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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논단

이력추적관리라고하는것은문제가발생하 을때제품

을추적하여원인을규명하고회수하여책임소재를명료화

하는안전성목적의관리방법이다. 관리에는추적에필요한

필수정보와제품의이동에따른정보가필요한데대표적으

로취급자와소재지정보가이에해당한다. 이력추적관리는

한단계만으로되는것이아닌생산부터소비까지전체시스

템내에서살펴봐야하는부분이다. 

이력추적제의 장점은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제품

회수, 표시등정보신뢰확보, 품질관리, 안전관리, 재고관

리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현재국내에서도정보신

뢰, 다음단계정보전달의어려움등이대표적으로어려운부

분으로알려져있다. 본론에서는현재미국에서진행하고있

는이력추적제정립을위하여미국FDA가5년간미국의대

표식품학회인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IFT)를

통하여미국의식품에서이력추적제에대해서조사한내용

을소개하고자한다. 

배경

2011년9월미국FDA는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IFT)에 요청하여 미국 식품안전선진화법(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의204항에따라

제품추적을위한파일롯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IFT는미

국농무성USDA를포함하여연방농업부처, 보건부처, 산업

계, 소비자단체, 비 리단체포함100개이상의기관의대표

들이공동작업하게되었다. 이프로젝트의목적은1) 공급라

인에서식품을추적하는것을증진하기위한방법에대한정

보를수집하고, 2) 부정한식품으로부터사람이나동물의죽

음을초래할만한심각한위협이생기는것을예방하고자식

품을받은사람들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찾고그방법을평

가하고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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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FDA가5년간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IFT)와계약하여IFT는식품과사료의공급라인에서제품

추적과역추적을평가하는데있어서필요한부분을제기하

다. 이력추적은 추적과 역추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tracking(추적, 하향추적)은생산부터소비방향으로제품의

흐름을추적하여회수, 재고관리등에사용할수있다. 반면

tracing(역추적, 상향추적)은 산지 방향으로의 추적이며

식품안전발생시적은비용과빠른시간내품질관련문제의

발생장소와원인을찾아내는데활용된다. IFT는특별히식

품제품의이동을따라가서산업의처리방식, 다양한가공방

식이나공학기술을검토하기로하 다. 또한IFT는제품을

식별하여추적하는시스템과기술과관련된비용을살펴보

았다. 각각식품산업과비식품산업의추적비용을검토하

으며이들정보는FDA가공공보건, 경제적, 관련위해에관

한여파를평가하는데사용될예정이다.

조사방법

자료조사를위해IFT는미국FDA와계약에의해식품시

스템에서제품추적을검토하기위해특정목표한그룹과전

화로토론하고미팅을통하여정보를수집하 다. 58개식품

회사는 신선농산물(38%), 포장 식품

(14%), 가공성분(7%), 유통업(5%), 식

품서비스산업(17%), 소매(12%), 사료

(7%)로구성되어있었다. 비식품산업으로

조사된곳은자동차, 의약, 장난감, 소포,

의류관련산업체 다. 각 산업별이력추

적제도입에대한동기, 이로부터발생되

는 문제들,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 고

법, 기준등을검토하 다.

조사결과

현재제품추적에는다양성이존재하는

바식품시스템의복잡성에기인한다고볼

수있다. 하지만제품추적을위해서는공

통적인부분이필요하며수집한자료의종

류별로중심을잡을필요가있다. 하지만무역파트너들사

이에서데이터을획득하고데이터를공유하는데는현재자

료의종류의일관성이부족하고중요한용어의정의가확실

하지않다. 예를들어lot (로트), batch처럼중요한용어에

대한정의가필요하다.

현재까지IFT가여러매체를통해찾아낸공통사항은

숫자 노트, 바코드, 전파 식별 (RFID), 전자시스템이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란

전파를이용해먼거리에서정보를인식하는기술을말한다.

여기에는RFID 태그(이하태그)와, RFID 판독기(이하판독

기)가 필요하다. 태그는안테나와집적회로로이루어지는

데, 집적회로안에정보를기록하고안테나를통해판독기

에게정보를송신한다. 이정보는태그가부착된대상을식

별하는데이용된다. 쉽게말해, 바코드와비슷한기능을하

는것이다. RFID가바코드시스템과다른점은빛을이용해

판독하는대신전파를이용한다는것이다. 따라서바코드판

독기처럼짧은거리에서만작동하지않고먼거리에서도태

그를읽을수있으며, 심지어사이에있는물체를통과해서

정보를수신할수도있다. 비식품산업에서비젼/이미징, 도

트핀, 레이저에칭과같은시스템에기반을두고있다. 데이

미국의 식품 이력추적제에 대한 IFT 조사내용

<그림 1> 신선농산물의 식품공급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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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요소, 예를들어서lot 번호는제품추적

에중요하나이들데이터요소가기록되지

않는경우도있다. 제품추적에적당한정

보로는보통문서작업인송장, 구매주문

서, 선하증권등으로이루어진다. 선하증

권은운송관계에서가장중요한서류로화

물을인도할것을약정한유가증권인데이

들 문서는 주로 종이나 전자문서 형태이

다. 그러나여기에도보통로트번호는전

달되지않는다. 많은식품기업들은제품추

적은현재의관리시스템인재고관리, 창

고관리, 회계관리에추가로처리되어야할

사안으로여기고있어서비용등측면에서

어려움으로인식하고있다. 매점이나레스토랑과같은부분

에서는일반적으로공급자에이들정보에매우의존적이며

로트등에대한정보에기록을유지하고있지않다. 

특정식품산업체가이들제품의추적관련하여일하고있

는데대부분의산업무역협회가주도하고있다. 지난몇년간

많은수의회사들이제품에추적방법을개발하기시작하

으며 이런 방법들은 데이터전송플랫폼(data transfer

platforms),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

바코드같은매개를이용한접근방식으로진행되었다. 대다

수의해결책공급자들은제품을홀로공급하기보다는제품

의일부포트폴리오의요소로서제공하 다. 그러나대부분

의식품회사들은이들서비스가그들의현재이용하는공정

이나시스템에통합하기가어렵다고응답하 다. 

IFT에의해권고된처리방식은산업체에비용을부과하게

되나이익이될수도있는데이들은개선된공급라인관리

를포함하여재고관리, 계약증가와시장에접근성증가, 좀

더제품을집중선정하여목표지향적리콜이가능해져서리

콜비용의감소등이익이있다. 회사들은자사브랜드이름

을지키고, 소비자의신뢰를유지할수있으며, 법적클레임

발생을줄일수있다. 그리고제품추적을실시하면이들회

사제품을조사로부터배제할수있어서유리할수있다. 사

고나국제적오염혹은다른유발된사건으로부터제품추적

이개선되는등빠른대응은사회적이익을유발하는바이

는직접적이익이나비용절감을회사가가져오는것이상의

전체적으로큰효과가기대된다. 

특정회사의수준과위에서이야기한대로전반적으로볼

때큰이익에도불구하고강화된제품추적으로부터발생하

는비용은크다. 이는특히성분이많고이런제품의최종단

계로갈때추적비용이크게된다, 혹은회사들이문서-기

반시스템에의존할때도비용이크다. 회사수준의제품추

적을제공하기위해서점차로시장에서경쟁이강화되면서

현재이용가능한기술이나서비스의비용은점차낮아질것

같다. 현재사업에서다른기능을하는이용가능한서비스

가많은데(예를들면, 회계, 재고관리등) 이들은최소의비

용으로핵심데이터요소(key data element)들을기록하는

것이가능할수있다. 회사들의제품추적비용은해마다발

생하게될것이다. 하지만제품별차이는있겠지만해마다

식중독발생가능성은낮아질것이다.

미국의경우대규모화된농업과발달된가공산업덕분에

토마토와피넛버터, 닭고기제품회사들의이력추적을비교

한결과생산업체의성숙도가높고, 그다음은가공업체, 그

다음은 유통업체, 마지막으로 소매업체 순서로 분석되고

있다. 

IFT 전문가들은제품추적시스템을조사하는동안모인

회원논단

<그림 2> 이력추적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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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검토하 으며자료의넓이, 깊이, 정확성, 접근성

을개선하기위하여권고안을개발하 다. 효과적인제품추

적을하기위해서는식품공급라인에서분명한목적을수립

하고이들목적에도달하기위한방법을결정하는것이가장

적절한접근방식으로여겼다. 원칙적으로시스템은간단하

여야하며, 사용자에편리하여야하고, 전세계적으로 로벌

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있는 산업

체 시스템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

어야작동가능하다. 

권고사항

핵심데이터 요소(Key data element,

KDE)의 요구

제품역추적을요구받을때다음의

데이터 요소들은 FDA에 필요하다.

핵심 데이터 요소들의 특성은 제품

공급라인에서단계연결사안에서도

잘유지되어야하고이는공급라인을

통하여 제품 추적이 허용되어야 한

다. 예를들어서제품의변형등의가

공과정을통해서로트번호가변화할

때마다 초기로트 번호와, 변화의 결

과로인한로트번호는모두기록되어

야한다. 만약로트번호가바뀌지않

지만제품이시설사이에서이동이된

다면 이들 정보도 기록되어야 하고

그래서 제품의 경로가 추적될 수 있

어야한다. 핵심데이터요소들은표

준화 형태의 전자 형태로 제공되어

야 하며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최종다뤄진제품의물리적위치와

제품에대한계약을처리한계약

자의연락처정보

- 수령한제품의수신때로트번호

- 제조및배송된제품의양

- 개별소매점과푸드서비스위치를포함배송된제품들

의위치상태

- 각위치로보내진로트번호

- 제품을수령하고배송한날짜와시간

미국의 식품 이력추적제에 대한 IFT 조사내용

<그림 3> 미국에서 이력추적제에 대한 생산, 제조, 유통, 소매 업체의 성숙도 비교

<그림 4> CTE(critical tracking event)와 KDE(key data element)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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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변형한생산자, 가공자, 재포장업자에대한

i) 각로트가제조된날짜와시간

ii) 제품의제조단계에이용되는성분, lot (로트)번호,

성분의기원, 언제수령했는지등정보

가장좋은것은로트번호, 제조시설의이름이제품에나

타나야하며로트번호, 제품의양과선적위치가송장이나

선하증권에나타나는경우이다. 

기록보관

각중요추적사건에대해서각시설이처리하는제품의

거래정보를기록해야한다. 중요추적지점에대한개념을

위해서 Critical tracking event(CTE)라는 용어의

정의는제품이이동하는지점이나변형되는지점에이르는

순간이며만약이동이나제품의가공등변형이없다면제

품을추적하기위해서데이터를확보해야할지점이해당

된다. CTE에서기록된정보는제품공급라인내에서연결

관계를제공하기에. 한CTE에서적절한데이터요소를무

시하면 제품 추적 라인에서 정보가 끊기게 된다. 그래서

CTE는로트번호에서변화와같은정보의변화를잡아내기

때문에제품경로내에서제품사이의관계를제공하게되

는것이다. 제품의변형과관련되어CTE에서얻은정보는

로트 수준에서 나가는 제품까지 성분이나 유입된 재료들

과정확히일치시킬수있어야한다. 각사건별선적된제

품은기록되어야하며선입선출“first in first out”이어

야한다. 기록은 2년이나유통기한동안유지되어야하며

더길어질수도있다. 각기업은요청받을때FDA에24시

간이내에전자형태로정보를제공해야한다. 기업체는핵

심데이터요소를각CTE에대해서중앙화된시스템에서

유지해야한다.

승인된표준화된형태

정보를표현하는데있어서동의된명칭과표준화된방식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날짜는 단일 형태로 표현되어

1/3/09라쓰지않고January 3, 2009라쓰는등의예를

들수있다. 각요소들에대한양, 위치, 로트번호, 날짜등

은여러개의 로벌로인식되는표준들이있다. 그러나많

은식품산업의부분에서이런표준들은사용되지않는다. 각

데이터요소에대해서세트의표준을지키는것은정보를소

통하기위해서확인이필요하다. 

전자 vs 종이

정보를요청받았을때정보에접근하는방식으로전자형

태의데이터는더신속하게접근할수있고이용할수있다.

현재전자데이터베이스나전자시스템을이용하지않고종

이문서기반시스템을계속사용하는회사도있다. 그러나

데이터를전자형태로바뀌기를시대가요구하고있다. 

오디팅요구

제품추적능력은표준화된오디팅부분이있어야한다. 그

래서데이터요소를옳게얻어오는것이중요하다. CTE를

적절히찾고정확하게내부에서추적할수있어야하며이러

한과정을평가받는것이필요하다. 

훈련

회원논단

<그림 5> CTE(critical tracking event)지점 설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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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CTE를찾을것인지상세한설명과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한다. 그리고lot (로트) 와같은용어의정의가

필요하다. 교육적으로제품추적을준수하는데필요한모듈

을개발해야한다. 그리고식품산업체는규칙적으로교육훈

련을받아야한다. 

IFT는핵심권고사항을다음과같이정리하 다. 각공급

라인파트너는제품추적을위하여CTE와KDE를찾아내어

야하며, 제품이변형되거나(내부추적), 위치가변할때(외

부추적)이든지제품이들어오고나가는연결인각CTE지점

에대해서핵심데이터요소(KDE)를표준화하여기록하여야

한다. 요청이있을때24시간이내에추적사안에대해서전

자형태의핵심데이터요소를FDA에제공한다. 제품이이동

하거나변형, 혹은데이터를확보해야할지점인CTE에대

한교육은개발되어야하며적절하게마련하 다는증거등

이에관련된훈련을위해서는표준화된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오디팅의부분을마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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