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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평가연구팀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
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
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
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

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

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
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
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
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 집 각국의 새로운 기능성 식품제도(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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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1) 기본방향

국민보건차원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

는데 작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역할을 명확한 언어

로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소비자 정보차

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유익하다. 그러나 질병에 직

접적인 예방 및 치료가 있는 제품과 질병을 예방하

는데 식생활의 일부분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에 유익

한 제품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직접적인 질병예방 및 치료에 대한 표시를 한 제

품은 의약품인 반면 질병예방을 통해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

므로 그 식품에 대한 사실적이고 적법한 기능성표시

에 이러한 차이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종

류 제품사이의 구분은 소비자에게는 모호성과 유사

성이 있어, 종종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이 특

정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인식

은 주지 않고, 질병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건

강유지 및 증진을 통해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다

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정의) 제1호의 규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

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

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
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

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
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

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

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

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
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
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 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

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
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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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한 기능성의 정의( 기능성 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

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와 동법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

고 금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한(질병의 예방 및 치료

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질병예방 및 치료

에 관한 표시를 미국, 영국등 국제적 정의를 고려하

여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질병강조표시와 기능성표시

(1) 질병강조표시

미국 FDA는 DSHEA에 의한 인체의 구조 및 기

능에 관한 표시와 질병표시를 구분하기 위하여 질병

의 정의를「인체의 부분, 기관 또는 조직의 괴리

(deviation), 손상(impairment), 장애(interruption)

로 질병을 특징짓는 실험상 또는 임상상의 계측데이

터를 포함하는 특징적인 한가지 또는 많은 증상 또

는 증후의 복합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건강기

능식품의 표시가 언제「질병을 진단,치료,완화,치유

하거나 예방」하기위한 표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영국의 경우 정부, 소비자단체, 업계단체 등

이 공동으로 제정한 자율규약인 「식품의 건강강조

표시에 관한 실시요강」에서 질병에 관한 표시

(Medicinal claim)를「일정한 식품이 인간의 질병

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특성이 있거나 그러한 특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거나 주장하는

표시(Health Claim)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영국의 질병표시에 대한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질병표시에 적용되는 단어와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질병표시로 적용하기 어려

운 단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사료된다.

◇ 질병예방 또는 치료를 암시하는 단어와 어구 ◇

① 질병에 의한 인체의 변화 그림 또는 기타 인용사항

② 특정한 질병의 언급

③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불특정 인용

④ 증상 의 완화에 대한 언급

⑤ 질병의 징후로서 인식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에

대한 설명

⑥ 질병이나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부터 고통

을 받고 있는 특정집단으로 제품의 소비자대상 제한

⑦ 질병에 대한 언급이 있는 문헌이나 홍보물의 사

용 또는 인용.

⑧ 질병의 악화와 연관된 인체기능의 인용.

단, 이러한 인용이 전적으로 건강관련 일반기능

에 미치는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⑨ 제품과 의료용도 사이의 연관성을 증가시키는 의

학용어 및 또는 이미지의 사용

⑩ 제품이 질병을 치유,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의학적 문구로 제시되

었을 때 제품이 치유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암

시할 수 있는 단어와 어구의 사용. 다음과 같은

단어가 이에 포함된다.

회복, 복구, 제거, 반작용, 투쟁, 중단, 약화, 제거,

치료, 치유, 회피, 보호, 구제, 재생, 종료, 해독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단어와 어구 ◇

① 건강한 인체기능, 인체기관, 일반적인 건강유지

와 관련이 있는 건강강조표시는 그 대상 소비자

그룹이 특별한 집단인 경우에도 질병의 예방, 치

유 또는 치료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

이 없다.

② 질병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인체기능이나 프로

세스에 대해 건강강조표시에서 건강한 상태 유지

만을 언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인체기능이나

프로세스 (콜레스테롤 합성, 인체 신진대사, 소화,

지방생성 등)를 언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작용한다고 증명된 제

품인 경우에는 질병 자체를 언급하거나 암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질병위험의 감소 효과로 영향

을 받는 인체부위를 언급할 수 있다

(예: 'x '는 심장에 좋도록 콜레스테롤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는 식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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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적으로 삶의 특별한 단계나 정상적인 생리학

적 과정과 결부된 가벼운 상태에 대한 표현은 질

병강조표시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비정상적인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또

는 중대하거나 영구적인 해를 끼칠수 있으면 질

병강조표시에 해당된다.

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관한 표현이 암시적으로

나 명백하게 특정제품이나 질병종류 또는 특정원

재료의 언급을 하지 않는한 질병강조표시에 해당

되지않는다.

예 : 올바른 식이요법은 건강증진을 시키고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다.(o)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x 제품을 섭취하면(x)

(2) 기능성 표시( Functional Labels )

기능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3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해「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

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

이다.

기능성표시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국제적 조화

나 코덱스(codex)의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영양소기

능강조표시와 기능성강조표시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영양소기능강조표시(Nutrition function claims)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가 인체의 성장, 발달, 정

상적인 기능에 있어서 영양소의 생리적인 역할을

표시」

칼슘은 튼튼한 뼈나 치아의 발달을 돕는다.

비타민E는 인체조직의 지방산화를 예방한다.

② 기능성강조표시( Functional claims )

「인체의 생리학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관

여하는 특정의 보건기능을 갖는 기능성분을 섭취

함으로써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어 특정

보건용도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

×는 콜레스테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도

움을 주는 식품이다.

×는 혈당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2. 기준·규격형 및 개별인정형의 기능성표시

1) 기준·규격형

(1) 정 의

기준·규격형 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

별로 기준·규격을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기능성표시 방법

① 영양소기능강조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된 품목(식품

공전의 영양보충용식품)중 영양소기능강조표시에 해

당되는 비타민, 미네랄등에 대한 표시는 일본 보건

기능식품중 영양기능식품의 영양기능표시제도와 같

이 과학적으로 인정된 영양소의 생리적인 표시에 대

해 고시하여 표시할수 있도록 한다.

(별첨1 - 참조)

② 기능성강조표시

건강기능식품중 알로에, 키토산, EPA·DHA식품

등 기능성소재별 기능성표시는 그 식품의 생리기능

이나 특정보건기능의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자

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

16조의 규정에 기능성표시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

은 후에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그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가 영양소기능강조

표시로 고시된 경우

해당 영양소의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별인정형

(1) 정 의

개별인정형 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식품의

안전성,기능성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의해 개별제

품별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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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영양소기능강조표시 고시(안)

[1. 단백질]

영양소 영양기능표시

단 백 질

○ 신체의 (주요한) 구성성분으로 필요한 영양소

○ 필수아미노산의 공급원, 에너지 생산원으로 생명의 정상적인 활동 증대에 필요한

영양소

(아미노산과 에너지의 공급원으로 필요한 영양소)

※ 단백질은 신체조직을 만들고 보수하는데 도움을준다.

[2. 비타민]

영양소 영양기능표시

나이아신 ○ 나이아신은 피부나 점막의 건강 유지를 돕는 영양소

판토텐산 ○ 판토텐산은 피부나 점막의 건강 유지를 돕는 영양소

비 오 틴 ○ 비오틴은 피부나 점막의 건강 유지를 돕는 영양소

비타민 A
○ 비타민 A는 야간의 시력 유지를 돕는 영양소

○ 비타민 A는 피부나 점막의 건강 유지를 돕는 영양소

비타민 B1

○ 비타민 B1은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의 생성과 피부나 점막의 건강 유지를 돕는

영양소

비타민 B2 ○ 비타민 B2는 피부나 점막의 건강 유지를 돕는 영양소

비타민 B6

○ 비타민 B6는 단백질로부터 에너지의 생성과 피부나 점막의 건강 유지를 돕는 영

양소

비타민 B12 ○ 비타민 B12은 적혈구의 형성을 돕는 영양소

비타민 C ○ 비타민 C는 피부나 점막의 건강 유지를 돕는 항산화작용이 있는 영양소

비타민 D ○ 비타민 D는 장관으로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뼈의 형성을 돕는 영양소

비타민 E

○ 비타민 E는 항산화작용을 통해 체내의 지방질을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세포의 건

강 유지를 돕는 영양소

※ 비타민 E는 신체조직내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다. (코덱스)

비타민 K
○ 혈액응고를 돕는 영양소

(혈액응고계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엽 산

○ 엽산은 적혈구의 형성을 돕는 영양소

○ 엽산은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에 기여하는 영양소

※ 엽산은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돕는다. (코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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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성표시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성표시 평가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식

품평가부 영양과)의 개별제품에 대한 기능성을 과학

적 근거자료(동물실험등)에 의한 그 식품의 기능성

표시 즉 건강기능식품의 기능분류(면역력증진등)에

의한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다.

(별첨2 - 참조)

② 기능성표시위원회의 기능성표시 심의

기능성표시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개별제품의 기능성표시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 및 광고내용을 심의한다.

[3. 미네랄]

영양소 영양기능표시

철

○ 뼈와 이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 에너지대사에 관여하는 세포의 정상적인 활동 증대에 필요한 영양소

○ 철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

※ 철은 적혈구 형성의 한 인자이다. (코덱스)

마그네슘

○ 뼈와 이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 신경과 근육의 정상적인 활동을 증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 에너지생산에 필요한 영양소

○ 많은 체내효소의 정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

칼 슘

○ 신경과 근육의 정상적인 활동 증대에 필요한 영양소

○ 순환기능(혈액순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 체내 나트륨을 정상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돕는 영양소

※ 칼슘은 강한 뼈와 치아의 발달을 돕는다. (코덱스)

구 리

○ 적혈구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 뼈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 항산화작용에 따라 세포의 건강증진을 돕는 영양소

○ 많은 체내효소의 정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

요 소 ○ (갑상선호르몬의 구성성분으로) 정상적인 갑상선기능의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망 간
○ 당·지질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 뼈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셀 린 ○ 항산화작용에 따라 세포의 건강증진을 돕는 영양소

아 연

○ 미관을 정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 피부의 건강증진을 돕는 영양소

○ 단백질·핵산의 대사에 관여해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

크 롬 ○ 인슐린의 활동을 돕고, 정상적 당대사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몰리브덴 ○ 당·지질대사를 적절히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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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건강기능식품의 기능분류(안)

[1. 표시 가능한 기능분류]

기능성표시 (가능) 질병예방·치료표시 (불가)

○ 심장혈관기능의 혈행개선에 도움

○ 관절,연골의 건강에 도움

○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

○ 건강한 폐기능을 유지.

○ 체중을 조절하는데 도움

○ 면역력 증진에 유지하는데 도움.
○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
○ 위장관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

(배변,정장,연동작용,소화)
○ 항산화작용에 도움을 준다.
○ 피부건강에 도움을 준다.
○ 구강위생 및 치아건강에 도움

(항균작용등)
○ 숙취해소에 도움

○ 지구력 향상에 도움

○ 피로회복에 도움

○ 기억력 향상에 도움

○ 간기능 향상에 도움

○ 숙면에 도움

※ 그밖의 기능성강조표시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표시)

○ 심장질환의 예방.(심장병)
○ 관절염증과 통증을 줄임(관절염)
○ 불충분한 인슐린을 가진 사람의 혈당을 조절

(당뇨병)
○ 흡연자의 건강한 폐를 유지

(폐암과 만성폐질환)
○ 비만을 예방

○ 인체의 항바이러스능력을 유지.
○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저하시킨다.

○ 변비를 예방

○ 세포조직 손상을 회복.
○ 피부노화를 예방

○ 구강의 항염작용(염증억제)

○ 알콜중독의 영양을 감소

○ 심폐기능향상

○ 피로해독에 도움

○ 두뇌개발에 도움

○ 간해독에 도움

○ 수면에 도움

[2. 표시 사례별 품목군]

- 건강보조식품

유용성 표시 품 목 군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 EPA

○ r - 리놀렌산

○ 대두레시틴

○ 키토산

혈행개선 작용
○ EPA

○ r - 리놀렌산

○ 대두레시틴

○ 버섯

생리활성성분 함유

신체기능의 활성화

○ r - 리놀렌산

○ 소맥배아

○ 알콕시글리세롤

○ 스피루리나

○ 버섯

○ 키토산

○ 자라



80 특집/ 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항산화작용

과산화지질의 생성억제

유해산소의 예방

산소공급의 원활화

○ 소맥배아
○ 포도씨유
○ 대두레시틴
○ 베타카로틴

○ 프로폴리스
○ 엽록소
○ 스쿠알렌

신진대사기능
○ 소맥배아
○ 스쿠알렌
○ 효소

○ 효모
○ 화분

피부건강에 도움
○ 스쿠알렌
○ 베타카로틴

○ 엽록소
○ 알로에

연동작용, 배변에 도움
정장작용

○ 효소
○ 알로에

○ 유산균

항균작용 ○ 키토산 ○ 프로폴리스

유익한 유산균 증식
장내 유해미생물 억제

○ 유산균 ○ 매실

유기산 작용 ○ 매실

알칼리 생성 ○ 매실

효소, 체내물질의 운반과 저장 ○ 단백식품류

단백질 대사균형에 도움 ○ 단백식품류

- 영양보충용식품

유용성 표시 품 목 군

항산화작용
○ 비타민 C
○ 셀레늄

○ 비타민 E

에너지 대사 관여
○ 비타민 B 1
○ 나이아신

○ 비타민 B2

아미노산 대사 관여 ○ 비타민 B6 ○ 아연

핵산 대사 관여 ○ 비타민 B 12 ○ 아연

지방, 단백질, 글리코겐 합성 관여 ○ 비오틴

적혈구 형성 관여
○ 비타민 B6
○ 엽산

○ 비타민 B12

로돕신 형성 관여 ○ 비타민 A

신체의 생리조절기능 ○ 칼슘

칼슘의 흡수 및 재흡수 촉진 ○ 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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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체를 대상으로한 기능성 평가 방향

1. 고려되어야 할 사항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해

당 기능성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그 자료에는 해당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자료가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성 평가자료를 도출하고

심의하기 위하여는 기능성 평가방법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다음의

몇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기능성 표시체계의 유형

기능성 평가자료의 범위 및 구체적 평가방법은 현

행 건강기능식품법에서 허용되는 기능성표시의 수위

및 앞으로 결정될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체계의 유형

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현재까지 제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용하

고 있는 기능성 (또는 유용성) 표시체계는 크게 ①

영양소기능 강조표시 ② 기능성 강조표시 (또는 유

용성 표시, 또는 구조, 기능 강조표시 등), 그리고

③ 질병 강조표시의 세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먼저

영양소기능 강조표시 (또는 영양소 강조표시) 는 주

로 기준·규격형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되며, 현재 일

본의 보건기능식품 중 영양기능식품, 중국의 보건기

능식품, 미국의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

캐나다의 Natural Health Products(NPH), 그리

고 코덱스의 식품보조제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부 기준·규격형 제품, 그리고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서 주로 적용되는 기능성표

시는 일본의 보건기능식품 중 특정보건용식품(유용

성 표시), 중국의 보건기능식품(구조, 기능표시), 미

국의 식이보충제(구조, 기능강조표시), 캐나다의 NPH

(구조, 기능표시), 그리고 코덱스의 식품보조제(고

도기능 강조표시)에서 유용성표시 , 구조·기능표시

또는 고도기능 강조표시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허

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질병 강조표시는 한국의 건강기능식

품법 뿐만 아니라 미국의 DSHEA법, 일본의 보건기

능식품제도, 그리고 중국의 식품위생법 (보건식품의

관리규정)에서 모두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코덱스에서는 식품보조제에 대해 질병위험 감

소표시를, 그리고 예외적으로 캐나다 NHP의 경우

질병위험 감소(질병예방)표시 , 더 나아가 질환의

치료표시까지 허용하고 있어 타 국가들의 경우와

표시체계에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표시를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에 포함되

어야 할 기능성평가의 기준 및 범위는 어디까지나

현재 한국의 건강기능식품법의 테두리내에서 허용

되는 기능성표시에 준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식품인가? VS 약품인가?

건강기능식품법 제 3조(정의)에 의하면「이 법에

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 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

말· 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 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

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

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

다.」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의 형태를 지니지만 유용

성 면에서는 의약품의 효능을 표시할 수 없고,

아울러 기능성 면에서는 일반식품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약품과 식품의 중간 형태 쯤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이 기본적으로 식품에 속하

는 것인지, 아니면 약품에 속하는 것인지를 규정짓

는 것은 기능성표시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맞물려 있는 사항이고, 기능성 평가방법 및 그 범위

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DSHEA법 이전까지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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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일부 생약이

나 아미노산 등은 보통 맛, 향기, 영양가를 위해 섭

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은「식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는 견해를 밝혔고,

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에서도 식사

의 개선만으로 건강의 개선과 질병의 예방이 가능하

다 고 밝히므로서 개념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식품

으로 분류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94년 제정된

DSHEA법에서는 Dietary supplements를 기본적으로

식품으로 간주하였으며, 이에 준해 질병강조표시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 NHP Regula- tion’의 경우

NHP의 사용목적을 ① 인체의 질병 및 신체기능의

이상과 그로 인한 각종 증상을 진단, 치료, 완화 또

는 예방함, ② 인체의 유기적 기능을 보수, 교정함,

③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거나 인체의 유기적인 기

능을 수정함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NHP는 기본적

으로 식품의 범위를 넘어 일부 약품의 영역까지 포

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제 18조 (허위·과

대의 표시·광고 금지) ①항에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를 금하고 있으

며, 동법 제 17조(표시기준) ①항에서도 건강기능

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

여야 한다....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

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을 기본적으로 식품으로 간주하며, 이

에 근거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병예방 및 치료

의 표시를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을

기본적으로 식품으로 분류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인체시험)은 그 ⅰ) 당

위성 및 ⅱ) 시험관리기준이 의약품 임상시험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현황

현재 국내의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관

리기준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KGCP)에 준

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KGCP는 임상시험의

계획·시행·실시·모니터링·점검·자료의 기록 및 분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

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피

험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KGCP에 수록된 내용은 제 1장. 총칙/ 제 2장.

임상시험의 계약 및 시험기관/ 제 3장. 임상시험심

사위원회/ 제 4장. 피험자/ 제 5장. 임상시험의뢰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시의 준수사항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GCP기준을 준수한다.

승인된 Protocol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식약청장이 정한 임상시험기관과 계약 후 실시한다.

전문성, 윤리성을 갖춘 경험있는 자를 책임자로

선정한다.

피험자 동의절차를 GCP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피험자의 안전대책 강구를 의무화한다.

임상시험용이라고 표시된 의약품 등을 사용한다.

임상시험자자료집(IB)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새로운 정보제공 및 임상시험자자료집을 정기적

으로 update 한다.

품질관리를 의무화한다.

GMP조건 하에 제조된 의약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임상시험 종료 후 20일 이내 종료보고 의무화한다.

임상시험실시상황 보고를 의무화한다.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상시험개시를 의무화

한다.

신약임상시험은 제1상∼제4상까지 4단계를 걸쳐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피험자수 및 주요목적은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임상시험 실시 과정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연구

개시 전에 계획수립, 연구자 선정, 계획서 개발,

KFDA 계획서 승인, IRB 승인, 임상계약, 임상시

험용 의약품 공급 등의 과정이 먼저 수행되어야 하

고,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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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그 보고서에 대하여 IRB 승인, KFDA 보

고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야 한다.

3. 제 외국의 기능성식품 인체시험

평가기준

일본, 중국, 미국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능성

표시 (또는 구조기능 강조표시)를 위한 입증자료로

인체시험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문서화된 인체실험

에 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기능성

(구조기능강조)표시를 허가 또는 사용하기 위해 반

드시 인체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

은 찾아볼 수 없다.

1) 중국의 보건식품

「중국 보건식품의 기능평가 절차 및 검사방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서는 표 2에 제시된 24개 항목

에 대한 기능을 인증해 주며, 이 중 12가지 기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동물실험 검사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5가지 기능 (① 면역조절작용, ② 노화지연작

용, ③ 기억력 개선작용, ⑥ 다이어트 기능, ⑪ 혈중

지질 조절기능)에 국한하여 동물실험 외에 인체시식

실험에 대한 검사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

러 이 중 ③ 기억력 개선작용과 ⑥ 다이어트 기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동물실험 외에 인체시식실험을

필히 해야한다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1) 중국 보건식품의 기능성 검사방법 예

「중국보건식품의 기능평가 절차 및 검사방법」에

규정된 평가방법 중 다이어트 작용, 면역조절작용,

노화지연작용 및 기억력 개선작용에 대한 검사 방법

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이어트 작용 검사방법

① 다이어트 원칙

·체중 감량만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체내 축적

된 지방의 제거량도 측정해야한다.

표 1. 신약임상시험 단계

단 계 피험자수 주 목 적

제 1 상
(Phase I) 20∼100 주로 안정성 검토

▶ 안전 용량 범위 확인
▶ 이상반응 및 임상검사 변화
▶ 체내 약물동태 검토
▶ 약효의 기능성 검토

제 2 상
(Phase Ⅱ) 수백명

단기 유효성 /
안정성 검토

전기 2상
▶ 약효확인
▶ 작용시간, 유효 용량 검토
후기 2상
▶ 약효입증
▶ 유효용량 확인/용량반응 양상
▶ 유효성/안전성 검토

제 3 상
(Phase Ⅲ)

수백
∼ 수천명

안정성 확립 /
유효성 재확인

▶ 충분한 환자에서 유효성 / 안정성 확립
▶ 장기 투여 시 안전성 검토
▶ 약물의 상호작용/ 특수환자에

대한 용량 검토

제 4 상
(Phase Ⅳ)

▶ 장기 투여 시 희귀 이상반응 검토
▶ 안전성 재확립
▶ 새로운 적응증 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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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의 하루 섭취량은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

활동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인체 건강에 해가 없어야 한다.

② 실험 항목

·동물 실험

체중, 체내 지방중량 (고환 및 신장 주변의 지방층)

·인체실험

체중, 체중지수, 허리둘레, 복부둘레, 둔부둘

레, 체내지방함량

③ 실험 원칙

다이어트 실험을 할 때 필히 측정해야 하는 상기

지표 외에도 체내의 영양다이상태의 검사, 운동 지

구력 측정 및 건강과 관련된 기타 지표의 관찰을 진

행해야 한다. 인체시식실험은 필히 해야 하는 항목

이며, 동물실험과 인체시식 실험결과를 합하여 종합

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④ 결과 판정

동물실험에서 체중과 체내 지방층의 두 지표가 모

두 양성이며 신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다

이어트 작용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인체시식실험에서 체내 지방량이 현저히 감소

하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이어트 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면역조절작용 검사방법

① 실험항목

·동물실험

·인체시험

▶ 세포면역기능

▶ 체액면역기능

▶ 비특이성 면역기능

▶ NK세포활성

② 실험 원칙

세포면역, 체액면역 및 단핵식세포 기능 중 최소

표 2. 중국보건식품 24개 항목의 기능성에 대한 검사방법

동 물 실 험 인체시식실험

1. 면역조절작용 기능 ○ ○ 13. 혈당조절 기능

2. 노화지연작용 기능 ○ ○ 14. 소화기능 개선

3. 기억력 개선작용 기능 ○ ● 15. 수면개선

4. 성장 및 발육 촉진 기능 ○ 16. 영양성 빈혈개선

5. 항 피로 기능 ○ 17. 간장보호

6. 다이어트 기능 ○ ● 18. 수유촉진

7. 산소결핍 방어기능 ○ 19. 미용개선

8. 항 방사선 기능 ○ 20. 시력향상

9. 항 돌연변이성 기능 ○ 21. 납 제거 촉진

10. 종양억제 기능 ○ 22. 인후열 제거, 습유

11. 혈중 지질 조절 기능 ○ ○ 23. 혈압조절

12. 성기능 개선 기능 ○ 24. 골밀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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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가지 실험을 선택하여 안전확보의 전제 하에

될 수 있는대로 인체시험을 실행한다.

노화지연 작용

① 실험항목

· 동물실험

· 인체시험

▶ 혈중 MDA 함량

▶ 혈중 SOD 활성

▶ 혈중 GSH- PX 활성

② 실험 원칙

노화메카니즘은 복잡하고, 단일된 지표가 없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실험을 채택해야 실험결과의 신

빙성을 보증할 수 있다. 필요 시에는 동물실험과 인

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억력 개선작용

① 실험항목

· 동물실험

· 인체시험

▶ 웹스 기억량 표

▶ 임상 기억량 표

② 실험 원칙

인체시험은 필수항목이며, 동물실험의 유효성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중국의 보건식품 인증을 위한 인체시식실험의

규정

① 보건식품

▶ 출처, 성분, 생산방법과 위생조건의 상세한 설

명이 있어야 한다.

▶ 식품독성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 In vivo 혹은 In vitro 실험을 통해 특수한

기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실험 전의 준비

▶ 실험계획과 일정에 대하여 실행 처에서 관련

전문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실험대상물질의 성질, 실험기한 및 실험 군에

따라 피험자의 수를 산출해야 한다.

▶ 임상시험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예측

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피험자에 대한 요구사항

▶ 피험자의 선별은 자원의 원칙으로 한다.

▶ 판정을 필요로 하는 효능을 근거로 선발한다.

▶ 피험자가 확정된 후 단독 면담을 실시하여 임

상시험의 목적, 내용, 배정 및 관련 사항을 충

분히 설명해야 한다.

▶ 피험자는 자신의 과거 병력 제시하여야 한다.

▶ 피험자는 참가지원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 피험자와 의료후견인은 참가지원서에 서명해야

한다.

▶ 피험자가 참가지원서를 작성한 후 과제 책임

부서의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실험 실행자에 대한 요구사항

▶ 보건부에서 인정한 보건식품 기능검사 기관에

서 실시해야 한다.

▶ 인도주의적 태도로 지원자를 대해야 하며, 지

원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의료후견인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피험자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지도하여야 한다.

▶ 피험자가 실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

여야 한다.

▶ 피험자의 신체에서 각종 생물 샘플을 수집할

때는 수집한 샘플의 종류, 수량, 회수, 채집방

법과 채집 일시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⑤ 실험 관찰지표의 확정

▶ 피험자로 확정되기 전에 체계적인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 실험기간동안 다음의 자료를 얻어야 한다.

·주관적 감각 (체력과 정신력)

·식사 상태

·생리적 지표 (혈압, 심장박동수 등), 객관적

증상과 신체 이상현상

·일반적인 혈액 지표, 생화학지표

·건강작용과 관련이 있는 평가지표

⑥ 기타

▶ 피험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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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기간동안 피험자가 생리 혹은 병리적 원

인으로 인해 실험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의료

후견인의 의견과 실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실험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일본의 보건기능식품 제도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제도에서는 유용성표시를 허

가받기 위해 인체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의 인체

실험 일반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인체 대상 시험

▶ 동물실험에서 유효성을 확인한 후 사람을 대상

으로 실시한다.

▶ 보건 용도와 관련된 효과 및 섭취량을 확인한다.

▶ 헬싱키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항상 피험자의

인권 보호를 배려한다.

▶ 윤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 의사의 관리 하

에 실시한다.

▶ 임상시험이 극히 곤란할 경우 역학 데이터를

이용하는 등 대신할 시험의 실시가 요구된다.

② 시험 목적과 계획

▶ 유효성 및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설정한 1일 섭취량에 의한 장기 섭취 실험을

실시한다.

▶ 보건 용도와 일치한 지표,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충분한 유의차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험 방법

과 피험자수를 설정한다.

③ 대상 피험자 및 피험자 수

▶ 피험자는 건강인과 질병의 경계에 있는 사람까

지를 범위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보건 용도의

대상으로 적절한 대상자이어야 한다.

▶ 임신부나 소아 등은 일반적으로 피험자에서 제

외시킨다.

▶ 피험자 수는 실험 내용이나 실시 방법에 따라

필요한 개체수가 다르지만, 통계학적 방법에 의한

유의 수준의판정이 가능한 피험자 수를 확보한다.

④ 실험식품

▶ 원칙적으로 보건의 용도를 표시하고자 하는 식

품을 이용한다.

▶ 단지 유효성분과 해당식품과의 차이가 적은 경

우 유효성분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⑤ 실험실시 방법

▶ 실험시 피험자의 분할 방법 등을 충분히 배려

하고 통계학적으로 충분한 유의차를 확인하기

에 충분한 실험 방법과 피험자 수를 설정한다.

⑥ 보건용도와 관련된 유효성 등의 판정방법

▶ 보건용도와 관련된 유효성 및 섭취량의 확인을

위한 실험결과의 판정은 반드시 통계학적 유의

차 검증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3) 캐나다의 NHP

캐나다의 NHP에서는 구조·기능 강조표시이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표시를 허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수준의 표시를 위한 임상시험의 수위도

거의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다.

① NPH Clinical Trial을 위한 요건

▶ 현재 판매인가가 되지 않은 NHP를 이용하여

임상실험을 진행하려면 제품의 인가를 위해 NHPD

(NHP Directorate)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IB (Investigator 's Brochure)에 제시되는 전

임상 자료목록은 의약품과 유사해야 한다.

▶ NHP를 이용한 임상실험을 진행하려면 REB

(Research Ethics Bora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상실험을 목적으로 판매/ 수입되는 NHP에

는 특정한 labeling이 요구된다.

▶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GCP를 준수해야 한다.

▶ 임상실험에 관련된 기록은 보존되어야 하고,

정확한 해석 및 검증을 통해 보고서로 작성되

어야 한다.

▶ 규정 당국에 통지해야 하거나 개정이 요구되는

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종류가 제시되고 있다.

▶ 관계법령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피험자가 예

기치 못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임상실험의

중지 및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NHP 임상실험을 허가 받기 위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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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col 사본

▶ 동의서 사본

▶ 임상실험을 증명하는 서류

▶ 각 병원의 REB가 날인한 증명 서류

▶ IB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

· NHP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약제학적 특성

· NHP에 포함된 효능성분 중 합성 제조된 성

분의 화학구조 및 제조정보

· NHP 또는 동물에서 시험한 대사체의 약리

학적 특성

· NHP의 약동학적 특성, NHP 대사, 생체

내 변환

· 단회용량, 반복용량, 또는 특정 시험 하에서

의 독성학적 영향

· NHP의 발암성 시험 결과

· NHP의 임상 약동학적 시험결과

· NHP의 안전성, 약력학, 유효성, 용량- 반응

시험결과

· NHP의 알려진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 NHP의 과잉 복용 시 처치

4) 미국의 건강강조표시를 위한 과학적 평가

미국의 Health Claim 은 기본적으로 일반 식품

을 위한 표시체계이며, Dietary supplements에

대하여는 구조·기능강조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다음의 다섯가지 health claim을 허용하

고 있다.

① 칼슘과 골다공증

② 엽산과 신생아 신경관 결함

③ 수용성섬유와 관상동맥심질환

④ 대두단백과 관상동맥심질환

⑤ 당알코올과 충치

「건강강조표시의 과학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일

반식품에 대한 Health Claim" 평가를 위한 지침

이고, 따라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차원에

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 제품의 기능성표시를 위

한 평가지침과 차별화된다.

건강강조표시의 과학적 평가내용 중 평가대상 부

분에서 인체실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개입시험(Intervention study)

- 임의로 추출된 비교대조군을 두어 인체시험을

한다.

- 식품에 대한 개입시험은 의약품에 대한 시험과

다르다. 식품의 경우 플라시보군을 둘 수 없으

며, 혼란요인 및 편견에 대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료의 확실성이 떨어진다.

- 건강보조식품에 노출된 시기에서 병이 발생하

는 시기까지 오랜기간이 걸리기 때문에(암의

경우 20- 30년), 개입시험이 사실상 어렵다.

관찰시험(Observational study)

- 위와 같은 이유로 Health Claim을 위한 자료

로 인체실험의 경우, 개입시험보다는 대부분이

관찰시험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 특정한 노출을 받아들인 피험자와 그렇지 않은

피험자를 비교하는 cohort study, 또는 질병

이 있는 피험자들과 질병이 없는 피험자들과

비교하는 사례통제시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 인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기

능성평가에 관한 제안

1) 용어의 정리

현재 제 외국 및 국내에서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성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체를 대상으로 실시하

는 실험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보면 임상시험 , 인

체시식실험 , 및 인체실험 등의 다양한 용어가 혼용

되고 있다.

그동안 임상실험이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어 왔

으나,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임상실험(臨床實

驗) 이란 환자에게 실제로 약을 먹이거나 시술함으

로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으로 정의되어 있다(국

어사전). 한편, 의학용어사전(Stedman ' s Medical

Dictionary)에서는 Clinical trial or study의

clinical 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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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elating to the bedside of a patient or to the

course of his disease

② Denoting the symptoms and course of a

disease as distinguished from the laboratory

findings of anatomical changes

③ Related to clinic

이와 같은 임상실험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건강

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를 위한 실험에 대한 용어로

임상실험 또는 임상시험(Clinical Study or Trial)

보다는 인체시험(Human Study)’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인체시험의 당위성 여부에 관한 제안

제 외국의 현황, 그리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표

시체계에 입각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위한 제출자료로써 관한 인체시험의 당위성 여부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개별인정형 제품, 원료에 대한 기능성 평가자료

를 제출하기 위해 인체시험을 진행할 경우 식약

청장이 정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

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개별인정형 제품, 원료에 대한 기능성 표시 인정

을 위한 제출자료로서 인체시험자료는 권장되는

사항이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평가를 위해 인체시험을 의

무화하기 어려운 철학적 배경 및 실질적인 이유들로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 기능성표시를 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기

능개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문제(질병)

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다.

▶ 섭취대상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인, 준건강인, 영

양균형상태의 사람, 또는 준영양불균형 상태의

사람이며, 따라서 인체시험 대상도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심각한 불균형, 질환상태에

서 생리기능의 유효성을 관찰하기는 쉬우나, 정

상 범위 내에서 효능 또는 지표인자의 유의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체시험을 실시한 경우 동물

실험에 비해 대조군(플라시보군 또는 섭취 전)과

의 효능 차이가 적고, 표준편차가 커서 유의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 즉, 대상자간의 생활환

경, 식사내용, 식습관 및 생활습관(음주, 흡연)

등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 표시되는 기능성에 따라 최소 섭취기간의 편차가

커서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동물보다 섭취기간

이 더 길어져야 한다.

▶ 표시하고자 하는 기능이 인체시험을 실시하기 어

려운 경우가 있다(예를들어, 성장발육촉진, 항돌

연변이, 종양억제 기능, 골밀도 개선, 기억력 개

선 등).

3)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체시험 관리지침

(1) 대상 식품

① 인체시험은 기능성을 표시하는 최종제품(해당 건

강기능식품)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체시험을 실시하는 제품·원료를 우선 in vivo

혹은 in vitro 실험을 통해 기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식품독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아

야 한다.

③ 기원, 성분, 생산방법과 물리·이화학적 성질 등

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④ 식품위생법의 제조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관리하

여야 한다.

⑤ 섭취량 및 최적용량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2) 시험 목적

① 기능성과 섭취량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3) 피험자

① 피험자 선별은 자원의 원칙으로 하고, 피험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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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원서에 서명한다.

② 피험자에게 인체시험의 목적, 내용, 절차, 준수

사항 등을 전달한다.

③ 피험자는 건강인과 준건강인 (준환자 또는 질병

의 경계에 있는 사람)까지를 범위로 한다(※ 약

물복용이 필요한 환자는 제외시킴).

④ 피험자의 수는 통계학적 방법에 의해 유의수준

판정이 가능한 수를 확보한다.

⑤ 피험자가 생리 혹은 병리적 원인으로 탈퇴를 원

하는 경우 실험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4) 인체시험 실행자(연구자)

① 식품의약안전청장이 인정한 일정 규격을 갖춘 기

관에서 실시한다.

② 인체실험계획서와 일정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위임한 인체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헬싱키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항상 피험자의 인

권 보호를 배려하고,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

로 한다.

④ 채혈, 의료 진단장비를 이용하여 판단하는 임상

검사등은 전문 의료인이 수행하도록 한다.

⑤ 시험기간 중 채취된 시료에 대한 기록을 하고,

확보된 데이터의 기록을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섭취량 및 섭취방법과 대한 제안

1) 섭취량 및 섭취방법표시에 대한 제안

앞서 제안된 바와 같이 기능성평가를 위해 인체실

험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중 하

나는 동물실험결과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사람

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점이다. 특히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동물실험에서

입증된 유효섭취용량을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하여

권장섭취량과 섭취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관

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건강기능식품법 제 3장 제 17조(표

시기준) ①항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

에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해 반

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미국의 DSHEA법,

캐나다의 NHP Regulation,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제

도 중국의 보건식품 관리규정에서 모두 1일 권장섭

취량과 섭취방법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와 관련된 의학·영양학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도 ① 표시

하고자 하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1일 적정섭취량

의 제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 및 타당

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② 아울러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섭취량

의 제시를 의무화하고, 제시된 양의 적합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섭취방법의 표시는 의무화하지 않되, 기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햐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유효량 (적정섭취량) 판정을 위한

Animal- to-Human Extrapolation

섭취량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유효함량에 관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

며, 이 유효농도(함량)가 독성시험자료에 근거하였

을 때 안전한 섭취범위에 속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인체시험을 토대로 기능성평가와 유효함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에 준해 그대로 권장섭취량

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동물실험자료를 제출한 경

우에는 animal- to- human extrapolation이 적절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학에서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자료를 인체시험에

적용하기 위해 각 농도별 반응 곡선을 구하고 동물

체 내에서 사용 약품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체시험 사용량을 결정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화학구조가 알려져 있지

않고, 단일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효물질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에 관

한 자료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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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능성평가방법으로 인체시험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동물실험까지만 의무화된다면 동물실험 자료만

으로 섭취량을 판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

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두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1) 동물의 단위체중 당 섭취량을 이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2) 동물실험에서 사용한 실험식이의 단위열량 당 기

능성식품성분의 함량을 이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3) 안전섭취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지침

오래 전 부터 식품 등으로 섭취되어 왔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품목들은 유효 사용량

자료만으로 섭취권장량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새로운 원료인 경우에는 반드시 현행 식품위생법에

제시된 방법에 의해 독성시험을 거쳐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최대 안전섭취량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6. 결 론

인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

방법에 대한 제안의 핵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평가를 위한 인체시험은

그 당위성 및 시험관리기준이 의약품 임상시험과

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② 개별 인정형 제품, 원료에 대한 기능성 평가자료

를 제출하기 위해 인체실험을 진행할 경우 식약

청장이 정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

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인체시험자료는 개별 인정형 제품, 원료에 대한

기능성표시 인정을 위한 권장사항이며, 필수사

항은 아니다.

④ 동물실험 결과에서 얻어진 유효량은 적절한 방법

을 통해 animal to human extrapolation 하

므로서 적정 섭취량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용

된 제품이 새로운 원료의 경우 적정섭취량이 안전

한 섭취량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기능성 평가의

기본 골격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하여 최적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섭취량과 섭취방법의 설정

1.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1) 관련 자료의 국가 별 현황

건강기능식품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과 관련

하여 세계 각 국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에 관하여

규정된 문안은 없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약사법에

서 의약품 제조 신청 시에는 유효성 내의 약리작용

과 관련하여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 토마토 lycopene의 항염증 효능 평가

쥐에서 20mg/ kg diet 의 수준으로 보충하여

섭취시켰을 때 효능이 입증됨.

그렇다면 인체에서 효능을 보기 위하여 권장

되는 섭취량은?

쥐는 하루에 약 20g의 사료를 섭취하고 이는

약 80kcal에 해당함.

보충수준인 20mg/ Kg diet = 0.4mg/ 20g

= 0.4mg/ 80 Kcal = 0.52mg/ 100 Kcal

성인남자의 평균 열량권장량은 1일

2500 kcal 이므로 동물실험에서 제시된 유

효농도에서 유추하면

0.52 mg x 25 = 13 mg 을 섭취하도록

권장함.

따라서 토마토에서 제조한 lycopene 정제

는 그 순도을 고려하여

권장섭취량을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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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5조 의약품 등의 첨부자료의 범위

5항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다.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 자료

2) 제 안

건강기능식품에는 그 구조가 이미 알려진 단일 성

분도 있을 것이나 (예: 규격·기준형에 해당하는 영

양소),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

은 식물추출물 등은 실제로 식품 내에 함유된 화합

물의 수가 불확실하고 각 각의 구조가 규명되어 있

지 않아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자료를 얻기 위

해서는 유효성분의 분리 및 구조규명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인준을 받기 위해서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면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사료

되고 약이 가지는 치료효능을 강조할 수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에서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자료

는 필수첨부자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사료된다.

3) 참고사항

미국의 FDA에서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

련된 연구를 수행할 시 그 자료를 FDA report

를 통해 배포하거나 정부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보관하도록

하여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약품과 비교하여 식품은 오랜 기간 이미 사용되

어오던 것이 많고 따라서 인준 절차도 약품보다

훨씬 더 간소화되어야 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와 함께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각 산업체에서

개발한 제품과 관련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심사하

는 과정에서 각 case 별로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제출자

료의 간소화와 함께 주관적인 평가의 비율이 그

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 섭취량 및 섭취방법

1) 관련자료의 국가별 현황

① 미 국

미국에서 1994년 제정된 DSHEA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에 의하면 제 7절 건강보조식품의 성분표시

과 영양정보표시 에서 건강보조식품에 포함된 각성

분의 명칭 및 양과 1일 권장섭취량 또는 이와 유사

한 표현을 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본 제품 한

캡슐에는 mg의 isoflavone이 함유되어 있다 와 1

일 x capsule의 섭취를 권장한다 라는 표현을 포함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섭취방법에 관해서는 법 상에

어떤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1997년 천연건강상품 관련규정 (Na-

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 설정 작업

에 착수한 후 2002년 1월 Food and Drug Act 하

subsection 30(1)로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를 공지하였다. 섭취량에 관한 규정으

로는 제 5장 (Part 5) Labelling and Packaging

에 관한 규정에서 의무사항으로 권장 사용목적, 권장

사용방법 및 권장 사용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③ 일 본

일본에서는 특정보건용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의무

표시 사항으로 (a) 특정보건용식품의 사용취지, (b)

보건기능에 관여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영양성분의

표시, (c) 특정보건용도의 표시, (d) 1일 섭취기준양,

(e) 섭취방법, (f) 영양필요량이 정해져 있는 성분

의 경우에는 1일 해당 영양필요량에 대한 충족율,

(g)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

출해야 하는 자료 중에는 식품 및 관여성분에 관하

여 보건용도에 입각한 1일 섭취량 기준을 입증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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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학적, 영양학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 국

중국의 보건식품 관리규정 중 제 4장 보건식품의

표시 및 사용설명, 광고에서 제 21조에 보건식품의

표시 및 사용설명에서 담아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건강기능과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 둘째, 섭취방법과 섭취량, 셋

째, 보관방법, 넷째, 기능성 성분에 대한 명칭 및

함량. 현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기능성 성분을 증

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건강기능과 관련된 원료의

명칭을 표지에 부착, 다섯째, 보건식품을 승인하는

서류번호, 여섯째, 보건식품의 상징, 일곱째, 관련기

준과 공식문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표시내용. 특히

표시방법은 질량이나 체적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고 적용대상 별 즉, 아동 또는 성인 등으로 나

누어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⑤ 영 국

영국에는 기능성식품 및 강화식품에 관련한 특별

한 법률은 없으나,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한 허

브추출물, 아미노산, 지방산, 식물섬유, 유산균을 식

품에 첨가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건

강강조표시를 위한 일반원칙(실시요강)을 두고 있고

실시 요강의 원칙을 따르는 한 건강강조표시의 적법

성이나 과학적 정당화에 관한 논쟁을 제기할 수 없

다. 그 원칙 중에 표시대로 섭취하면 건강강조된

기능성이 달성되어야 한다. 와 건강강조표시된 식품

을 1일섭취량으로 합당한 양 또는 식생활에 유효한

양에 맞추어 섭취할 때 대상집단에서 충분한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의 항목을 두고 있다. 따라서 건강강

조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표시된 효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대 또는 최소섭취량과 섭취빈도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필요하다.

⑥ 한국의 식품위생법 상의 섭취방법과 섭취량에 관
한 근거규정

한국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항에는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와그적용대상식품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식품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

삼제품이 해당된다. 섭취량과 관련하여서는 (다)항에

서 제품의 성질 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을 기재하

도록 되어 있다. 식품등의표시기준과 관련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 36호에서는 식품별 일반기

준과 개별기준에 대한 사항을 설정하고 있고 건강보

조식품의 경우에는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

하도록 하고 있다.

2) 제 안

건강기능식품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강증진 효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위의 여러 나라의 예에서 보

았듯이 그 적정섭취량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

양은 또한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동시에 과량섭취

시의 부작용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소비자를 보호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③ 섭취방

법의 표시는 의무화하지 않되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

이나 실제 연구를 통해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의 예

가 알려진 경우에는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성을 상승시키기 위해 표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승효과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

화 한다.

3) 참고사항

섭취량 제안에는 유효성(효능)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 유효농도가

독성자료에 근거하였을 때 안전한 섭취범위에 속함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되어야 한다. 특히

인체실험을 한 경우에는 사용량의 설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물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animal- to- human extrapolation이 적합

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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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적정섭취량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다.

유효량 및 안전성 판정을 위한 animal- to-human

extrapolation

<유효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은 그 유효성

분이 단일화합물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

고 뿐만 아니라 유효성분들의 화학구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

하여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자료를 얻지 못할 경

우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약품에서의 약동학과 같은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물실험

자료만 제출하여도 인준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자료 없이 인체에 적용시

켜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미국의 경

우 일부 기능성 물질(naringin, quercetin 등) 의

경우 동물실험을 이용한 안전성만 입증되면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물질로 인정받

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실험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인체에서의 효능을 판정하는데

더 많은 가정(assumption)을 포함시켜야 한다.

약물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양을 동물의 단위체중 당

또는 단위체표면적 당으로 표시한 후 사람의 체중

또는 체표면적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에 식품에 함유된 영양

소 나 비영양 생리활성물질의 동물체 내 효능을 인

체에 적용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

나는 동물실험 시 사용한 사료의 단위열량 당 함량

을 구하여 사람이 소비하는 열량에 기준하여 환산한

후 사용하는 예가 많다. 즉 예를 들면 토마토에 함

유된 lycopene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항염증 효능

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

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① 쥐에서 20mg/kg식이 의 수준으로 보충하여 섭

취시켰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그렇다면 쥐는 하루에 약 80kcal를 소모하고

이는 사료 약 20g을 소비하므로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0.4mg/ 20g = 0.4mg/ 80kcal =

0.52mg/ 100kcal가 된다.

② 성인남자의 하루 평균 열량권장량은 약 2500kcal

이므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0.52mg/ 100kcal

= xxmg/ 2500kcal에 근거하여 13mg의 섭취

가 권장되어야 한다. 만일 캡슐 한 개 당 100%

lycopene 6mg이 함유되어 있다면 권장섭취량은

2개가 된다.

<안전섭취량의 결정>

권장섭취량의 안전성이 확보와 최대 안전섭취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독성시험을 거쳐 1일 섭취허용량

(Acceptable Daily Intak, ADI)을 결정해야 한

다. 단, 오래 전부터 식품 등으로 섭취되어 왔고 특

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품목들은 따로

list를 만들어 독성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1일

권장섭취량을 설정할 때 ADI 수준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

품의 ADI 결정은 현재 guideline이 잘 설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식품첨가물의 예

현재까지 식품과 관련하여 그 안전성 평가를 의무

화해 온 대표적인 예가 식품첨가물로 기능성식품의

안전성 평가에도 그 기본지침이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데 관련된 규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미 잘 설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식품첨가물 지정시 독성자료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중 1에 해당되어야 함

첫째, 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GLP)에 의하여

시험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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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등 국내외 전문기관에

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하

고 그 내용 (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

설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의 구성, 시험

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을 검

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셋째, 당해 식품첨가물의 개발국에서 허가 신청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독성시험자료로서

개발국 정부 (허가 또는 등록기관)가 제

출받았거나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것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나) 독성시험에 관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복투여독

성, 생식·발생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면역독

성시험, 발암성시험, 일반약리시험자료를 첨부

한다.

다) 독성 시험 실시방법은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

준, OECD 가이드라인, 식품첨가물에 대한 미

국 FDA 가이드라인 및 일본 식품첨가물의 지

정 및 사용기준개정에 관한 지침중 안전성에 관

한 시험의 표준적 실시방법 등에 준하되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생략 할수 있으나

그사유를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한다.

라) 식품첨가물의 분해물 및 혼재하는 불순물의 안

전성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마) FAO/ WHO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에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에 대

하여는 가장 최근에 평가된 근거자료를 제출하

도록 한다.

단, 첫째, 해당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이거나 식품에서 쉽게 분해 또는 소화

과정 중 분해되어 식품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성분

이 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독성에

관한 자료 및 체내동태에 관한 자료의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둘째, 천연첨가물의 경우 미국 CFR,

FCC수재품, CODEX승인 품목, JECFA(FAO/WHO)의

규격집 수재품목, 일본의 기존첨가물 목록 수재품목

등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물

질에 대하여는 독성에 관한 자료 및 체내동태에 관

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셋째, 기히 지정

된 식품첨가물과 염기성분만이 다르거나 그 이성체

인 경우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를 기재하고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동물독성실험을 위한 OECD guideline

급성독성 (A cute tox icity) : 식품원료는 근본적

으로 급성독성을 소지해서는 안되고 따라서 식품원

료의 안전성 판정에 급성독성 판정기준치인 LD5 0가

판정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 여러 농도를 사용

하여 약 일주일 간 반복투여 실험을 한 후 사용한

식품성분이 급성독성이 없거나 매우 낮음을 증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아급성독성 (Subacute tox icity ) : 사용하고자

하는 식품원료성분이 인체에 안전함을 증명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농도를 사료나 식수에 섞어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물수명의 약 1/ 10 정도의 기

간(흰쥐의 경우 약 3개월) 수행한다. 단, 양적으로

많은 성분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사료에 섞을 때 미

량영양소의 함량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성독성 (Chronic tox icity) : 원칙적으로 흰 쥐

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전 생애에 가까운 기간 (보통

2년)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식품성분의 안전성 조

사를 위해 항상 필요한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

량이 매우 많거나 대중들이 널리 이용하는 성분인

경우에는 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알러지 (A llergy) : 식품성분에 대한 불내증을 나

타내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하기는 하나 아직 적합

한 동물모델이 없어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생식독성 (R ep roductive tox icity) : 생식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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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며 대개 숫컷과 암컷을 모두 사용하여

생식독성시험과 다세대 시험, 발생독성 등을 포함한다.

돌연변이 시험 (M utagenicity tes t) : 돌연변이

원성 한가지 만으로 식품성분의 사용불가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최근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생체 내에서 돌연변이원성 또는 유전독성을 소유하

면서 동시에 발암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면 식품으로의 사용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다.

② ADI (Acceptable Daily Intake)의 설정

독성실험 자료에 근거하여 1일 섭취허용량 (ADI)

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수치가 동물실험

을 통한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

level)이다. NOAEL 수치가 결정되면 여기에 안전

계수를 적용시킨 후 1일 섭취허용량을 결정한다. 즉

동물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인체에서 안전한 양을 산

출해내기 위해서는 margin of safety를 두어야 하

므로 대개 사람이 흰 쥐 보다 사용성분에 10배 더

민감하다는 가정과 개인별 편차가 10배정도 된다는

가정을 적용시켜 100 정도의 안전계수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1일 섭취허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

산한다.

ADI =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100

국제규격에 맞는 식품첨가물의 예에서와 같이

NOAEL 값의 설정은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를 포함

한 여러 농도에서 만성독성 실험결과를 이용한다.

그러나 식품첨가물 승인을 위한 OECD guideline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독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물질인 경우에는 90일 정도의 아급성독성실험

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급

성독성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적정농도를 결

정하기 위한 단기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만

성독성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 최고농도가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몇 몇 독성 징후를 보이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물질들의 경우에 식이

5% 수준의 농도에서도 독성 징후가 전혀 관찰되지

않을 수 있는데 독성 징후를 관찰하기 위해 식이

5% 이상으로 섞어주는 경우에는 영양불균형으로 인

한 문제를 야기시켜 실험결과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5%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고 이 때에는 이 수준이 NOAEL이 된

다. 특히 한 가지 이상의 동물 종을 사용한 경우에

는 더 민감한 동물에서 구해진 수치를 이용하는 것

이 원칙이다.

위의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건

강기능성 식품의 ADI 설정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NOAEL 값의 설정은 2

가지 종류 이상의 동물을 암수 각 10마리 이상씩

선정하여 수행한다. 독성실험 항목은 단기실험을 통

해 설정된 3가지 이상의 농도를 사용한 아급성독성

실험, 생식독성 및 유전독성실험을 포함한다. 결정

된 NOAEL 수치는 안전계수 100으로 나누어 ADI

를 결정하고 결정된 ADI 값은 동물의 단위체중 당

양으로 환산한 후 인체 단위체중을 곱하여 구한다.

3. 섭취량 설정과 관련한 제언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권장 섭취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위에서 제안한 기초적인 guideline이외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

개발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상당수가 그 동안 식품으

로 상용되어 오던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미 발표

된 자료보다는 실험을 통해 자료를 만들어내어야 하

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

째로 합리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의원회

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무거워질 것으로 보이고 따

라서 사명감을 가진 연구소와 학계의 전문가가 절대

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는 원료 식

품에서 추출한 유효물질의 농축정도에 따라 그 안전

성에는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므로 섭취량 결

정에 적합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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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능성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검토

1. 서 론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의 인증 신청이 예상

되며 이에 대한 심사자료 평가 원칙이 필요할 것이

다. 다음의 3가지를 바탕으로 심사자료의 인증 요건

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실험방법 및 결과의 타당성 평가: 즉, 전문학회

지에 게재된 자료 혹은 연구보고서 결과물에 대

한 내용.

2] 실험 의뢰 기관의 자격: 실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분야 등.

3] 외국기관에 의한 분석결과/ 자료

심사 절차에 따른 기능평가자료 인증 요건은 각

나라마다 세부적으로는 다르나 기본 골격은 같으므

로 비교적 자세히 서술된 중국의 내용과 참고로 국

내 의약품에 대한 인증요건을 토대로 심사자료 평가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중국의 건강식품 심의절차

1) 중국내 자국산 건강식품 심의절차

(1) 국내 건강식품 신청자는 소재 성, 자치구, 직

할시 보건청(국)에 신청을 하여 건강식품 신

청서 를 작성하고 관리법 제6조에서 규정한

신고자료와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청(국)

은 성급 식품위생평가 위원회를 조직해 초심

을 진행한다. 초심 통과 후 보건부로 보고한다.

(3) 신청 자료 및 샘플은 매 분기 첫 달 말일 전

에 보건부 위생감독국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넘긴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의 심

의에 편입한다.

(4) 보건부 위생감독국은 신청자료를 受理하여 보

건부 식품위생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신청한

제품의 심의를 진행한다.

2) 중국의 수입 건강식품 심의절차

(1) 수입 건강식품 신청자는 보건부로 신청을 해

야 하며 수입건강식품 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리법 제6조에서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출

하는 것 외에 생산국가(지역)의 공식 보건기

관에서 발급한 생산 혹은 판매 허가 증명서류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업체에서는 생

산업체에서 제공한 임위장을 제출해야 한다.

(2) 보건부 위생감독국은 수입건강식품의 신청을

수리하고 보건부 위생심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3) 신청 기한은 매 분기 첫 달 말일이며 기한을

넘긴 제품은 다음 분기로 편입됩니다.

보건부 식품위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고한 제

품은 보건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보건부에서 "건강

식품 승인증서"혹은 "수입 건강식품 승인증서"를 발

급한다.

3. 중국의 기능평가자료 인증 요건

1) 제품의 기능평가 실험은 필히 보건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실행해야 하며 건강식품 기능평가 절

차 및 방법 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2) 건강식품 기능평가 절차와 검사방법 에 열거하

지 않은 기능 평가항목은 신청자가 방법을 제공

하는 기초상에 보건부 건강식품 위생감독검사소

혹은 보건부가 인정한 기타 기능검사기관에서 기

능평가 실험을 해야한다. 만약 실험결과가 긍정

적일 경우 해당 제품은 건강식품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험방법과 관련 참고문헌을 제

출해야 한다. 평가방법의 과학성과 결과의 신빙

성은 보건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와 관련 전문가

가 공동으로 평가한다.

3) 수입 건강식품의 기능평가 실험 혹은 검증작업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건강식품 기능평가, 검사와

독성안전평가 기술센터 보건부 위생감독 검사소

에서 시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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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약의 평가시 인증요건

국내에서 약의 효능과 안전성 실험에 대한 심사자

료 인증요건 (규정이 있음)은 아래와 같음 (모든

Raw data 제출 해야 됨).

(1) GLP 수준의 자료

(2) 국가가 인정한 전문연구기관 자료(2003년부

터 없어짐)

(3) 외국에서 허가 받을 시의 자료수준 - GLP 수

준 요구

4.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평가에 대한
방향 제안

1)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한 과학적인 실험의 성적 (결과)을

제출한다. 단, 그 제출서류의 요건은 식약청장이

정한다.

2) 제출서류에서 나타난 실험방법 및 결과의 타당성

은 그 자체로서 검토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다

만, 전문학회지 자료나 연구보고서는 참고 자료

로 활용한다.

(하지만 보고서보다는 전문학회지 게재가 가능한

경우는 더 권장).

3) 또한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실험기관 자격을 설정

하여 이에 준하는 규정을 식약청장이 만들어야

할 것임.

(식품이므로 GLP 수준 보다는 GMP 수준에서

시작하여 수준을 향상 시키는 방향 고려 해볼만 함)

4) 외국기관에 의한 분석결과/ 자료 인정은 실험기

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임.

Ⅴ. 건강기능성분의 표시 방향

1. 국내·외 건강기능성분 표시 현황

1) 국내 현황

국민건강증진을위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살

펴보면 제1장 총칙의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1.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 동물·식물·광물성 원료 또는 그 기능성분

2. 영양소라 함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인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능성분이라 함은 인체에 식품영양학적, 생리학

적으로 유용한 성분을 말한다.

4. 영양성분이라 함은 영양소 및 기능성분을 말한다.

5. 기능성 표시·광고란 인체의 조직 및 기능에 대

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의 식품영양학적, 생리

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

가. 인체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경감에 대한 표현

나.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영양을 주는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의 작용에 대한 표현

다.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이 인체의 구조 및 기

능의 유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 표현하고 그 특징을 기술한 설명”이라

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건

강기능식품법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5대 영

양성분 이외에 흔히 비영양소라고 불리우는

플라보노이드를 비롯한 식물체화학물질(ph-

ytochemical)과 동물 유래의 기능성 소재

또는 물질을 건강기능성분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 법률의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

고등을 살펴보면

제13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건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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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과 자가기준·규격

등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

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당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

정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

2. 영양성분 및 함량과 영양소의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제17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과 제1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제19조(영양기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수입검

사, 기준·규격, 기능성표시, 품질인증 등의

필요한 검사와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

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영양기능검사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건강기능성분은 영양성분과 마

찬가지로 (자가)기준과 규격이 필요하며, 제품

에는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어느 표준물질 또는 지

표성분이 있어야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새로이 제정된 건강기능

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성분의 표시는 반드

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국외 현황

먼저 미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FDA에서 정

의한 식품물질은 일반식품 또는 식품성분을 말한다.

미국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과학적 증명방법을 살

펴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한 과학적인 합의를 중시하

고 있다. 상당히 과학적인 합의를 평가하기 전에 과

학적 증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해결해

야할 몇 가지의 사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실험에서는 강조표시에 관한 식품물질의 측정이

적절한가?

② 실험에서는 강조표시에 관한 질병의 측정이 적

절한가?

③ 식품물질과 질병관계에 관한 결론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평가한

것인가?

④ 식품물질의 섭취상태가 바뀔 경우 질병에 미치

는 영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인가?

이 사항을 살펴보면 식품물질의 측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영양성분 또는 건강기능성분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NLEA

와 DSHEA는 식생활을 통해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guideline을 제시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굳이 건강기능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영양강조 또는 건강

기능성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권장량 등 성분의 함

량 분석과 비교가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표시에도 성분의 함량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건강기능성분의 표시는 불가결하게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본의 보건기능식품(특정보건용식품)

제도와 관련하여, 보건기능식품의 표시 의무 사항을

표로 정리하였다(인용 원문: 세계 건강기능식품의

관련제도와 식품기능의 과학적 평가방법, 허석현).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보건기능에

관여하는 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섭취기준

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label에

성분과 함량을 표시해야만 한다.

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관리지침인 Natural Health

Products(NHP) Regulations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허가 때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면, medicinal

ingredient에 관한 사항 중 NHP에 함유된 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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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명칭 및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칭, 효능 강

도, 원료의 명칭과 합성품인 경우 그 사실을 명기하

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타 함유성분의 종류와

양을 표시하고 사용목적도 표시하도록 정하였다.

NHP의 사용권장 조건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판단할 때 캐나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건

강기능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캐나다는 제조사의 관리를 위해 GMP 시

설을 요구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법적 요건이 매

우 엄격하다고 생각된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각국의 제도를 모두 제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끝으로 중국의 건강식품 제

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였

고 심지어 건강기능성 표시를 위한 실험의 종류, 절

차 및 방법까지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

에는‘건강식품관리법규 총집’이라는 법규가 있으

며 이중‘건강식품 기능평가절차 및 검사방법을 살

펴보면,

2. 식품 건강작용 평가를 진행하는 기본요구 사항

2.1 실험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2.1.1 실험 대상물의 물리, 화학적 성질(화학구

조, 순도, 안정성 등을 포함한)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2.1.2 실험 대상물은 필히 규격화된 제품, 즉 기

정 생산공법, 처방 및 품질 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

한,‘건강식품 표시와 제품 설명서의 표시

내용 및 표시 요구사항’에서는‘모든 효

능성분은 100g 혹은 100mg 혹은 지정

섭취량 중의 실제 함량으로 계산. 실제 함

량은 평균값으로 표시하거나 함량 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는 범위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표준, 업종

표준 혹은 업체표준을 참조할 것.’이라고

정하였다. 즉, 중국은 건강기능성분의 표시

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보건기능식품의 표시(의무 사항)

영양기능식품 특정보건용식품

1. 보건기능식품(영양기능식품)의 취지 1. 보건기능식품(특정보건용식품)의 취지

2. 영양성분의 표시(기능 표시하는 성분을 포함)
2. 영양성분의 표시(보건기능에 관여하는 성분을

포함)

3. 영양기능표시 3. 특정보건용도의 표시(표시 허가된 표시)

4. 1일 해당의 영양소요량에 대한 충족률 4. 1일 해당의 섭취기준량

5. 섭취방법 5. 섭취방법

6. 1일 해당의 영양소요량에 대한 충족률
6. 1일 해당의 영양소요량에 대한 충족률

(영양소요량이정해지고 있는 것에 한하다)

7. 섭취시 주의사항 7. 섭취시 주의사항

8. 본품은 특정보건용식품과 다르고 후생노동
성에 의한 개별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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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기능성분의 표시 방안

1) 현재의 제도

올해 7월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이 통과되었지

만 동 법은 현재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특수영

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다.

따라서 향후 이들을 건강기능식품에 포함시킬지 아

니면 현행대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유지할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식품위생법에서도 사전에

심의를 거쳐 이들 품목군에 대한 영양강조표시를 허

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들을 건강

기능식품의 기준.규격형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래서 건강기능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기존의

제도를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는데

참조하고자 하였다.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군중 12. 특수영양

식품의 한 예로 12- 8 영양보충용식품 중에서 식사

대용식품의 규격에는‘비타민: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각종 비타민의 최소기준량을 설

정해 놓았다. 식품공전에서는 모든 영양성분의 종류

와 함량을 제품의 label에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지

는 않았지만 품질관리 때 반드시 유용성분의 종류를

알고 분석을 통해 함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

다. 5대 영양소는 이미 잘 알려진 물질이기 때문에

성분의 표시가 용이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특수영양

식품의 영양강조 표시를 위해서는 영양성분의 종류

와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품목군 13. 건강보조식품을 살펴보면 13- 1- 1 뱀

장어유가공식품의 규격에는‘EPA(%): 1.0 이상’

및‘DHA(%): 2.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원

료는 뱀장어이지만 성분 중 구조까지 알려진 성분을

규격으로 정했기 때문에 제품의 제조시 뿐만아니라

품질관리 때에도 건강보조성분의 분석과 관리가 필

수적이다. 이 경우에는 뱀장어유의 유용성을 나타내

는 성분을 EPA와 DHA로 명확히 하였다. 다른 예

로 13- 2 로얄젤리가공식품을 살펴보면 원료 중 생

로얄젤리의 규격으로‘10- 히드록시- 2- 데센산 1.6%

이상’이라고 정했는데 이는 로얄젤리가 복합성분으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로얄젤리를 특정하기가 곤란

하기는 하지만 다른 원료식품에는 비교적 함유되어

있지 않고 로얄젤리에 비교적 독특하게 함유되어 있

는 성분으로 규격을 정한 바 있다. 상기 두 가지 예

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보면 건강보조식품의 성분

을 단일 물질로 정하여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13- 3 효모식품의 원료인 식용건조효모

의 규격으로‘단백질 40.0% 이상’이라고 하였다.

건강보조식품은 영양강조표시가 가능한데 규격에 근

거하여 판단하면 효모식품의 건강기능성과 관련된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불

분명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단지, 효모식품을 특

정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백질을

규격으로 설정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건강기능

식품의 건강기능성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지표성분

을 설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다. 한

편, 13- 6 효소식품의 규격으로‘α- 알파아밀라아

제: 양성이어야 한다.’및‘프로테아제: 양성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물질이 아니라 효소

의 활성 즉, 건강기눙작용을 규격으로 정한 점이 특

이하며 이 역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이 불분명

할 때 성분을 대신한 표시 방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13- 18 버섯가공식품의

규격에서는‘확인시험: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정

하고‘자실체: 30.0% 이상’으로 정했는데 여기서

확인시험이란 식품공전의 분석법에서 티몰을 내부표

준물질로 사용하여 자실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의미

한다. 여기서도 기능성분을 나타낼 수 없으며 원료

의 특정성분도 규격으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 원료를

표시하고 분석방법에서 확인시험으로 갈음하는 방식

을 선택하였다. 즉, 이 경우 역시 간접적인 방식이

기는 하지만 건강기능성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2) 제 안

이상과 같이 국내·외 건강기능성분의 표시 현황

을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국가에서 건강기능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제품의 제조 및 품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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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과정에서 건강기능성과 관련이 있는 성분을 관리

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역시 건강기능성분

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수

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공전에서 이미 해

당 성분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성분의 표시 의무화는 관련 업계에

서도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성분의 표시 방법으로는 물질, 원료 또는 작용으로

하되 함량 또는 활성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을 채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건강기능식

품의 건강기능성과 관련한 건강기능성분의 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건강기능은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2) 건강기능성분은 효능 작용의 정도에 따라 순서

대로 기록해야하며, 한가지 또는 복합적인 건강

기능에 대해 상응하는 건강기능성분을 모두 표시

한다. 효능 성분이 불분명할 경우 건강기능과 관

련이 있는 원료명 또는 건강기능작용을 표시한다.

(3) 모든 건강기능성분, 원료 또는 작용은 함량 또

는 활성을 표시한다.

위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단일성분·단일기능의 표

시가 가능하고, 허용되었거나 증거가 있다면 단일성

분·복합기능의 표시도 가능하며, 복합성분·단일기

능의 표시도 가능하며, 복합성분·복합기능도 제조

사의 의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다. 물론,

건강기능성과 건강기능성분이 명확히 밝혀져 있거나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면 건강기능성 표시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기능성분이 불분명하거나, 성분을 표

시하는 것보다 원료를 표시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

또는 제조사의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지표성

분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기 때문

에 본 제도를 수용하기 용이하고, 관련법 시행 초기

에 제조사에게 엄격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지 않아

관련 산업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성분 또는 지표 물질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

강기능작용을 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기능식

품의 제품 표준화가 용이하고 품질관리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제안은 관련법 시행 초기에

규제를 줄임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경향

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최소한의 과학적 자

료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기능성분으로 물질을

표시하지 못하고 원료를 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

표성분을 (자가)규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최종 제품에서 건강기능성

분 이외의 영양성분 분석 및 표시 여부도 정해야 하

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식품위생법을 원용하

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성분 분석

검사기관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자가품질기준

을 인정하되 객관적인 판정이 필요할 때 또는 자가

품질 분석 능력 미비시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검사기관의 자격요건은 여기에서는

제시하기 곤란하며 관련법대로 식약청장이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