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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otal sugar and artificial sweetener contents

in health functional foods. In this study, HPLC with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 (ELSD) and HPLC-UV were

used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total sugar and artificial sweetener in health functional foods. Sixty-six chewable

products and sixty red ginseng products were collected from markets in Seoul. The average content of 126 samples

per daily intake portion was 1.96 g ranging from not-detected (N.D.) to 12.61 g. The mean total sugar content per serv-

ing of chewable product was 1.26 g and N.D. to 10.39 g. The average amount of total sugar per daily intake of ginseng

and red ginseng was 2.70 g and N.D. to 12.61 g. The average amount of sugar per daily intake of chewable products

was 2.10 g for children, 1.43 g for nutrients, and 0.35 g for functional raw material. For children’s products, the con-

tent of sugar per serving was ranged from 1.03 g to 5.33 g, from N.D. to 10.39 g for nutrients and from N.D. to 2.61 g

for functional raw materials. The average content of sugar per daily intake of ginseng and red ginseng product was

4.25 g in liquid product, 1.51 g in concentrate product and 1.49 g in powder product. The contents of sugar per the

daily intake of the liquid product ranged from N.D. to 10.80 g, from 0.01 g to 12.61 g for the concentrated product,

and from 0.06 g to 5.64 g for the powdered product. Analysis of artificial sweeteners showed that artificial sweeteners

were detected in three cases. No artificial sweeteners were detected in ginseng and red ginseng products. Two of the

chewable products and one of the functional raw materials were detected. The detected artificial sweeteners were

aspartame, 3.09 g/kg in nutrients and 1.09 g/kg in functional raw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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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보건 목적의 유용한 효과를 얻

기 위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

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

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1). 현

대 사회에서 식품 선택 시 식품의 건강 기여적인 측면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식품을 통

해 평소 부족하기 쉬운 영양과 기능성 성분을 섭취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2,3). 우리나라

국민의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지속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을 복용한 복용경험률(만 1세 이상, 표준화율)은 2013년

44.0%(남자 41.0%, 여자 47.0%)로 2005년 25.8%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복용경험률

은 학령 전 아동(3-5세, 58.4%)과 중장년층(50-64세 53.2%)

에서 높았으며, 나머지 연령 또한 30-40%가 최근 1년간

건강기능식품을 2주 이상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4). 건강

기능식품은 식품과 비교해서 특정 미량 영양소가 다량 함

유되어 있으므로, 특히 미량 영양소 섭취에는 상당부분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과량을 복용할 경우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5).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당류는 자연적으로 존재

하거나 가공과정에서 첨가되며6,7), 이는 풍미를 좋게 하고

저장기간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중요한 에너

지원으로 작용한다. 당류 함량은 일반적으로 총 당류(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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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를 뜻하며 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함량을 합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단당류로는 fructose,

glucose, 이당류로는 sucrose, maltose, lactose가 주로 검출

된다8,9). 그러나 당류의 과잉 섭취는 비만의 위험이 높아

지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10-13), 인슐린 분비 저항으로 인한 당뇨병을 발병시킬 뿐

만 아니라 체중증가와 심장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

다14-16). 당류 섭취에 대한 권장 기준은 보통 1일 열량섭취

량을 참고하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식품에 첨가되는 당의 섭취량을 전체 열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비만 등 만성질환의 위험에 빠

진다고 보고하고 있다17). 미국농무부는 첨가한 당과 지방

의 섭취가 하루 열량의 13%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

하였으며18), 한국의 경우 한국인 총 당류 섭취기준치 제정

위원회에서 하루 에너지 섭취의 10~20% 수준으로 총 당

류를 섭취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15). 우리나라 사람들

이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몇 가지를 섭취하거나, 또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섭취 제품이 결정되고 있는 경향이어서 중복섭취에

따른 당류의 과잉 섭취가 우려되고 있다19-21).

인공감미료는 설탕의 수십 배 이상의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이 거의 없는 특성 때문에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

성 질환 예방을 위해 식품 및 의약품 등에 첨가되며, 특히

최근에는 저열량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

요가 증가하면서 음료, 과자류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이 증

가하고 있다22).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인공감

미료는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삭카린나트륨, 수크랄로

스, 자일리톨 등이 있으며 현행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사용

대상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사용량을 규제하고 있다23,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 중인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

하여 인공감미료 함량 조사를 비롯하여 음식 섭취를 통한

실제 섭취량을 평가하고 이를 JECFA (FAO/WHO 합동 식

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설정된 일일섭취허용량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인공감미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여러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인공감미료 함

유현황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상태이다25).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

능식품을 대상으로 총 당류(total sugar)와 아스파탐, 아세

설팜 칼륨, 삭카린나트륨의 인공감미료 함량을 분석하여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2016년 서울시 25개구의 대형마트와 방문판매용으로 유

통되는 건강기능식품 126건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126

건 중 츄어블 제품은 66건, 인삼홍삼제품은 60건이었다. 츄

어블 제품 중 어린이 제품은 16건, 영양소제품은 30건, 기

능성원료 제품은 20건이었다. 인삼홍삼제품은 액상제품이

26건, 농축액 제품이 26건, 분말제품이 8건이었다. 

당과 인공감미료 분석을 위한 시험용액 조제

츄어블 제품은 분쇄하여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약 1 g

취하여 증류수로 100 mL까지 채운다음 시료중의 당성분이

잘 용해되도록 sonicator (Branson Ultrasonic Corporation,

CT, USA)로 5분간 처리하여 잘 혼합한 다음 0.45 µm 여

과지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26). 인삼홍삼제

품 중 농축액, 분말제품은 츄어블 제품과 동일하게 처리하

였고, 액상형태의 제품은 희석한 다음 0.45 µm 멤브레인 필

터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표준물질 및 시약

당
 

분석

당 분석을 위하여 표준물질인 과당(Sigma aldrich, USA),

포도당(Sigma aldrich, USA), 자당(Sigma aldrich, USA)을

100 mL의 용량플라스크에 약 1 g을 맥아당(Wako Pure

Chemical, Japan) 및 유당(Sigma aldrich, USA)은 약 2 g을

취하여 각각 1.0%, 2.0%의 수준으로 혼합표준용액을 조

제하였다. 과당과 포도당 및 자당은 0.5%, 0.2%, 0.1%,

0.05% 수준이 되도록 희석하고 맥아당과 유당은 1.0%,

0.5%, 0.2%, 0.1% 수준이 되도록 희석한 다음 0.45 µm 멤

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후 HPLC system에 15 µL를 주입

하여 나타난 피크면적을 %로 환산하여 검량선을 작성하

였다. 작성한 검량선은 Table 1과 같다.

인공감미료
 

분석

인공감미료 분석에 사용된 표준품으로 아스파탐(Wako

Pure Chemical, Japan), 아세설팜칼륨(Dr. Ehrenstorfer, Ger-

many), 삭카린나트륨(Sigma aldrich, USA)을 사용하였다.

Table 1. Calibration equation and correlation coefficient (R2) for

5 kinds of sugars and 3 kinds of artificial sweeteners

Compound
Calibration curve 

equ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R2)

Fructose y = 2914.3x1.205 0.999

Glucose y = 2183.8x1.198 0.999

Sucrose y = 2641.7x1.182 0.999

Maltose y = 1028.8x1.332 0.998

Lactose y = 1590.1x1.253 0.998

Aspartame y = 14.424x + 2.755 0.999

Acesulfame-K y = 13.938x + 5.868 0.999

Saccharine y = 52.872x + 26.320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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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g/L의 농도로 혼합표준용액을 조제하였다. 혼합표준

용액을 50 mg/L, 20 mg/L, 10 mg/L, 5 mg/L, 1 mg/L이 되

도록 물로 희석하여 0.45 µ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후

검량선용 표준용액으로 하였다. 작성한 검량선은 Table 1

과 같다. HPLC 이동상으로는 Acetonitrile (J.T.Baker, USA),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Sigma aldrich, USA), 10%

Tetrapropylammonium Hydroxide Solution (Wako Pure

Chemical, Japan)을 사용하였다.

기기분석
 

조건

당과 인공감미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HPLC system

(Agilent 1200 Series, USA)의 분석조건은 Table 2와 같다.

당류의 분리를 위해서 Carbohydrate column (4.6 mm ×

250 mm, 5 µm, Grace, Japan), ELSD detector를 사용하여

유속 1.0 mL/min, 컬럼온도 40oC, 주입부피 15 µl로 분석

하였다. 이동상은 Acetonitrile(A)와 증류수(B)로 A : 80% 와

B : 20%의 일정한 용매조건을 사용하였다. 인공감미료의 분

리를 위해서 Capcell Pak C18 (4.6 mm × 250 mm, 5 µm,

Shiseido, Japan), UV detector 210 nm, 유속 1.0 ml/min, 컬

럼온도 35oC, 주입부피 10 µL로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0.005 M KH2PO4 (containing 0.01 M TBA-OH, pH 3.5)와

acetonitrile를 85 : 15의 일정한 용매조건을 사용하였다. 당

류와 인공감미료의 정성과 정량은 retention time을 표준품

과 비교하여 검량선으로부터 결과를 얻었다. 

Results and Discussion

당류 분석

서울시 유통 건강기능식품 중 츄어블제품 66건과 인삼

홍삼제품 60건을 수거하여 당류의 함량을 분석하고 제품

에 표시된 1일 섭취량을 참고하여 1일 섭취량당 당함량으

로 환산하였다. 126건의 1일 섭취량당 당함량 평균은 1.95 g

이었고 범위는 N.D. ~ 12.61 g이었다. 츄어블제품 1일 섭취

량당 당함량 평균은 1.26 g 이었고 범위는 N.D. ~ 10.39 g

이었다. 인삼홍삼제품의 1일 섭취량당 당함량 평균은 2.70 g

이었고 범위는 N.D. ~ 12.61 g이었다. 츄어블 제품보다는 인

삼홍삼제품의 1일 섭취량당 당함량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

났다. 분석한 건강기능식품을 1일 섭취량 기준으로 섭취할

시 평균 25.76%의 당을 포함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츄어블 제품은 1일 섭취량을 섭취할시 평균 35.03%의

당을 포함하여 섭취하며 인삼홍삼제품은 평균 15.72%의 당

을 포함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당류 하루 섭취기준(표준열량 2000 kcal 기준)

50 g30)과 비교했을 때 126건 건강기능식품은 평균 3.9%에

해당하며 츄어블 제품은 2.5%, 인삼홍삼제품은 5.4%에 해

당하는 당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인삼홍삼

제품 중 액상제품의 1일 섭취량당 당함량 평균 4.25 g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츄어블 제품의 기능성원료 제품이

평균 0.35 g으로 가장 낮게 검출되었다(Table 4, Table 5).

츄어블 제품의 당류 분석

츄어블 제품 중 어린이용 제품 16건, 영양소 제품 30건,

기능성원료 제품 20건을 분석하였으며 당류 조성 및 함량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일 섭취량당 당함량은

어린이용 제품은 평균 2.10 g으로 가장 높았고 영양소제품

이 평균 1.43 g, 기능성원료 제품은 평균 0.35 g이였다. 어

린이용 제품의 1일 섭취량당 당함량 범위는 1.03 g ~ 5.33 g,

영양소 제품의 범위는 N.D. ~ 10.39 g, 기능성원료 제품의

범위는 N.D. ~ 2.61 g의 분포를 보였다. 영양소 제품과 기

능성 원료 제품은 당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 있었으나

어린이용 제품은 모든 제품에서 당이 검출되었다. 

츄어블 제품에서는 glucose가 가장 높은 함량을 차지했

다. 1일 섭취량당 glucose 평균이 어린이용 제품은 0.69 g,

영양소 제품은 0.82 g, 기능성원료 제품은 0.23 g이었고 영

양소 제품의 glucose 평균함량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용

제품에서는 5종의 당이 모두 검출되었으며 glucose, fructose,

lactose, maltose, sucrose 순의 양으로 검출되었다. 기능성

원료 제품에서 fructose는 검출되지 않았다. 

츄어블 제품 중 어린이용 제품은 1일 섭취량을 섭취할

시 평균 43.65%의 당을 포함하여 섭취하며 최고 76.13%

까지 당을 포함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 제

품은 평균 48.16%, 기능성 원료제품은 평균 9.08%의 당을

포함하여 섭취하며 영양소 제품은 최고 79.17%, 기능성 원

료제품은 최고 64.61%의 당을 포함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금27)에 의하면 캔디류가 평균 70.25%

의 당을 포함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영양소 제품 중 최고

Table 2. Analytical conditions for analysis of total sugar and arti-

ficial sweeteners with HPLC

 Parameters Conditions of sugars
Conditions of artificial 

sweeteners

 Column

Prevail Carbohydrate ES 

(4.6 mm × 250 mm, 

5 µm)

Capcell Pak C18, UG 120

(4.6 mm × 250 mm, 

5 µm)

 Mobile phase
Acetonitrile : Water

(80 : 20)

0.005 M KH2PO4

(containing 0.01 M 

TBA-OH, pH 3.5)

: acetonitrile (85 : 15)

 Flow rate 1.0 mL/min 1.0 mL/min

 Injection vol. 15 µL 10 µL

 Column temp. 40oC 35oC

 Detector ELSD UV, 210 nm

 - Pressure 3.6 bar -

 - Temperature 40oC -

 - Gai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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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함량을 나타낸 제품은 캔디류 평균 당함량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단맛을 내기 위하여 glucose, fructose 등

을 사용하는데 이는 당이 이미 쪼개져 있는 상태여서 식

품 자체를 소화나 흡수, 대사, 이동 저장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량(TEF, Thermic Effect of Food)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오면 바로 흡수되어 열량과다 및 혈당

지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WHO

에서는 섭취하는 탄수화물 중 90% 이상을 혈당지수가 낮

은 다당류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정제된 단당류 또는 이당

류는 열량의 10%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28).

츄어블 제품에 대한 당류의 함량을 1일 섭취량으로 환

산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당류 섭취권고기준 50 g과

비교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어린이 제품은 당류

1일 섭취권고량 대비 평균 4.2%를 나타내었고 범위는

2.1%~10.7%를 보였고, 영양소 제품은 평균 2.9%, 범위는

0.0%~20.8%를 나타내었다. 기능성 원료 제품의 당류 1일

섭취권고량 대비 평균 0.7%, 범위는 0.0%~5.2%였다. 영

양소 제품 중 당류 1일 섭취권고량 대비 20.8%를 차지하

는 제품은 1일 섭취권고량의 1/5에 해당하는 양으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The composition of sugar per daily intake in health functional food 

No. of 

samples

Average content of 

sugars (g/day)

Average contens of 

sugars (%)

% of reference value 

by WHO (50 g)2)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Total 126
1.95 ± 2.49

(N.D.1)~12.61)

25.76 ± 24.89 

(0.00~86.52)

3.9 ± 5.0

(0.0~25.2)

Chewable type health 

functional food 
66

1.26 ± 1.58

(N.D.~10.39)

35.03 ± 27.39

(0.00~79.17)

2.5 ± 3.2

(0.0~20.8)

Ginseng & Red ginseng 

product
60

2.70 ± 3.04

(N.D.~12.61)

15.72 ± 17.08

(0.00~86.52)

5.4 ± 6.1

(0.0~25.2)

1)Not Detected
2)Total sugar amount was recommended by WHO for daily food consumption

Table 4. Total sugar content per daily intake in chewable type health functional food

Chewable type 

health 

functional food

No. of 

samples

Average content of sugars (g/day)

Total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For children 16
2.10 ± 1.00

(1.03~5.33)

0.55 ± 0.85

(N.D.~2.50)

0.69 ± 0.61

(N.D.~2.43)

0.25 ± 0.56

(N.D.~1.63)

0.25 ± 0.76

(N.D.~2.90)

0.36 ± 0.57

(N.D.~1.83)

Nutrients 30
1.43 ± 1.91

(N.D.1)~10.39)

0.16 ± 0.29

(N.D.~1.22)

0.82 ± 1.86

(N.D.~10.39)

0.19 ± 0.44

(N.D.~2.14)

0.14 ± 0.31

(N.D.~1.16)

0.12 ± 0.28

(N.D.~1.00)

Functional raw 

material
20

0.35 ± 0.83

(N.D.~2.61)
N.D.

0.23 ± 0.50

(N.D.~1.63)

0.07 ± 0.32

(N.D.~1.44)
N.D.

0.05 ± 0.21

(N.D.~0.95)

1)Not Detected

Table 5. Total sugar content per daily intake in ginseng & red ginseng product

Ginseng & Red 

ginseng product

No. of 

samples

Average contens of sugars (g/day)

Total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Liquid 26
4.25 ± 2.97

(N.D.1)~10.80)

2.56 ± 1.87

(N.D.~6.09)

1.41 ± 1.33

(N.D.~4.74)

0.29 ± 0.54

(N.D.~1.95)
N.D.

0.00 ± 0.03

(N.D.~0.13)

Concentrate 26
1.51 ± 2.75

(0.01~12.61)

0.71 ± 1.42

(N.D.~6.53)

0.57 ± 1.14

(N.D.~5.18)

0.17 ± 0.22

(N.D.~0.91)
N.D.

0.05 ± 0.17

(N.D.~0.81)

Powder 8
1.49 ± 1.92

(0.06~5.64)

0.10 ± 0.24

(N.D.~0.69)

0.40 ± 0.90

(N.D.~2.60)

0.04 ± 0.05

(N.D.~0.12)

0.80 ± 1.97

(N.D.~5.64)

0.15 ± 0.33

(N.D.~0.93)

1)Not Detected



318 In-soon Cho et al.

인삼홍삼 제품의 당류 분석

인삼홍삼 제품 중 액상 제품 26건, 농축액 제품 26건,

분말제품 8건을 분석하였으며 당류 조성 및 함량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일 섭취량 당 당함량은 액상

제품이 평균 4.25 g으로 가장 높았고 농축액 제품은 평균

1.51 g, 분말제품은 평균 1.49 g이었다. 액상 제품의 1일 섭

취량당 당함량의 범위는 N.D. ~ 10.80 g, 농축액 제품의 범

위는 0.01 g ~ 12.61 g으로 제품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액상 제품과 농축액 제품 중 최고 당함량은 각각 10.80 g

과 12.61 g으로 각설탕(3 g)29) 3개에서 4개 분량의 당류를

섭취하게 된다. 분말제품의 당함량 범위는 N.D. ~ 5.64 g이

였다. 인삼홍삼 제품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5종의 당중 액

상 제품과 농축액 제품은 fructose가 분말제품은 maltose가

가장 높은 함량을 차지했다. 액상 제품의 1일 섭취량당

fructose 함량은 평균 2.56 g이었고 농축액 제품은 평균 0.71 g

이었다. 분말제품의 maltose 평균 함량은 0.80 g이었다. 액

상 제품과 농축액 제품에서는 maltose가 검출되지 않았다.

인삼홍삼 제품 중 액상 제품은 1일 섭취량을 섭취할시

평균 8.91%의 당을 포함하여 섭취하며 최고 18.14%까지

당을 포함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액 제품은

평균 18.90%, 분말제품은 평균 27.53%의 당을 포함하여

섭취하며 농축액 제품은 최고 70.08%, 분말제품은 최고

86.52%의 당을 포함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1일 섭취량은 Table 6과 같으며 액상제품의 1일 섭취

량 평균은 45.96 g으로 가장 많았고 당함량도 4.25 g으로

가장 높았는데 1일 섭취량이 많아 농축액이나 분말 제품

보다 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86.52%인

분말제품은 홍삼차 제품으로 1일 섭취량 3 g중 2.6 g의 당

을 포함하고 있었다. 홍삼차 제품은 물에 녹여 음용하는

제품으로 기호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첨가당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삼홍삼 제품에 대한 당류의 함량을 1일 섭취량으로

환산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당류 섭취권고량(50 g)과

비교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액상 제품은 당류 1

일 섭취권고량 50 g 대비 평균 8.5%를 나타내었고 범위는

0.0%~21.6%였다. 농축액 제품은 평균 3.0%, 범위는 0.0%~

25.2%였다. 분말제품의 평균은 3.0%, 범위는 0.1%~11.3%

였다. 당류 1일 섭취권고량 50 g 대비 액상 제품 중 최고

인 21.6%와 농축액 제품 중의 최고인 25.2%는 당류 1일

섭취권고량의 1/5과 1/4에 해당하는 양이므로 액상 제품

과 농축액 제품을 중복으로 섭취할시 과량의 섭취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감미료 분석

서울시 유통 건강기능식품 중 츄어블제품 66건과 인삼

홍삼제품 60건의 인공감미료를 분석한 결과 3건에서 인공

감미료가 검출되었다. 인삼홍삼제품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츄어블제품 중 영양소 제품 2건과 기

능성원료 제품 1건에서 검출되었다(Table 7). 검출된 인공

감미료는 아스파탐으로 영양소 제품에서 3.09 g/kg, 기능

성원료 제품에서 1.89 g/kg 검출되었다. 식품첨가물공전24)

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5.5 g/

kg이하, 아세설팜 칼륨은 2.0 g/kg이하, 삭카린나트륨은

1.2 g/kg이하로 정해 놓고 있으며 검출된 3건 모두 허용량

이내였다.

Table 6. The sugar content and % of reference value of WHO

Type of health 

functional food
Samples

No. of 

samples

Average daily 

intake (g)

Average contens of 

sugars (%)

%of reference value by 

WHO (50 g)1)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Mean ± SD

(min.~max.)

Chewable type health 

functional food 

For children 16
6.39 ± 5.23

(2.0~20.0)

43.65 ± 19.74

(12.52~76.13)

4.2 ± 2.0

(2.1~10.7)

Nutrients 30
2.78 ± 2.68

(0.7~15.0)

48.16 ± 23.18

(N.D.2)~79.17)

2.9 ± 3.8

(N.D.~20.8)

Functional raw material 20
3.28 ± 2.00

(1.2~10.5)

9.08 ± 19.83

(N.D.~64.61)

0.7 ± 1.7

(N.D.~5.2)

Ginseng & Red 

ginseng 

Liquid 26
45.96 ± 24.25

(10.0~100.0)

8.91 ± 4.57

(N.D.~18.14)

8.5 ± 5.9

(N.D.~21.6)

Concentrate 26
4.88 ± 4.92

(1.0~20.0)

18.90 ± 17.47

(0.92~70.08)

3.0 ± 5.5

(N.D.~25.2)

Powder 8
5.42 ± 5.76

(0.8~18.0)

27.53 ± 30.40

(2.33~86.52)

3.0 ± 3.8

(0.1~11.3)

1)Total sugar amount was recommended by WHO for daily food consumption
2)Not Detected



Total Sugar and Artificial Sweetener Contents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Seoul 319

국문요약

서울시 유통 건강기능식품 중 츄어블제품 66건과 인삼

홍삼제품 60건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전체의 1일

섭취량당 당함량 평균은 1.95 g이었고 범위는 N.D. ~ 12.61 g

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츄어블 제품의 평균은 1.26 g 이

었고 범위는 N.D. ~ 10.39 g이었다. 인삼홍삼제품의 평균은

2.70 g이었고 범위는 N.D. ~ 12.61 g이었다. 츄어블제품중 1

일 섭취량당 당함량은 어린이용 제품이 평균 2.10 g으로 가

장 높았고 영양소제품은 평균 1.43 g, 기능성원료 제품은

평균 0.35 g이였다. 어린이용 제품은 1일 섭취량당 당함량

이 1.03 g ~ 5.33 g, 영양소 제품은 N.D. ~ 10.39 g, 기능성원

료 제품은 N.D. ~ 2.61 g의 범위를 보였다. 인삼홍삼제품중

1일 섭취량 당 당함량은 액상 제품이 평균 4.25 g으로 가

장 높았고 농축액 제품은 평균 1.51 g, 분말제품은 평균

1.49 g이었다. 액상 제품의 1일 섭취량당 당함량의 범위는

N.D. ~ 10.80 g, 농축액 제품의 범위는 N.D. ~ 12.61 g, 분말

제품의 범위는 0.06 g ~ 5.64 g의 분포를 보였다. 

인공감미료를 분석한 결과 3건에서 인공감미료가 검출

되었다. 인삼홍삼제품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검출되지 않았

으며 츄어블제품 중 영양소 제품 2건과 기능성원료 제품

1건에서 검출되었다. 검출된 인공감미료는 아스파탐으로 영

양소 제품에서 3.09 g/kg, 기능성원료 제품에서 1.09 g/kg

검출되었고 3건 모두 허용량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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