훈연을 통한 선모충 파괴에 대한
요구사항 다수가 확립되어 있다.
일부 발효된 제품 및 건식 염지된 제품은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다. 이 같은 제품
표시에 섭취 전 소비자가 철저한 조리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F) 안전한 육류 및 가금류 염지에 대한 권고사항

(1) 허용 가능 제품 게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거나, 규제 당국이 허가하는 염지에 대한 전문 당국이 입증한 제품
의 목록은 시설 내 공정 구역에 게시되어야 한다.

(2) 종업원 훈련
육류나 가금류 염지에 배정된 종업원은 가이드라인과 염지 식품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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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숙지하고 있음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받은 훈련 및 과정 내용은 규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활용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3) HACCP
HACCP 계획은 모든 염지 작업에 필요하다. 시설은 육류와 가금류 제품을 염지할 때 다음
권고사항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육류 및 가금류 염지를 위한 HACCP 계획 개발 시 농무
부 지역사무소, 공공 도서관,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식품 또는 육류학부를 통해 참고문헌을 활
용할 수 있다.

(a) 중요관리점
다음은 다루어야 할 중요관리점 목록이다.
(i)

준비된 염지 혼합물 구매

(ii) 만약 염지 혼합물을 사전 혼합(pre-mixed)된 상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설 내에서 혼합하였을 경우, 해당 혼합물은 반드시 교정된 계량기를 사용
하여 신중히 통제되어야 한다.
(iii) 염지 재료는 반드시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혼합물 포장이 젖어
있거나 포장이 젖었던 것으로 보일 경우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b) 원료 취급
(i)

철저한 해동과 온도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동은 반드시 모니터링되고 통
제되어야 한다. 적절히 해동되지 않은 육류는 염지용액이 충분히 침투되지
않을 수 있다. 온도 오용은 부패나 병원균 생장을 야기할 수 있다.

(ii) 육류는 반드시 신선하여야 한다. 병든 가축에서 채취한 육류(salvage
meat)는 이미 세균 생장이나 부패 수준이 상당하므로 염지에 사용되지 않
는다.
(c) 배합, 준비, 염지
(i)

배합 및 준비 절차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ii) 모든 장비와 기구는 반드시 세척 및 살균되어야 한다.
(iii) 염지 식품 조각은 반드시 동일한 크기로 준비되어 염지 침투가 동일하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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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건식 염지 및 침염에 상당히 중요하다.
(iv) 반드시 교정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재료를 계량하여야 한다.
(v) 명시된 육류 또는 육류 혼합물 무게에 사용될 정확한 염지 배합량을 결정하
도록 반드시 일정이나 조리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vi)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균등한 염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vii) 분쇄된 재료를 활용한 염지 배합물 혼합은 반드시 통제되고 모니터링되어
야 한다.
(viii) 건식 염지 시 육류 표면 전체를 반드시 회전시켜 충분한 빈도로 간격을
두고 문질러 균등한 염지 침투를 보장하여야 한다.
(ix) 침염의 경우 균등한 염지를 위하여 주기적 배치 혼합이 요구된다.
o
(x) 근육 부위육 건식 염지 중 소금을 첨가할 경우 제품 온도가 1.7°C(35 F)

에서 7.2°C(45oF) 사이가 되도록 엄격한 온도 제어가 요구된다. 이보다 낮
은 온도는 미생물 생장 한계수준에 맞추고 상한 온도는 염지 침투 보장 목
적을 달성하는데 맞춰야 한다. 미 농무부 규정 9 CFR 318.10(c)(3)(iv)의
건식 염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참고한다.
(xi) 염지 용액은 염지 전 과정 중 제품의 동일한 배치와 함께 남은 것이 아니
라면
(xii) 반드시 일 단위로 폐기되어야 한다.
(xiii) 근육 부위육에 대한 근육 내 주입 시 주입 바늘의 폐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xiv) 소시지나 미트로프 성형, 원통형 포장(chub) 시에는 반드시 위생적인
케이싱(casing)이 제공되어야 한다.
(xv) 배치마다 추가적인 원통형 포장이나 소시지 성형 시 재사용하도록 케이싱
을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xvi) 벨리 베이컨(bacon bellies), 햄, 또는 기타 제품의 고온 염지는 반드시
9 CFR 318에 명시된 대로 >49°C (120oF)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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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조리 및/또는 훈연
(i)

훈연실이 초기 설치된 그대로 또는 구조적으로 변경된 경우 식품 공학자가
제품 열처리 특징에 대한 교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 적재량
의 예상 범위 전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훈연실 관리 기록에 다
양한 적재량에 대한 훈연실의 균등한 공기흐름 및 수분량을 확인하여 기록
하여야 한다.

(ii) 식품공전에 따른 조리 육류의 적절한 열처리 전달 절차가 반드시 개발·사용
되어야 한다. (미 농림부 육류 제품 요구사항 확인을 위해 9 CFR 318.17
및 318.23 참조) 염지 가금류 제품에는 최소 73.9°C(165°F) 수준의 온도
가 사용되어야 한다.
(iii) 열매체의 균등한 온도 통제를 제공하는 조리 도구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iv) 제품을 고온에 물에 담그든, 고온의 물을 분무하든, 찌든, 오븐에 익히든 조리
도구가 겹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제품을 적절히 분리하여야 한다.
(v) 제품 내부 온도 확인 시 반드시 교정된 온도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vi) 제품 내부 온도 확인 시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측정기 탐침을 반
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vii) 열매체의 온도 측정 시 반드시 교정된 온도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viii) 익히지 않은 제품은 반드시 조리된 제품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ix) 조리 과정의 시간/온도 파라미터는 반드시 모니터링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일부 과정의 경우 열매체 온도 또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e) 냉각
(i)

냉각은 반드시 식품공전의 권고사항 또는 규정 변경사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미 농림부 냉각 가이드라인인 FSIS 염지 제품의 특별 절차를 위한
지시사항 7110.3은 특별 지침을 제공한다.

(ii) 냉각 서면 절차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iii) 케이싱 시 제품 또는 불침투성 포장 내 조리된 제품에 직접 접촉하는 물
분무 시 사용되는 차가운 물이나 침수냉각은 반드시 적절한 염소처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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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iv) 차가운 물의 온도는 반드시 모니터링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v) 차가운 물은 적절히 염소처리되기 전엔 재사용될 수 없다. 폐수를 처리하여
재생한(reclaimed) 차가운 물은 반드시 매일 폐기하여야 한다.
(vi) 균등한 냉각을 보장하기 위해 차가운 물이나 공기가 제품에 균일하게 접촉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배치하여야 한다.
(vii) 교정된 온도측정기를 사용하여 냉각 중 내부 온도는 반드시 모니터링되어
야 한다.
(viii) 냉각 매체 순환은 반드시 적절히 유지되고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ix) 냉각 매체의 온도는 반드시 서면상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x) 냉각, 케이싱 해체, 포장 중 제품 취급은 반드시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같
은 절차 중에는 위생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f) 발효 및 건조
(i)

온도 및 시간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며, 해당 공정 모니터링을 기록하는
일지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ii) 습도 조절기를 활용하여 습도를 반드시 통제하여야 한다. 서면 일지에 공정
모니터링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iii) 공정 중에는 반드시 제품 간 간격을 두어 적절한 공기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iv) 제품의 신속한 pH 감소 효과를 위해 활성 배양 및 순수 배양 활용이 보장
되어야 한다. 상업용으로 생산된 배양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생산자 지침에 따라서 활용되어야 한다.
(v) 발표 사이클 마지막에서 측정한 발효 소시지의 pH 수준은 반드시 기록되어
야 한다.
(vi) 제품 취급은 반드시 최소화되어야 하며 위생 장갑이나 살균 기구를 통해서
만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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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건조(발효되지 않은) 제품은 염지 및 건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고온
훈연하여서는 안 된다.
(viii) 반건조 발효 소시지는 발효 후 반드시 병원체 생장 및 우려대상인 부패
유기체 통제에 충분한 시간/온도 수준으로 가열되어야 한다.

(4) 전용 구역/접근 제한
염지 작업의 모든 부분은 반드시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 지정된 구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익히지 않은 식품과 조리된 식품, 또는 염지된 식품과 염지되지 않은 식품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효과적인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 장비에 대한 접근은 식품 염지의 내재적
위험성을 숙지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한 책임자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5) 장비 세척 및 살균
세척 및 살균 절차는 반드시 식품공전 4-6, 4-7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G) 참고 문헌
Judge, M., E. Aberle, J. Forrest, H. Hedrick, and R. Merkel, 1984. 육류학의 원칙
(Principles of Meat Science),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Dubuque, IA.
Price, J. and B. Schweigert, 1978. 육류학 및 육류 제품(The Science of Meat
and Meat Products), Food and Nutrition Press, Inc., Westport,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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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모델 서식, 가이드, 기타 관련 부속서
내용목차
1. 종업원 건강상태 정보 및 맨손 접촉 절차 신청서 서식
a) 서식 1-A 조건부 종업원 또는 식품종업원 면담
b) 서식 1-B 조건부 종업원 또는 식품종업원 보고 동의서
c) 서식 1-C 조건부 종업원 또는 식품종업원 진료소견서
d) 서식 1-D 맨손 접촉 절차 신청
2. 채택 정보
a) 서식 2-A 참조를 통한 채택
b) 서식 2-B 본문 인용을 통한 채택
3. 점검 정보
a) 서식 3-A 식품시설 점검보고서
b) 안내 3-B 식품시설 점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위험인자/개입 및
GRP를 위한 식품공전 참조 포함)
4. 요약 정보
a) 도표 4-A 최저 조리온도 및 유지시간 요약표
b) 도표 4-B 최저 조리온도 및 유지시간 요약표
c) 도표 4-C RTE TCS 식품 날짜 기재 요약표
d) 도표 4-D FDA 식품공전 이동식 식품시설 매트릭스

본 부록에서 제공된 문서의 목적은 식품공전 채택과 공전 내 조건부 종업원 및 식품담당 종
업원의 보건과 식품시설 실사와 관련된 조항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서식 1-A부터 서식 1-C는 식품매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종업원 관리 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식품공전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될 수 있는 질병과 연관 있는 특정 증상,
진단, 병력을 조건부 종업원이나 식품담당 종업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허가소지자의
책임이라고 명시한다. 조건부 종업원이나 식품종업원의 경우 책임자에게 이 같은 정보를 보고
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
서식 1-D는 규제기관이 RTE 식품에 대한 맨손 접촉 허가 요청을 고려할 때 사용자를 지
원하기 위한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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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A와 2-B는 식품공전 채택 과정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서식 3-A는 HACCP 정보 및
점검 관찰사항 기록용도로 제공되며 식품공전(2009) 별책 내 변동사항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
해 업데이트된 바 있다.
안내 3-B. ‘식품시설 점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위험인자/개입 및 GRP를 위한 식품공

전 참조 포함)’의 경우 식품공전(2009) 별책 내 변동사항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업데이트된
바 있다. 식품시설 점검보고서의 주요 주제는 안내 3-B에 핵심어구로 요약되어 있다. 이는 실
사관이 발생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식품공전 인용구 위치를 파악하고 점검 관찰사항을 기록하
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안내 3-B의 목적은 점검 중 식품공전 조항의 관찰사항이 간과되지 않으며 식품공전 시설
점검보고서 서식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1. 종업원 건강상태 정보 및 맨속 접촉 절차 신청서 서식
a) 서식 1-A 조건부 종업원 및 식품담당 종업원 면담
감염된

식품종업원

또는

조건부

종업원으로

인한

식품매개

질병,

특히

노로바이러스

(Norovirus),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시겔라균(이질균)(Shingella spp.),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STEC),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또는 A형 간염바이러스 전파 예방

해당 면담의 목적은 책임자가 적절한 단계를 거쳐 식품매개 질병 전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
건부 종업원과 식품종업원이 책임자에게 과거 및 현재 의료적 상태에 대해 보고해야 함을 알
리는데 있다.
조건부 종업원 성명 (인쇄)
식품종업원 성명 (인쇄)
주소
전화번호 주간:

야간:

날짜
다음 증상을 겪고 있습니까? (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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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네'일 경우 증상 시작일 기재
설사

네 / 아니오

구토

네 / 아니오

황달

네 / 아니오

발열을 동반한 인후통

네 / 아니오

또는
노출되거나 배액이 발생하는 감염된 베인 상처나 부상을 입었습니까? 또는, 손, 손목, 노출된
신체 부위 및 기타 부위에 고름이 있는 병변이 있습니까? 적절히 가려지지 않은 베인 상처,
부상, 병변이 있습니까?

네 / 아니오

(예시: 종기, 감염된 상처. 크기가 작아도 해당됨.)
과거 병력:
과거 장티푸스(S. Typhi)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네 / 아니오

진단받은 경험이 있다면 진단일은 언제 입니까?
지난 3개월 이내에 진단받은 경우 항생제를 복용했습니까?

네 / 아니오

항생제를 복용한 경우 며칠 동안 복용했습니까?
항생제를 복용한 경우 처방약을 모두 복용했습니까?

네 / 아니오

질병 노출 이력
1.

최근 확인된 식품매개 질병 발병의 병인으로 의심되거나 이에 노출된 경험이 있습니까?
네 / 아니오
경험이 있다면 시작일을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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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병인은 무엇이며, 제시된 기준에 해당합니까?
원인:
i.

노로바이러스 (지난 48시간 내 마지막으로 노출) 발병일

ii.

대장균 O157:H7 감염 (지난 3일 내 마지막으로 노출) 발병일

iii. A형 간염바이러스 (지난 30일 내 마지막으로 노출) 발병일

b.

iv.

장티푸스 (지난 14일 내 마지막으로 노출) 발병일

v.

이질 (지난 3일 내 마지막으로 노출) 발병일

만약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경우,
i.

발병과 관련된 식품을 섭취하였습니까?

ii.

발병의 근원지가 된 식품시설에서 일하였습니까?

iii. 감염된 사람이 준비한 행사에서 식품을 섭취하였습니까?

2.

최근 질병 발병지로 확인된 환경의 행사나 근무지에 참석하였습니까?

네 / 아니오

참석한 경우 확인된 질병 발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인이 다음 5가지 병원체 중 하나인 경우 병원체 노출이 제시된 기준에 해당합니까?
a.

노로바이러스 (지난 48시간 내 마지막으로 노출) 네 / 아니오

b.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지난 3일 내 마지막으로 노출)) 네 / 아니오

c.

이질균 (지난 3일 내 마지막으로 노출) 네 / 아니오

d.

장티푸스균 (지난 14일 내 마지막으로 노출) 네 / 아니오

e.

A형 간염바이러스 (지난 30일 내 마지막으로 노출) 네 / 아니오

가정 내 동거인 중 노로바이러스, 이질, 장티푸스, A형 간염, O157:H7 대장균 또는 기
타 STEC 균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 아니오 질병 시작일자
3.

가정 내 동거인 중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 이질, STEC 감염증, A형 간염 발병이 확인
된 환경에 갔거나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 아니오 질병 시작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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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료진 또는 의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주간:

야간:

조건부 종업원 서명 날짜
식품종업원 서명 날짜
허가소지자 또는 대표 서명 날짜

b) 서식 1-B 조건부 종업원 또는 식품종업원 보고 동의서
감염된 식품담당 종업원 또는 조건부 종업원으로 인한 식품매개 질병, 특히 노로바이러스, 장
티푸스균, 시겔라균, 시가독서 생성 대장균(STEC),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또는 A형 간염바이
러스 전파 예방

해당 동의서의 목적은 책임자가 적절한 단계를 거쳐 식품매개 질병 전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종업원 및 식품담당 종업원이 책임자에게 과거 및 현재 의학적 상태에 대해 보고해야
함을 알리는데 있다.
본인은 책임자에게 보고하는데 동의합니다.

근무 중이나 근무지 외에서 시작된 다음 증상 및 증상 시작일:
1.

설사

2.

구토

3.

황달

4.

발열을 동반한 인후통

5.

열려 있거나 배액이 있는 감염된 베인 상처나 부상, 손, 손목, 노출된 신체 부위 및 기
타 부위에 고름이 있는 병변, 적절히 가려지지 않은 베인 상처, 부상, 병변(종기, 감염
된 상처 등. 크기가 작아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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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학적 진단 발생 시: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장티푸스균), 이질(시겔라균 감염),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감염,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또는 A형 간염(A형 간염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경우
향후 질병 매개 병원체 노출 시:
1. 확인된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 이질,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감염, A형 간
염 발병에 노출 또는 원인으로 의심.
2. 가정 내 동거인이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 이질, STEC으로 인한 질병, A형 간염 진단
을 받음.
3. 확인된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 이질,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감염, A형 간
염이 발병한 환경에 가거나 근무하는 가정 내 동거인이 있음
본인은 식품공전에 따른 본인의 책임에 대한 요구사항과 본 동의서를 읽고 (또는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 본인은 다음에 동의함.
1. 증상, 진단, 특정 노출에 대해 상기 명시된 요구사항 보고
2. 본인이 따라야 할 작업 제한 또는 작업 제외
3. 우수위생관리기준(Good Hygienic Practices, GHP)
본인은 본 동의서 조항을 미준수할 경우 본인의 고용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시설 또는 식품 규제 당국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숙지하였음.
조건부 종업원 성명 (직접 기입)
조건부 종업원 서명 날짜
식품종업원 성명 (직접 기입)
식품종업원 서명 날짜
허가소지자 또는 대표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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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서식 1-C 조건부 종업원 또는 식품담당 종업원 진료소견서
감염된 식품담당 종업원 또는 조건부 종업원으로 인한 식품매개 질병, 특히 노로바이러스, 장
티푸스균, 시겔라균, 시가 톡신 생성 대장균(STEC),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또는 A형 간염바
이러스 전파 예방
식품공전은 '제2-2부 종업원 보건'의 '제2-201조 질병 또는 의학적 상태'를 통해 조건부 종업
원 및 식품종업원이 의료적 서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특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격 있는 의료진의 의료허가서(medical clearance)를 받도록 규정한다. 고용인은 다
음 상황일 때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1. 설사와 같은 만성적 증상이 있는 경우
2.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장티푸스균), 이질(시겔라균), 대장균 O157:H7 감염 (또는 기타
STEC),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A형 간염바이러스(A형 간염)와 관련한 질병을 현재
앓고 있는 경우
3. 지난 3개월 내 장티푸스(장티푸스균) 관련 질병 이력을 보고한 경우(살모넬라증은 미국
내 상당히 흔한 질병인 반면 장티푸스균에 의해 발생하는 장티푸스는 드물다)
대상 조건부 종업원: (성명, 직접 기입)
대상 식품종업원: (성명, 직접 기입)
4. 종업원이 식품공전에서 정의하는 고민감성 인구에 해당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식품을 제
공하는 시설(미취학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면역손상 환자가 있는 병원 주방시설, 고
령자가 있는 생활지원시설 또는 양로원)에 배정되었는가?
네 □ 아니오 □
진료소견서 근거: 아래와 같이 확인:
□

만성적 구토나 설사를 앓고 있음.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

□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 이질,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감염, 비장티
푸스성 살모넬라, A형 간염 진단을 받거나 이로 의심됨.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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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에 따른 기타 우려되는 의학적 상태:

의료진 최종 의견: (적절한 사항에 동그라미 표시할 것. 서식의 반대편 참고)
□

해당 종업원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장티푸스(장티푸스균 감염), 시겔라균 감염, 대장
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감염),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감염, A형 간염바
이러스 감염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한 없이 식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해당 종업원은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시겔라균 또는 노로바이러스
의 무증상 배출(asymptomatic shedder) 단계에 있으며, 식품시설 내 노출된 식
품, 청결한 장비, 기구, 리넨, 고민감 인구에게 제공되지 않는 1회 제공량 및 1회분
미포장 제품에 대한 작업이 제한된다.

□

해당 종업원은 질병을 앓고 있지는 않지만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시겔라균의 무증상 배출 단계에 있으며, 미취학 아동, 면역손상 환자, 고령자와 같
이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 및 미취학 아동 간호, 의
료 서비스 제공,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해당 종업원은 A형 간염바이러스의 무증상 배출 단계에 있으며, 의료적으로 건강이
회복(medically cleared)될 때까지 식품시설 내 근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해당 종업원은 노로바이러스의 무증상 배출 단계에 있으며, 의학적으로 양호할 때까
지 또는 진단일로부터 최소 24시간 동안 식품시설 내 근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해당 종업원은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 이질,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감염), A형 간염을 앓고 있으며, 식품시설 내 근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해당 종업원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무증상이
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시설과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식품시설 모두에서 근무가 제한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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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미국장애인법(ADA) 제1권(Title)에 따라 식품시설 운영자의 식품매개 질병 전파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의 최종 의견과 고용인 복귀
평가에 대한 귀하의 소견을 하단에 기술하시오)

담당 의료진 서명 날짜

의료진 참조를 위한 FDA 식품공전 내용 재구성
2-201.11(A)(2) 발췌 우려대상 유기체
식품매개 병원체 가운데 다음 6개(이전 5개에서 변경) 유기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1.

노로바이러스 2. 장티푸스균 3. 시겔라균 4.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5. A형 간염 바이러스 6.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2-201.11(A)(1) 발췌 증상
다음 중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까?
설사×구토×황달×발열을 동반한 인후통
2-201.11(A)(4)-(5) 발췌 우려되는 노출 환경:
(1) 다음을 이유로 가족 식사모임, 교회 저녁식사 또는 축제와 같은 행사에서 식품매개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거나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균, 시겔라균,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A형 간염 바이러스로 발생한 발병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문제의 식품을 준비했거나 섭취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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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원인 유기체에 감염되었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나 매개체로 의심되는 사람이
준비한 식품을 섭취하였다.
(2) 또는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균, 시겔라균,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A형
간염바이러스로 발생한 질병 진단을 받은 사람과 동거하거나 이러한 사람의 지인이다.
(3) 혹은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균, 시겔라균,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A
형 간염바이러스로 발생한 질병이 발병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함께 살거나 이
러한 사람의 지인이다.
2-201.12 발췌 배제 및 제한:
식품담당 종업원을 배제하는 결정은 식품매개 질병 전파에 있어 해당 종업원이 실제 또는 잠
재적으로 일조한 상황에 대한 가용 근거를 고려하여 내려진다. 근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증상 진단 과거 병력 분변/혈액 검사
보육원과 같이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식품
매개 질병의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항상 시설에서 배제된다.
식당, 소매 식료품점과 같이 대체로 건강한 소비자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기타 시설의 경우 식
품매개 질병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종업원은 특정 업무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식품시설에서 배제가 요구된다.


설사나 구토 증상을 보이거나 이를 보고한 경우



장티푸스균으로 발생한 질병 진단을 받음



지난 7일 내 황달 증상이 발생함

시겔라균이나 대장균 O157:H7 또는 기타 STEC 감염의 경우 항생제 복용 중단 48시간 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실시된 연속된 2회의 배양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또
는, 감염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하였거나 무증상이 7일을 초과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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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서식 1-D 맨손 접촉 절차 신청
검은색 또는 파란색 잉크를 사용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입력하거나 직접 기입
1.

시설 명:

2.

시설 주소:

3.

책임자:

전화번호:
법적 대표 사업체

4.

RTE 제품에 대한 맨손 접촉 사용 고려를 위하여 절차와 즉섭섭취식품 목록을 구체적으
로 작성

5.

손세척 시설:
(a) 기록된 맨손 접촉 절차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손세척 개수대가 있으며, 개수대는 식
품공전 내 조항에 따라 유지된다. (5-205.11, 6-301.11, 6-301.12, 6-301.14)
□ 네 □ 아니오

(도표, 사진, 기타 정보 포함)

(b) 모든 화장실 안 또는 바로 인접한 장소에 한 개 이상의 손세척 개수대가 있으며, 개
수대는 식품공전 내 조항에 따라 장비를 갖추고 유지된다. ( 5-205.11, 6-301.11,
□ 네 □ 아니오

6-301.12, 6-301.14)
6.

종업원 보건 방침: 종업원 보건 서면방침은 식품담당 종업원 및 조건부 종업원이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서류와

함께

본

서식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2-201.11,

2-201.12, 2-201.13)
7.

종업원 훈련: 식품담당 종업원이 다음 사항에 대한 훈련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
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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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RTE 식품을 맨손으로 접촉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훈련



식품으로 전파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이 있는 개인 건강상태 및 활동에 대한 훈련



적절한 손세척 절차(방법, 시기, 씻을 장소 포함) 및 손톱 관리에 대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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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2-301.14, 2-301.15, 2-302.11)


장신구 착용 금지 (2-303.11)



우수위생관리기준(Good Hygienic Practices, GHP) (2-401.11, 2-401.12)

손세척 관행 서류 특정 RTE 식품을 준비하거나 맨손으로 접촉해야 할 때 작업 내내 교

8.

차오염 방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식품담당 종업원이 식품 준비 및 기타 절차 시행에 앞
서 올바른 손세척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공할 것
추가 통제 조치에 대한 서류: 식품담당 종업원이 맨손으로 RTE 식품과 접촉할 때 다음

9.

통제 조치 중 두 개 이상을 활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할 것


손 이중 세정



손톱솔 사용



손세척 후 손소독제 사용



아플 때 근무하지 않도록 유급 휴가와 같은 인센티브 프로그램



규제 당국이 승인한 기타 통제 조치

규정 준수 성명서: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선서한다. 모든 식품담당 종업원은 RTE 식품 맨손 접촉의 위험성, 식품으
로 전파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이 있는 개인 건강상태 및 활동, 올바른 손세척 절차, 장신구
착용금지, 우수위생관리기준(GHP)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해당 훈련에 대한 기
록은 현장에 보관된다. 상기 섹션(4) 목록 내 품목을 제외하고 나는 맨손을 통한 RTE 식품
접촉이 금지되었음을 숙지하였다. 손세척 개수대는 게시된 맨손 접촉 절차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다. 모든 손세척 개수대는 고온의 물, 비누, 건조기기를 이용해 유지된다. 나는 손세척 관행
및 추가 통제 조치를 위해 서류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나는 손세척 서류에 대한 기록이 최신으
로 유지되며 현장에 보관해야함을 이해한다.
서명:

날짜:
(상기 목록 내 시설 법적 대표 서명)

규제 당국용:
허가 번호:

523

FDA Food code 2017

손세척 준수 이력 검토 파일: □ 네 □ 아니오
현장 방문 실시 □ 네 □ 아니오 의견:

□

승인: 시행일:

□

미승인: 승인 거부 근거:

규제 당국명:

2. 채택 정보
a) 서식 2-A 참조를 통한 채택
본 ‘간소화된 서식’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식품공전을 참조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참조를 통한 채택 서식 사용으로 출판이나 인쇄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하단의 식품공전의 내용에는 제8장 및 제8장 부록(부록1)이 포함된다. 어떤 조항이 채택되며,
조항이 법적 채택되는지 또는 규정으로 채택되는지에 따라 식품공전 내용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섹션 2는 현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이 요구될 수 있거나 금액 내용 삽입이 요
구될 수 있는 조항의 목록이다.
(관할구역) 식품공전
(법령/규정/조례) 번호
다음에 대한 ‘식품공전’ 2009년 개정판을 채택한다. 소매업체의 판매, 상업 서비스, 시설 서비
스, 식품 판매 규정; 허가소지자, 책임자, 종업원, 식품, 식품 안전성을 위한 시간/온도 통제,
식품시설, 안전한 재료, 위생 처리 및 기타 용어의 정의; 종업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
보건, 관행의 기준 제공; 식품의 출처, 준비, 홀딩(보관), 온도, 보호; 장비 디자인, 설비 시공,
설치, 세척, 위생 처리; 물, 하수 및 고체폐기물; 시설 시공 및 유지, 독성 물질 보관과 사용;
식품시설 운영 허가권 요구; 종업원에 대한 작업 제한 및 배제 근거 및 식품 검사 및 부적합
판정 근거 제공, 처벌내용 설정을 포함한 식품공전 내용 시행
(관할지)의 (관리기관)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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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식품공전 채택
특정 문서는 미국 보건복지부, 공중보건국(PHS),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의하여 공표된 ‘식
품공전(2009)의 미국 공중보건국/식품의약품안전청 권고사항’에 따라서 사본 세 장으로써 그
내용에 (관할지 명)의 (관할지 유형)의 (관할지 기록 관리자) 사무실에 보관되어, 기록되며 지정
된다. 이로써 식품시설의 설계, 시공, 관리, 운영을 규정하며, 계획 제출 및 승인을 제공하고,
허가증을 발행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주(州) 이름)의 (관할지 명)의 (관할지 유형) 식품공전으
로 채택된다.
섹션 2. 추가 삽입내용 및 변동사항
하단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8-911.10(B)(1)절 및 (2)절 (금액(달러)) 삽입
제8-913.10(B)절 (금액(달러)) 삽입
제8-911.10(B)(2)절 (연수(年數)) 삽입
섹션 3. 비일치성으로 인한 공전 폐지
대상 (관할지)의 (현 공전 번호) 및 (법령/규정/조례) 번호, (정확한 (조항) 언급을 통하여 폐지
될 수 있도록 현행 식품공전 전체 권(券)명을 기입). 이로써 모순 관계의 기타 공전 전체 또는
일부분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폐지된다.
섹션 4. 채택 증명서 및 공표
(관할지 기록 관리자)는 해당 (법령/규정/조례)의 채택을 서면증명하며, 법에 따라 공표 시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증명이 요구된다.
섹션 5. 시행일
본 공전 및 규칙, 규정, 조항, 요구사항, 명령, 제정되어 채택된 사안들은 이로써 효력을 가지
며, 완전한 효력을 갖고 최종 통과 및 허가일자로부터 그 이후 (기간)동안 시행된다.
(연, 월, 일) 자로 (채택 당국명)에 의하여 통과되고 허가됨.
다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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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부 관할지에서 벌금, 판결, 벌칙을 설정하는 방법의 예시이다.
캘리포니아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도매 식품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기나 기만 의도가 나타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 벌금 최대 1천 달러와 최대 1년의
자유형이 선고된다.
특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민사형 벌금 일일 최대 1천 달러가 부과된다.
B.

소매 식품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 위법사항 별로 25달러 또는 1천 달러 이상의 형사 벌금이 부과되거나,
카운티(county) 교도소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유형이 선고되며, 벌금과 자유형 모두가
선고될 수도 있다.
메릴랜드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특정 경범죄에 대하여 형사 벌금 최대 1만 달러와 1년의 자유형이 선고되며, 공전 위반이 반
복될 경우 최대 2만 5천 달러의 형사 벌금과 자유형 3년이 선고된다.
또한, 각 위반사항과 위반사항이 지속되는 일수 하루 당 민사형 벌금 최대 5천 달러까지 부과
된다.
텍사스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특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 벌금 최대 1만 달러와 2년의 자유형이 선고된다.
1천 2백 50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범위 내에서 벌금의 양을 기반으로 과태료 또는 민사형
벌금에 있어 5가지 ‘심각성’ 단계에 대한 평가. 과거 수행실적, 선의(good faith), 보건 및 안
전성, 연관된 고위험군 인구에 대한 직접적 영향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기본 액수는 최대
50%까지 감액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
소매 식품시설에 대해서 드물게 적용되지만 연방법에서는 ‘형사벌금집행법(1984년)’에 따라 법
인 또는 개인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은 경범죄에 대하여 최대 10만 달러를 부과하며, 사망을
초래한 경범죄의 경우 개인에 최대 25만 달러를, 법인에는 최대 50만 달러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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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식 2-B 섹션 별 참조를 통한 채택
본 ‘긴 서식'은 정부기관이 식품공전을 섹션 별로 참조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하단의 식품공전의 내용에는 제8장 및 제8장 부록이 포함된다.
(부록1) 어떤 조항이 채택되며, 조항이 법적 채택되는지 또는 규정으로 채택되는지에 따라 식
품공전 내용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섹션 2는 현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이 요구될 수 있거나 금액 내용 삽입이 요
구될 수 있는 조항의 목록이다.
(관할지) 식품공전
(법령/규정/조례) 번호
다음에 대한 ‘식품공전’ 2009년 개정판을 채택한다. 소매업체의 판매, 상업 서비스, 시설 서비
스, 식품 판매 규정; 허가소지자, 책임자, 종업원, 식품, 식품 안전성을 위한 시간/온도 통제,
식품시설, 안전한 재료, 위생 처리 및 기타 용어의 정의; 종업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식,
보건, 관행의 기준 제공; 식품의 출처, 준비, 홀딩(보관), 온도, 보호; 장비 디자인, 설비 시공,
설치, 세척, 위생 처리; 물, 하수 및 고체폐기물; 시설 시공 및 유지, 독성 물질 보관과 사용;
식품시설 운영 허가권 요구; 종업원에 대한 작업 제한 및 배제 근거 및 식품 검사 및 부적합
판정 근거 제공, 처벌내용 설정을 포함한 식품공전 내용 시행
(관할지)의 (관리기관)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식품공전 재인쇄, (날짜) 미국 공중보건국/식품의약품안전청 권고사항, 섹션 별)
섹션 2. 추가 삽입내용 및 변동사항
하단의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해야 할 수 있다.
제8-911.10(B)(1)절 및 (2)절 (금액(달러)) 삽입
제8-913.10(B)절 (금액(달러)) 삽입
제8-911.10(B)(2)호 (연수(年數))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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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비일치성으로 인한 공전 폐지
대상 (관할지)의 (현 공전 번호) 및 (법령/규정/조례) 번호, (정확한 (조항) 언급을 통하여 폐지
될 수 있도록 현행 식품공전 전체 권(券)명을 기입). 이로써 모순 관계의 기타 공전 전체 또는
일부분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폐지된다.
섹션 4. 채택 증명서 및 공표
(관할지 기록 관리자)는 해당 (법령/규정/조례)의 채택을 서면증명하며, 법에 따라 공표 시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증명이 요구된다.
섹션 5. 시행일
본 공전 및 규칙, 규정, 조항, 요구사항, 명령, 제정되어 채택된 사안들은 이로써 효력을 가지
며, 완전한 효력을 갖고 최종 통과 및 허가일자로부터 그 이후 (기간)동안 시행된다.
(연, 월, 일) 자로 (채택 당국명)에 의하여 통과되고 허가됨.
다음에 의함:

다음은 일부 관할지에서 벌금, 판결, 벌칙을 설정하는 방법의 예시이다.
캘리포니아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도매 식품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기나 기만 의도가 나타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 벌금 최대 1천 달러와 최대 1년의
자유형이 선고된다. 특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민사형 벌금 일일 최대 1천 달러가 부과된다.
B.

소매 식품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 위법사항 별로 25달러 또는 1천 달러 이상의 형사 벌금이 부과되거나,
카운티(county) 교도소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유형이 선고되며, 벌금과 자유형 모두가
선고될 수도 있다.
메릴랜드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특정 경범죄에 대하여 형사 벌금 최대 1만 달러와 1년의 자유형이 선고되며, 공전 위반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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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될 경우 최대 2만 5천 달러의 형사 벌금과 자유형 3년이 선고된다.
또한, 각 위반사항과 위반사항이 지속되는 일수 하루 당 민사형 벌금 최대 5천 달러까지 부과
된다.
텍사스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특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 벌금 최대 1만 달러와 2년의 자유형이 선고된다.
1천 2백 50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범위 내에서 벌금의 양을 기반으로 과태료 또는 민사형
벌금에 있어 5가지 ‘심각성’ 단계에 대한 평가. 과거 수행실적, 선의(good faith), 보건 및 안
전성, 연관된 고위험군 인구에 대한 직접적 영향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기본 액수는 최대
50%까지 감액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
소매 식품시설에 대해서 드물게 적용되지만 연방법에서는 ‘형사벌금집행법(1984년)’에 따라 법
인 또는 개인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은 경범죄에 대하여 최대 10만 달러를 부과하며, 사망을
초래한 경범죄의 경우 개인에 최대 25만 달러를, 법인에는 최대 50만 달러를 부과한다.

3. 점검 정보
a) 서식 3-A 식품시설 점검보고서
식품시설 점검보고서는 시설의 규제기관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공식 규제 당국 문서이다.
보고서의 목적은 시설의 규정준수 상태를 명확하고 정확하며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점검
완료 시점에 허가소지자나 책임자에게 규정준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식품시설 점검보고서
서식은 정기 실사, 후속 실사, 조사 점검 중 사용할 모범서식으로 제공된다.
더 많은 정보는 부록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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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A
전체 ( ) 페이지
중 ( ) 페이지

식품시설 점검보고서
주립 공전 조항 XXX.XXX 에 의해 규정됨
(
) 카운티
(도로번호) 도로명, 도시(Town) 명 주(州) 번호 (
시설
자격증/허가 번호

위험인자/개입 위반사항 수
위험인자/개입 재 위반 수
점수 (선택사항)
도시/주(州)
점검 목적

)

주소
허가소지자

우편번호
점검 유형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전화번호
위험 분류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및 공중보건 개입
COS(점검 중 현장에서 시정됨) 및/또는 R(재위반사항) 중 알맞은 상자에 ‘X’
표시할 것

다음 중 알맞은 규정 준수 상태(IN. OUT. N/O, N/A)를 각 항목별로 동그라미 표시
IN = 규정 준수

OUT = 규정 위반

N/O = 미관찰

N/A = 미적용

COS=점검 중 현장에서 시정됨 R=재위반사항
COS

준수 상태

R

감독

2 IN OUT N/A

안전을 위한 시간/온도 통제

자격 있는 식품 안전 관리사

IN OUT N/A N/O
IN OUT N/A N/O

종업원 보건
관리, 식품담당 종업원 및 조건부 종업원; 지식 숙지,
책임, 보고

3 IN OUT

IN OUT N/A N/O
IN OUT N/A N/O

적절한 제한 및 배제 활용

4 IN OUT

IN OUT N/A N/O

구토 및 설사 발생 시 대응 절차

5 IN OUT

IN OUT N/A N/O
IN OUT N/A N/O

우수위생관리기준(GHP)
6 IN OUT N/O
7 IN OUT N/O

적절한 음식 섭취, 시식, 시음, 흡연

적절한 조리 시간 & 온도
고온홀딩에 적절한 재가열 절차
적절한 냉각 시간 및 온도
적절한 고온홀딩 온도
적절한 저온홀딩 온도
적절한 날짜 표시 및 폐기
공중보건 통제를 위한 시간; 절차 & 기록
소비자 안내사항

눈, 코, 입 분비물 관리

lN OUT N/A

익히지 않은/비조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안내사항

손으로 인한 감염 예방
8 IN OUT N/O
9 IN OUT N/A N/O

고민감성 인구

청결한 손 & 적절한 손세척
RTE 식품을 맨손으로 접촉하지 않음.
승인된 선택적 절차가 적절히 준수됨.

IN OUT N/A
또는,

사전

저온살균 식품 사용; 금지 식품 미제공
식품/색상 첨가제 및 독성물질

IN OUT N/A
적절한 손세척 개수대의 올바른 제공 및 접근성

10 IN OUT

R

반환 식품, 이미 제공된 식품, 재조건화
식품,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적절한 폐기

IN OUT

책임자가 현장에 있으며, 지식을 입증하였으며 의무를
다함.

1 IN OUT

COS

준수 상태

식품 첨가제: 허가된 첨가제 & 적절한
사용

IN OUT N/A

독성물질 올바른 식별, 보관, 사용

IN OUT N/A

규정 변경/특수 가공/HACCP 준수 여부

승인된 출처

승인된 절차 준수

11 IN OUT

승인된 출처에서 얻은 식품

12 IN OUT N/A N/O

적절한 온도에서 식품 수취

13 IN OUT

양호한 상태의 식품, 안전한 식품, 불순물 없는 식품

14 IN OUT N/A N/O

요구된 기록 확인 가능; 껍질째 제공되는 패류 태그,
기생충 제거

15 IN OUT N/A N/O

식품 분리 및 보호

16 IN OUT N/A

식품 접촉 표면; 세척 & 위생처리됨

위험인자란 중요한 관행 및 절차로 이는 식품매개 질병 또는 상해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공중보건 개입은
식품매개 질병 또는 상해를 예방할 통제 조치이다.

오염으로부터 보호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이란 병원체, 화학물질, 물질이 식품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
항목 내 사항이 미준수된 경우 상자에 ‘X’를 표시할 것 COS 및/또는 R 상자 중 적절한 곳에 ‘X’를 표시할 것 COS=점검 중 현장에서 시정됨 R=재위반사항
COS

R

COS

안전한 식품과 물
30

요구사항에 저온살균된 계란 사용

기구의 적절한 사용
43

사용 중인 기구; 적절한 보관 여부

31

승인된 출처에서 얻은 물과 얼음

44

기구, 장비, 리넨: 적절한 보관, 사용, 취급

32

특수 가공 방법을 위한 규정변경 여부

45

일회용/일 회분 품목: 적절한 보관 및 사용

식품 온도 통제

46

적절한 장갑 사용

33

적절한 냉각 방법 사용; 온도 통제에 적합한 장비

식품 및 비식품 접촉 표면이 세척가능하며, 적절히
설계되고 시공되었으며, 사용됨

기구, 장비, 판매

34

고온홀딩을 위한 식물성 식품의 적절한 조리

47

35

승인된 해동 방법 사용

48

식기세척 장비 설지, 유지, 사용, 테스트 스트립

36

온도계 제공 및 적합성 여부

49

청결한 비식품 접촉 표면

50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사용가능 여부: 적절한 압력

식품 식별

물리적 시설

37

식품의 적절한 라벨; 원래 보관용기

51

배관시설 설치: 적절한 역류 장치

38

해충, 설치류, 동물 유무

52

적절한 오수 및 하수 폐기

39

식품 준비, 보관, 진열 중 오염 예방

53

화장실 시설: 적절한 시공, 제공, 세척 여부

40

개인 위생

54

폐기물 및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 여부 및 시설
유지 여부

41

청소용 천; 적절한 사용 및 보관

55

물리적 시설 설치, 유지, 세척

42

과일 및 채소 세척

56

적절한 환기 및 조명; 지정된 구역 내 사용 여부

식품 오염 예방

책임자 (서명)
실사관 (서명)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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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날짜:
아니오 (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 후속조치 날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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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전체 ( ) 페이지 중
( ) 페이지

식품시설 점검보고서
주립 공전 조항 XXX.XXX 에 의해 규정됨
(

) 카운티

자격증/허가 번호

(도로번호) 도로명 도시(Town) 명, 주(州) 번호 (
시설

주소

날짜

)
도시/주(州)

우편 번호

전화번호

온도 관찰사항
항목/위치

온도

항목/위치

온도

항목/위치

온도

관찰사항 및 개선 조치
항목 번호

본 보고서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식품공전 내 섹션 8-405.11 에 명시된 시일 이내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책임자 (서명)

날짜

실사관 (서명)

날짜

CPF00-12-03 PG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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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전체 ( ) 페이지
중 ( ) 페이지

식품시설 점검보고서
주립 공전 조항 XXX.XXX 에 의해 규정됨
(

) 카운티

자격증/허가 번호

(도로번호) 도로명 도시(Town) 명, 주(州) 번호 (
시설

주소

날짜

)
도시/주(州)

우편 번호

전화번호

관찰사항 및 개선 조치
항목 번호

본 보고서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식품공전 내 섹션 8-405.11 에 명시된 시일 이내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책임자 (서명)

날짜

실사관 (서명)

날짜

CPF00-12-03 P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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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내 3-B

식품시설 점검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위험인자/개입 및 GRP를
위한 식품공전 참조 포함)

안내 3-B는 점검 중 사용 목적의 문서로, 점검 중 식품공전 조항에 대한 관찰사항이 간과되지
않으며 식품공전 시설 점검보고서 서식에 명확히 기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식품시설 점검보고서 서식 내 주요 주제들은 안내 3-B 내에 핵심어구로 요약되어 그 목적은
실사관이 위반사항에 맞는 식품공전 인용구 위치를 파악하고, 점검 중 관찰사항을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점검보고서에 관찰사항을 기록할 때 참고를 위하여 공전 내 적용가능한
각 섹션에 위험사항 지정 분류(주요사항(Priority)(P), 주요사항의 기초(Priority Foundation)(Pf),
핵심사항(Core)(C))가 추가되어 있다.

본 지침 내 모든 참고문헌 및 공전 조항 내용은 식품공전(2009) 및 별책을 바탕으로 한다.
A.

일반 지침

정보 키워드
시설

본 섹션의 경우 ‘일반 명칭’ 또는 '사업 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한다. 해당
정보는 사업체 시작 시 작성한 자격증/허가증 신청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주소

사업체가 실제로 치한 장소의 도로명

우편 번호 전화번호
자격증/허가 번호 허가소지자
목적

사업체 실제 위치
시설 전화번호
자격증 번호 또는 추적 식별정보
신청서 내 소유주 명 또는 관리자 명
점검 실시 이유 - 정기 실사, 재실사, 불만조사, 후속점검 등

시설 유형

시설 유형에 대한 설명 또는 코드 (식당, 시장, 운송수단, 임시 식품시설)

위험요인/개입 위반사항의
위험성 분류번호

점검 시행 빈도 결정 시 위험도/우선도 지정. 항목 1~29 중 OUT 이 표시된
횟수를 세어 총계를 기재한다.

횟수

항목 1~29 중 R(반복)이 표시된 횟수를 세어 총계를 기재한다.

위험인자/개입
위반사항 반복
점수 (선택사항)

본 서식에서 점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만약 관할지에 점수 산정 시스템이
있을 경우 실사서식에 반영해야 하며, 점검 점수는 이곳에 기재한다.

날짜

점검 날짜는 연, 월, 일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시작 시간

실제 점검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실제 점검 종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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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험인자 및 개입

위험인자란 식품 준비 관행 및 종업원의 행동방식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식품매
개 질병 발병의 원인으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사항이다. 위험인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안
전하지 않은 출처에서 얻은 식품, 부적절한 홀딩 온도, 부적절한 조리, 오염된 장비, 부적절한
개인 위생 해당 항목 준수는 식품매개 질병 예방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이는 식품시설 점검보
고서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소비자 건강 보호 목적으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모범
공전 및 가이던스를 통해 오랜 기간 제정된 기타 개입을 보충하는 ‘식품공전(1993)’에 5가지
핵심 공중보건의 개입이 도입된 바 있다. 5가지 핵심 공중보건 개입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식
입증, 종업원 보건 관리, 오염 매개체로서 손 관리, 병원체 통제를 위한 시간 및 온도 파라미
터, 소비자 권고문
실사관은 ‘규정준수 상태’를 알리기 위해 다음 중 한 가지를 식품매개 질병 위험인자 및 공중
보건의 개입 섹션 내 점검보고서 서식 내 각 항목에 기재하여야 한다. ‘IN’은 해당 항목이 준
수됨을 의미; ‘OUT’은 해당 항목을 미준수함을 의미; ‘N.O.’는 점검 중 해당 항목이 관찰되
지 않았음을 의미; ‘N.A.’는 해당 항목이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 N.A.나 N.O가 선택
사항이 아닌 특정 항목의 경우, 이는 해당 항목이 점검 중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며 규정준수
상태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항목이 ‘OUT’에 해당할 경우 항목에 대한 각 위반
사항 상세내용을 점검보고서 2 페이지 내 ‘관찰사항 및 개선 조치’섹션에 기록한다. 규정 준수
현황은 미준수 패턴을 확립하는 관찰사항의 결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식품매개 질병 예방에
관하여 관찰사항의 심각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OUT’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점검 중 현장에서 시정됨(COS) 해당란 및/또는 위반 반복(R)
에 ‘X’를 표시하여 위반사항 현황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COS 표시는 특정 항목에 대하
여 원인이 된 모든 위반사항이 점검 완료 전 시정되고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각 위반사항에
대해 취한 실제 개선 조치는 점검보고서 내 ‘관찰사항 및 개선 조치’ 섹션에 기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이 손세척 개수대에 비누와 페이퍼 타월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항목 10번 손

세척 개수대에 규정 미준수가 표시된다. 책임자는 개수대에 비누를 배치하여 문제를 일부 시정
할 수 있으나, 페이퍼 타월을 교체하지 않거나 기타 손을 말리는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비누를 배치한 개선 조치는 서식 내 서술식으로 기록될 수 있으나, 항목 10번
에 COS가 기재되지는 않는다. 이는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R을 기재할 경우 특정 항목에 대해 지난 점검보고서에 기재된 위반사항과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같은 예를 들어보면, 이후 시행된 실사에서 비누와 페이퍼 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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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항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종업원이 올바른 개수대에서 손을 씻지 않는 경우(이는
항목 8번 손세척 개수대에 해당), R이 기재되지는 않는다. 이는 지난 점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신규 위반사항이기 때문이다.
C.

각 위험인자 및 개입 점검보고서 기재 지침
감독

1.

책임자 현장 상주, 지식 입증, 의무 이행.

IN/OUT

해당 항목에 대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IN 또는 OUT을 기재해야 함. 책임
자의 3가지 책임사항 - 현장 상주, 지식 입증, 의무 이행 책임사항 중 한 가지라
도 준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을 기재한다.
A.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한다. 각 2-101.11(A) 및 (B)에 대하여 책임자 부재
시 해당 항목에는 OUT을 기재한다.
B.

지식 입증 지식 입증에 대하여 책임자에게는 3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선택사
항 중 책임자가 한 가지라도 충족 시 해당 항목에는 IN을 기재한다 식품공전
에서 허용하는 지식 입증에 대한 3가지 선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102-20 내 명시된 바와 같이 ‘공인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2.

해당 점검 중 우선 항목에 대한 위반이 없으므로 식품공전 준수

3.

운영에 적용 가능한 공중보건 관행 및 원칙과 관련한 실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답변 실사관은 조정이 가능한 질문을 통해 2-102.11(C)(1),
(4)-(16) 내 열거된 각 부문에 대한 책임자의 지식을 평가하여 본 항목
을 평가하여야 한다. 초기 면담, 메뉴 검토 혹은 점검 전반에 걸쳐 적절
한 상황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실사관은 운영에 적용되는 식품공전 요
구사항 및 공중보건 원칙에 대한 책임자의 지식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면담은 면담 대상자가 식품공전
내용과 공중보건 원칙을 명확히 숙지하여 철저히 식품안전관행을 따르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온전한 식품을 정확히 제시하는지 밝힐 수 있도록 충
분히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535

FDA Food code 2017

C. 책임자의 의무 책임자 및 식품담당 종업원과의 상호작용 및 관찰사항을 기반
으로 해당 항목에 반드시 규정준수에 대하여 IN 또는 OUT이 표기되어야 한
다. 실사관은 2-103.11 내 ‘의무사항’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또는 감독
과 관련하여 책임자가 관행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나 통제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1) 책임자와의 논의, 2) 시스템 또는 통제사항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찰하여 확인하여 달성할 수 있다. 본 개념은 일반적으로 능동적 관
리통제라 칭한다. 미준수 패턴이 확인되며, 책임자가 종업원들이 2-103.11
내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반드시 규정준수
에 대하여 IN 또는 OUT이 표기되어야 한다. 본 항목에 규정 미준수를 기재
하기 위해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해당 항목이 별도의 한 사건처럼 표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103.11 내 의무사항 준수를 보장하는 책임자
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N.A. (해당 없음)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하지 않을 것
N.O. (관찰되지 않음)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가능한 공전 조항:
2-101.11

책임수행업무

2-102.11(A), B), (C)(1), (4)-(16) 입증
2-103.11 (A)-(P)
2.

(Pf)

(Pf)

책임자 의무사항

(Pf)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자

IN/OUT

해당 항목에는 반드시 규정 준수에 대한 IN 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책임
자가 자격 있는 식품안전관리자인 것으로 관찰될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이 기재
된다. 자격 있는 식품안전관리자가 없거나, 식품안전관리자의 자격증이 공인된 프
로그램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이 기재된다.

N.A.

시설의 운영 특성 및 식품 운영 규모를 바탕으로 식품매개 질병을 야기하거나 이
의 원인이 될 위험성이 최소한이라 규제 당국이 시설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간
주할 경우 해당 항목은 N.A.로 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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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2-102.12(A) 자격 있는 식품안전관리자

종업원 보건/오염 사건 대응
3.

관리자 및 식품담당 종업원의 지식 및 조건부 종업원; 책임 및 보고

IN/OUT

해당 항목에는 반드시 규정 준수에 대한 IN 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음

기준이 충족될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이 기재된다.
1.

책임자가 식품담당 종업원 및 조건부 종업원에게 특정 증상 또는 진단된 질병을 책임자
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알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음. 이를 통해 책임
자는 식품공전 2-103.11 (O) 및 ¶2-201.11 (A),(B), (C), (E)에 명시된 대로 규제
당국에 이를 보고함.

2.

2-201.11(A)에 명시된 대로 책임자는 점검 중 모든 식품담당 종업원 및 조건부 종업
원에게 식품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된 본인의 건강상태 및 활동에 대한 정
보를 보고할 의무를 고지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를 제공하거나 이를 충분히 증명함. 충분
한 규제 준수에 대한 내용은 서식 1-B를 작성하거나, 각 종업원이 작성한 식품공전
(2009) 부록 7 내 조건부 종업원 및 식품담당 종업원 보고 동의서 또는 같은 정보가
기재된 주(州) 또는 지역의 기타 유사한 서식을 통해 기록될 수 있다.

3.

또는 서식 1-B 대신 규제 준수사항은 다음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a)

각 종업원이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음을 기록한 출석자 명단 및 커리큘럼과 같은
증거물(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서식 1-B에서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을 제시

b)

훈련, 서명, 포켓 카드, 기타 서식 1-B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된 수단 중 몇
가지를 활용하여 식품담당 종업원과 조건부 종업원에게 이를 알리는 종업원 공지시
스템을 비롯한 종업원 보건 방침을 시행 모든 종업원 보건 방침에는 종업원의 서
명이 있어야 함.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점검 중 무작위로 종업원 한 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종업원이 증
상, 노출, 질병 진단을 관리자에게 알릴 의무에 대해 고지 받았음을 상기 방법 목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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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를 이용하여 책임자가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방침을 확립할 것이 장려된다. 책임
자는 암기한 증상 및 질병을 전달하는 것보다, 서식 1-B 또는 규정 준수 입증에 사용
되는 유사한 서류 내 해당 정보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부록 3 공중보건근거 제2-201조에,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정 준수 확인 시 규제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사항을 포함한 추가 정보가 제공된다.
N.A. (해당 없음)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하지 않을 것
N.O. (관찰되지 않음)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f)

2-102.11(C)(2),(3), (17) 입증
2-103.11 (O)

책임자 의무(Pf)

2-201.11(A), (B), (C), & (E)허가소지자, 책임자, 조건부 종업원의 책임(P,
4.

Pf)

적절한 제한 및 배제 활용

IN/OUT

해당 항목에는 반드시 IN 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규정 준수는 반드시 직
접 관찰한 내용 또는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가정 상황이나 식품공전 지식
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책임자의 답변만 근거가 될 수 없다. 점검 중 다음 기준
이 관찰된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을 기재한다.


아픈 종업원이 없음.



진단 유무와 관계없이 보고 대상이거나 책임자가 작업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해
야 하는 증상이 발현되는 종업원은 없음.



고민감성 인구 또는 비-고민감성 인구를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종업원이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증으로 인한 감염증 진단을 받고 무증상일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한된다.

다음 상황에서 해당 항목에는 OUT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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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것을 관찰함.


또는 종업원이 식품 전파 질병과 관련된 건강상태나 활동에 대한 본인의 정보
를 보고했으나, 책임자가 식품공전(2-201.12 & 2-201.13)에서 요구된 대로
해당 종업원을 작업에서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음을 실사관이 확인함.



또는 황달이 나타나거나 식품공전 제2-201.11 (A)(2)(a)-(f)조에 명시된 병원
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종업원에 대해 책임자가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
았음을 실사관이 확인함.



2-201.11(A)(2-5)에 명시된 질병을 진단받은 종업원이 식품시설 내에 근무
함. 또한, 고민감성 인구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발열을 동반한 인
후통이 있는 종업원이 있어서는 안됨.

N.A.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하지 않을 것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2-201.11(A), (B), (C), & (E)

허가소지자, 책임자, 조건부 종업원의 책임사항, 제한 또

는 배제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사항

(P,)

2-201.12

배제 및 제한(P)

2-201.13

배제 및 제한 조치 해제, 조정 및 유지(P)

5.

구토 및 설사 사건 처리

IN/OUT

해당 항목에는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IN 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식품시설
이 시설 내에 토사물이나 분변과 관련된 구토 및 설사 사건에 대응할 때 종업원들
이 따를 서면 절차를 갖추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이 기재됨. 식
품시설이 당사 계획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된 권고사항은 공중보건근거
(2-501.11 구토 및 설사 사건 처리)를 참고할 것
식품시설이 시설 내에 토사물이나 분변과 관련된 구토 및 설사 사건에 대응할 때
종업원들이 따를 서면 절차를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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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이 기재됨.
N.A.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하지 않을 것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2-501.11

(Pf)

구토물과 토사물 세척

우수위생관리기준(GHP)
6.

적절한 음식 섭취, 시식, 시음, 흡연

IN/OUT

식품담당 종업원의 적절한 위생 관행에 대한 직접적 관찰사항 또는 논의를 기반으
로 해당 항목에는 규정 준수에 대하여 IN 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노출된
식품, 청결한 도구, 미포장된 1회용, 1인분 제품에서 분리하여 비식품 접촉 표면
위에 보관한 폐쇄용기 내 식음료를 식품담당 종업원이 섭취하는 것이 관찰된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 이 기재되어야 한다. 식품담당 종업원이 부적절하게 음식을 섭
취, 시식, 시음, 흡연하는 것이 관찰되거나, 이와 같은 활동이 시설 내 비지정 구
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이 기재되어
야 한다. 주방의 식품준비 구역에 액체용 개방용기가 있어도 이는 해당 항목에 반
드시 OUT을 기재할 이유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만약 라벨링된 액체류가 제품의
재료로 활용되는지, 다른 지정된 구역에서 종업원이 마실 식음료인지 확인하기 위
하여 식품담당 종업원이나 책임자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액
체류가 지정된 구역에서 섭취할 식음료일 경우, 이는 반드시 식품, 장비, 기구, 리
넨, 단위제공량(1회분/1인분) 제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N.A.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하지 않을 것

N.O.

소매 업체의 경우 점검 중 식품담당 종업원이 없는 드문 경우에만 해당 항목에
N.O.가 기재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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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12
7.

(P)

시식 중 오염 방지

눈, 코, 입 분비물 관리

IN/OUT

식품담당 종업원을 직접 관찰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IN 또는 OUT이 기
재되어야 한다. 눈, 코, 입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지속적인 재채기, 기침, 콧물 같
은 증상이 있는 식품담당 종업원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이 기재되어야 한
다. 눈, 코, 입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지속적인 재채기, 기침, 콧물 같은 증상이
있는 식품담당 종업원으로 인하여 식품이나 식품 접촉 표면이 오염될 수 있는 경
우 해당 항목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N.A.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하지 않을 것

N.O.

소매 업체의 경우 점검 중 식품담당 종업원이 없는 드문 경우에만 해당 항목에
N.O.가 기재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2-401.12

(C)

눈, 코 및 구강 배출

오염 매개체로서 손 통제
8.

청결하며 적절히 세정된 손

IN/OUT

해당 항목에는 규정 준수에 대하여 IN 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종업원이
적당한 시간 및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손을 씻는 모습이 관찰될 경우 해당 항목
에는 IN이 기재된다. 만약 업무상 변동이 없고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는 활동이 없
을 경우라면 장갑을 바꿀 때마다 손세척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N.A.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하지 않을 것

N.O.

소매 업체의 경우 점검 중 식품담당 종업원이 없는 드문 경우에만 해당 항목에
N.O.가 기재된다. (식품담당 종업원이 없으나 실사관을 동반한 책임자가 점검 중
식품, 청결한 도구, 기구를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질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이 기
재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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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301.11

청결 상태

2-301.12

세척 절차

2-301.14

세척 시점

2-301.15

세척 위치

2-301.16

손소독제(Pf)

9.

(P)

(P)

(Pf)

맨손으로 RTE 식품을 접촉하지 않음 또는 사전 승인된 선택적 접촉이 적절히 준수됨

IN/OUT

해당 항목에는 규정 준수에 대하여 IN 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식품담당
종업원이 적절한 기구나 장갑을 사용하여 RTE 식품에 대한 맨손(또는 팔) 접촉을
예방하는 것이 관찰될 경우나 식품담당 종업원이 RTE 식품이 다른 제품에 재료로
첨가되는 과정에 맨손을 사용하여 노출된 RTE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
목에 IN을 기재한다.


이때

다른

제품이란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

함유되었으며,

¶¶3-401.11(A)-(B) 또는 3-401.12에 규정된 최저 온도에서 제품 전체를
가열하여 시설 내에서 조리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또는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 함유되지 않았으나 최소 63°C (145°F)에서
제품 전체를 가열하여 시설 내에서 조리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식품담당 종업원이 사전 승인된 선택적 맨손 접촉 절차를 적절히 따르는 모습이
관찰될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IN 이 기재된다.
맨손 접촉에 대한 사전 승인 및 서면 절차 없이 식품담당 종업원 한 명이라도
RTE 식품을 맨손으로 접촉하는 모습이 관찰될 경우 해당 항목에 OUT 이 기재
된다.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는데 반드시 따라야 할 요건의 목록은 제
3-301.11 (E)(1)-(7)조를 참고할 것. 고민감성 인구에 식품을 제공하는 종업원의
식품 맨손 접촉은 금지되어 있으며 선택적 맨손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3-301.11(D)(1)-(2)조에 명시된 대로 적절히 가열되지 않은 제품의 재료로 첨
가할 때 노출된 RTE 식품을 맨손으로 접촉하는 식품담당 종업원이 있을 경우에
도 해당 항목에 OUT 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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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포장된 제품만 제공하거나 RTE 식품이 아닌 벌크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항목에 N.A.가 기재될 수 있다.

N.O.

RTE 식품만 준비하는 시설이지만 점검 시행 시점에는 식품 준비가 수행되지 않았
을 경우 해당 항목에 N.O.가 기재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 Pf, C)

3-301.11

손 접촉에 의한 오염 방지

3-801.11(D)

저온살균 식품, 재사용 금지 및 금지된 식품

(P)

10. 적합한 손세척 개수대 및 적절한 공급과 접근성

IN/OUT

해당 항목에는 식품 준비 구역, 분배 구역, 식기세척 구역 내, 화장실 안이나 인접
한 곳에 손세척 개수대가 적절히 설비되어 종업원들이 사용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
였는지 결정할 때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IN 또는 OUT이 기재된다. 시설에 비
누, 손 건조기, 요구된 표시(signage)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항목에는 반
드시 OUT 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손세척 개수대가 식품 준비 구역, 식품 분
배 구역, 식기세척 구역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이동식 장비가 개수대를 막고 있거나 불결한 기구나 다른 물건으로 개수대가
차있을 경우, 종업원이 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반드시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N.A.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하지 않을 것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f, C)

5-202.12

손세척 개수대, 설치

5-203.11

손세척 개수대 - 개수 및 용량(Pf)

5-204.11

손세척용 개수대 - 위치와 배치

5-205.11

손세척용 개수대 - 작동 및 유지

(Pf)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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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6-301.11

손세척제, 가용성

6-301.12

손 건조 조항

6-301.13

손세척 보조 장치, 제한사항

6-301.14

손세척 표시판

(Pf)

(C)

(C)

승인된 출처
11. 승인된 출처에서 얻은 식품

IN/OUT

제품, 식품 라벨, 포장, 수질 분석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사항 및 책임자 또는 다른
식품담당 종업원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IN 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규제 당국이 승인된 식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 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급자명, 선적송장, 구매자 명세화 방안, 연체 패류 태그, 식품
출처에 대한 규제 허가/인가 증명 등에 대한 검토는 승인된 식품 출처 기록에 활
용될 수 있다. 야생에서 채집된 버섯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유 및 유제품은 반드시 A등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승
인된 식품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규제 당국이 야생에서 채집된 버섯 판매나 제
공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시설 내에서 판매 및 제공이 관찰될 경우 해당 항목에
는 OUT 이 기재되어야 한다.

N.A.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하지 않을 것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201.11

식품법 준수(P,

3-201.12

밀폐용기 식품(P)

3-201.13

액상 우유 및 유제품(P)

3-201.14

수산물(P)

3-201.15

연체 패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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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201.16

야생 버섯

3-201.17

수렵동물

3-202.13

난류

3-202.14

살균된 알과 우유 가공품

3-202.110

가공 주스(P,

5-101.13

병입수(P)

(P, C)

(P)

(P)

Pf)

12. 적절한 온도에서 수취된 식품

IN/OUT

수취되는 TCS 식품의 실제 온도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는 규정 준수에 대한 IN
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수취된 식품이 점검 중 적절한 온도일 경우(예를
들어 점검 중 보육원에 캐이터링 식사가 배송되었으며, 규제 당국이 수취 당시 온
도를 확인한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을 기재하여야 한다. 식품을 수취하였으나, 배
송 시점에 규제 당국이 측정한 TCS 식품의 실제 온도가 공전에 규정된 수취 온도
를 상회할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을 기재하여야 한다.

N.A.

소매 업체의 경우 점검 중 시설 측에서 TCS 식품이 아니며 냉동되지 않은 식품
만을 수취할 경우 해당 항목에 N.A.가 기재된다.

N.O.

점검 중 수취된 식품이 없을 경우 해당 항목에는 N.O.가 기재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202.11

온도

(P, Pf)

13. 양호한 상태의 식품, 안전한 식품, 불순물 없는 식품

IN/OUT

제품 포장의 무결성, 유익성, 불순물 흔적에 대한 직접적 관찰사항을 바탕으로 규
정 준수에 대한 IN 또는 OUT을 해당 항목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통조림 식
품에 찌그러진 부분이 있으나 밀봉상태에 훼손이 없을 경우, 개봉 중 외부 상자에
잘린 부분이 생겨도 내부 포장은 온전한 경우, 식품의 원래 색상이나 품질에 이상
이 없는 경우, 식품이 정직하게 제시된 경우 해당 항목에는 반드시 IN 이 기재되
어야 한다. 식품 포장 무결성이 손상되거나 본 외형, 색상, 품질이 의도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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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된 경우 해당 항목에는 반드시 OUT 이 기재되어야 한다.
N.A.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하지 않을 것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

3-101.11

안전하고, 건전하며 정직한 식품정보

3-202.15

포장 무결성

(Pf)

14. 요구된 기록 활용 가능: 껍질째 제공되는 패류 태그, 해충 박멸

IN/OUT

생선류 보관, 껍질째 제공되는 패류 태그 및/또는 해충 박멸을 위한 생선류 냉동
기록에 대한 직접적 관찰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는 IN 또는 OUT 이 기재되
어야 한다. 공급업체가 날 생선, 익히지 않고 마리네이드된 생선, 덜 익은 생선을
해충 박멸을 위해 냉동하여 판매하였음을 확인하는 공급자의 명세서를 허가소지자
가 제공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해충 박멸을 위해 생선을 냉동했을 경우 허가소지자
가 유지해온 냉동 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 을 표기하여야 한다. 껍질
째 제공되는 패류 태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태그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패류
혼합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충 박멸을 위한 생선류 냉동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 을 표기하여야 한다. 냉동 요구사항에서 면제되는
생선류 정보는 제3-402.11(B)조를 참고할 것.

N.A.

껍질째 제공되는 패류가 시설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날 것, 익히지 않고 마
리네이드 되거나, 덜 익은 상태로 판매되는 생선류가 참치 종류이거나 식품공전에
서 냉동을 면제하는 양식 생선류인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 를 표기할 수 있다.

N.O.

껍질째 제공되는 패류가 날 것, 익히지 않고 마리네이드 된 상태, 덜 익은 상태로
시설 내에서 정기적으로 판매되지만, 점검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판매 중이지 않고
태그, 송장, 구매 기록을 통해 이전 규정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
목에는 N.O.를 표기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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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3-203.12

쉘스톡, 식별 정보 유지

3-402.11

기생충 사멸

3-402.12

기록 및 기록 보존

(P, C)

(Pf)

오염으로부터 보호
15. 식품 분리 및 보호

IN/OUT

식품 보관 및 식품 취급 관행에 대한 직접적 관찰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IN
또는 OUT을 기재하여야 한다.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에 의한 RTE 식품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 최저 조리 온도에 따른 유형 별로
거리를 두거나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되지 않는 것이 관찰된 경우, 포장되지 않
은 분쇄육이나 이외 원형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의(non intact) 육류가 포장되지
않은 전체근을 유지한 육류 위에 보관된 경우, 보관 중인 식품을 포장되지 않거나
표면을 덮지 않은 경우(냉각 중이 아닌 경우), 식품이 불결한 장비나 기구와 접촉
중인 경우, 일회용 장갑을 하나 이상의 작업에 사용한 경우 본 항목에는 OUT이
표기되어야 한다.

N.A.

시설에서 사용되는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 없고 포장 식품만 판매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가 표기될 수 있다.

N.O.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 계절별로 사용되거나 제공되며,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O.가 표기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302.11

포장 및 미포장 식품 - 분리, 포장, 구분(P,

3-304.11

장치 또는 기구와 식품 접촉(P)

3-304.15(A)

장갑, 사용 제한(P)

3-306.13(A)

소비자 셀프서비스(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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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식품 접촉 표면: 세척 및 살균

IN/OUT

장비 및 기구의 식품 접촉 표면에 대한 직접적 관찰사항; 테스트 스트립, 열감지
테이프, 장비 측정기를 이용하여 확인한 화학 살균제 농도, 고온수 살균 온도, pH
농도, 경도, 수압 등에 대한 실제 측정치/제품 정보; 세척 및 살균 절차에 대한 관
찰사항; 세척 및 살균 절차, 빈도에 대한 책임자 및 다른 식품담당 종업원과의 면
담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IN 또는 OUT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수동 및/또
는 기계식 세척 및 살균 방법이 효과적이고, 설명된 빈도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해
당 항목에는 IN 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규정 준수 확인을 위해 사용 중이거
나 깨끗하게 보관된 장비 및 기구의 식품접촉 표면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진행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접시나 칼과 같이 육안으로 봤을 때 오염된 기구가 하나 있
다고 하여 해당 항목에 OUT을 기재하지는 않는다. 수동 및/또는 기계식 방법을
통한 장비 및 기구의 식품접촉 표면 세척 및 살균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슬라이서나 캔 오프너와 같은 다회용 장비 하나가 불결하고 이것이 점검 중 사용
되고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OUT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유형
이든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에 사용하기에 앞서 생선류와 같은 주요 식품 알레
르겐과 접촉되는 장비나 기구가 세척되고 살균되지 않는 것이 관찰될 경우 해당
항목에 OUT 이 기재된다.

N.A.

미리 포장된 식품만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장비 및 기구 세척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할 수 있다.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4-501.111

수동 식기세척장치, 고온수 살균 온도(P)

4-501.112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고온수 살균 온도(Pf)

4-501.113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살균 압력(C)

4-501.114

수동 및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화학 살균 - 온도, pH, 농도, 경도(P,

4-501.115

수동 식기세척장치, 세정 살균제를 사용한 화학 살균(C) 4-601.11(A) 장비,
식품 접촉 표면, 비식품 접촉 표면, 기구(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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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

4-602.11

식품 접촉 표면 장비 및 기구 - 빈도

4-602.12

조리 및 베이킹 장비

4-702.11

세척 후 사용 전(P)

4-703.11

고온수 및 화학물질

(C)

(P)

17. 반환된 식품, 이전에 제공된 식품, 재조건화 식품,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적절한 폐기

IN/OUT

해당 항목에는 반드시 IN 또는 OUT이 표기되어야 한다. 식품이 안전하지 않고,
불순물이 있으며, 정직하게 제시되지 않고, 출처가 미승인된 출처인 것이 확인된
경우, RTE 식품이 종업원에 의해 오염되어 승인된 절차에 따라 폐기되거나 재조건
화되지 않은 경우, 보호 장치 없는 미포장된 식품, 이전에 제공된 식품이 다시 제
공되는 것이 관찰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 이 기재된다.

N.A.

해당 항목에 N.A.를 표기하지 않을 것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306.14

회수된 식품과 식품 재사용(P)

3-701.11

전하지 않은, 변형된, 또는 오염된 식품의 폐기 또는 복원(P)
식품 안전을 위한 시간 온도 통제(TCS 식품)

18. 적절한 조리 시간 및 온도

주의:

규정 준수나 미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 조리 온도를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규정 준수나 미준수 확인 시 관리자나 조리사와의 면담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의 온도는 점검 중 조리했을 때 각 종(種) 별로 측정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점검 중 시설에서 닭고기를 튀기고, 스크램블 에그를 조리, 생
선을 굽고, 햄버거 패티를 굽고, 소갈비를 천천히 로스팅할 경우 전체 제품에 대한
조리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온도에서 IN이나 OUT 이 기재되든 모든 경우는 점검보고서 내 ‘온도 관찰’ 섹션
에 기록되어야 한다. 측정한 온도를 모두 기재할 공란이 부족한 경우 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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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페이지 내 ‘관찰사항 및 시정 조치’ 섹션에 추가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조리 과정이 관찰될 수 있도록 점검 시간은 변동되어야 한다.
IN/OUT

해당 항목에는 반드시 IN 또는 OUT이 표기되어야 한다. 체크한 항목이 조리 온
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조리 중인 종업원이 다시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 이 기재되어야 한다. 식품이 요구된
온도 이하로 조리되었으나 시설이 ‘소비자 권고문’을 승인 받았거나 또는 해당 품
목에 대해 HACCP 계획과 함께 규정변동을 승인 받았을 경우 해당 항목에 IN 을
기재하고 온도를 기록한 후 IN 을 기재한 이유를 기록할 것. 비연속적 조리 과정
을

거쳐

조리된

식품이

있는

경우

OUT을

기재하는데,

이는

품목이

3-401.11(A)-(C)에 규정된 조리를 위한 시간/온도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않으며,
최초 가열 후이면서 판매 또는 서비스를 위한 조리 전인 식품의 준비 및 보관 방
법에 대한 서면 절차를 검토할 수 없는 경우이다.
N.A.

시설에서 조리되는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가
기재될 수 있다.

N.O.

식품의 조리 온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O.가 기재될 수 있다.
조리된 품목 최소 한 가지라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간에 점검 일정
을 잡아야 한다.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을 위한 내부 조리 온도 조건
내부 조리 온도

145°F 에서 15 초 간 조리:

155°F 에서 17 초 간 조리:

165°F 에서 1 초 이내로
조리(즉각적):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






즉석 서비스를 위해 조리된 생란







주조류 (타조, 레아, 에뮤)





사냥된 야생동물



수산물 (하단 목록 제외)
온전한 식육(intact meat)
상업적으로 사육된 수렵동물(식용 야생동물), 토끼
주입 육류(injected meats)
기계적으로 연화한 육류
즉각적 서비스용이 아닌 생란
분쇄육, 분쇄 생선 또는 상업적으로 사육된 게임(식용 야생동물)
가금류
속을 채운 식품의 내용물(stuffed)인 생선, 육류, 돼지고기, 파스타, 주
조류, 가금류
속을 채운(stuffing containing) 생선, 육류, 주조류, 가금류

* 온전한 육류 로스팅: 식품공전 3-401.11(B) 내 요리 차트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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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 Pf)

3-401.11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

3-401.12

전자레인지 조리

3-401.14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의 비연속 조리

(P, C)

(P, Pf)

19. 고온유지에 적절한 재가열 절차

주의:

규정 준수 또는 미준수 확인을 위하여 식품 재가열 온도는 반드시 측정되어야 한
다. 규정 준수 또는 미준수 확인 시 관리자나 조리 담당종업원과의 면담에만 의존
하지 않아야 한다. 온도 준수에 대한 IN 또는 OUT은 점검보고서 '온도 관찰사항'
섹션에 기록되어야 한다. 측정한 온도를 기재할 충분한 공란이 없을 경우 점검보고
서 '관찰사항 및 시정 조치' 섹션에 기록되어야 한다.

IN/OUT

교정된 식품 온도 측정기를 활용하여 재가열 과정이 완료된 시점 및 고온유지 전에
측정한 식품 실제 온도를 바탕으로 규정 준수에 대한 IN 또는 OUT이 해당 항목
에 기재되어야 한다. 확인한 품목이 요구 온도에서 재가열되지 않거나 고온유지 전
2시간 이내로 재가열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 이 기재되어야 한다.

N.A.

식품이 2차 서비스를 위해 홀딩(보관)되지 않았거나 또는 고온유지를 위한 재가열
이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가 기재될 수 있다.

N.O.

식품이 2차 서비스를 위해 홀딩되나 점검 시행 중 재가열된 식품이 없는 경우 해
당 항목에는 N.O.가 기재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403.11 고온유지를 위한 재가열(P)
20. 적절한 냉각 시간 및 온도

주의:

조리된 TCS 식품 냉각에 대한 요구사항은, 최초 2시간 이내로 135°F ~ 70°F에
서 식힌 식품의 경우 반드시 온도 135°F ~ 41°F 또는 그 이하에서 6시간 이내
로 냉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시설에서 칠리를 1시간 30분 동안
135°F ~ 70°F에서 냉각했을 때, 시설은 4시간 30분 안에 온도 70°F ~ 4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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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이하로 칠리를 냉각하여야 한다. 냉각과 관련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한계기준(CL)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시 관찰사항과 함께 책
임자와의 면담 내용을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면담 중 책임자가 지난밤 동안
식품이 워크인 쿨러에서 냉각되었다고 언급한다. 확인된 제품의 온도는 50°F이다.
시설 운영 종료에서 개점까지 8시간이 경과하였다. 이 경우, 제품이 2시간 이내로
온도 135°F ~ 70°F에서 냉각되지도, 온도 135°F ~ 41°F 또는 그 이하에서 총
6시간 이내로 냉각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항목에는 OUT 이 기재되어야 한다.
온도 준수에 대한 IN이나 OUT 사항은 점검보고서 '온도 관찰사항' 섹션에 기록
되어야 한다. 측정한 온도를 기재할 충분한 공란이 없을 경우 점검보고서 '관찰사
항 및 시정 조치' 섹션에 기록되어야 한다. 점검 중 전체 냉각 과정을 관찰하는 것
은 어려우므로 점검 시작 시 식품이 현 시점에 냉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냉각이 진행되고 있다면 활용되는 절차를 통해 적절한 냉각이 가능한지 확인
하도록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IN/OUT

냉각 중인 TCS 식품의 실제 온도를 기반으로 해당 항목에 IN 또는 OUT 이 기
재되어야 한다. 규정 준수의 IN 또는 OUT을 결정하는 기반은 면담 및/또는 기록
검토(실사관은 이를 통해 온도 135°F에서 출발한 냉각 '시작 시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를 바탕으로도 결정될 수 있다. 상단의 '주의' 내
용을 통해, TCS 식품 냉각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도
OUT을 결정할 때 실제 온도와 책임자와의 면담을 활용하는 예시를 확인할 것.

N.A.

시설에서 생란, 껍질째 제공하는 패류, 우유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냉각이 요구되
는 상온 재료를 통해 TCS 식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조리된 TCS 식품을 냉각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에 N.A.를 기재할 수 있다.

N.O.

시설에서 TCS 식품을 냉각하나 규정된 온도 및 시간 파라미터에 대한 적절한 냉
각 여부를 점검 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N.O.를 기재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

3-501.14 냉각

21. 적절한 고온유지 온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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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측정한 온도를 기재할 충분한 공란이 없을 경우 점검보고서 '관찰사항 및
시정 조치' 섹션에 기록되어야 한다.
IN/OUT

교정된 식품 온도 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한 실제 식품 온도를 기반으로 해당 항
목에 IN 또는 OUT 이 기재되어야 한다. 점검 중 측정된 TCS 식품 온도에서 식
품공전에서 규정한 사항보다 낮은 고온유지 온도가 규제 당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
은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이 기재되어야 한다. 한 가지 TCS 식품이 온도 범위를
벗어났으며, TPHC(Time as a Public Health Control)가 해당 TCS 식품에
활용되지 않은 이상 해당 항목에는 OUT 이 기재된다.

N.A.

시설에서 식품 고온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가 기재될 수 있다.

N.O.

시설에서 식품 고온유지를 하지만 점검 진행 중 고온유지된 식품이 없는 경우 해
당 항목에는 N.O.가 기재될 수 있다. 고온유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때 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

3-501.16(A)(1) 시간×온도 제어(TCS) 식품, 고온 및 저온유지
22. 적절한 저온유지 온도

주의:

온도 준수에 대한 IN 또는 OUT은 점검보고서 ‘온도 관찰사항’ 섹션에 기록되어
야 한다. 측정한 온도를 기재할 충분한 공란이 없을 경우 점검보고서 ‘관찰사항 및
시정 조치’ 섹션에 기록되어야 한다.

IN/OUT

교정된 식품 온도 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한 실제 식품 온도를 기반으로 해당 항
목에 IN 또는 OUT 이 기재되어야 한다. 식품 냉각 진행 여부, TPHC 활용 여
부, TCS 식품이 되지 않도록 식품 렌더링(render)에 승인된 방법 유무 확인을 위
해 책임자와 면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점검 중 측정된 식품 온도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사항보다 높은 저온유지 온도가 규제 당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
당 항목에는 IN 이 기재되어야 한다. 한 가지 TCS 식품이 온도 범위를 벗어났으
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TPHC(Time as a Public Health Control)
가 해당 TCS 식품에 활용되지 않은 이상 해당 항목에는 OUT 이 기재된다.

N.A.

시설이 저온유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가 기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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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설이 저온유지를 활용하나 점검 중 저온유지 중인 식품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
에는 N.O.가 기재될 수 있다. 점검은 고온유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에 시
행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

3-501.16(A)(2), (B) 시간×온도 제어(TCS) 식품, 고온 및 저온유지
23. 적절한 날짜 표시 및 처분

IN/OUT

해당 항목에는 IN 또는 OUT을 기재하여야 한다. 날짜 표시가 요구되는 모든 식
품에 대해 날짜 표시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관찰을 통해 확인한 경우 해
당 항목에는 IN 이 기재된다. 만약 시설에 날짜 표시가 적용될 경우 제품 저장수
명 또는 ‘최적 섭취’ 날짜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책임자가 설명하도록 요
구하여야 한다. 규제 당국은 날짜 표시 면제 대상 목록 내 식품 제품을 반드시 숙
지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식품이 모두 표시된 날짜 내의 제품이거나 표시된 날
짜 내에 식품을 폐기하는 모습이 관찰될 경우 IN을 기재하며, 날짜 표시된 식품이
기한을 넘기거나 날짜 표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OUT을 기재한다.

N.A.

시설에서 준비되고 유지된 RTE TCS 식품(Ready-to-eat, Time/Temperature
Control for Safety Foods), 시설에서 24시간 이상 개봉되어 유지된 RTE TCS
식품의 상업용 컨테이너가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가 기재될 수 있다.

N.O.

시설이 날짜 표시를 요구하는 식품을 취급하지만 점검 수행 시점에 시설에 날짜
표시를 요구하는 식품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O.가 기재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501.17

RTE TCS 식품, 날짜 표시(Pf)

3-501.18

RTE TCS 식품, 처리(P)

24. 공중보건 통제로서의 시간: 절차 및 기록

IN/OUT

직접적 관찰사항, 기록 검토, 책임자 면담, TPHC 활용에 대한 식품공전 의도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운영절차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IN 또는 OUT 이
기록되어야 한다. TPHC 활용에 대한 공전 내 조항은 TPHC를 활용하여 온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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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 식품을 보관하겠다는 책임자의 실제 목적 또는 의도적 결정이 있을 때만 적
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고온 및 저온유지에 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식품
시설 내에 서면 절차(시간만 활용하여 유지될 제품 유형을 식별하고, TPHC 실행
절차를 설명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선 조리되고 시간이 소요되기 전에 냉각된 식
품이 어떻게 적절히 냉각되었는지 기술하는 절차)가 갖춰진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 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표시 또는 식별된)식품 품목이 어떠한 온도에서든
제한시간 4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온도 70°F 또는 그 이하에서 제한시간 6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 이 기재되어야 한다.
책임자가 TPHC 사용을 암시하지만, 식품이 4시간 또는 6시간의 폐기 시간까지
온도통제를 벗어난 경우 이를 표시할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시행되지 않거나
TPHC를 활용할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나 서면 절차가 시설에 없는 경우, 시간 내
해당 항목에는 OUT 이 기재되어야 한다.
N.A.

공중보건 통제 수단으로 시간만을 활용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를
기재할 수 있다.

N.O.

공중보건 통제 수단으로 시간만을 활용하지만 시설 시행 중에는 해당 관행을 활용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O.를 기재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501.19 공중보건 관리 수단으로 시간(P,

Pf, C)

소비자 권고문
25. 익히지 않은 식품 또는 설익은 식품과 함께 제공되는 소비자 권고문

IN/OUT

미처리 일반 계란, 육류, 생선류, 가금류가 재료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익히지 않
은 식품, 익히지 않고 마리네이드한 식품, 일부 조리 식품, 설익은 식품으로 주문
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자와 함께 게시된 메뉴, 서면상 메뉴, 특별/데일
리 메뉴를 철저히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는 IN 또는 OUT을 기재
하여야 한다. 또한, 소매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껍질째 제공되는 패류에도 소비자
권고문이 적용된다. 만약 시설이 성분 공개 및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성분 모두
에 대한 식품공전의 의도에 부합하는 소비자 권고문을 제공할 경우 해당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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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이 기재되어야 한다. 익히지 않은 식품이나 설익은 식품이 제공되거나 판매되
지만 소비자 권고문이 없는 경우, 품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상기시키는 문구가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OUT 이 기재되어야 한다. 소비자 권고문이 있어도 해충
방제를 위한 냉동 요구사항이 면제되지 않으며, 비연속적인 조리 과정 가운데 중
초기 가열 및 냉각 단계만을 거친 식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N.A.

식품시설이 권고문이 필요한 RTE 식품(예시. 동물성 식품이 날것이거나 설익은 경
우, 또는 병원체 제거 처리되지 않은 경우)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가 기재될 수 있다.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603.11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 덜 익힌 동물성 식품, 이외 병원체 제거 처리되지 않은
(Pf)

동물성 식품의 섭취

고민감성 인구
26. 저온살균 식품 사용; 금지 식품이 제공되지 않음

주의:

규정 준수 확인 시 시설 내 특정 식품 제공 여부나 특정 관행 이행 여부에 대하여
책임자 및 종업원들과 진행한 면담과 더불어 관찰사항이 활용되어야 한다.

IN/OUT

고민감성 인구를 대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시설 내 특정 식품 제공 여부나 특정
관행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자와 식품담당 종업원과의 면담과 직접적 관찰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IN 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고민감성 인구에 식품을
제공하는 식품담당 종업원의 맨손 접촉 위반사항(3-801.11 (D))은 항목 9번에 기
재된다. 처리/저온살균된 주스/주스 음료만 제공되는 경우; 조리 단계가 있거나 살
모넬라 엔테리티디스(Salmonella enteriditis) 통제를 위한 HACCP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조리법에 설익은 계란, 섞인 계란이 포함되었을 때 저온살균된 계란만
조리에 사용되는 경우; 익히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나 부분 조리된 동물성 식품, 생
발아씨앗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의학적으로 분리되거나 격리된 환자에게 제공된
후 포장 미개봉 식품이라도 재제공(re-served)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
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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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고민감성 인구에게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가 기재될 수
있다.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 C)

3-801.11(A), (B), (C), (E), (G)

저온살균 식품, 재제공(Re-Service) 금지, 금지 식품

식품 첨가물/색상첨가제 및 독성 물질
27. 식품 첨가물: 승인된 사용, 적절한 사용

IN/OUT

보관 중인 식재료 및 제품 성분 목록 내 식재료에 대한 직접적 관찰사항에 책임자
면담을 보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IN 또는 OUT을 기재하여야 한다.
승인된 식품 및 색상 첨가제가 현장에 있으며 적절히 사용되거나, 설파이트가 시설
에 있어도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생과나 생채소에 설파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 이 기재된다. CFR에 준거하여 승인된 식품 첨가물 목록이 있으
며 허용한계(threshold limits)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소금, 후추 등과 같이 일
반적으로 안전한 물질이라 간주되는 식품첨가물(GRA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미승인된 첨가물이 시설 내에서 발견되거나 승인된 첨가물이 부적절하게 사용(설파
이트를 생과나 생채소에 사용)될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을 기재한다.

N.A.

식품시설이 그 어떤 첨가물이나 설파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가 기재될 수 있다.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202.12

첨가물(P)

3-302.14

미승인 첨가물 사용 금지(P)

28. 독성 물질의 적절한 식별, 보관, 사용; 소매 판매용 홀딩 및 적절히 보관

IN/OUT

식품 라벨링, 보관, 재구성, 세제 및 살균제 대용량 사용 및 작업용 용기
사용,

개인위생용품,

응급처치용품,

의약품,

농약,

잠재적

독성

물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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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접적 관찰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는 IN 또는 OUT이 기재되어
야 한다. 대용량 세제 및 살균제 및 작업용 용기가 라벨링된 경우; 살균용
액이 최고 농도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개인위생용품, 응급처치용품, 의약
품, 화학용품이 식품, 장비, 기구, 리넨, 일회용 품목, 일인분 품목과 분리
되어 보관되며 그 위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농약은 인가된 도포기를 사
용해 감독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 이 기재되어
야 한다. 세제나 살균제가 적절히 식별되거나 보관되지 않는 경우; 살균용
액이 규정된 것보다 고농도인 경우나 의약품 및 응급처치용품이 부적절하
게 라벨링되고 보관된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과일
및

채소의

화학적

세척

시

권고

농도(7-204.12)를

상회하는

위반사항은

항목 42번에 기재된다.
N.A.

소매단계 판매를 위한 독성 물질이 시설에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가 기재
될 수 있다.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7-101.11

정보 식별 및 중요성-원래 용기(Pf)

7-102.11

일반명-작업용 용기(Pf)

7-201.11

분리-저장(P)

7-202.11

제한-시설 내 유무 및 사용(Pf)

7-202.12

사용 조건(P,

7-203.11

독성 물질 용기-용기 관련 금지사항(P)

7-204.11

살균제, 기준(P)

7-204.12

과채류의 세척, 처리, 보관, 가공용 화학물질, 기준

7-204.13

보일러 용수 첨가제, 기준(P)

7-204.14

건조제, 기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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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11
7-206.11

(P)

우발적인 식품 접촉, 기준-윤활제
(P)

농약 제한 사용, 기준
(P)

7-206.12

설치류 미끼집

7-206.13

길목 살분제, 해충 방서 관리

7-207.11

제한 및 보관-의약품

7-207.12

냉장 의약품 보관(P)

7-208.11

보관-응급처치용품(P,

7-209.11

보관-기타 개인위생용품

7-301.11

분리-보관 및 진열, 재고 및 소매판매(P)

(P, C)

(P, Pf)

Pf)

(C)

승인된 절차와의 부합성
29. 규정변경, 특수 가공과정, 저산소 포장(ROP) 기준 또는 HACCP 계획 준수

주의

생선류를 제외하고 TCS 식품을 저산소 포장(ROP) 방식으로 포장하는 경우, 생산
시간 및 날짜를 라벨링하는 경우, 요구되는 저온유지 온도에 홀딩되는 경우, 시설 내
포장 48시간 내에 ROP 포장이 제거되는 경우 HACCP 계획은 요구되지 않는다.

IN/OUT

식품 준비 및 보관에 대한 직접적 관찰사항, 특수 가공과정(훈연, 염지, ROP,
TCS 식품이 되지 않도록 첨가물 사용을 통한 식품 렌더링, 조리-냉각, 수비드 등)
유무 확인을 위한 책임자 면담, 기준 운영절차 및 HACCP 서류 기록 검토를 바탕
으로 해당 항목에 IN 또는 OUT을 기재하여야 한다. 식품 작업 관찰사항과 가용
기록 검토를 통해 특수 식품 가공과정에 대한 규정이 준수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3-502.12 내 절차에 맞는 ROP 작업 수행 전 규제 당국에 HACCP 계획이 제출
된 경우 해당 항목에는 IN 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점검을 통해 규제 당국의 승
인을 받지 않은 특수 가공과정이 수행되거나 승인된 규정변경에 따라 시행되지 않
는 경우, 또는 규정변경이 없이 ROP 작업 전 HACCP 계획이 규제 당국에 제출
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이 기재되어야 한다.

N.A.

규제 당국이 해당 시설에 대하여 규정변경이나 HACCP 계획을 갖추도록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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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주스가 포장되지 않거나 ROP가 시설 내에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
에는 N.A.가 기재될 수 있다.
N.O.

해당 항목에 N.O.를 표기하지 않을 것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 Pf)

3-404.11

주스 처리

3-502.11

변경허가 요구사항

3-502.12

저산소 포장(ROP), 기준(P,

4-204.110(B)

연체 패류 수조(Pf)

8-103.12

승인 절차와의 부합성(P,

8-201.13

HACCP 계획이 요구되는 경우(C)

8-201.14

HACCP 계획 내용

(Pf)

Pf)

Pf)

(Pf)

일반위생관리(GRP)
D.

점검보고서 내 각 일반위생관리(GRP) 표시 지침

일반위생관리(이하 GRP)는 시설 내 기본 운영 및 위생조건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며, 해당 조건
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 완제품에 대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소의 직접 또는 간접
적 유입으로 식품매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깊은 홈/잘린 부분이 있는 도마
와 같이 관리가 미흡한 장비는 효과적인 세척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도마와 접촉하는 식품에
세균 위험요소가 유입될 수 있다. 또한, GRP 평가 시 전체 경향 대비 개별적 사건 및 잠재적
공중보건 영향을 염두에 두고 상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건조한
구역의 바닥 타일이 몇 개 없는 경우 이를 ‘위반사항’ 단계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세척
(CIP) 시스템(고압호스를 사용해 띠톱, 슬라이서, 믹서를 세척)을 통한 밀폐 세척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 세척이 되는 장비가 있는 구역에 바닥 타일이 빠진 경우 식품 장비에 세균 위험요
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해당 항목은 보통 판단이 요구되는데 만약 시정
되지 않은 경우 규제 당국은 해당 상태가 잠재적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반드시 판단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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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P는 식품의 수취, 준비, 보관, 제공, 포장, 홀딩에 사용되는 방법 또는 식품의 수취, 준비,
보관, 제공, 포장, 홀딩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 또는 통제수단으로, 비위생적인 조건이 위험요인
의 완제품 유입 또는 의도하지 않은 성분의 완제품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고
안된 것이다. 해당 실사서식의 목적은 식품매개 질병 야기와 가장 자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
는 요인에 실사관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실사에서 식품매개 질병을 초래하는 위험
인자 및 식품매개 질병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중보건 개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점검 서식 상 GRP는 이보다는 중요도가 낮으며 여기서 IN, OUT, N.A., N.O.를 구
별하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GRP 섹션 내용 기재 시 항목에 대한
공전 조항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OUT) 번호를 매긴 항목 왼쪽 상자에 ‘X’를 기재한
다. 항목 별 공전 조항에 대한 각 위반사항을 점검보고서 두 번째 장에 있는 ‘관찰사항 및 개
선 조치’ 섹션에 기록할 것. 규정 미준수(OUT)가 기재된 항목의 경우 해당되는 상자에 ‘X’를
표시하여 ‘위반 현황’을 추가로 기재할 것. COS = 점검 중 현장에서 시정됨, R = 위험인자
섹션에 제시된 동일한 지침에 대하여 위반 반복 번호를 매긴 각 GRP 항목에 대하여 차변 기
입될 수 있는 적절한 식품공전 조항에 대한 참조 목록이 안내 3-B에 있음.
주의: 항목 30번, 32번, 33번의 경우 각 3가지 또는 4가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항목 30
번의 경우 IN, OUT, N.A.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항목 32번, 33번의 경우 IN, OUT, N.A.,
N.O.를 기재할 수 있다. GRP 섹션 기재 시 만약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전 조항이 적용가능하
지 않은 경우 번호 매긴 항목 왼쪽 상자에 ‘A’를 기재하고, 만약 관찰되지 않은 경우 ‘O’를
기재할 것.
E.

온도 관찰사항

항목/위치
식품의 통칭을 비롯한 상태, 가공, 모니터링 시점의 위치(예를 들어 고온유지, 냉
각 장치, 준비 테이블)를 기록할 것. 온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IN 또는 OUT)는
기록되어야 한다. 만약 측정한 온도를 기재할 공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 사항은
점검보고서의 '관찰사항 및 개선 조치' 섹션에 기록할 것.
식품 온도
실사관은 온도계에 표시된 온도를 기록할 것. 온도 측정치를 ˚F 또는 ˚C 단위로
명시할 것. (주의: 화씨 눈금만 있는 식품 온도측정기는 목적 사용범위 내 ±2˚F

수준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반면 섭씨 눈금만 있는 경우나 섭씨와 화씨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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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목적 사용범위 내 ±1˚C 수준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F.

관찰사항 및 개선 조치

위험인자 및 개입 섹션과 일반위생관리(GRP) 체크 박스 내에 기록되고, 관찰된 위반사항에 대
한 구체적 설명은 이곳에 포함시킬 것. 또한, 지적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포함시키
고, 온도 기록용 섹션 내 공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온도도 포함시킬 것.
G.

서명란

책임자 점검 시행 시점에 시설에 상주하는 운영 책임이 있는 개인
실사관 점검을 수행하는 개인
날짜 점검이 완료된 날짜
후속조치 재 점검 또는 기타 집행조치 시행 여부 결정
후속조치 날짜 후속 점검 시행 날짜
안전한 식품 및 물
30. 요구된 곳에서 저온살균 계란 사용

RTE 식품 준비 시 특정 메뉴 품목(시저샐러드, 홀랜다이즈 소스 등)에 계란이 재료로서 사용
된다. 3-401.11(D)(2)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비조리 식품 내 생란을 저온살균 계란으
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은 책임자 및 식품담당 종업원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302.13 저온살균 알, 일부 조리법에서 생란 대체(P)
31. 승인된 출처의 물과 얼음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시스템이 있다. 상수도 시스템 또는 비 상수도 시스템 출처와 관계없이
반드시 미국 환경보호국(EPA) 음용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주(州)의 음용수 품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 상수도 시스템을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샘플을 최소 연단위로 샘플
을 채취하고 검사하여, 해당 기록은 시설 내 파일 또는 각 주(州) 규정별로 보관된다. 상시 공
급되지 않는 물을 이동식 및/또는 임시 식품시설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 '승인된' 출처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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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급용기, 수도 배관, 호스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

3-202.16

얼음

5-101.11

승인된 시스템 - 출처

5-102.11

기준 - 품질(P)

5-102.12

비음용수(P)

5-102.13

시료 채취(Pf)

5-102.14

시료 보고

5-104.12

대체 용수원(Pf)

(P)

(C)

32. 특수 가공법을 위한 규정변경

식품시설이 공전 요구사항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보존을 위한 식품 훈연, 식품 염지 등과 같
은 3-502.11에 규정된 특수 가공법을 활용하는데, 규정변경 최초 승인은 반드시 규제 당국으
로부터 받아야 한다. HACCP 계획 또한 규정변경 요구의 일환으로 8-201.13(A) 내 목록으
로 기술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N.A. 만약 시설이 특수 가공법, 규정변동 및 HACCP 계획을 요구하는 기타 운영법, 규정변동
및 HACCP 계획을 요구하도록 규제 당국이 결정한 가공 또는 가공법과 연관이 없을 경우 해
당 항목에는 N.A.를 기재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8-103.11

(Pf)

제안하는 변경허가 및 근거 기록

식품 온도 제어
33. 적절한 냉각법 사용; 적절한 온도 통제 장비

우선 식품 냉각이 가공 단계의 일환임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사용된 방법이 3-501.14에
서 규정된 냉각기준 실행을 용이하게 할 경우 책임자와의 면담이 식품 냉각에 사용된 실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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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사항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작업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제3장에 규정된 온도 통제를 요구하
는 냉각, 가열, 고온/저온유지에 충분한 수용력이 있는 장비가 충분히 구비되어야 한다. 규정
준수 현황 결정 시 관찰사항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냉동식품은 만졌을 때 딱딱한 상태
이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3-501.11

냉동식품

3-501.15

냉각 방법(Pf,

4-301.11

냉각, 가열, 유지 성능-장비

C)

(Pf)

34. 고온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조리된 식물성 식품

규정 준수 결정 시 관찰사항에 더불어 실제 조리 온도를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N.A.

시설 내에서 채소와 과일이 고온유지용으로 조리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N.A.를 기재할 수 있다.

N.O.

식물성 식품이 고온유지용으로 조리되지만 점검 중에는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항목에는 N.O.를 기재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내 섹션:
3-401.13

(Pf)

고온유지용 식물성 식품 조리

35. 승인된 해동방법 사용

시설의 해동방법을 관찰한 후 이를 이해할 경우 3-501.13에서 확인가능한 승인된 해동방법에
대한 위반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수준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식품,
특히 유탕 프라이용 제품은 종종 조리 전 (완전 해동 상태가 아닌) 반해동 상태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3-501.12

TCS 식품, 슬랙킹

3-501.13

해동(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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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TCS 식품이 해동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N.A.를 기재할 수 있다.

N.O.

식품이 해동되었으나 점검 중 이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N.O.를 기
재할 수 있다.

36. 제공된 정확한 온도계

온도계는 TCS 식품 온도의 적극적 관리통제 평가 수단이 된다. 사용 중인 저장소 위치를 관
찰하고, 식품, 물, 대기 온도 측정 사용범위 내에서 온도측정기가 조정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결정할 것. 식품 온도계는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빈도에 따라 교정되어야 한다.
식품 온도계는 종업원들이 사용하기 쉬워야하며, 탐침 크기가 식품 품목에 적절하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f)

4-203.11

식품 온도측정장치

4-203.12

대기 및 수온 측정장치

4-204-112

온도측정장치-기능(Pf,

4-302.12

식품 온도측정장치(Pf)

4-502.11(B)

양호한 보수와 보정(Pf)

(Pf)

C)

식품 식별
37. 적절히 라벨링된 식품; 원래 용기

포장된 식품은 특정 라벨링 법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식품시설 내에서 포장된 식품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적절한 라벨링 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모
든 주요 식품 알레르겐은 (식품에 존재할 경우) 반드시 포장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작업
용 용기와 원 포장에서 꺼낸 대용량 식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평가가 요구되는데, 통칭에
따른 라벨링 없이도 식품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연체 패류 및 판매된
TCS 식품은 반드시 특정 포장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분명히 평가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202.17

(Pf, C)

탈각 패류(shucked shellfish), 포장 및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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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203.11

연체 패류, 원래 용기

3-302.12

식품 보관 용기, 용기에 식품 일반명 표시

3-305.13

자동판매기로 판매되는 시간·온도 제어 식품, 원래 용기

3-601.11

식별기준

3-601.12

정직한 정보전달(C)

3-602.11

식품 표시사항(Pf,

3-602.12

기타 표시사항(C)

(C)

(C)

(C)

C)

식품 오염 예방
38. 해충, 설치류 및 은신 중인 동물

유입구 및 은신처 제거, 방제, 방제 활동의 증거를 포함하여 식품시설에서 취한 해충 통제 조
치에 대한 평가는 관찰사항과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충 포획기는 식품 준비
구역에 절대 위치하면 안 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f)

2-403.11

취급 금지-동물

6-202.13

방충기기 설계 및 설치

6-202.15

외부 유입구, 방어(C)

6-202.16

외벽 및 지붕, 방어 장벽(C)

6-501.111

방충(Pf,

6-501.112

조류, 곤충, 설치류 및 기타 해충의 사체 제거(C)

6-501.115

동물 금지(Pf)

(C)

C)

39. 식품 준비, 보관, 진열 중 오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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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시점부터 판매, 서비스 또는 유통 시점까지 식품 품목의 플로우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
은 위반사항 유무 확인에 필요하다. 식품은 시설 내 직간접 오염원에 영향을 받기 쉽다. 오염
원은 작업 환경, 포장, 보관시설 적합성, 진열 식품의 오염노출(예시. 샐러드 바)과 관련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3-202.19

패류 상태

3-303.11

외부 냉각제로 사용되는 얼음, 식재료로 사용 금지(P)

3-303.12

물이나 얼음과 접촉하는 식품의 보관 또는 진열

3-304.13

리넨류 및 냅킨, 사용 제한(C)

3-305.11

식품 보관-시설로부터의 오염 예방(C)

3-305.12

식품 보관, 금지 구역(C)

3-305.14

식품 준비(C)

3-306.11

식품 진열-소비자로 인한 오염 예방(P)

3-306.12

조미료, 보존(C)

(C)

3-306.13(B), (C)소비자 셀프서비스 운영(Pf)
3-307.11

기타 오염원(C)

6-404.11

분리 및 위치-불량품(Pf)

40. 개인 위생

청결한 복장, 머리카락 고정도구 효과적으로 사용, 장신구 금지, 손톱 상태 또는 손톱 관리에
대하여 시설 종업원을 반드시 관찰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방수 밴드, 손가락 골무, 손가락 싸
개 위에 일회용 장갑 착용 여부도 포함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2-302.11

(Pf)

유지-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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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303.11

금지-장신구

2-304.11

청결한 상태-복장

2-401.13

붕대, 손가락 골무 또는 손가락 싸개

2-402.11

효과-모발 관리 도구

(C)

(C)

(C)

41. 청소용 천; 적절한 사용 및 보관

청소용 천은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적절히 사용된다. 이를 용액 내에 보관할 경우 용액
은 적정한 수준으로 청결해야 하며 적절한 살균제 농도로 유지되어야 한다(4-501.114). 권고
살균제 농도를 상회하는 용액은 항목 28번 ‘적절히 식별, 보관, 사용된 독성 물질’의 점검 서
식에 기재된다. 만약 스펀지가 있을 경우 스펀지는 청결한/살균된 식품 접촉 표면과 접촉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3-304.14

행주, 사용 제한

4-101.16

스펀지 사용 제한(C)

4-901.12

행주, 자연 건조 위치(C)

42. 과일 및 채소 세척

생과일 및 생채소는 준비 전이나 RTE로 판매되기 전에 세척한다. 세척 시 단순히 물로 세척
하는 것과 함께 화학물질 사용이 허용된다. 세척용 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목록이 반드시 작
성되어야 하며 CFR에 따른 허용한계와 함께 승인되어야 한다. 적절한 지침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첨가물 라벨 또는 라벨링을 참고할 것. 책임자 및 식품담당 종업원과의 면담은 시설 관행
확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f, C)

3-302.15

과채류 세척

7-204.12

과채류 세척, 처리, 보관, 가공용 화학물질, 기준(P

43. 사용 중 기구; 적절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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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결하고 보호된 식품 내에 보관, 또는 세균 증식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 아래에
보관하는 등 작업 유형에 따라 식품 준비나 분배 중 사용되는 기구를 보관할 때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이 존재한다.

물 용기에 보관될 경우 물의 온도는 반드시 최소 135˚F가 되어야 한다.

사용 중인 기구의 경우 화학 살균제나 사용되지 않는 얼음 안에 보관될 수 없다. 아이스 스쿠
프는 손잡이 방향을 위로 하여 얼음통 안에 보관할 수 있다(제빙기 제외).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3-304.12

(C)

사용 중 기구, 미사용 시 보관

44. 기구, 장비, 리넨류; 적절한 보관, 건조, 취급

식기류를 포함하여 시설 내 다양한 구역(지하실, 대기 스테이션, 응접실 포함)에 위치한 청결한
장비 및 기구의 전반적인 보관 관행 및 취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장비는 반드시 보관
전에 자연건조되어야 하며, 리넨류 또한 반드시 적절히 세탁되고 보관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4-801.11

깨끗한 리넨류

4-802.11

규격-세탁 빈도(C)

4-803.11

오염된 리넨 보관(C)

4-803.12

기계 세척

4-901.11

장비 및 기구, 자연 건조 요구(C)

4-903.11(A), (B), (D)

장비, 기구, 리넨류 및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보관(C)

4-903.12

금지 사항(C)

4-904.11

주방기구 및 식기류-오염 예방

4-904.12

오염된 식기류와 깨끗한 식기류(C)

4-904.13

프리셋 식기(C)

4-904.14

장치와 기구 세척 및 살균 후 헹굼(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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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적절한 보관 및 사용

해당 품목은 세척되어 재사용되는 용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적절히 보관되고, 오염 가능성 예방
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주방기구와 식기류 세척 및 살균 설비가 없는 식품시설은 개인용일
회용품 및 일회용품만 제공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

4-502.12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 사용 요구사항

4-502.13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사용 제한

4-502.14

패류 껍질, 사용 제한(C)

4-903.11(A), (C)

장비, 기구, 리넨류 및 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보관(C)

4-903.12

금지 사항(C)

4-904.11

주방기구 및 식기류-오염 예방(C)

(C)

46. 적절한 장갑 사용

식품 준비 활동과 식품담당 종업원의 장갑 사용 여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해당되는 경
우 식품 준비 활동 시 장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책임자와 면담을 시행하여야 한다.
장갑을 잘못 사용할 경우 교차오염원이 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3-304.15(B)-(D) 장갑, 사용 제한

기구, 장비, 자판기
47. 적절히 디자인되고 시공되며 사용된 세척가능한 식품 및 비식품 접촉 표면 장비 및 기구

는 반드시 적절히 디자인되고 시공되며, 올바르게 수선되어야 한다. 식품시설 내 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배치는 잔여물 축적과 해충 및 설치류를 유인하는 물질을 예방하는데 있
어 세척의 용이성을 고려할 중요한 요인이다. 자판기 부품은 반드시 적절히 디자인되어
세척과 오염으로부터 제품을 보호(예시. 자동 차단기 내장 등)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장
비는 반드시 적절히 사용되고 올바르게 조정(교정된 식품 온도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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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3-304.16

깨끗한 재충전용 식기 사용

3-304.17

재충전 회수용품

4-101.11

특징-시공 및 수리 자재

4-101.12

주철, 사용 제한(C)

4-101.13

납, 사용 제한(P,

4-101.14

구리, 사용 제한(P)

4-101.15

아연도금 금속, 사용 제한

4-101.17

목재, 사용 제한(C)

4-101.18

비점착성 코팅, 사용 제한(C)

4-101.19

비식품 접촉 표면(C)

4-102.11

특징-개인용일회용품 및 일회용품(P,

4-201.11

장비 및 기구-내구성 및 강도(C)

4-201.12

식품 온도측정장치(P)

4-202.11

식품 접촉 표면-세척가능성(Pf)

4-202.12

CIP 장비(Pf,

4-202.13

V형 나사, 사용 제한(C)

4-202.14

고온 기름여과 장비(C)

4-202.15

캔 오프너(C)

4-202.16

비식품 접촉 표면(C)

4-202.17

탈부착가능 킥플레이트(kick plates)(C)

(P)

(P, C)

C)

(P)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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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12

장비 오프닝, 폐쇄, 전향판(deflector)

4-204.13

배출 장비, 장비와 식품 보호

4-204.14

자판기 판매 종료

4-204.15

베어링, 기어박스, 누수방지

4-204.16

음료관, 분리(C)

4-204.17

제빙기, 배수 분리(C)

4-204.18

냉각기, 분리(C)

4-204.19

자판기 위 캔 오프너

(C)

(P, C)

(C)

(C)

(C)

4-204.110(A) 연체 패류 수조

(P)

4-204.111

자판기, 자동 차단기(P)

4-204.120

장비 구획, 배수(C)

4-204.121

자판기, 액체 폐기물(C)

4-204.122

케이스 로트 취급장치, 이동성(C)

4-204.123

자판기 문과 개구부(C)

4-302.11

기구, 소비자 셀프서비스(Pf)

4-401.11

장비, 의복 세탁기, 건조, 보관함, 오염 방지-위치(C)

4-402.11

고정 장비, 간격 또는 밀봉-설치(C)

4-402.12

고정 장비, 높이 또는 밀폐(C)

4-501.11

양호한 보수와 적절한 조정-장비(C)

4-501.12

절단 작업 표면(C)

4-501.13

전자레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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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502.11(A), (C) 양호한 보수와 보정-기구 및 온도, 압력 측정기
(C)

4-603.11

건조 세척-방법

4-902.11

식품 접촉 표면-윤활 및 재조립

4-902.12

장비-윤활 및 재조립

(C)

(C)

48. 식기세척 설비, 설치, 유지, 사용, 테스트 스트립

반드시 적절한 식기세척 설비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식품 접촉 표면 세척 및 살균에 사
용되어야 한다. 식기세척 설비 사용 및 살균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단 또한 사용가능하여야 한
다. 예를 들어 고온수 기계식 식기세척 작업을 진행하는 시설 내 기구 표면 온도를 쉽게 측정
할 비가역적 온도 등록 표시기가 제공된다. 장비 및 기구 세척, 살균 절차 평가를 위하여 수동
및 기계식 식기세척방법에 대한 관찰을 진행한다. 세척제 및 살균제를 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해당 항목에는 OUT 이 기재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4-203.13 압력측정장치, 기계식 식기세척장치

(C)

4-204.113 식기세척기, 데이터 플레이트 작동 규격
4-204.114 식기세척기, 내부 배플(C)
4-204.115 식기세척기, 온도 측정장치(Pf)

4-204.116 수동 식기세척장비, 가열기 및 바구니(Pf)
4-204.117 식기세척기, 세제 및 살균제 자동배출(Pf)
4-204.118 식기세척기, 유압계(C)
4-204.119 식기 건조대 싱크 및 건조대, 자가 배수(C)
4-301.12 수동 식기세척, 개수대 구획 요구사항(Pf,

C)

4-301.13 건조대(C)
4-302.13 온도측정장치, 수동 및 기계식 식기세척(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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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4-302.14 살균용액, 검사기

(Pf)

4-303.11 세정제 및 살균제, 유용성

(C)

4-501.14 식기세척장치, 세척 빈도

(C)

4-501.15 식기세척기, 제조사 작동 지침

4-501.16 식기세척용 개수대, 사용 제한(C)
4-501.17 식기세척장치, 세정제(Pf)
4-501.18 식기세척장치, 세척용액(C)
(Pf)

4-501.19 수동 식기세척, 세척수 온도

4-501.110 기계식 식기세척기, 세척용수 온도(Pf)
4-603.12 전 세척(precleaning)(C)
4-603.13 오염된 물품 적재, 식기세척기(C)
4-603.14 습식 세척(wet cleaning)(C)
4-603.15 세척, 수동 식기세척 대체 절차(C)
4-603.16 헹굼 절차(C)
49. 비식품 접촉 표면 세척

세척 빈도가 비식품 접촉 표면에 오물이 쌓이는 것을 막는데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관찰
을 진행하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4-601.11(B), (C) 장비, 식품 접촉 표면, 비식품 접촉 표면, 기구
4-602.13 비식품 접촉 표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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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설비
50. 온수 및 냉수 이용가능성; 적절한 압력

공급시스템에 관계없이 시설 내 배수(配水)는 반드시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시설 운영이 가장 바쁜 시간에 모든 고정설비에서 적절한 수압이 유지되어야 하며, 온수가 가
장 많이 필요한 때 온수 공급력 또한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f)

5-103.11 용량-수량과 가용성
5-103.12 압력(Pf)

5-104.11 계통-분배, 이송, 저장(Pf)
51. 배관시설 설치: 적절한 역류 장치

상수도에 연결된 장비와 장치를 포함하여 승인된 배관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상태를 위반사항
유무 확인을 위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상수도 공급이 오염에 노출되거나 파손 상태인 것을 보
여주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의 배치상태와 급수 시스템을 평가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P)

5-101.12

계통 플러싱 및 소독

5-201.11

승인 자재(P)

5-202.11

승인계통 및 세척가능한 고정시설(P,

5-202.13

역류 방지, 공극(P)

5-202.14

역류 방지 장치, 설계 기준(P)

5-202.15

조절 장치, 설계(C)

5-203.13

서비스 개수대(C)

5-203.14

역류 방지 장치, 필요한 경우(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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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203.15

역류 방지 장치. 탄산음료 제조기

5-204.12

역류 방지 장치, 위치

5-204.13

조절 장치, 위치

5-205.12

교차연결 금지

5-205.13

용수계통기기 검사 및 유지·보수 일정 수립(Pf)

5-205.14

분사장치 저수조, 세척(P)

5-205.15

양호한 계통 유지·관리(P,

5-301.11

승인된 자재, 이동식 수조 및 이동식 식품시설 수조

5-302.11

폐쇄계통, 배수 구배(C)

5-302.12

점검 및 포트 세척, 보호 및 보안(C)

5-302.13

V형 나사, 사용 제한(C)

5-302.14

탱크 배기구, 보호(C)

5-302.15

주입구 및 배출구, 배수용 경사(C)

5-302.16

호스, 시공 및 식별(P,

5-303.11

필터, 압축공기(P)

5-303.12

보호덮개 또는 장치(C)

5-303.13

이동식 식품시설 탱크 주입구(C)

5-304.11

계통 플러싱 및 살균(P)

5-304.12

펌프 및 호스 사용, 역류 방지(C)

5-304.13

주입구, 배출구, 호스 연결부 보호(C)

5-304.14

전용 저장조, 펌프 및 호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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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적절한 오수 및 하수 폐기

2가지 시스템: 공공 하수처리장 및 개인 하수처리시스템 위반사항 유무 확인을 위하여 오수
및 하수 시스템의 전반적 시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시설 내부 또는 외부 바닥으로 역류한 오수가 포함될 수 있다. 떨어진 액체
응축물과 기타 비하수 폐기물은 반드시 ‘법령’에 따라 시스템으로 배수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
우 식품 또는 기구 홀딩 장비 배수대와 하수 시스템 사이에 역류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
다. 이동식 하수보관탱크의 용량과 유지상태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5-401.11

용량 및 배수

5-402.11

역류 방지(P)

5-402.12

그리스 트랩(C)

5-402.13

하수 운반(P)

5-402.14

이동식 식품시설 폐기물 제거(Pf)

5-402.15

폐기물저장탱크 플러싱

5-403.11

승인된 하수처리계통(P)

5-403.12

기타 액체 폐기물 및 빗물(C)

(C)

53. 화장실 시설: 적절한 시공, 공급, 청결상태

곤충이 꼬이지 않는지, 고정시설 수가 적당한지, 화장실용 휴지가 제공되고 뚜껑이 있는 쓰레
기통(여자 화장실만 해당)이 제공되었는지, 고정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되지 않는지, 손 재오염
예방을 위한 자동개폐문 유무 확인을 위해 화장실 시설이 평가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5-203.12

변기및 소변기

5-501.17

화장실 쓰레기통, 덮개(C)

577

FDA Food code 2017

(C)

6-202.14

화장실, 밀폐

6-302.11

화장실 휴지, 가용성

6-402.11

편리한 위치

6-501.18

배관설비 세척

6-501.19

화장실 문 닫기(C)

(Pf)

(C)

(C)

54. 폐기물 및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 여부 및 시설 유지 여부

적절한 쓰레기통 및 유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구역 평가가 위반사항 유무 확인에 필
요하다. 쓰레기 수거 구역에는 곤충과 해충이 모이며 은신처가 될 수 있고, 공중보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쓰레기 시설 및 구역 유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5-501.11

외부 보관시설 표면

5-501.12

실외 차폐 구역(C)

5-501.13

쓰레기통(C)

5-501.14

자판기 내 폐기물 수거통

5-501.15

실외 쓰레기통

5-501.16

보관 구역, 공간과 쓰레기통, 용량 및 가용성(C)

5-501.18

세척 기구와 공급품(C)

5-501.19

보관 구역, 회수기, 쓰레기통 및 폐기물처리장치, 위치(C)

5-501.110

고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반환품 보관(C)

5-501.111

구역, 차폐, 수거통, 양호한 보수(C)

5-501.112

실외 보관 금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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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501.113

쓰레기통 덮개

5-501.114

배수 플러그 사용

5-501.115

폐기물 구역 및 야외 울타리 친 장소(enclosures) 유지

5-501.116

용기 세척

5-502.11

빈도-쓰레기 처리(C)

5-502.12

용기 또는 운송수단(C)

5-503.11

지역 시설 또는 개인 시설(C)

6-202.110

야외 쓰레기 구역, 배수를 위한 커브처리 및 높이 조절(graded)

(C)

(C)

(C)

(C)

55. 물리적 설비 설치, 유지, 세척

물리적 설비(사용 자재, 수리 상태, 유지 상태)와 관련된 전반적 상태나 관행에 대하여 관찰한
다. 규정 준수 정도를 결정하고, 규정 위반 시의 잠재적 공중보건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물
리적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 장비 보관, 세탁시설 사용,
(적용 가능한 경우) 걸레 사용 물 처리, 거주/숙박 구역 분리에 대한 내용이 해당 섹션에 포함
된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4-301.15

세탁기 및 건조기

4-401.11(C)

장비, 의류 세탁기 및 건조기, 보관함, 오염 예방(C)

4-803.13

세탁 시설 사용(C)

6-101.11

표면 특성-내부 구역(C)

6-102.11

표면 특성-외부 구역(C)

6-201.11

바닥, 벽, 천장-세척용이성(C)

6-201.12

바닥, 벽 및 천장 유틸리티 배선(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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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6-201.13

바닥 및 벽 접합부, 코브, 밀폐 또는 밀봉

6-201.14

바닥 카펫, 제한 및 설치

6-201.15

바닥 덮개, 매트, 깔개

6-201.16

벽과 천장 덮개 및 코팅

6-201.17

벽과 천장, 부착물(C)

6-201.18

벽과 천장, 스터드, 들보, 서까래(C)

6-202.17

외부 식품 자동판매 구역, 오버헤드 보호(C)

6-202.18

외부 식품제공 구역, 오버헤드 보호

6-202.19

외부 도보 및 주행 표면, 배수 경사(C)

6-202.111

개인주책과 거실 및 침실 구역, 사용금지(P)

6-202.112

숙박 구역, 분리(C)

6-501.11

보수-부지, 구조, 부착물 및 고정시설-방법(C)

6-501.12

세척, 주기 및 제한(C)

6-501.13

바닥 청소, 무진 방법(C)

6-501.15

세척 유지·관리 도구, 오염 방지(Pf)

6-501.16

바닥 걸레 건조(C)

6-501.17

바닥용 흡수제, 사용 제한(C)

6-501.113

유지·보수 도구 보관(C)

6-501.114

시설 구내 유지·관리, 불필요한 품목과 버려진 쓰레기(C)

(C)

(C)

(C)

(C)

56. 적절한 환기 및 조명; 지정 구역 내 사용

환기를 통해 수분 응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식품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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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적절히 예방하는지, 조명이 적절한 밝기인지, 시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식
품과 장치를 보호하도록 개인 소지품을 적절히 보관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적용 가능한 공전 조항:
(C)

4-202.18

환기후드계통, 필터

4-204.11

환기후드계통, 응축물 낙하 방지

4-301.14

환기후드계통 - 적합성

6-202.11

전구, 보호구(C)

6-202.12

난방, 환기 및 공조계통 환기구(C)

6-303.11

조도-조명(C)

6-304.11

기계식-환기(C)

6-305.11

지정-탈의실 및 보관함

6-403.11

지정 구역-취식/음료/흡연을 위한 종업원 시설(C)

6-501.14

환기계통 청소, 불편 및 배출 금지(C)

6-501.110

탈의실 및 보관함 사용(C)

(C)

(C)

(C)

4. 요약 정보
a) 도표 4-A

최저 조리온도 및 유지시간 요약표
식품

즉각 제공을 위하여 준비된 생란
상업적으로 사육된 수렵동물(식용 야생동물) 및 외래종 수렵
수산물, 돼지고기, 육류 그외 해당 도표나 3-401.11(B)에서
규정되지 않음
즉각 제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닌 생란
상업적으로 사육된 수렵 및 외래종 수렵, 분쇄형태, 분쇄
수산물 및 육류, 주입된 육류, 기계식으로 연화된 육류

최저 온도

규정된 온도에 대한
최저 홀딩 시간

o
o
63 C (145 F)

15 초

70oC
68oC
66oC
o
63 C

< 1초
17 초
1분
3분

(158oF)
(155oF)
(150oF)
(145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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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온도

규정된 온도에 대한
최저 홀딩 시간

o
o
74 C (165 F)

< 1 초, 즉각적 조리

74oC (165oF)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후 2 분 간 유지

최저 온도

규정된 온도에 대한
최저 홀딩 시간

최저 온도 도달에
걸리는 최장 시간

조리, 냉각, 재가열된
3-403.11(A) 및 (D) 식품

74°C (165°F)

15 초

2 시간

전자레인지 오븐에서 재가열된
3-403.11(B) 및 (D) 식품

74°C (165°F)

재가열 후 2 분 간 유지

2 시간

상업적으로 가공된 포장,
진공용기, 완전 포장에서 꺼낸
3-403.11(C) 및 (D) 식품

57°C (135°F)

규정된 시간 없음

2 시간

식품
가금류
발루트(balut)
(속을 채운 식품의 내용물인) 수산물(stuffed fish); (속을
채운 식품의 내용물인)
육류(stuffed meat); (속을 채운 식품의 내용물인) 파스타;
(속을 채운 식품의 내용물인) 가금류; (속을 채운 식품의
내용물인)
주조류
(속을 채운(stuffing containing)) 생선, 육류, 가금류 또는
주조류, 식용 야생 동물
전자레인지 조리 식품

b) 도표 4-B 최저 조리온도 및 유지시간 요약표
식품

로스팅: 옵션 A
3-401.11(B) 규정대로 조리된
3-403.11(E) 슬라이싱되지 않은
로스팅 고기

오븐 변수 및 최소
시간, 온도 조건이
3-401.11(B) 규정
사항과 동일

로스팅: 옵션 B
3-401.11(A) 규정대로 조리된
3-403.11(E) 슬라이싱되지 않은
로스팅 고기

74°C (165°F)

582

오븐 파라미터 및 최소
시간, 온도 조건이
3-401.11(B) 규정
사항과 동일

15 초

적용 불가

2 시간

부록_제7. 모델 서식, 가이드, 기타 관련 부속서

c) 도표 4-C

RTE TCS 식품 날짜 기재 요약표

* 준비 또는 상업용기 개봉 시점부터 냉각까지 시간

예시: 10월 1일 아침, 닭고기가 조리 후 냉각됨. 이틀간 41°F에서 냉장 후 냉동됨. 만약 닭
고기가 10월 10일에 해동된 경우 이는 10월 14일 자정에는 섭취되거나 폐기되어야 함.
날짜

저장수명

10 월 1 일

1

조리/냉각

10 월 2 일

2

41°F 에서 저온유지

10 월 3 일

조치

냉동

10 월 10 일

3

41°F 에서 해동

10 월 11 일

4

저온유지

10 월 12 일

5

저온유지

10 월 13 일

6

저온유지

10 월 14 일

7

섭취 또는 폐기

d) 도표 4-D FDA 식품공전 이동식 식품시설 매트릭스
해당 도표는 이동식 식품시설에 대한 계획 검토 및 점검 가이드로 이동식 유닛의 메뉴와 운영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동식 유닛 유형의 범위는 손수레부터 식품 준비 케이터링 운송수단까지이다.
도표 활용 시 메뉴 및 시행 중인 운영법을 바탕으로 한 세로열을 참고할 것. 예를 들어 선포
장된 TCS 식품만 제공될 경우 TCS 식품 메뉴 - 선포장 세로열 내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마
찬가지로 만약 비TCS 식품만 준비하고 진열할 경우 비TCS 식품 메뉴 - 식품 준비 세로열 내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만약 이동식 식품시설이 선포장된 TCS 식품과 더불어 준비한 TCS 식
품을 진열하여 모두 판매할 경우, TCS 메뉴 - 식품 준비 세로열 내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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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유닛 또한 식품시설에 적용되는 식품공전 조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
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규제 당국과 상의할 것.
지역 규제 당국이 구내식당 또는 서비스 구역과 같은 보조 지원서비스 요구를 결정할 경우 이
는 메뉴, 운영 유형, 진열 또는 현장 장비 가용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의: 식품공전이 정의하는 ‘식품시설’에는 TCS 식품이 아닌 포장 식품만 제공하는 시설은 포
함되지 않는다.
도표 4-D FDA 식품공전 이동식 식품시설 매트릭스
식품공전

TCS 메뉴

TCS 메뉴

비 TCS 식품 메뉴

구역/장(Chapter)

식품 준비

선포장

식품 준비

종업원

제 2-2 - 2-4 5-203.11
(C)부 내 적용 가능한
섹션

제 2-2 - 2-4 5-203.11
(C)부 내 적용 가능한
섹션

제 2-2 - 2-4
5-203.11 (C)부 내
적용 가능한 섹션

식품

3-101.11
3-201.11-.16
3-202.16; 3-3 내 적용
가능한 섹션;
3-501.16
3-501.18(A)

3-101.11
3-201.11-.16
3-303.12(A)
3-501.16
3-305.11; 3-305.12
(서비스 구역 또는
구내식당에
적용 가능)

3-101.11; 3-201.11
3-202.16; 제 3-3 부
내 적용 가능한 섹션

온도 요구사항

3-202.11; 3-4 및 3-5
내 적용 가능한 섹션

3-202.11
3-501.16

해당 없음

장비 요구사항

4-1~4-9 및 5-5 내
적용 가능한 섹션

4-1~ 4-2, 4-6 및
5-5 내 적용 가능한 섹션

4-1~4-2, 4-5~ 4-6
및 5-5 내 적용 가능한
섹션

물 & 오수

5-104.12
5-203.11(A) & (C)
5-3, 5-401.11
5-402.13~15

5-104.12
5-203.11(A) & (C)
5-3, 5-401.11
5-402.13 -.15

5-104.12
5-203.11(A) & (C)
5-3, 5-401.11
5-402.13-.15

물리적 시설

6-101.11; 6-201.11
6-102.11(A) & (B)
6-202.15; 6-501.11
6-501.12; 6-501.111

6-101.11
6-102.11(A) & (B)
6-202.15
6-501.111

6-101.11; 6-201.11
6-102.11(A) & (B)
6-202.15; 6-501.11
6-501.12; 6-501.111

독성 물질

제 7 장 내 적용 가능한
섹션

제 7 장 내 적용 가능한
섹션

제 7 장 내 적용 가능한
섹션

서비스 제공

6-202.18 / 식품공전
준수에 필요한 경우

6-202.18 / 식품공전
준수에 필요한 경우

6-202.18 / 식품공전
준수에 필요한 경우

제 8 장 내 적용 가능한
섹션 및 부속서 1

제 8 장 내 적용 가능한
섹션 및 부속서 1

제 8 장 내 적용 가능한
섹션 및 부속서 1

규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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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식품공전 변동사항 요약
원문 참고
식품공전 복사본 주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가능함:
https://www.fda.gov/Food/ResourcesForYou/Consumers/ucm239035.htm
발행 번호 참고: IFS17 및 제목: 미국 FDA 식품공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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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된 ‘식품등의 기준‧규격 국제화 및
국내산업지원’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미국 Food Code를 조사, 번역한 것으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필요 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제공하여 주신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FOOD CODE 번역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 보호조치 요구 방법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전화 044-200-7773 / 팩스 044-200-7949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부조리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 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 상담” 코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