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유럽이사회는 최근 식품보조제(Food Supplement)

에 관한 EU강령안을 잠정 채택했다. 이 강령안은

보조식품에 포함돼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상한

치, 안전성확인방법, 표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담

고 있다. 앞으로 유럽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5

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강령안에 따르면 보조식품의 정의

는 단일한 또는 복수의 영양소를 응축시킨 식품으

로 섭취량이 일정한 것, 보통식사에서 영양소를 보

완하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상은 캡슐, 태블릿, 정제 그 밖의 유사형태

분말, 액체, 드롭 등 다양하다.

현 단계에선 비타민과 미네랄에 한정, 비타민 13

종(비타민A D E K B1 B2 B6 B1 2 바이오틴 엽산

나이아신 판토텐산)미네랄 15종(칼슘 마그네슘 철

동 요소 아연 망간 나트륨 칼륨 셀렌 크롬 몰리브덴

불화물 염화물)화합물을 사용허가 대상으로 잡고

있다.

안전성에 대해선 다른 식품으로 섭취한 경우 평

균적인 사람의 적정섭취량을 고려한 과학적인 위해

평가와 함께 담당위원회가 상한치를 설정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제품의 표시엔 배합량, 1일섭취량, 과

잉섭취시 생길 수 있는 위해, 정제는 다양한 식품의

대용품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질병의 예방·치료 다양한 식품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다는 표현은 금하고

있다.

이번 강령안은 EU의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백서

의 한 부분으로서 2001년 5월 원안이 마련된 후

2002년 3월 유럽의회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을 이

사회에서 심의,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강령안이 최

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체 EU가맹국에게 영향을 미치

는 규정이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2. EU의회의 제안서

2000년 5월10일, 집행위원회는 식품보조제(Food

Supplement)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강령

제안서(COM(2000) 222 최종- 2000/0080(COD))

를 유럽공동체수립조약 제251조에 나타나 있는 공동

의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채택하기 위해 제출하였다.

경제사회위원회는 2000년 10월 19일 의견서를

발송하고, 2001년 2월 14일에 유럽의회는 제안서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한 번에 채택하였다.

1) 유럽공동체에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제품들이 농

축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 시판되고 있

으며, 정상적인 식이요법에서 이런 영양소들을 섭

취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2) 이 제품은 회원국내에서 국내규칙을 달리함으로

써 규제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자유로운 움직

임을 방해할 수 있고, 불평등한 경쟁조건을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 자국내 시장의 기능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식품으로 판매되는

이들 제품들에 대해 공동체 규칙을 채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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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3) 적절하고 다양한 식이요법은 정상적인 상황하에

서 건강한 생활의 정상적인 증진과 유지를 위해

양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성립되고 추천되는 만큼 모든 필

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조

사에 따르면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이 모든 영양

소에 대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모든 인구그룹

에 대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4) 소비자는 자신의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식품보조제를 통해 일부 영양

소의 섭취를 보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5) 소비자들에게 고단백질 수준을 보장하고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장에 선보이게 될 제품은

안전해야 하며 적합하고 적절한 표시를 부착하

고 있어야 한다.

6)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필수지방산, 식이섬

유 및 다양한 식물과 허브추출물을 포함하여 그

러나 이들에 한정되지 않고 식품보조제에 들어

갈 수 있는 영양소와 기타 재료들이 광범위하게

있다.

7) 첫번째 단계로서 본 강령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보조제만을 다루어야 한다.

내용물 중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

는 식품보조제는 본 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타

민과 미네랄에 관한 특별규칙을 따라야 한다.

8) 식품보조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상의 기능이

나 생리적인 기능을 가진 다른 영양소나 기타

물질들에 관한 특별규칙은 이들에 대한 적합하

고 적절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면 이후단계에

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특별공동체 규칙을

채택하기 전까지 조약의 조항들을 침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 공동체특별 규칙이 채택되지 않았

으므로 식품보조제 원료로서 영양상의 기능이

나 생리적인 기능을 가진 영양소나 기타 물질들

에 관한 국내규칙들을 적용할 수 있다.

9) 단지 정상적으로 발견되고 식이요법의 일부로

소비되는 비타민과 미네랄만이 식품보조제에 들

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이들이

제품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필

수 영양소들의 정체에 관한 논쟁은 피해야 한

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긍정적인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현재 일부 회원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보조

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 과학위원회의 평가

를 받지 않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긍정적 리스

트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비타민 조제품과

미네랄 물질들이 있다. 이것들은 적절한 파일

들이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대로 조

속한 평가를 위해 식품과학위원회에 제출되어

야 한다.

11) 식품보조제의 제조에 비타민과 미네랄으로 사

용되는 화학물질들은 안전해야 하며 또 몸에서

사용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런 물질들에 대한 긍정적 리스

트가 또한 작성되어야 한다. 유아 및 아동을

대상을 한 식품과 특정영양의 이용을 위한 다

른 식품들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 말한

기준에 의해 식품과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그

런 물질들도 식품보조제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12)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할

경우 리스트를 신속히 갱신 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런 갱신은 기술적인 성격의 조치를 실행

할 것이고 이의 채택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

속히 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맡겨져야 한다.

13) 비타민과 미네랄의 경우 지나친 섭취는 역효과

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식품보조제에 이

들에 대한 최대안전수준을 적절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수준은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사

용법에 따라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소비

자에게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14) 그런 이유로 최대안전수준을 정할 때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

한 과학적 위험평가에 의해 수립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상향안전수준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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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식이요법로부터의 그런 영양소 섭취

의 안전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일부 영양소의

경우 상향안전수준이 소비에 권고될 수 있는 수

준과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앞의 마지막 고려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가 해당 비타민

과 미네랄의 지나친 섭취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때는 특히 중요한 사

항이다.

15) 식품보조제는 식이요법으로 섭취를 보완하기 위

해 소비자들에 의해 구입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식품보조제 표지에 표시되어 있을 경

우 이들 상당량이 제품에 들어있어야 한다.

16) 본 강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과 적절한 과학적

권고에 근거하여 식품보조제에 들어 있는 비타

민과 미네랄의 최대 및 최소 수준에 대한 특별

값의 채택은 한 실행책이 될 수 있으며 집행위

원회에 맡겨져야 한다.

17) 일반적인 표시조항과 정의는 식료품의 표시,

소개, 광고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접근에 대

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강령 2000/ 13/ EC3에

포함되어 있으며 반복될 필요가 없다. 그러므

로 본 강령은 필요한 부가조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18) 식료품의 영양소표시에 관한 1990년 9월 24

일자 이사회 강령 90/ 496/EEC5는 식품보조

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보조제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에 관한 정보는 식품보조제를 구입

하는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

고 이것들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것이다. 그 정보는 그

런 제품들의 성격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 포함

되어 있는 영양소에 한정되어야 하며 의무사항

이다.

19) 식품보조제의 특별한 성격상 그런 제품들의 효

과적인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감시단체에

서 대개 사용될 수 있는 수단 외에 부가적인

수단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0) 본 강령의 이행에 필요한 대책들이 집행위원회

에 부여된 이행 권한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규

정하고 있는 1999년 6월 28일자 이사회 결정

1999/ 468/ EC호6 제2조의 의미내에서 일반적인

범위의 대책들이므로 그 결정의 제5조에 규정

되어 있는 법적절차를 이용해서 채택되어야 한

다.

3. EU공동체의 식품보조제에 관한 강령

제 1 조

1. 본 강령은 식료품으로서 미리 포장되어 판매되고

그와 같이 출시되는 식품보조제들에 관한 것이다.

2. 본 강령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이사회 강령 89/ 398/ EEC7에 의해 다루어지

는 특정 영양상의 이용을 위한 식품

(b) 이사회 강령 65/65/ EEC8에 의해 다루어지

는 의약품

제 2 조

1. 본 강령의 목적상

(a) 식품보조제 는 정상적인 식이요법에서 영양소

의 섭취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용량의 형태로

판매되는 영양소 혹은 영양상의 기능이나 생리

적인 기능을 가진 다른 물질들 자체나 복합물

의 농축원료인 식료품을 말한다.

(b) 영양소 란 다음과 같은 물질을 의미한다.

(i) 별첨 I의 포인트 1에 열거된 비타민

(ii) 별첨 I의 포인트 2에 열거된 미네랄

(c) 용량형태 란 캡슐이나 pastilles, 타블렛, 알

약 및 다른 유사한 형태, 그리고 가루약 봉지,

액상앰플 및 드롭 디스펜서식병 및 측정된 작

은 단위량으로 되어 섭취할 수 있도록 고안된

다른 유사한 형태의 액체와 가루와 같은 형태

를 의미하다.

2. 영양상의 기능이나 생리적인 기능을 가진 기타 물

질들에 대한 특별규칙은 이후 단계에서 제정된다.

제 3 조

회원국들은 제2조 1(b)에 열거된 영양소들을 함

유하고 있는 식품보조제가 본 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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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들을 준수할 때만 공동체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조

1. 별첨 I에 열거된 비타민과 미네랄 및 별첨 II에

열거된 비타민 포뮬레이션과 허용된 미네랄 물질

만이 식품보조제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2. 별첨 II에 열거된 물질에 대한 순도기준은 제13

조 2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

다. 단 3에 따라서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첨 II에 열거된 물질들에 대한 순도기준은 본

강령에 의해 다뤄지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식

료품제조에 사용되는 것에 관한 공동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바 적용되어야 한다.

4. 순도기준이 공동체법에 규정되지 않은 별첨 II에

열거된 물질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채택될 때까

지 국제단체들이 권하는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순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다 엄격한 순도기

준을 정하고 있는 국내규칙들은 유지될 수 있다.

5. 1에서 언급되고 있는 목록들에 대한 개정은 제

13조2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채택된다.

제 5 조

1. 식품보조제에 들어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1일

최대소비량은 제조업자에 의해 권고된 대로 다음

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a) 서로 다른 인구그룹들의 다양한 민감도 정도를

적절히 고려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 위험평가에 의해 성

립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상향안전수준

(b) 최대양이 상향안전수준에 가까울 경우 인구의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참고

(c) 다른 식이성 제품들로부터의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

2. 비타민과 미네랄의 상당량이 식품보조제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업자들이

권고한 대로 일일 최소 소비량이 적절히 정해져

야 한다.

3. 1과 2에 언급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최대 및 최

소양은 제13조 2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채

택된다.

제 6 조

1. 본 강령에서 다뤄지는 판매제품의 명칭은 보조

제 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제품의 특

징을 규정짓는 영양소의 카테고리명칭을 포함하

여야 한다. 영양소의 카테고리명칭은 제품의 특

징을 규정짓는 영양소의 특정이름으로 완성하거

나 대체될 수 있다.

2. 표시, 소개, 광고는 식품보조제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치유한다고 해서는 안된다.

3. 강령 2000/ 13/ EC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표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무규정을 표시해야

한다.

(a) 제품의 1일 권장소비량

(b) 1일 권장량을 초과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경우

로 가능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

(c) 식품보조제는 다변화된 식이요법을 위한 대체품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문구

(d) 제품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

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

제 7 조

식품보조제의 표시는 적절하고 다양한 식이요법이

보통 적절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어떠한 언급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여기 조항에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

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성립된 특정 인구그룹의

보조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여서는 안

된다.

제 8 조

1. 제품에 들어 있는 제2조 1(b)에 열거된 영양소

의 양은 숫자 형태로 표시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용 단위는 별첨 I에 나타나 있는 단위를 쓴다.

2. 표시된 영양소의 양은 표시에 부착된 1일 권장

소비량으로 제품의 1회분당 그리고 적절한 단위

용량 형태의 양이어야 한다. 표시된 양은 판매되

는 제품에 대한 양이어야 한다.

3.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정보도 해당 경우에 강

령 90/496/EEC의 별첨에 언급된 참조값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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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퍼센트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 9 조

1. 제8조 1과 2에 언급된 표시값은 제조업체의 제

품분석에 기초한 평균값이다.

특히 표시값과 공식적인 점검과정에서 성립된

값사이의 차이에 대해 본 단락을 실행하는 규칙

은 제13조 2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한다.

2. 제8조 3에서 언급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참조값

에 대한 퍼센트는 그래프 형태로 주어질 수 있

다. 본 단락의 실행규칙은 제 13조 2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채택될 수 있다.

제 10 조

식품보조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제조업자는 혹은

제품이 제3국에서 제조되는 경우 수입업자는 제품에

사용되는 표시의 모델을 전달함으로써 제품이 판매

되는 각 회원국의 권한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회원

국들은 자국 영토내에서 이런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통보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집

행위원회에 입증하면 이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1. 회원국은 자신들의 구성, 제조, 사양, 소개, 표시

와 관련된 이유들로 인해 본 강령을 준수하는 그

리고 적절한 경우 본 강령의 이행에 있어 채택된

공동체법안을 준수하는 제1조에 나타나 있는 제

품들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2. EC 조약의 관련조항들 특히 조약의 제 28조와

30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1번 단락은 본

강령의 이행중에 채택된 공동체 법인이 없을 경

우 적용 가능한 국내 조항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제 12 조

1. 본 강령이나 이행중인 공동체 법안중 하나가 채

택된 이래 이루어진 기존 정보의 재평가나 새로

운 정보로 인해 어떤 회원국이 제1조에 나타나

있는 제품이 그러한 조항들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가

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을 때 그 회원

국은 일시적으로 자국 영토내에서 문제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즉각

다른 회원국들과 집행위원회에게도 알려져야 하

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해당 회원국에 의해

예증된 근거를 조사하여야 하고 식료품에 관한

상임위원회내에서 회원국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

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이후 지체없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집행위원회가 본 강령이나 이행중인 공동체 법안

에 대해 1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

의 건강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그러한 수정안을 채택하는 관점에서

제13조 2에 나타나 있는 절차에 따라 발의하여

야 한다. 안전대책을 채택한 회원국은 이 경우 수

정안이 채택될 때까지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

제 13 조

1. 집행위원회는 강령 69/ 414/ EEC9에 의해 제도

화된 식료품 상임이사회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

2. 본 단락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결의

1999/ 468/ EC 호의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

적 절차가 제7조3과 제8조에 따라서 적용된다.

3. 결의 1999/ 468/ EC 호의 제5조 6에서 주어진

기간은 3개월이다.

제 14 조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은 식품과

학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후 채택된다.

제 15 조

회원국들은 2002년 5월 31일까지 본 강령의 준

수를 위해 필요한 법규, 규정 및 행정조항들을 의무

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즉시 집행위원회

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러한 법규, 규정 및 행정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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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NEX II

Vitamins and minerals substances which may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food supplements

1. Vitamins

VITAMIN A

- retinol

- retinyl acetate

- retinyl palmitate

- beta- carotene

VITAMIN D

- cholecalciferol

- ergocalciferol

VITAMIN E

- D- alpha- tocopherol

- DL- alpha- tocopherol

- D- alpha- tocopheryl acetate

- DL- alpha- tocopheryl acetate

- D- alpha- tocopheryl acid succinate

VITAMIN K

- phylloquinone(phytomenadione)

(a) 늦어도 2002년 6월 1일부터 본 강령을 준수하

는 제품들의 거래를 허용

(b) 늦어도 2004년 6월 1일까지 본 강령을 준수하

지 않는 제품들의 거래를 금지회원국들이 그런

조항들은 채택할 경우 회원국들은 본 강령을 참

조로 포함하거나 자신들의 공식적인 공표가 있

을 시에는 그러한 참조를 수반하여야 한다. 회원

원국들은 그런 참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제 16 조

본 강령은 유럽공동체의 공식저널에 본 강령을 공

포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 17 조

본 강령은 회원국들 앞으로 보내진다.

ANNEX I

Vitamins and minerals w hich may be us ed in the manufacture of food supplements

Vitamins Minerals

Vitamin A (㎍ RE)
Vitamin B (㎍)

Vitamin E (㎎α- TE)
Vitamin K(㎍)
Vitamin B1 (㎎)
Vitamin B2 (㎎)
Niacin (㎎ NE)

Pantothenic acid (㎎)
Vitamin B6 (㎍)

Folic acid(㎍)
Vitamin B1 2 (㎍)

Biotin (㎍)
Vitamin C (㎎)

Calcium (㎎)
Magnesium (㎎)

Iron (㎎)
Copper (㎍)
Iodine (㎍)
Zinc (㎎)

Manganese (㎎)
Sodium (㎎)

Potassium (㎎)
Selenium (㎍)

Chromium (㎍)
Molybdenum (㎍)

Fluoride (㎎)
Chloride (㎎)

Phospho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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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B1

- thiamin hydrochloride

- thiamin mononitrate

VITAMIN B2

- riboflavin

- riboflavin 5' - phosphate, sodium

NIACIN

- nicotinic acid

- nicotinamide

PANT OTHENIC ACID

- D- pantothenate, calcium

- D- pantothenate, sodium

- dexpanthenol

VITAMIN B6

- pyridoxine hydrochloride

- pyridoxine 5' - phosphate

FOLIC ACID

- pteroylomnoglutamic acid

VITAMIN B12

- cyanocobalamin

- hydroxocobalamin

VITAMIN C

- L- ascorbic acid

- sodium- L- ascorbate

- calcium- L- ascorbate

- potassium- L- ascorbate

- L- ascorbyl 6- palmitate

2. Minerals

Calcium carbonate

Calcium chloride

Calcium salts of citric acid

Calcium gluconate

Calcium glycerophosphate

Calcium lactate

Calcium salts of orthophosphoric acid

Calcium hydroxide

Calcium oxide

Magnesium acetate

Magnesium carbonate

Magnesium chloride

Magnesium salts of citric acid

Magnesium gluconate

Magnesium glycerophosphate

Magnesium salts of orthophosphoric acid

Magnesium lactate

Magnesium hydroxide

Magnesium oxide

Magnesium sulphate

Ferrous carbonate

Ferrous citrate

Ferric ammonium citrate

Ferrous gluconate

Ferrous fumarate

Ferric sodium diphosphate

Ferrous lactate

Ferrous sulphate

Ferric diphosphate(ferric pyrophosphate)

Ferric saccharate

Elemental iron (carbonyl+electrolytic+

hydrogen reduced)

Cupric carbonate

Cupric citrate

Cupric gluconate

Cupric sulphate

Copper lysine complex

Sodium iodide

Sodium jodate

Potassium iodide

Potassium iodate

Zinc acetate

Zinc chloride

Zinc c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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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 gluconate

Zlactate

Zinc oxide

Zinc carbonate

Zinc sulphate

Manganese carbonate

Manganese chloride

Manganese citrate

Manganese gluconate

Manganese glycerophosphate

Manganese sulphate

Sodium bicarbonate

Sodium carbonate

Sodium chloride

Sodium citrate

Sodium gluconate

Sodium lactate

Sodium hydroxide

Sodium salts of orthophosphoric acid

Potassium bicarbonate

Potassium carbonate

Potassium chloride

Potassium citrate

Potassium gluconate

Potassium glycerophosphate

Potassium lactate

Potassium hydroxide

Potassium salts of orthophosphoric acid

Sodium selenate

Sodium hydrogen selenite

Sodium selenite

Chromium(III) chloride

Chromium(III) sulphate

Ammonium molybdate (molybdenum(VI)

Ptassoi, molybdate (molybdenum(VI))

Potassium fluoride

Sodium fluor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