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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s
Food allergy

학계
Mechanism
• Treatment
• Prevention
•

1

정부
Regulation
• Inspection
• detection
method
•

2

산업체
Labeling
• Process control
• Prevention of
contam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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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Labeling
• Nutrition
•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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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

식품 알레르겐 검출법
→ 시험법 (식품공전)
→ inspection 기준

식품

►

관리 방법 제시

→ 교차오염 예방법
(세척 등)
→ 지침서 개발(정부)

Undeclared allergen
(미표시 알레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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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알레르겐 (Undeclared allergen)
 Undeclared Allergen (hidden)
• 식품 제조 공정 중 다른 원료 오염
• 알레르기 유발 가능 원료 미표시
Estimated Number of Allergic Reactions Attributable to FDA-Regulated Foods (2013)
Percent of cases annually
Reactions due to seafood

24%

Cross-contact from unlabeled allergen

28%

Visible ingredient in product not
declared on label

26%

Wrong contents in packag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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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알레르겐
“Learning from FDA Food Allergen Recalls and Reportable Foods”
 FDA 리콜의 주 원인은 “특정 원료가 누락된 라벨”
→ 알레르겐이 포함된 서로 다른 원료를 이용한 비슷한 제품들

→ 자동화로 패키지에 직접 라벨을 프린트 하면서 생기는 실수들

Causes of food allergen recalls

USDA
 New Ingredient and/or New
Supplier
 Misprinted Label
 Product in wrong package
 Product reformulated
 Ingredient reformulated

(Food Safety Magazine Cover Sto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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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겐 관련 식품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
- 알레르겐 성분 미 표기로 인한 리콜 및 경고조치→ 제조업체 비용 및 시간 손해
- 미국 내 알레르기 관련 리콜 : 총 식품 리콜의 30~40%

(Food Safety Magazine Cover Story, 2014)

7

알레르겐 표시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어린이기호식품등의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기준및방법」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5호, 2017.3.7.제정)

제도 강화

가. 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신설(제3조)
1) (표시대상)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
2) (알레르기 유발 식품)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21종

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신설(제4조)
1) 주문하는 시점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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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겐 표시
 식품 알레르기 표시 확인 예

(식품 알레르기 바로 알기,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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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겐 표시
 일부 기업 제품
→ 다수의 알레르겐 표시

→ 목적?

FSA

12

알레르겐 표시
 식약처의 식품 알레르겐 표시 제도 강화 노력
 제조 시설의 교차오염 또는 비의도적 혼입 ??
→ 시설, 기구 세척
→ 원료, 공급자, 작업자 관리
→ 검출법 개발

FSA & FoodDrinkEurope, 2013

일본학교보건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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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

Carry over, 공정 중 오염 방지
→ 가공 장비, 공장 시설 세척 중요!

•

우리나라 지침서 작성 (2015-2016 MFDS 용역연구사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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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정부용 지침서
Ⅰ. 식품알레르기 기초지식
1. 식품알레르기란?
(1) 식품알레르기 용어 정의
2. 식품알레르기의 면역학적 이해
(1) 식품알레르기 감작 경로
(2) 알레르기 증상의 발생 경로
3. 식품알레르겐의 특징
(1) 일반적인 특징
(2) 식품알레르겐의 항원성 변화
(3) 교차반응
4. 식품알레르기 원인식품
(1)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2)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식품
(3) 식품알레르기의 자연경과

5. 식품알레르기의 증상
(1)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2) 위장의 식품알레르기
(3) 식품에 대한 피부반응
(4) IgE 매개성 식품알레르기
의 호흡징후
6. 식품알레르기의 진단
(1) 병력 및 식품일기
(2) 피부반응검사
(3) In vitro test
(4) 제거식이
(5) 식품유발검사
7. 숨겨진 알레르겐
(Hidden allergen)

Ⅱ. 식품알레르겐 표시
1. 국내 알레르기 유발성 식품 표시 기준

Ⅲ. 식품알레르겐 분석
1. 식품알레르겐 분석법

(1) 표시대상

(1) ELISA

(2) 표시방법

(2) PCR

(3) 학교급식에서의 식품알레르기 표시

(3) LC/MS

2. 국내 알레르기 유발성 식품 표시 기준
(1) 미국

2. 상업적 키트를 이용한 식품알레르겐
분석

(2) EU

(1) ELISA

(3) 일본

(2) PCR
(3) LC/MS

Ⅳ. 식품알레르기 관리지침
1. 산업체 점검지침
(1)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cGMP
(2) 알레르겐 제어/관리 매뉴얼
2. 부적합 식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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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학교용 지침서
Ⅰ. 식품알레르기 기초지식
1. 식품알레르기란?
(1) 식품알레르기 용어 정의
2. 식품알레르기의 면역학적 이해
(1) 식품알레르기 감작 경로
(2) 알레르기 증상의 발생 경로
3. 식품알레르겐의 특징
(1) 일반적인 특징
(2) 식품알레르겐의 항원성 변화
(3) 교차반응
4. 식품알레르기 원인식품
(1)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2)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식품
(3) 식품알레르기의 자연경과

5. 식품알레르기의 증상
(1)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2) 위장의 식품알레르기
(3) 식품에 대한 피부반응
(4) IgE 매개성 식품알레르기
의 호흡징후
6. 식품알레르기의 진단
(1) 병력 및 식품일기
(2) 피부반응검사
(3) In vitro test
(4) 제거식이
(5) 식품유발검사
7. 숨겨진 알레르겐
(Hidden allergen)

Ⅱ. 식품알레르기 관리원칙
1. 식품알레르기 관리원칙
(1) 원인식품 제한
(2) 영양관리

5. 수업관리
(1) 식재료를 이용한 수업
(2) 운동 시 주의사항
(3) 야외활동 시 유의사항
2. 식품알레르기 관리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
(4) 식품알레르기 교육하기
3. 학교나 어린이시설에서의 식품알레르기
관리
(1) 단계별 관리 개요
(2) 식품알레르기 조사
(3) 면담 및 관리 대상자 선별

6. 응급관리
(1) 응급관리란?
(2) 응급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3) 응급상황 대응

4. 급식관리
(1)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하기
(2) 원인식품을 제거하고 조리하기: 제거식
(3) 원인식품을 제거하고 조리하기: 대체식
(4) 도시락 제공
(5) 조리 및 배식 중 교차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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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산업체용 지침서
Ⅰ. 식품알레르기 기초지식
1. 식품알레르기란?
(1) 식품알레르기 용어 정의
2. 식품알레르기의 면역학적 이해
(1) 식품알레르기 감작 경로
(2) 알레르기 증상의 발생 경로
3. 식품알레르겐의 특징
(1) 일반적인 특징
(2) 식품알레르겐의 항원성 변화
(3) 교차반응
4. 식품알레르기 원인식품
(1)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2)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식품
(3) 식품알레르기의 자연경과

5. 식품알레르기의 증상
(1)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2) 위장의 식품알레르기
(3) 식품에 대한 피부반응
(4) IgE 매개성 식품알레르기
의 호흡징후
6. 식품알레르기의 진단
(1) 병력 및 식품일기
(2) 피부반응검사
(3) In vitro test
(4) 제거식이
(5) 식품유발검사
7. 숨겨진 알레르겐
(Hidden allergen)

Ⅱ. 식품알레르겐 표시
1. 국내 알레르기 유발성 식품 표시 기준

Ⅲ. 식품알레르겐 분석
1. 식품알레르겐 분석법

(1) 표시대상

(1) ELISA

(2) 표시방법

(2) PCR

(3) 학교급식에서의 식품알레르기 표시

(3) LC/MS

2. 국내 알레르기 유발성 식품 표시 기준
(1) 미국

2. 상업적 키트를 이용한 식품알레르겐
분석

(2) EU

(1) ELISA

(3) 일본

(2) PCR
(3) LC/MS

Ⅳ. 산업체에서의 식품알레르기 관리방안
1. 식품알레르겐 위험관리
(1) 식품알레르겐 담당부서 지정

(5) 공급자 관리

(2) 제품개발단계

(6) 사람관리

(3) 장비 및 공장의 설계

(7) 생산공정 관리

(4) 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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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일본 [식품 제조공정 중 식품알레르기 대책 가이드 북]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 2012)

식품 제조공정에서의 식품알레르기 대책
1. 식품알레르기 대책 실시 체제
2. 구매 식자재의 표시 등 확인과 최종 제품에 반영
3. 식품알레르기 대책으로서 제조공정 등 관리

4. 알레르겐 맵을 활용한 식품알레르기 물질 혼입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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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3. 식품알레르기 대책으로서 제조공정 등 관리
(1) 제조 공정 관리


알레르겐 혼입 방지 대책
① 작업구역 구분
② 전용 기구 사용
③ 원재료 구분 보관
④ 철저한 제조라인 세척
⑤ 작업복 구별
⑥ 철저한 손 세척
⑦ 식품알레르기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제품의 우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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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식품알레르기 대책에서 주요한 공정관리상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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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4. 알레르겐 맵을 활용한 식품알레르기 물질 혼입 방지대책

컨베이어 벨트

계량 저울

< 시설 평면도 >

< 제조공정도>

< Swab Test &
< 시설 평면도에 화살표로 제조공정을 표시>
알레르겐 지도>
< 원인 & 개선조치
기재>
기기 내부
21

관리

알레르겐 지도

알레르겐 지도(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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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Cleaning and Other Control and Validation Strategies to Prevent Allergen
Cross-Contact in Food-Processing Operations
(L. Jackson, FDA, 2008)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은 식품 라벨에 의존.

 미표시 알레르겐은 제조 과정에서 cross-contact를 통해 식품에 혼입될 수 있음.
 공동 장비 및 라인의 세척으로 알레르겐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관리 가능 .
 그러나, 세척 절차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는 아직까지 없음.

 Cleaning is considered a first line of defense
against allergen cross-contact on shared
processing 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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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Components of an allergen control plan (ACP)

•

Allergen control team 구성
: 제조, 품질/규제, R&D, 기술, 위생, 식품 안전
알레르겐 지도 작성

보관, 작업, 가공 중
알레르기 식품 또는 원료의 구분

•
•
•

교차오염 막기 위해 알레르겐 원료/제품 구분하여 보관
공정 라인이 서로 근접할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
공정 중 에어로졸 확산 예방

원료 및 라벨에 대한
공급자 관리 프로그램

•
•

원료 공급자에게 ACP(Allergen Control Plan) 문서 요구
알레르겐 분석 확인서 요구

•
•
•

Nonallergenic 제품 가공 후 allergenic 제품 가공
가공 및/또는 cooking media의 재사용 최소화
교차오염 예방 가능하도록 시설의 traffic pattern과
air flow 설계

제품 표시 리뷰; 표시 및 포장 control

•
•
•

표시 규정 준수
제품 규격 및 제형 변경 시 즉시 반영
오래 된 라벨이 및 포장 폐기

알레르겐 세척 프로그램 검증(validation)

•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척 검증 및 확인 프로토콜 작성
세척 효율 검증, 문서 보관

훈련

•

업무에 따른 특정 훈련 제공

•
일반

가공 중 교차오염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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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책 : 청소, 세척 방법

청소 시
먼지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

고온 및
저온의 물
사용 주의

청소, 세척 용구
전용화
(구역에 따라
색으로 구분)

알칼리 세제
사용

식품알레르겐 청소 및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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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세척 예시
제조 공정의 찌꺼기를 제거한다.
↓
기계, 기구류는 가능한 분해하여 내부 청소를 용이하게 한다.
↓
온수(40~50℃)를 사용, 애벌세척하여 눈에 보이는 오염물을 제거한다.
↓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여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오염물을 제거한다.
↓
알칼리 세제를 헹군다. (필요 시 pH 시험지를 이용하여 세제 제거를 확인한다.)
↓
청정도를 확인한다. (Swab test 이용)

◄ 배관 분해 청소

◄ 컨베이어벨트 분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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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HACCP에서도 식품 알레르겐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식품 알레르겐 표시 법 강화 추세



식품 산업체(공장)
→ 규제 강화에 대처
→ 교차오염 예방 (알레르겐 지도, 세척)



정부(식약처)
→ 지침서 개발 (교육, 훈련)
→ 시험법 개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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