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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CCP is a scientific and systematic program that identifies specific hazards and gives measurements in order to control

them and ensure the safety of foods. Transportation of livestock and its products is one of the vulnerable sectors regarding

food safety in Korea, as meats are transported by truck in the form of a carcass or packaged meat in a box. HACCP appli-

cation and its acceleration of distribution, in particular transportation, are regarded as important to providing consumers

with ultimately safe livestock products. To achieve this goal, practical tools for HACCP application should be developed.

Supply chain management (SCM) is a holistic and strategic approach to demand, operations, procurement, and logistics pro-

cess management. SCM has been beneficially applied to several industries, notably in vehicle manufacture and the retail

trade.  HACCP-based real-time visibility system using wireless application (WAP) of the livestock distribution is central-

ized management system that enables control of temperature and HACCP management in real-time for livestock transpor-

tation.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HACCP to livestock distribu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sale) can be activated.

Using this system, HACCP management can be made easier, and distribution of safe livestock products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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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대로 식품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

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986년 영국에서 처

음으로 발생한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 및 2002년 아

시아 전역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 등 대형 식품관련 안

전 사고의 발생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Lee, 2007). 특히, 축산식품의 경우 고단백

고영양원으로, 생산으로부터 도축, 가공, 운반, 판매 등 전

과정 중 어느 식품보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안

전 관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Kim et al., 2009).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생산 단계로부터 소비하는 순간까지 총괄적으로 관리

하는 ‘From Farm To Table’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식품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푸드체인의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식

품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통

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 관리시스템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는 1959년 미국 항공

우주국(NASA)에서 우주 비행사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

급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1993년 FAO/WHO의 CO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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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ACCP 적용을 위한 12지침’’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

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식품 안전 관리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Park et al., 2005).

축산물의 유통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자유

무역화 시대에 맞추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HACCP

적용을 통한 축산물 관리가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으나, 이

를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HACCP 관리 지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유통

과정 중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 이를 최종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

다(Qu et al., 2007).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는 업무의

흐름을 공급 사슬 전체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전체 공급

사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직들을 통합

하는 전략으로, Gartner 그룹(2001)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 SCM 부분에서 한국, 중국, 인도가 가장 큰 연평균 성

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였고, 특히 한국은 자동차, 하

이테크, 소비재 제품과 소매 부분에서 성장을 주도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국내 기업의 SCM 도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유통업계에 보급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우

리나라의 기업이 SCM을 물류 관리 정도로 인식, 물류기

반 기술의 미비, 기업 간 적대적 관행이 남아 있으며, 기

업의 실천 의지가 높지 않는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Yoon, 2001). 특히 축산물 운반업의 경우, 화주로부

터 의뢰를 받은 화물을 의뢰 받는 대로 운송, 수송하는 것

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수단 물류의 형태를 띄고 있다.

유통 전 단계인 도축장은 HACCP이 의무 적용되고 있

고, 가공장이나 포장처리업의 경우도 HACCP 적용이 매

우 활발한 상태이고, 마지막 판매 단계에 대한 HACCP 적

용도 20호 이상의 지정 업소가 나오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 단계에 속

하는 운반과 보관 단계에서 HACCP을 통한 일관적이고

철저한 식품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전 단계

혹은 그 이후 단계의 HACCP 적용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으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

HACCP 적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관, 운반 등 유통 단

계에 대한 HACCP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 적용이 가능하

면서도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Dorp, 2002; Permala and Scholliers, 2002). 이에, PDA와

GPS를 통한 이동 중의 온도 관리와 위치 추적을 실행하

는 real-time visibility 기능에 HACCP 체크 리스트와 미생

물 예측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이동 중이고, 일상 검증을

해야 하는 중앙 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운전기사 핸드폰의 WAP(무선 응용통신)를

통해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HACCP 관리와 그에 대한 검

증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Tsai, 200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축산물 운반업의 위

생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 축산물 운반의 실

태를 파악하고, 대표적인 물류관리 기법인 공급망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유통의 연결고리인 축산물 운반업의 위생

관리의 발전을 위해 현재 관심이 증대되는 HACCP-based

real-time visibility system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운반의 현황

HACCP 제도 도입은 과학적이고 주체적인 위생 관리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규명하

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식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위생 관리체계

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관련

HACCP 적용 대상은 사육업, 배합사료, 도축업, 가공업(식

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보관업,

운반업, 식육판매업으로 총 9단계에 걸쳐 있고, 축산물 가

공장이나 농장 등에 대한 HACCP의 적용 및 지정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운반업소

HACCP 지침 및 모델, HACCP 잠정평가기준(안)이 마련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및 지정된 업체는 세

곳밖에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2/4분기의 전체 사업

용 화물차량 대수의 66.6%인 약 223,000대가 지입 차량

이며, 일반화물 운송시장의 경우 97.6%, 개별화물 운송시

장의 경우 17.5%, 용달화물 운송시장의 경우 8.2%가 각

각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하였다. 지입제는 지입 차주의

자발성으로 인한 운행 비용 감소,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

감소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지입 전문 운송업체 발생으

로 거래 과정 및 계약 절차 불투명 가중, 법적 근거가 모

호하여 정책 마련에 애로 발생, 지입 차주 중심의 다단계

운송구조 심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994개의 축산물 운반업 신고업소가 있

으나,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운반업체는 지입·알

선업으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은 화물을 의뢰 받는 대로

운송, 수송하는 것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수단 물류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개인 소유 차량에게 운반을 주선

하거나 도축장, 냉동 창고 등에 지입을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 위생관리, 운반 중 물품 관리, 검사

관리 및 종사자의 관리가 어렵고, HACCP 개념에 대한 이

해 부족과 자주적인 실천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

고 개인 운송업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반 차량에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산물 등 다른 물품도 운송

하고 있고, 운송 후 운반차량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 지입·알선업 형태의 축산물

운반업체에 HACCP를 적용할 경우 작성해야 할 문서 및

서식이 많아 관리 규정의 작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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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직으로 HACCP팀을 구성함으로써 시간적, 인력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어 HACCP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상·하차 설비의 미 설치 및 관리

부재, 도축장과 운반 차량의 상이한 현수시설, 지육의 현

수 및 포장 기피, SSOP 적용 미흡, 축산물 하차 시 냉동

기 가동 중단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운반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경우에 따

라서 타 지역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져,

HACCP을 진행한다고 해도 관리자가 실무자의 HACCP

실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없고, 일일 점검과 같은 검

증 시스템의 적용이 어려우며, 이동 중 온도 이 외에는 위

해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관·운반·판매 단계의 HACCP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HACCP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도축장이나 축산물

작업장에 HACCP와 일반 위생 관리기준(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SOP)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의 HACCP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HACCP 적

용 지침에 부합되는 자체 기준서를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

다(Kim et al., 2009). 1997년 12월부터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장에서 SSOP가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으며, 2004

년 8월부터는 집유업,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에도 의

무적용하게 되었다. 특히, 2003년 7월부터 모든 도축장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 2004년 1월부터 집유업,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으로 HACCP 확대 적용, 2005년 1월

부터 배합사료 공장에 HACCP 적용, 2006년 3월부터 가

축사육 단계에 HACCP 적용, 2006년 9월 HACCP 전문

운영기관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립 등 축

산물 HACCP 적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Lee, 2007).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축산물 보관·운반·판매단계에

대한 SSOP 운용지침을 마련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02).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 SSOP는 축산물 유통단계에

서 위해 요인에 축산물이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물 취급 이전에 또는 취급 중에 지켜야 할 필수적인

위생 관리사항을 미리 설정한 것으로, 축산물 취급 시 어

떠한 공중위생 상 위험 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미리 설

정된 시정 조치를 즉시 실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사고 예

방 또는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SSOP

는 위해 요소의 분석이나 중요 관리점의 결정 등의 단계

없이 작업공정 중의 위생 관리기준 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Kim et al., 2009).

이에 반해 HACCP은 축산물의 생산 단계로부터 소비까

지 단계 별 적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문

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해 요소의 분

석, 중요 관리점의 설정, 중요 관리점 별 위해 요소의 한

계기준, 중요 관리점 별 감시관리 체계, 중요 관리점이 한

계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HACCP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등을 통하여 문

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를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조치사항 등을 포함

하고 있는 HACCP 기준서와 관련 법률적 요구사항에 준

수하는 작업 기준 및 자체위생 관리기준을 포함하는 선행

요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HACCP은 선행요건 프

로그램으로 자체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위해 분석과 중점

관리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

학적으로 축산물 유통단계의 위생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

SCM은 Oliver와 Webber(1982)에 의해 1980년대 초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SCM은 상류의 공급업체에서부터 하

류의 유통업체 및 최종 고객 등 관련된 상이한 개체들 간

에 자재 및 정보의 이동을 관리하는 통합적 물류시스템으

로서(Govil and Proth, 2001), 물적 흐름과 보관 그리고 정

보 및 화폐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공급 사슬의 본질이

라고 할 수 있다(Helo and Szekely, 2005). 따라서 SCM은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있

는 물류, 정보, 자금의 흐름을 통합한 가상 기업을 만들어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하여 물류 비용의 절감, 업무 효

율성의 증대, 고객 만족의 극대화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과

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Yoon, 2001).

SCM의 근본적 목적은 원가 절감과 같은 내부적 성과와

업무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신뢰성을 통한 고객 만족과 같은 외부적 성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공급 사슬의 통합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Grajam and Hardaker,

2000; Nissen, 2000; 김연성, 2002).

SMC의 기본 구성 요건은 1) 판매 동향을 기초로 한 수

요 예측 기능, 2) 수요 예측에 기초한 기업 수준의 재고,

물류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 3) 기업 전체 입장에서 수립

된 계획을 보면서 각 공장의 생산라인 수준에 의한 제조

일정과 자재, 부품 수배를 위한 기능, 4) 수배 부품의 납

입 시간과 생산 스케줄 등을 충분히 가미한 납기 회답 기

능의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되며, 이 4가지 기능은 서로 연

동되어 있다(물류관리론, 2008).

SCM이 물류 시스템에 주는 영향은 유통 구조의 변화,

상 관행의 변화, 거점 기능의 변화, 전체 원가의 절감 및

저 비용, 고 품질의 물류 시스템의 실현 등이 있다.

① 유통 구조의 변화 - SCM을 도입할 경우 소매업에서

파악한 판매 정보가 그대로 제조업에 연결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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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매업의 기능 변화를 일으킨다.

② 상 관행의 변화 - EDI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문

서가 없어지며 계약 내용도 바뀌며, 많은 상 관행이

간소화된다.

③ 거점 기능의 변화 - 재고를 갖는 물류센터에서 통과

형 센터(Cross-Docking)로 그 기능이 변화하게 된다.

④ 전체 원가의 절감 및 저비용, 고 품질의 물류 시스

템의 실현이 가능하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e-SCM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 고객에 대한 공급에서부터 개인 고객에 대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e-공급 사슬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

심 기업과 파트너 기업 간 정보를 완전히 공유함으로 업

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전략적 기법이다. 이러한 전

략적 기법은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하

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과 경쟁 우위를 달성해 주고 있다(Lee, 2007).

e-SCM은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판매, 이동과 현금 흐

름의 동기화를 위해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직 내부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외부

거래 파트너들을 연결한 SCM 구조로 정의되고 있다(Wang

and Zhang, 2005; Williams et al., 2002). e-SCM는 최종제

품 제조기업 공급망 상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기

업을 의미함을 중심으로 공급기업, 고객기업 간 완제품 제

조기업 내의 공급망 관리의 핵심부서 정보와 수요 및 공

급 관련 정보를 IT기술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정보

를 완전히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Frohlich and

Westbrook, 2002; Gattorna and Berger, 2001; Huang et

Table 1. Previous studies related to IT skill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e-SCM synchronization

Division Reference Research substance

Information

sharing

Frohlich and Westbrook

(2002)

• Sharing of stock, demand/predict, and order schedule/pursue information with partners 

(supplier)

• Sharing of market and consumer, demand/predict, order tracking/payment information 

with partners (seller)

Huang et al. (2003) • Information sharing of the inventory, order, and production plan with partners

Li et al. (2006)
• Information sharing of related information for business, demand and assessment informa-

tion with partners

Wang and Zhang (2005)
• Information sharing for purchase, stocktaking, invoice, shipping, and payment with part-

ners

Pagell (2004), 

Lummus et al. (2000)

• Information sharing for planning and execution of product purchasing production sales, 

supply chain management with department

IT plan

Gunasekaran and Ngai (2004)
• Long-term strategic plan for IT

• Define of priority for IT project

Karimi et al. (2001)
• Explanation of main perspective for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IT, and business strategy 

in companies

Powell and Dent-Micallef

(1997)

• Definition of IT project IT priorities

• Effect of bottom-line for regular IT projects

Premkumar and King (1992)
• Characteristic of plan for Information system

• Characteristic of organizational support

IT base

(S/W, H/W)

Gunasekaran and Ngai (2004)
• Hardware infrastructure: Network

• Software infrastructure: ERP system

Chen and Paulraj (2004)

• Develop a research framework that improves understanding of SCM

• Stimulates and facilitates researchers to undertake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

tion on the critical constructs of SCM

• The exploration of their impacts on supply chain performance

Cagliano et al. (2003)

• Internet-based inform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transaction between companies

• Internet-based inform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operating the business I

• nternet-based inform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transaction between consumers

Kim and Narasimhan (2002)

• Inform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transaction between companies

• Inform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distribution

• Information system for business to consumer

Lummus et al. (2000) • e-Business readiness: support of internet at hardware, support of internet at software

Jayaram et al. (2000) • Material control, produce and produce plan information system

Adapted from Lee and Ki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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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3; Jang and Choi, 2006; Lee and Kim, 2007; Lee

and Whang, 2001; Li et al., 2006; Whang and Zhang,

2005). 성공적인 e-SCM 실행을 위해서는 기업 간 e-SCM

동기화가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IT 역량이 필수적이다.

SCM에서 IT의 기능적 역할은 정보의 이용 가능성과 가

시성, 데이터 접근의 단일 접점, 전체 공급사슬 정보에 기

반한 의사 결정, 공급사슬 파트너와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

는데 있으며(Auramon et al., 2005), e-SCM의 동기화와 e-

SCM 동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IT 역량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었다(Table 1).

현재 전세계의 물류시장에는 SCM이 적용되어 있으며,

식품산업에서 SCM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육류산

업에서는 바코드와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electronic meat transfer certificate

(eMTC)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eMTC시스템

의 도입으로 인해 서류 작성의 간소화, 우편발송 비용 절

감 등 연간 230만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MLA, 2007).

현재 국내기업의 SCM 도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업체에서 SCM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

는 대표적인 유통기업으로는 E사, L사, M사, L백화점, 외

국계 기업인 W사, C사 등을 들 수 있다. 냉장·냉동 물

류 전문기업인 K물류의 경우 주문관리(OMS), 창고관리

(WMS), 운송관리(TMS), 위치기반서비스(LBS)를 통합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고객에 대한 물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Fig. 1). K물류의 냉장·냉

동 수배송의 경우의 경우 배송 차량에 GPS와 자동온도

기록장치를 설치하여 배송 중인 차량의 탑 내 온도와 위

치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배

송 관리를 하고 있다.

축산물 운반업의 HACCP 적용 확산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HACCP-based 

Real-time Visibility 시스템

축산물의 유통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자유

무역화 시대에 맞추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HACCP

적용을 통한 축산물 관리가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으나, 이

를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HACCP-based real-time visibility 시스템은 실시간 커뮤

니케이션으로 이동하고 있는 차량의 위치 정보, 공차 정

보를 일정 전송 주기(3-5분) 간격으로 전송하면 관제실에

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의 운행 경로와 현재 위

치 등을 모니터링, 운송 오더 지시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 간으로 운반 차량의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핸드폰·PDA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운반관리점

검표(HACCP check list)를 작성하도록 하여 실시간으로

HACCP 관리와 온도 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되고 있는 시스템이다(Fig. 2).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HACCP 기반의 축산물 유

통 실시간 관제 시스템 구성

무선 응용통신을 이용한 HACCP 기반의 축산물 유통

실시간 관제 시스템은 1) GPS를 이용하여 냉동(장) 차량

Fig. 1. Conceptual diagram of e-SCM solution (available in http://www.neosy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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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 정보를 주기적으로 데이터 베이스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 2) WAP을 이용하여 배송 기사가 HACCP 점

검 항목에 따른 점검을 운송전/운송중/운송후의 단계 별로

실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 3) 수집

된 차량의 온도와 위생 점검 정보를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4) HACCP 체크 리스트를 포

함하는 기본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3).

GPS 및 온도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정보 전송 기능

차량의 온도 센서에서 감지된 냉동/냉장부의 온도를 전

송할 수 있도록 GPS와 온도 측정 타코메타와 연동한다.

GPS는 수집된 온도 데이터를 이동 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주기 마다 시스템 서버로 전송한다.

휴대전화(WPA) 및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HACCP 체크 리스트 실시 간 정보 전송 기능

이동 단계에 있는 축산물의 위생 상태 유지를 위해 축

산물 취급 시 필요한 점검 항목을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점검 항목은 배송 기사의 휴대전화

의 WAP 및 스마트폰의 무선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고 항

목에 따라 단계 별(운송 전/중/후)로 점검실시 후 결과를

바로 전송한다.

HACCP 관리자 실시간 관제 기능

배송 기사의 모바일 기기에서 전송된 HACCP 체크 리

스트의 점검 결과와 차량의 GPS에서 전송된 온도 정보는

실시 간으로 시스템 서버 부에 반영되고 HACCP 관리자

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그래프 형태로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다.

HACCP 체크리스트 기본정보 관리 기능

배송기사의 모바일 기기에서 전송된 HACCP 체크 리스

트의 점검 결과를 배송차량 별로 집계하고, HACCP 체크

리스트의 기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형태로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다. HACCP 체크 리스트 점검 결과

는 모니터링 일지 및 운반관리점검표 등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HACCP-based real-time visibility system의 예상 효과

HACCP-based real-time visibility system은 수배송 관리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등 무선 모바일 기기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온도 관리 및 HACCP 관리가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HACCP-based

real-time visibility system의 개발에 따른 예상 효과는 다

음과 같다.

무선응용통신(WAP)을 이용한 HACCP 기반의 축산물 유

통 실시간 관제 시스템은 운반업이나, 보관업에서 HACCP

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들(문서관리, 검증단계)을 시스템

화하여 운반업이나 보관업의 특성 상 발생 가능한 물리적

/화학적/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중앙 관리자의 가시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단점을 실

시간 관제 시스템과 접목된 정보수신 기능을 통해 중앙

관리 및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위해 요인 제어 및 개선

조치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운반업이나 보관업의 특성 상 HACCP을 실시하기 어려

Fig. 2. Overview of HACCP-based real-time visi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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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유통업체의 실시간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선

호도가 높아짐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다량의 차량을 보유하여 이들의

위생 상태나 안전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실시간

HACCP 관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증대를 통해

저 품질화 제품의 유통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요 약

축산물에 HACCP가 도입된 후 농장, 도축장, 가공장, 판

매장 등 많은 업체에서 HACCP를 도입하고 있고 현재도

많은 업체들이 HACCP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축산물 운반업은 타업종에 비해 HACCP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선응용통신(WAP)을 이용한

HACCP 기반의 축산물 유통 실시간 관제 시스템은 GPS

와 개인 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축산물 운반차량 또

는 보관창고의 위치정보, 온도정보, 그리고 HACCP 운반

관리점검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의 관리시스템으

로 전송하여 중앙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운반차량을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HACCP 관리시스템

은 운반업이나, 보관업에서 HACCP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들(문서관리, 검증단계)을 시스템화하여 운반업이나 보

관업의 특성 상 발생 가능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최소화 하고, 중앙 관리자의 가시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단점을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접목된 정보 수신

기능을 통해 중앙 관리 및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위해 요

인 제어 및 개선 조치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실시간

HACCP 관리시스템은 운반업이나 보관업의 특성 상

HACCP을 실시하기 어려운 유통업체의 실시간으로 HACCP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주며, 특히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다량의 차량을 보유하여 이들의 위생상태나 안전관

리가 어려운 점을 보완해 줌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증대를 통해 저 품질화 제품의 유통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축산물의 선호도가 높아짐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으로 축산물 유통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축산물 운반 단계의

HACCP 적용이 자율 적용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HACCP

적용 및 운반업의 현대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업체의 의

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를 위한 HACCP 교

육의 확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실행을 위한 기술적

도움 등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조가 동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HACCP의 본 취지인 ‘From

Farm To Table’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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