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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 으며,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번역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본 책자에서는 2004년 8월 WHO에서 발간한 자료인 "Nutrition Labels and Health 

Claims : The Global Regulatory Environment"의 내용을 완역하 으며, 본문의 일부 내

용에 관해서 그 동안 본 원에서 연구․정리했던 사항들을 추가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

도록 하 다.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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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설명하되 그 부분을 기울인 씨체로 표시하여 원저의 내용과 구별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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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부록에는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코덱스 규정 원문과 

현재 진행중인 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수록하 다. 

상기한 자료의 원저자 Dr. Corinna Hawkes와, 발간물의 완역/보완과 인쇄물의 보급

을 승인한 WHO 및 관계자께 감사드린다. 



머 리 말

가공식품에 표시된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는 식품의 양적 특성이나 건강에 유익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이라는 국가적 보건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

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품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양적 특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

안이다. 「식생활, 양, 그리고 만성 질병의 예방」에 대한 최근 WHO/FAO 공동 보고서에서

는 ‘ 양표시’가 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2004년 5월에 World Health Assembly에 의해 승인된 「식생활, 신체 활동, 그리고 양에 대한 

WHO의 국제 전략」에서도 정부는 표시를 통해 식품의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표준화되어 있

으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책자는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의 세계적 관리 환경에 대해 현재의 국제적, 지역적 규정

들과 과거와 미래의 관리 규정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2004년 WHO 발간자료(Nutrition 

Labels and Health Claims: The Global Regulatory Environment, 2004)의 내용을 완역하고, 

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항목들에 관해서 그 동안 본 원에서 연구․정리한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편집한 것이다. 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책자의 내용은 양표시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산업체에도 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의 국제적 동향

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책자가 우리나라 양표시제도의 활성화 및 선진화와 이를 통한 보건산업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5.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이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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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

요  약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입하는 식품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출처에서 얻는다. 가족의 

지식(Family knowledge), 교육, 미디어, 그리고 광고는 모두 각기 다른 식품의 특징

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식품 표시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건강의 관점

에서, 식품표시의 내용 중 식품의 양소 함량과 건강 증진 효과에 관한 정보가 특히 

중요하다. ‘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는 바로 식품의 이런 정보를 나타나는 2가지 

예가 된다.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 목표의 달성

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닌다. 표시를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양적 특성과 

건강강조표시(식품, 식품 구성요소, 혹은 양소를 바람직한 건강상태와 연결짓는 설

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식품의 양, 건강 측면의 장점에 대한 정보도 알

려준다. 건강강조표시는 또한 식품 회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쓰이기도 한다.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의 세계적 관리 환경에 대한 본 책자의 목적은 현존하는 

국제적, 지역적 규정들과 과거 및 미래의 관리 규정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적/지역적 관리 규정을 수집․분류하여 표로 나타내었고, 74

개의 국가와 지역의 관리 시스템을 비교하여 제시하 다. 또한, 원재료 함량표시

(Quantitative Ingredient Declaration, QUID ;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 중 건강에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의 비율을 알려 줌)에 대한 관리규정들도 간략하게 검토

하 다. 이차적인 목적으로는, 이러한 규정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접근했던 다양한 방식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보건 이슈들을 

강조하고자 하 다.

국제적 차원에서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는 FAO/WHO Joint Food Standards 

Program의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하 코덱스 위

원회)1)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규격, 지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식품을 위한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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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Codex Alimentarius (코덱스 규정 혹은 규정집)에 근거한다. 코덱스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제 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데 

있다. 코덱스 규정의 적용은 의무가 아니나, WHO에서는 이를 국제 무역과 무역 분

쟁에 있어서의 참고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코덱스 식품표시 분과위원회는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

다. 위원회는 양표시에 대하여 3가지 기준과 지침을 개발했는데,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 (포장식품의 표시를 위한 일반 원칙)는 표시

가 거짓이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설정

하 고,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 양표시 가이드라인)은 양강조표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양표시는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며,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and Claims for Prepackage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 (특수용도식품의 양 및 강조표시를 위한 일반 원칙)에서는 모

든 특수용도식품들에 양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건강강조표시에 대하여 코덱스 위원회의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건강강조

표시의 일반 지침)는 식품이 거짓되거나, 속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소

비자에게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Claims ( 양강조표시 사용을 위한 지침)도 있으나, 현재 양강조표시에 

대한 지침들은 아직 초안 단계이다. 

검토된 국가와 지역 중 상당수는 이미 양표시를 어떠한 식으로든 요구하는 규정

들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 개발을 진행 중인 국가도 많다. 국가 표시 규정

의 일반적인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의 건

1) 1962년 UN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는 

168개국이 가맹(2003년 1월)하 고 29개의 하부조직을 갖는다. 국제적인 식품규격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책정된 코덱스 규격은 가맹국의 법제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식품 무역에 있어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세계

무역기구(WTO)의 판단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코덱스 규격집(Codex Alimentarius)은 동일한 서식으로 구

성된 국제적으로 채택된 식품 규격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격집의 설정목적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

호하고, 식품무역의 공정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지침서(Guidelines) 및 기

타 권장규칙 등 권고 성격의 규정도 포함된다. 이 규격집에서 다루는 부문은 가공, 반가공, 또는 가공하지 않은 

원료 등 가공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근본적인 식품의 규격을 포함하

며, 이들 식품의 위생,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오염물질, 표시 및 광고,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

이 모두 포함된다. 코덱스 위원회 및 코덱스 규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제 3장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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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선택을 도우며, 제조업자들이 건강에 좋은 식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

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양표시는 해당 식품이 건강강조표시 대상이거나 특수용

도식품이 아닌 한 의무 조항은 아니며, 이는 코덱스 규정과도 일치하는 사항이다. 그

러나 양표시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어떠한 

형태의 규정도 없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의무적으로 양표시를 요구하는 국가들도 

점점 늘고 있다. 비용 편익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의무적인 양표시에 따르는 비용보

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절약되는 건강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한다.

국가 규정들에 의한 표시규정에는 여러 가지 다른 형식들이 존재한다. 일부 국가들

은 필요한 곳에 열량, 지방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의 양을 표기하라는 코덱스 규정

의 권고안을 따르는 반면, 양소를 10가지까지 표기하도록 규정한 곳들도 있다. 현

재 코덱스 지침은 트랜스 지방산의 표기 여부를 각국이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

며, 많은 국가들이 이 지침을 수용해 가고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양표시의 양

소량을 정량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게 개발되었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시양식을 만들지 않는다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양표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들도 있지

만, 유럽과 북미 지역의 증거에 따르면, 표시가 몇몇 특정한 형태로 정보를 제시할 

경우 소비자의 이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나트륨(sodium)과 소금

(salt)의 관계나, 표시 내용의 각 양소량을 해석하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양표시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식품의 선택에 있어서, 특히 처음 구매하는 식품의 경우에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 다. 양표시를 읽는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식품을 

비교하고, 지방과 열량 함량을 살핀다고 하 다. 또한 양표시가 이를 읽어보는 사

람들로 하여금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다만, 보건 증진의 도구로서 양표시가 적용되는 것의 한계점은 양표시를 이용하

는 계층이 특정 계층 즉, 젊은이, 여성, 고학력자 및 이미 식생활과 건강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사람 등에 현저히 편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표시 규정이 식품회사들

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을 적게 함유하는 식품을 보다 

많이 개발하도록 독려한다면, 이로부터 파생되는 건강상 이득이 전 인구에 향을 줄 



6 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규정의 국가별 비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양강조표시 규정은 아직 개발단계이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다. 또 여러 가지 양강조표시 형태가 존재하여, 이를 관리하

는 데도 복잡함이 뒤따른다. 이들 규정간의 차이가 확연하기는 하나, 실제 적용에 있

어서 모두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덱스 규정의 초안 지침은 ‘ 양소 기능강

조’, ‘기타 기능강조’, 그리고 ‘질병위험감소강조’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살펴본 국

가와 지역들에서는,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특정 규정이 없는 곳이 제일 많았고, 강조

표시에 질병에 관한 언급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근소한 차이로 그 다음이 되었

다. 소수의 국가들은 특정 ‘질병위험감소’ 주장이나 ‘제품별 고유’의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보다 많은 나라에서 ‘ 양소기능강조’ 또는, ‘기타기능강조’ 표기

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또한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규

정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광고 및 건강 관련 규정 내에서 건강강조표시를 광고나 선

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건강강조표시를 다루는 코덱스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코덱

스의 지침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또한 소비자 보호, 경쟁 등에 대한 법률이 건강강

조표시에 대한 특정한 규제를 무력화시켜 이러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

우, 많은 나라들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강강조표시의 증가를  경험하 다. 이러

한 건강강조표시들 자체는 엄 히 말해 사실일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제품의 성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강조표시의 전면 금지나 혹은 

질병에 관한 주장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를 막는 데 그다

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모호하고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

는 건강강조표시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관리의 틀이 필요하다고 과학 및 법률 

단체간에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코덱스 지침 초안은 건강강조표시가 ①국가의 보건정책과 합치되고, ②과학적 근

거로 뒷받침되며, ③질병 예방을 암시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식사습관을 조장하지 않

고, ④전체 식생활을 고려해 만들어질 경우에만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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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시에 주장되는 건강상의 효과나 이득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을 한 것이어야 한다

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자들 간에 전반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 이를 규제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근거’에 대한 규정은 ‘독립적이고 공인된 

과학자들 간의 전반적 동의’, ‘상당한 과학적 합의’와 같이 엄격할 수도 있는 반면, ‘반

대의견이나 증거를 누를 만한 과학적 근거’와 같이 보다 느슨할 수도 있으며, 표시에 

전문가의 검증이 있을 경우 허용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어떠한 건강강조표

시가 허용되는지, 규제 기관에서 얼마나 빨리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식품 회사에서 건강강조표시 사용을 신청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등에 향을 미친다.

건강강조표시의 관리/규제에 있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는 이 외에도 

많다. 직접적으로 질병과 관련 있는 건강강조표시의 경우가 좋은 사례이다.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강강조표시들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그것이 식품이 어떠한 

방식으로 질병을 완치, 치료, 예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질병 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식품의 건강증진이나 위험감소 효과를 언급하는 강조표시를 허용하기 위해 ‘질병위

험 감소’의 강조표시 개념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형식의 강조표시는 현재 코덱스 규

정의 초안 지침에 허용되어 있다.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코덱스 지침의 최근의 초안은 표시뿐만 아니라, 광고에도 적

용될 예정이었으나, 이의 채택을 둘러싼 논쟁들로 인해 코덱스 위원회에서 초안이 기

각되었다. 이 안건이 기각된 이유는 광고의 역은 표시와는 다르게 관리/규제되어

야 한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광고는 표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강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침에 광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상당한 지지가 있었다.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은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하 다. 유럽과 미국의 

자료는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는 하나, 

건강강조표시를 사용한 식품이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도 상당했다. 건강강조표시의 

효과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

강조표시가 보다 양이 풍부한 식품의 판매를 증진시키며, 건강한 식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강강조표시가 건강에 좋은 식품의 선택에 긍정적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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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친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건강강조표시가 보건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에 혜택을 줄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강강조표시가 건강에 좋은 식품의 선택과 섭취를 장려할 수도 있으나, 특정 제품

이나 양소의 과다 섭취를 촉진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잠재적인 문제

는 건강강조표시가 ‘전반적인 식생활과 부합’되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강조표시 된 

효과는 상식적인 양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나타나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존의 규제 

지침들에 의해 종종 제기된다. 규제의 관점에서 보다 큰 논쟁의 대상은 건강강조표시

가 있는 식품의 ‘ 양적 측면’의 문제이다. 사탕류나 고염분, 고지방 스낵 같은 식품에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할 경우, 이러한 제품의 보다 많은 섭취를 조장하여, 건강한 식

생활에 대한 혼란스런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러 기존 규정과 제안

된 규정들에서는 특정한 양적 측면을 가진 식품들에 대해 강조표시를 금지하는 방

안을 개발하 으나, 이러한 접근은 특정 식품들이 ‘나쁘다’는 의미를 암시한다고 주

장하는 식품회사들의 반대에 종종 부딪치게 된다. 이런 식품업체의 주장에 대한 반대

론자들의 의견은 건강강조표시란 근본적으로 어떤 식품이 ‘좋다’거나 ‘더 좋다’는 의

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섭취를 절제해야 하는 식품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건강강조표시가 허용되는 식품의 종류는 국가마다 다르다. 어떤 국가들은 제품에 

따른 특정 건강강조표시를(일반적인 식품이나 양소의 효과에 대한 것이 아닌, 특

정 제품의 건강에 대한 효과를 표시하는), 그것이 보건 증진에 이롭고 식품 업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강조표시들

은, 건강에 중요한 것이 개별적인 식품이 아니라 전반적인 식생활이라는 일반적인 원

칙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쟁이 되었다. 또한, 모유 수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건강강조표시에 우려를 표명하기

도 했다. 그러한 건강강조표시들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코덱스 지침 초안에 들어있다.  

표시 방법과 건강강조표시 규정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해 식품 무역업자들은 수출 

대상 국가의 기준에 따라 표시내용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는 무역에 있어 잠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WTO의 ‘1994년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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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s to Trade)’에 의하면, 각국 정부는 표시 기준으로 인한 무역 규제에 대해서

는 ‘적법한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협정이 그 어떠한 국가의 

양표시나 건강강조표시 규제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해 이용된 적이 없다. 무역에서의 

기술적 장벽이 코덱스 지침으로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명확히 요구되는 것은 아

니지만, 코덱스의 기준과 규정들은 각 국가 규정들을 유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

용된다. 코덱스 규정은 국가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천장 같은, 일종의 제한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코덱스의 양표시에 대한 지침들과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지침 초안은 

각국 정부가 각기 다른 국가적 표준을 세울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한

다. 이는 각국의 특정한 양적, 문화적 상황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규제를 지원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특정 분야에서 특정 국가가 타 국가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의무적인 양표시제도는 코덱스 지침보다 엄격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개발

하는데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이 규정들이 보다 향상된 보건 증진과 정보 제공이라는 

‘적법한 목적’이 있으므로 국제 무역법 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브라

질의 사례를 보면 브라질에서 양표시 의무화를 시행한 후, 지역 무역 기구 

MERCOSUR의 다른 무역국으로부터 법적 항의를 받았으나, 토론 후 모든 

MERCOSUR 국가들은 양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양표시와 관련된 여러 규제 사항들은 물론, 건강강조표시와 관련된 규제사항들

을 조화시키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판결 사례에 의하면 특

히 엄격한 건강강조표시 규제들은 무역 장벽으로 간주되어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 어

떤 국가에서 식품상의 건강 정보 표시는 사전인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한 것이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의해 불필요하게 무역 규제적이라고 판명되었다. 건강

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코덱스 지침 초안은 국가 간 무역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소수의 코덱스 위원과 입회인들은 지침 초안 서문의 ‘건강강조표시는 

국가 보건 정책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조화를 방해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보건 증진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가가 규정

을 확립할 때 각 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위원들 대다수

의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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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비록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건강강조표시의 향에 대한 증거가 부족

하기는 하지만, 양표시는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와 규제는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가 건강을 증진시킬 가능성

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책자의 내용에 의하면 국가들이 관

리 체계를 확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 

증진을 위한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리 규정

들은 모든 인구 집단의 장기적인 식생활 개선을 기본 목표로 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가 국민의 식생활 패턴을 개선하는 효과는, 건강한 선택

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었고 교육받은 대중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접근에는 한계

가 있다. 확실한 변화를 기대한다면,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조치는 개개인

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인구 집단 차원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비감염성 질환의 증

가 문제에 대처하는 통합적인 접근의 일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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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구매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교육, 미디어, 그리고 광고 등을 통해 각기 다른 

식품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한다. 가공식품의 포장에 표시된 식품 표시

(food label)를 통해서도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건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식

품표시의 내용 중 식품의 양소 함량과 건강 증진 효과에 관한 정보가 특히 중요하

다. 이러한 정보들이 식품에 표시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 양표시(nutrition 

labelling)’, ‘ 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 혹은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라 부른

다.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는 식품의 양적 특성이나 건강에 유익한 사항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이라는 국가적 보건목표 달성에 기

여할 수 있다. 양소 함량을 표기하는 것은 또한 양강조표시( 양소의 존재 혹은 

부재 및 함유량을 표시한 용어)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품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양적 특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건강강

조표시는 소비자들에게 특정 식품이나 양소의 양상, 건강상의 이로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1). 올바르게 이용된다면, 건강강조표시는 소비자들이 좋은 양과 건

1)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가공식품에 대해 건강강조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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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양강조

표시나 건강강조표시는 양성분표시보다 식품 포장에서 눈에 잘 띄도록 제품의 앞

면에 표시가 가능하며, 제품간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식품회사의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원재료 함량표시(Quantitative Ingredient Declaration) 자체

도 식품의 선택에 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건강에 좋다고(혹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

진 성분의 함량을 직접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다.

식생활, 양, 그리고 만성 질병의 예방에 대한 최근 WHO-FAO 보고서(1)에서는 

양표시가 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4년 5월에 World Health Assembly에 의해 승인된 식생활, 신체 활동, 그리고 

양에 대한 WHO의 국제 전략 초안(2)(Integrated 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s. Draft global strategy on diet, physical activity and health)에서도 식품의 

내용물에 대한 정확하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선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건

강강조표시에 관해서 초기에 설정한 전략의 초점은 제조업자들이 건강관련 메시지

들을 자사 제품의 홍보나 광고 등에 점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므로, 이러한 메

시지(강조문구)들이 양적 이점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자칫 대중을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 

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표시 관련 규정들은 어떤 경우에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양정보를 나타내야 하는지 등을 정하거나, 혹은 권장할 수 

있다.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들은 믿을 수 있는 강조표시를 사용하도록 하고, 어

떤 건강강조표시들이 어떤 식품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식으로 표시에 나타나야

하는가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세계적인 규제 상황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7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관련 기존의 규정과 지침들을 검토하 다.QUID 관련 규정

은 간단히 검토되었고, 양강조표시 규정은 국제적인 수준에서만 검토되었으며, 각 

국가 수준에서의 상세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이 보충제에 대한 건강강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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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적용되는 규정은 제외되었으며, 식품에 대한 ‘길잡이’ 또는 ‘건강한 선택’ 등의 

표시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또는 임의적인 틀도 제외되었다.

특히 양표시, 양강조표시, 원재료 함량표시에 대한 지침 (QUID)과 건강강조표

시에 대한 지침 초안 등을 포함하는 코덱스 규정을 상세히 다루고자 하 다. 비록 코

덱스 규정이 의무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이 기준들은 국가 규정들의 지침 역할

을 하며, 국제 무역과 잠재적인 무역 분쟁 문제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

다. WHO는 ‘식생활, 신체적 활동, 그리고 건강에 대한 국제 전략’ 의 내용과 일관성

을 가질 수 있게 식품의 건강 기준 (health standards of foods)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천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을 코덱스 위원회에 요청(EB113.R7)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각 국의 양표시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데에 적용한 방

법론적 틀을 설명하 으며, 제3장에서는 코덱스 지침의 현재 상황을, 제4장에서는 

양 표시, QUID 및 건강강조표시(광고에서의 건강강조 포함)에 대한 각 국과 지역의 

규정들을 검토하 다. 이러한 규정의 개발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는 box로 처리하

다. 제5장에서는 각 국이나 지역 사무소 및 코덱스 위원회가 양표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다룬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무역관련 이슈들을 다루었다. 제 

6장에서는 검토 결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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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목적과 방법론

1. 연구 목적

본 책자의 근본적인 목적은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현행 국가별로 존재

하는 규정 및 과거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과를 살펴보고, 또한 국제적, 지역

적, 국가적 규정들을 검토하고 분류하고 도표화하며, 서로 다른 규제 시스템들을 비

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규정들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데 있어 일부 

국가들이 시도했던 다양한 접근방법들의 개요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규정의 개

발과 관련된 공공보건의 이슈들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러한 국가 간 비교와 각 국

에서 시도했던 수행 사례를 통해 식품 및 양표시 규정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 향후 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관련 정책의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연구 방법 : 조사 과정

국제적 측면에서, 코덱스 규정 (Codex Alimentarius) 지침들은 코덱스 사이트를 

통해 수집되었다 (www.codexalimentarius.net). 구가별 차원에서는 원래 의도는 75

에서 100개국 사이의 규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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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는 약 74개국의 정보만이 분석되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출처에서 양표시, 

성분표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의 정보를 얻도록 하 다. 본 연구에 주로 사용

된 주요 정보원은 다음과 같다.

1) The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database of 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3).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77개국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상당한 범위의 식품관련 기준

규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부분 양표시와 성분표시가 포함되고, 때로는 건강

강조표시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국가별 자료가 아니고, 일부 자료들은 최

신의 자료가 아니어서 이 보고서에 명시된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원을 통한 

추가 조사로 보완․검증되었다.

2)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의 Agri-Food Trade Service 데이터베이스

3) 학술지(Ingenta, ScienceDirect, Synergy, Medline 등 데이터베이스 이용; Gale 

group of Databases)

4) 법문, 법 관련 데이터베이스들

5) 신문, 잡지 기사

6)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의 규제를 책임지는 국가 기관들의 사이트들

7) 인터넷 검색

8) 정부 관료, 표시/강조표시 전문가와의 개인적 접촉

9) 이전(개정 이전) 보고서에 명시된 광고 규정들(4)

3)∼7)의 자료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색어가 사용되었다.

∙‘nutrition’, ‘nutritional’, ‘nutrient’, ‘label’, ‘labelling’, ‘labeling’

∙‘health claim’, ‘food’, ‘nutrition claim’, ‘nutrient function claim’, ‘nutrition 

function claim’, ‘function claim’, ‘disease risk reduction claim’, ‘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

∙‘quantitative ingredient declaration’, ‘(QUID)’, ‘percentage ingredient 

declaration’

일부에서 국가명도 사용되었는데, 특히 덜 알려진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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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조사 과정을 통해 80개의 국가와 지역의 원재료 및  양표시에 대한 

규정들이 검색되었고, 검증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74개 국가와 지역의 정보가 확인

되었다(나머지 국가들은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 모두에 대한 규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규정은 다음 장에서 표로 정리․수록하 으며, 단지 편의상 

WHO 지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 다. 

3. 정의

1) 양표시

본 책자 전체에 걸쳐 양표시와 관련하여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Nutrition labelling ( 양표시) : 식품표시에 일정한 정량(定量)적 개념의 형태로 

나타낸 양소의 목록

◦Quantitative ingredient labelling (성분중량 표시) : 식품표시에 수록된 원재료 성

분의 백분율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특수용도식품) : 특수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 혹은 

특정 질병이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특수한 식사요구를 맞추기 위해 특수하게 만

들어져 가공된 식품들로써, 유아나 소아를 위한 식품도 이에 포함됨.

◦Prepackaged foods (포장 식품, 가공식품) :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포장되었든 

간에 포장된 식품으로, 개봉되거나 포장상태가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최종 소비자

나 음식점에서 그대로 팔 수 있도록, 포장된 판매되기 직전의 식품

2) 건강강조표시와 양강조표시

건강강조표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여러 가지 건강강조표시들의 양상이 겹

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규정짓기가 어렵고, 그래서 강조표시에 대한 일부는 동일

하고, 일부는 다른,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강조표시가 양

강조표시라고 규정된 지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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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에서 양강조표시(주로 양표시와 관련하여)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들이 사용되었다. 양강조표시란, 한 식품의 열량, 단백질, 지방, 탄

수화물 함유량,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 함유량이 규정된 일정 수준이상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두 가지 형태의 양강조표시가 있다. 양소 함량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기술하는 양소함량강조표시2)(nutrient content 

claim, 예를 들면 ‘저지방’ 등)와 동일 제품의 다른 버전이나 타제품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양소 함유량을 표시하는 양소비교강조표시(nutrient comparative claim, 

예를 들면 ‘지방을 줄인’, ‘∼보다 지방이 적은’ 등)가 그것이다. (Box 1)에 코덱스 규

정상의 양강조표시 정의를 제시하 다.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정의는 더욱 복잡하다(5).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코덱스 지침

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을 (Box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강조표시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 양소가 신체의 정상적인 생리적 성장, 발달, 작용에 도움

이 된다고 강조하는 ‘ 양소기능 강조표시 (nutrient function claim)’가 있다. 이것은 

‘칼슘은 강한 뼈와 치아의 발달을 돕는다’, 혹은 ‘철분은 적혈구 형성의 한 인자이다’ 

등과 같이 신체의 정상기능 하에서 해당 양소의 역할을 묘사한 표시로 사실상 건

강에 대하여 강조하는 양표시이다. 그러므로 양소기능 강조표시는 양강조표

2) 우리나라의 경우 “ 양강조표시”라 함은 제품에 함유된 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세부표시기준

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 양소 함량강조표시” : 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함유”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양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제

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제조․가공

을 하지 아니 하여도 원래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한 식품의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식품도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무” 또는 “저”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포화지방에 대하여 “무” 또

는 “저”의 강조표시를 하는 때에는 당해 제품 내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 

제품이 “무콜레스테롤”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

소함량 강조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다.

- “ 양소 비교강조표시” : 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각 용어는 양소의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

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값

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업소이상의 동일제품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양소의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및 많이 함유되어 있는 양소 (대량 양소)의 경우는 최소 25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적게 함유되어 있는 양소 (미량 양소)의 경우는 최소 1일 권장량의 10퍼

센트(%)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그 함량차이의 절대값은 “덜, 라이트, 감소”의 경우 “저”의 기준값

보다 커야 하며, “더, 강화, 첨가”의 경우 “함유”의 기준값보다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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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혹은 건강강조표시로 정의될 수 있으며, 코덱스 지침 초안에서는 이전까지 양

강조표시라 불리던 건강강조표시라고 다시 정의된 바 있다. ‘기타기능강조표시 

(other function claim)’는 양소, 또는 다른 물질들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향상

시키거나 개선시켜준다고 주장한다는 데에서 양소기능 강조표시와는 차이가 있다. 

초기의 초안에서 ‘기타기능강조표시’는 ‘고도기능강조표시(enhanced function claim)’

라 정의되었었으며, 생리기능을 지칭하 다. 지금은 새롭게 정의되었지만, 아직도 이 

정의를 국내 규정에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코덱스 지침에 의해 정의된 세 번째 항

목은, 흔히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이다. 이 강조표

시들은 특정 식품이 질병의 발병 확률을 줄여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또한 건강 관

련 상태를 언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건강강조표시를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엽산

은 적혈구 형성의 중요한 재료이다’는 양소기능 강조표시가 되고, ‘칼슘은 뼈의 

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기타기능강조표시의 예가 되며, ‘과일과 채소는 암에 걸릴 확

률을 줄여줄 수 있다’는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종류의 강조표시는 양소나 식품, 또는 그 구성성분이 질병의 예방, 치료, 

완치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질병예방’, ‘질병치료’, ‘질병완치’의 표시들이다(예를 들

면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이 강조표시들은 항상 건강강조표시로 분류되는 것

은 아니고, 대신 질병예방(prophylactic), 치료(therapeutic), 완치(curative) 강조표시, 

의학강조표시(medical claim) 혹은 의약강조표시(medicinal claim)라 불린다. 이 네 

번째 유형은 현존하는 코덱스 지침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은 물론이고(the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CAC/GL 1_1979Rev.1_1991), 여러 나라에서 또한 

규제되고 있다.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정의들도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국의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건강강조표시 공동 연대)에 의해 개발된 두 가지가 특

히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반건강강조표시(generic health claims) : 과학서적, 국가, 혹은 국제 건강관련 단

체들의 추천에서 비롯한 증거에 바탕을 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확증된 지식

을 기반으로 한 건강강조표시(6). ‘ 양기능강조표시’, ‘기타기능강조표시’, 혹은 코

덱스에서 지칭한 대로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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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건강강조표시(innovative health claims) :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일

반건강강조표시 이외의 건강강조표시가 이에 속한다. 이 강조표시들은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 Code에 제시되어 있는 과정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 건강강조표시들이 코덱스가 규정한 ‘기타기능강조표시’와 ‘질병위험감소 강조

표시’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강조표시는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s)’의 개발과 맞물려있다. 기능성 식

품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일치된 정의가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법적으로 정

의를 내리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7).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정의는 ‘유효 

성분으로 인하여 건강상에 특정한 효과가 기대되는 식품, 혹은 알레르기를 유발시키

는 물질을 제거한 식품’이다(8). 유럽에서는 FUFOSE (Functional Food Science in 

Europe) initiative가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정의를 ‘향상된 건강과 복지나 질병에 대한 

위험 감소와 관련하여, 기본적 양 효과를 넘어서, 신체의 특정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충분히 증명된 식품’이라 규정하고 있다(9). ‘Nutraceutical’이라고도 불리며, 

유산균을 넣은 요구르트나 지방 대체물질로 튀긴 감자칩 등이 그 예가 된다. 기능성 

식품들은 정상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건강 효과를 얻

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러한 강조들은 모두 ‘ 기타기

능강조표시’, 또는 ‘혁신건강강조표시’에 포함될 수 있다.

기능성식품의 발달은 ‘제품별 건강강조표시’(product-specific)라는 또 한 가지 형

태의 건강강조표시를 분화시켰다3). 제품별 건강강조표시는 특정제품의 건강효과와 

관련된 강조표시이다. 다시 말해, 해당 식품은 특정한, 그리고 명시된 효과를 나타내

도록 만들어져야만 한다(10). 이것은 특정 식품군이나 또는 해당 성분들이 건강에 좋

은 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일반건강강조표시와 대조적이라 하겠다.

덜 특징적인 형태의 건강강조표시도 있다. ‘암시적 건강강조표시(implied health 

claims)’는 해당 식품 성분의 존재나 양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건강관련 상태나 질병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11). ‘건강 관련 강조표시(healthy claims)’, ‘건강한 

3)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8월에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은 기준․규격형 고시형 제품

(기준․규격형 제품)과 기준․규격 인정형 제품(개별인정형 제품)으로 구분되며, 제품별 강조표시는 개별인정

형 제품에 대한 강조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정보건용식품이 개별허가형 제품으로 구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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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강조표시(healthy-diet health claims)’는 특정 식품에 대하여 ‘건강한(healthy)’, 

‘건강한 식사의 일부(part of healthy diet)’나 ‘건강한 균형(healthy balance)’같은 용어

들을 사용한다(12).

여러 건강강조표시 유형들에 대한 다양한 정의로 인해 서로 다른 국가에서 건강강

조표시의 의미는 어떤 범위를 갖게 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건강강조표시를 금지하면

서, 양소기능 강조표시라는 분류 아래 일정한 부분의 일반적 강조표시들을 허용한

다(예; 인도네시아).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은 허용하지만, 양소기능 강조표시를 건

강강조표시로 분류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미국에서 건강강조표시는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만 포함한다). 스웨덴에서는, ‘일반강조표시(generic claims)’라는 표제 아래 

건강강조표시는 양소기능 강조표시와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를 포함하여 자가 규

제의 대상이다. 일본에서 건강강조표시는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를 전혀 포함하지 않

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능강조표시(function claims)에서는 질병의 초기단계 증세 완

화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상황이 복잡하다(13). 결국 이

러한 국가 간 정의의 차이는, 건강강조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과 불명

확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14), 여기에서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무엇이 건강강조표

시라 정의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 다.

<Box 1> 

Codex Alimentarius(국제식품규격집)에서의 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초안)의 정의

▸ 양강조표시

양강조표시는 한 식품이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및 비타민과 무기질을 일정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특정한 양적 성질을 갖는다고 알리는 표시이다. 다음은 양강

조표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다.

(a) 성분 목록에 나오는 물질에 대한 언급

(b) 양표시 규정상 의무 사항으로써의 양소에 대한 언급

(c) 국가 규정상 요구되는 표시에의 특정 양소나 성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표기

2.1.1 양소함량 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s)는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양소의 절대

적 함량을 나타내는 양강조표시이다.

2.1.2 양소비교 강조표시(nutrient comparative claims)는 두 가지 이상의 식품들 간의 양

소, 혹은 에너지량을 비교하는 강조 표시이다(이전에는 ‘비교강조표시(comparative 

claims)’라 불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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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강조표시(초안)

건강강조표시는 식품이나 그 성분이 건강과 관계가 있다고 암시, 시사, 규정하는 모든 표

시이다. 건강강조표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2.2.1 양소기능 강조표시(nutrient function claims) - 양소가 신체의 성장, 발달, 그리고 

일상적 기능에 기여하는 생리적 역할을 기술하는 양강조표시이다. 양소기능 강조

표시의 정의는 최근 코덱스 지침의 양강조표시 부분에서 건강강조표시 항목 아래로 

이동되었다.

2.2.2 기타기능 강조표시(other function claims) - 이 강조표시들은 전체적인 식생활의 일부

로서 식품이나 그 구성성분을 섭취하게 되었을 때 신체의 정상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포함된다. 즉,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거나, 기능

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건강을 보존 혹은 개선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 표시는 이전

에 “고도기능강조표시(enhanced function claims)”라 불렸으며, 양소기능강조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2.2.3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 - 전체적인 식생활의 일부로

서 식품이나 그 구성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질병의 발생이나 건강관련 증세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는 강조표시이다. 여기에서 위험감소라 함은, 질병이나 건강관련 증세의 

중요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질병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기여하게 되는데, 이 위험 요인 중 하나를 변화/제거하는 것이 좋은 

향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는, 적절한 어휘의 

사용과 타 위험요소의 기술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그것을 예방강조표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한다.

* 자료원: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Claims, CAC/GL 23-1997.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Appendix Ⅳ: Draft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In: 

Report of the Thirty-First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Ottawa, Canada, April 28  2 May 2003. Rom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2003:38_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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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The Codex Alimentarius

1. Codex Alimentarius의 양표시 관련 규정

Codex Alimentarius (코덱스 규정집)는 식품을 위한 특별한 국제 기준, 지침, 그리

고 관련 자료들의 종합이다. 코덱스 위원회의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FAO/WHO 공동 식품표준 프로그램)의 의해 개발된 코덱스 규정의 목

적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제 식품 교역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자 하는데 있다(15). 코덱스 지침들이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WTO는 이를 

국제 무역과 그 분쟁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코덱스의 기준들과 지침들은 회원국간의 토론을 통해 협의된 사항들이며, 이 다양

한 기준과 지침들을 개발하기 위해 각 정부 파견단들이 위원회와 프로젝트 팀(2004

년 1월 현재 27개가 가동 중)에 참여한다(16). 대부분의 토론은 주로 각 위원회의 연

례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완된다(예를 들어 전자 

워킹 그룹)4). 사업체와 식품/건강/소비자 단체 등의 비정부 단체들에게는 이러한 회

4) 코덱스의 조직으로는 총회(Codex Alimetarius Commission) 및 집행이사회와 사무국이 있으며, 각 분야의 전

문 활동을 위한 하부조직으로서 9개의 일반주제분과위원회(General Subject Codex Committees), 11개의 식품

별 품목분과위원회(Commodity Codex Committees), 3개의 정부간 특별작업반(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s) 및 6개의 지역조정위원회(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s)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주제분과위원회(General Subject Committees) : 일반원칙(CCGP),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CCFAC), 

식품위생(CCFH), 식품표시분석 및 시료채취방법(CCMAS), 식품표시(CCFL), 잔류농약(CCPR), 식품 중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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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참관이 허락된다. 이러한 규정들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합의를 거친 규

격 초안(draft standards)이나 개정안(amendation)들은 코덱스 위원회의 연례 회의로 

넘겨져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17)5).

양표시와 양 및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지침들을 개발하는 것은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후 코덱스 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다. 식품표시 관련 지침들을 개발하는 것은 코덱스 식품표시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가 맡고 있으며, 여기서는 

“(a) 모든 식품에 적용 가능한 표시에 대한 규정(provision)의 초안 마련과;(b) 코덱

스 위원회의 초안 규정(draft standards), 시행규정(codes of practice)과 지침

(guidelines)들에 의해 만들어진 양표시에 관련된 특정 규정의 초안을 재고하고, 필

요에 따라 개정하며, 승인한다;(c) 코덱스 위원회가 위임한 특정 표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리고;(d) 식품들의 광고, 특히 강조표시의 언급과 오해를 유발시

키는 기재 사항이 표시된 경우 관련된 문제를 연구한다(18).”

류수의약품(CCRVDF),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CCFICS), 양 및 특이용도식품(CCNFSDU)

∙품목분과위원회(Commodity Committees) : 가공과채류(CCPFV), 우유 및 유제품(CCCCMMP), 코코아제품 

및 초코렛(CCCPC), 식육 및 가금육위생(CCMPH), 어류 및 어류제품(CCFFP), 신선과채류(CCFFV), 유지

류(CCFO), 당류(CCS)*, 곡류 및 두류(CCCPL)*, 식물성단백질(CCVP)*, 천연광천수(CCNMW)*(*는 휴회

중인 분과위원회)

∙정부간 특별작업반(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s) : 과채류쥬스(CCFJ), 동물사료(CCAF), 생물공

학유래식품(CCFBT, ’03년 작업종료)

∙지역조정위원회(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s) : 아시아(CCASIA), 아프리카(CCAFRICA), 유럽

(CCEUROPE), 중남미 및 카리브(CCLA&C), 근동지역(CCNE), 북미 및 남서태평양(CCNA&SWP)

5) 코덱스 규격이 제정되는 절차 8단계의 통일수순과 5단계의 급행수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단계 : 규격제정의 필요성을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 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의 조속한 추인이 필요하다. 규격화가 시급한 경우, 참석자의 2/3이상 찬성으로 급행

수순을 결정한다. 

∙2단계 : 제출된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을 코덱스 사무국에서 편집한다.

∙3단계 : 규격초안을 각국에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4단계 : 코덱스 사무국은 각국의 의렴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 산하기구에 송부하여 규격초안을 

심의한다. 

∙5단계 : 코덱스 위원회에서 규격안(Draft standard)으로 확정한다. 급행수준인 경우 총회에서 심의 후 코덱

스 규격(Standard)으로 확정한다. 

∙6단계 : 규격안을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재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7단계 : 코덱스 사무국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 국제기구에 송부하여 규격안을 심

의한다. 

∙8단계 : 총회에서 심의 후 코덱스 규격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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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스 식품표시 분과위원회는 식품표시에 있어서 건강, 양 정보의 과학적 근거

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코덱스 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Nutrition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와 긴 히 협조하고 

있다.

2. 양표시에 대한 코덱스 지침(guidelines)

현재까지 식품표시 분과위원회는 양표시와 관련하여 세 가지 규정(standards)과 

지침(guidelines)을 개발하 다.

◦포장 식품의 표시를 위한 일반 규정(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 1_1985, revised 1991, 2001) : 포장식품의 표시

에 관한 일반 원칙(허위 기재의 금지 등), 의무 표시 사항, 임의 표시사항을 규정

◦특수용도식품의 표시와 강조표시를 위한 일반 규정(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and Claims for Prepackage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 : 

Codex Stan 146_1985) 

◦ 양표시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 CAC/GL 2_1985, 

revised 1993) : 양 표시의 원칙( 양소의 명기 등), 양 강조 표시의 정의, 양

소를 명기해야 하는 경우( 양 강조 표시를 하는 식품에는 강조), 양소 기준치

(NRV) 등을 규정

‘포장 식품의 표시를 위한 일반 규정‘은 양표시를 특정하게 언급하지는 않으나, 

“포장 식품에는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며, 식품의 성질과 관련

하여 잘못된 인상을 남길 우려가 있는 표시나 표현이 나타나거나 기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근간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다(19).

‘특수용도식품의 표시와 강조표시를 위한 일반 규정’에서는 모든 특수용도식품들

에는 양표시를 제시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식품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을 보다 명확

히 설명하고 있다(20). 양강조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표시를 하는 것은 임

의표시사항이지만, 양표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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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표시는 

- 현명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 식품의 표시를 통해 양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 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고, 

- 식품표시에 부가적인 양정보를 표기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다. 

◦ 양표시 사항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며, 모든 면에서 무의

미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기술해서는 안 된다.

◦ 양강조표시를 하려면 양표시는 필수사항이 된다.

<Box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규정에서 필요로 한다면 각국은 코덱스 지침에

서 벗어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양표시에 대한 지침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3년 3월 양표시에 관한 

31차 코덱스 식품표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며, 당해 년도 6월에 코덱스 위원

회에서 채택되었다(22). 가장 핵심적인 개정 안건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강조표시가 

인정되는 경우, 양표시에 콜레스테롤, 포화, 단일불포화, 다가불포화 지방산을 표기

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국가법이 허용할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에 대해 

강조표시를 할 때 트랜스 지방산을 양표시에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 5장 참

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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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양표시에 대한 코덱스 지침들의 요약

- 양강조표시가 없는 한 양표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 양표시를 할 때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4개 양소, 그리고 강조(claim)가 되는 

해당 양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

- 식이 섬유에 대하여 강조표시를 할 때, 양표시에 식이 섬유의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 탄수화물에 대해 강조표시를 할 때, 4가지 기초 양소는 물론, 당류(sugars)의 양도 함께 

기술해야 한다.

- 지방산에 대하여 강조표시를 할 때, 포화/불포화 지방산의 양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국가법상 바람직한 양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타 양소도 표기할 수 

있다.

- 양소는 100g 당, 100㎖ 당, 혹은 1회 제공분량 당(몇 회 제공분량인지 표기되어 있을 경우)

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비타민과 무기질의 경우 의미 있는 양 이상 존재하거나(대개 1회 분량에 권장량의 5% 이상

을 함유하면 의미 있는 양으로 간주), FAO/WHO에서 권장량이 설정된 것인 경우는 표시

할 수 있다.

 * 자료원: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Rev.1_1993.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CAC/GL 2_1985)

3. 원재료 함량표시에 대한 코덱스 지침

QUID(Quantitative Ingredient Declaration 원재료 함량표시)에 대한 기준은 코덱

스의 포장 식품의 표시를 위한 일반 규정의 ‘성분 목록’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24). 

이 기준은 식품에 대한 설명이나 표시에 강조되어 있는 성분, 혹은 하나 이상의 원재

료가 적게 들어 있음을 특별히 강조한 경우에는, 최종제품에서의 그 원재료의 비율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양표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

면, QUID가 의무화되는 조건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5장에

서 다루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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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강조표시에 대한 코덱스 지침

1979년에 코덱스 위원회는 강조표시에 대한 일반 지침을 개발하 다(26). 여기에

서 어떠한 식품도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설명되거나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 다. 다음과 같은 특정한 강조표시

들은 표시가 제한되었다. 즉,

◦어떤 식품이 모든 필수 양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암시하는 것

◦균형 잡힌 식단이나 일상적인 식품들로써는 모든 양소들의 적정 섭취량을 제공

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

◦실증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코덱스 규정이나 지침, 혹은 국가법 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인 식품이 질병, 질환, 

특정 신체 생리적 상태의 증세 완화, 치료나 완치에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등은 표시가 금지되었다.

제품에 양강조표시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28), 이 결과 1997년에 이 양강조표시 일반 지침들의 사용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

었다(Box3 참조)(27). 양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침은 어떠한 상황에서 양성

분표시, 양소함량 강조표시, 양소비교 강조표시들이 허용되는지를 정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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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양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코덱스 지침의 주요 조항

- 양강조표시는 국가 양정책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지원해야 한다.

- 양강조표시는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과 그 구성성분, 섬유질, 나트륨, 비타

민과 무기질에 대하여 허용된다. 코덱스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양소 참고치(nutrient 

reference values)와 일치될 때만 특정 양소에 대해 ‘적다’, ‘많다’ 혹은 ‘없다’고 강조표시

를 사용할 수 있다.

- 식사 지침(dietary guidelines)이나 건강한 식사(healthy diets)와 관련된 강조표시들은 식사 

지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식품을 ‘건강에 좋다(healthy)’라고 묘사해서는 안되며, 해당 식품 자체가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서도 안 된다.

- 양강조표시를 한 식품에는 양표시 지침에 따른 양표시가 있어야만 한다.

 * 자료원: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Claims, CAC/GL 23_1997.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 양소 참고치: Protein 50g, Vitamin A 800㎍, Vitamin D 5㎍, Vitamin C 60㎎, 

Thiamin 800㎎, Riboflavin5㎎, Niacin 18㎎, Vitamin B6 2㎎, Folic acid 200㎍, 

Vitamin B12 1㎍, Calcium 80㎎, Magnesium 300㎎, Iron 14㎎, Zinc 15㎎, Iodine 

150㎍, Copper & Selenium은 설정 예정

 * 양소함량강조표시 기준치 :

COMPONENT CLAIM   CONDITIONS NOT MORE THAN

Energy
Low 40㎉(170kJ)per 100g(solids) or

20㎉(80kJ)per 100㎖(liquids)

Fat

Low

Free

3g per 100g(solids)

1.5g per 100㎖(liquids)

0.15g per 100g/㎖

Saturated Fat
Low 1.5g per 100g(solids)

0.75g per 100g(liquids) and 10% of energy

Cholesterol

Low 20㎎ per 100g(solids) or 10㎎ per 100㎖(liquids)

10% of energy and less than:

1.5g saturates per 100g(solids) or 0.75g saturates per 

100g(liquids) and 10% of energy

Sugars Free 0.5g per 100g/㎖

Sodium

Low

Very Low

Free

120㎎ per 100g

40㎎ per 100g

5㎎ per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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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코덱스 지침

건강강조표시에 관해 제안된 초안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에 관해서 코덱

스 규정이나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건강강조표시는 원래 양강조표시의 사용에 대

한 지침(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Claims)에 포함되어 있었다. 코덱스 위원회 

위원들은 특정 만성 질환의 이환에 미치는 식생활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식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승인하 다(29). 코덱스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회원들간의 의견 불일치로, 1996년 양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침 초

안을 제정할 때 건강강조표시는 제외되었고( 양소의 기능과 관련된 것은 예외), 초

안의 채택을 검토하기 위해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시켰다(30). 그 후 양강조표시

의 사용에 대한 지침은 코덱스 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논쟁의 중심은 질병과 관련된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것이었다. 질병/치료에 관한 강조표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으나, 질병이나 질병 감소에 대한 언급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양했다. 1997년 식품표시 분과위원회는 각 국가별로 건강강조표

시가 너무나 다양하고, 서로 다른 여러 단체에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에 따라, 건강강조표시 지침의 개발을 계속하기로 하 다(31).

식품표시 분과위원회에서는 6년간의 토론 끝에, 2003년 제31차 회의에서 건강강조

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침 초안을 코덱스 위원회에 상정하 다. 초안 지침들은 양소

기능 강조표시, 기타기능 강조표시, 그리고 Box 4에 수록된 것과 같은 특정 조건 하

에서의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Box 1 참조)의 정의와 허용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러

나 이 초안은 코덱스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재고를 위하여 다시 식품표시 분

과위원회로 보내졌다. 쟁점사항은 건강강조표시 사용 지침을 식품표시뿐만 아니라, 

식품 광고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이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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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

코덱스 규정 지침 초안에서 건강강조표시가 허용될 조건(2003. 3 현재) 

- 건강강조표시는 국가 보건 정책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분야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 건강강조표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위험-감소강조표시들은 적절한 어휘의 사용, 타 위험 요소에 대한 언급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이를 예방강조표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 건강강조표시는 전체적인 식생활의 맥락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건강강조표시는 좋지 못한 식습관을 장려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 강조표시에 나타난 효능은 해당 식품의 적당량 섭취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

- 건강강조표시는 해당 식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소관 관청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으

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제의 틀이 있어야 하며, 특정 강조표시의 사용 자격에 대한 

적합 조건과 부적합 조건이 있어야 한다.

- ‘건강한 식생활’을 언급하는 강조표시 들은 식생활 지침에 위배되어서 안 되며, 해당 식품이 

건강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듯이 ‘건강에 좋은’이라고 설명되어서도 안 된다.

- 건강강조표시가 있는 식품은 양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침에 의거한 양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 자료원: Appendix Ⅳ: Draft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In: 

Report of the Thirty-First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Ottawa, Canada, April 28 - 2 May 2003. Rom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2003:38-39.

 * 2003. 3월 현재 위 초안은 식품표시 및 광고에서의 건강강조표시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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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 관련 국가별 

규정의 개요

1. 양표시

1) 일반적 요건

조사된 74개국의 양표시 규정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표 1)에 제시하 다. 제시

된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사된 국가나 지역 중 대부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양표

시를 요구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지역들에서 양강조표시가 있거

나 해당 식품이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한, 양표시는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코덱

스 위원회의 국가 간 조화를 위한 향을 볼 수 있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의무적인 

양표시를 요구하기도 하며, 또는 이에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는 국가도 많았다. 

양표시와 관련된 규제가 있는 국가/지역의 대부분에서, 이들 규정의 주된 목적은 소

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돕는 것, 그리고 식품 제조업

자들이 보다 건강한 식품을 개발․제조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양표시와 관련해서 국가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4가지 유형의 규제환경으로 구

분될 수 있다.

◦모든 포장 식품에 대한 의무적인 양표시(2004년 현재는 7개국, 2006년까지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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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2010년까지는 11개국이 의무적인 양표시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 양강조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의무인, 자율적인 양표시(이들 대부분의 국가에

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 양표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27개국)

◦특수용도식품(special dietary uses)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양표시(18개국)

◦ 양표시에 대한 규제가 없음(19개국)

양강조표시가 있거나 특수용도식품의 경우에만 양표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

에서는 특정 식품(specific foods)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표시를 요구하기도 한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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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74개국의 카테고리별 양표시 관련 규정 현황비교

의무(시행일)
자율( 양강조표시 
없는 경우)(a)

자율(특수 용도 식품 
제외)(b)

규정 없음

아르헨티나(2006년 8월 예정)

호주(2002년 12월)

브라질(2001년 9월)

캐나다(2003년 1월)

이스라엘(1993년)

말레이시아(2003년 9월, 광범 

위한 식품에 대해)

뉴질랜드(2002년 12월)

파라과이(2006년 8월 예정)

미국(1994년)

우루과이(2006년 8월 예정)

오스트리아(EC)

벨기에(EC)

브루나이

칠레

덴마크(EC)

에콰도르(EC)

핀란드(EC)

프랑스(EC)

독일(EC)

그리스(EC)

헝가리(2001년 에너지에 

대해서만)

인도네시아(c)

이탈리아(EC)

일본

리투아니아(EC)

룩셈부르크(EC)

멕시코

네덜란드(EC)

포르투갈(EC)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EC)

스웨덴(EC)

스위스

태국(d)

국(EC)

베트남(d)

바레인

중국(d)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인도

쿠웨이트(GCC)

한국(e)

모리셔스(Codex)

모로코

나이지리아

오만(GCC)

페루

필리핀

폴란드(f)

카타르(GCC)

사우디아라비아(GCC)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GCC)

베네수엘라

바하마

방 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보츠와나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SAR(g)

요르단

케냐

네팔

네덜란드 앤틸리스 열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EC = 양표시에 관한 유럽 위원회의 규정에 기초한 규정들(Council Directive 90/496/EEC)

GCC = 1995년 9월 양표시에 관한 Gulf Cooperation Council Standard(GS)에 기초한 규정들

Codex = 양표시에 관한 코덱스 지침으로부터 지시를 가져와 발전된 규정들

(a) 양강조표시를 할 때 양표시가 의무조항으로 정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특수용도식품의 경우에도 양표

시가 의무사항이다.

(b) 특정 식품은 다양하지만 당뇨 식품, 저염 식품, 루텐이 없는 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우유 제품과 강화식품

을 포함할 수 있다.

(c)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가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도 적용

(d) 노인과 어린이 같은 특정 그룹을 목표로 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

(e) 빵, 면류와 레토르트 식품이나 양강조표시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해(레토르트: 건조 포장된 소스 혼합물과 

같은 식품, 물과 혼합한 후 섭취함)

(f) 모든 유제품 포함, 모든 유제품은 지방 함량에 대해서 표시되어야 함

(g) 현재 모든 포장된 식품에 대해 양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준비 중이며 그 전에 자율규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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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중국, 홍콩특별자치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ong Kong SAR) 등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새로이 양표시 관련 규정을 개

발 중이고, 지난 5년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

스(Mauritius),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규정을 

개발하 다. 현재 적용중인 규정들을 WHO 지역별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가. WHO 아프리카 지역

◦나이지리아에서 양표시는 특수용도식품에만 의무적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서는 양강조표시가 있는 경우에 의무 사항이다. 

◦모리셔스에서는 1999년 식품 규정(1998 Food Act에 의해 제정됨)에 의해 양표

시가 도입되었다. 특정 양강조표시가 있는 경우 특정 양소들의 양표시가 의

무사항이다(33). 이는 또한, 유아 식품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그리고 무

기질 함량을 100g 단위로 포장된 식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34).

◦보츠와나와 케냐는 코덱스의 양표시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여 양표시 규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나. WHO 아메리카 지역

◦미국에서는 1990년의 ‘ 양표시와 교육 법령(NLEA)’에 의해 모든 포장 식품에 대

하여 양표시가 의무화되었다(1994년부터 적용)(35). 이 법령의 제정 이전에 양

표시의 여부는 자율적인 사항이었다. 이 법령은 “건강한 식습관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식생활과 관련된 질병들과 연관 있는 양소들을 포함해서 “ 양정보

(nutrition facts)” 표시를 모든 포장 식품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FDA에

서 2006년부터 양정보 표시에 트랜스 지방산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

의하 다(그림 1a)(36).

◦캐나다는 2003년 1월, 자율적이었던 종전의 표시 시스템( 양강조표시가 된 경우

에만 표시가 의무적이었던)을 의무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캐나

다 국민이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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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표시 규정에서는 대부분의 포장 식품들에 열량과 13가지 양소 함량을 표기할 

것을 의무화하 다(그림 1b)(37).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규정이 전혀 없는 곳(예를 들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부터 

양표시가 의무화 된 곳(브라질)까지 다양하다. 브라질은 2001년 모든 포장 식품

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그림 1c). MERCOSUR의 요건에 의거하

여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현재 양강조표시가 된 경우 포장식품에 

대해 의무적인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2003년 MERCOSUR에 의해 양표시를 

의무화시키는 법령이 통과되면 2006년부터 4개의 회원국에 걸쳐 양표시가 의무

화 될 예정이다(Box 5). 베네수엘라에서는 특수용도식품에만 양표시가 요구되

는 반면, 칠레에서는 양강조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율적이다. 멕시코는 1999년 

양강조표시를 할 때, 양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설치하 다.

◦카리브해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아직 양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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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a  미주지역 양표시 양식의 예(미국: 의무)

* % DV: percentage daily value

* 자료원: Guidance on How to Understand and Use the Nutrition Facts Panel on Food Labels. Washington 

D.C.,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2003(http://www.cfsan.fda.gov/~dms/foodlab.html; accessed 5 Januar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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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b  미주지역 양표시 양식의 예(캐나다: 의무)

* 자료원: http://www.hc-sc.gc.ca/hpfb-dgpsa/onpp-bppn/labelling-etiquetage/nutrition_fact_labels_tc_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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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c  미주지역 양표시 양식의 예(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포함)(세로양식 A)

<Box 5> 

브라질의 사례 : 반(反)-비만 전략으로서의 양표시 의무화

2001년에 브라질의 보건부는 야심 찬 반(反)-비만 캠페인에 돌입하 다. 한 연구결과에 따

르면 지난 10년 간 모든 사회계층, 연령, 성별 집단에서의 비만도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성인의 40%는 과체중이었으며, 이는 매년 보건부에 15억R$ 이상의 지출을 

초래했다(38). 이 캠페인을 발족시키기 위해, 보건부는 2001년 3월 모든 포장 식품과 음료에 

대하여 양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39, 40). 보건부는 양표시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보에 근거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A.M. de Aquino, personal communication, 2003년 4월)(41). 또한 WHO의 비만에 대한 전문

가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양표시가 비만 문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증거가 미국으로

부터 제시되었다(42). 

이 법령 이전에는 양표시가 자율적인 사항이었다(특수용도식품 제외). 식품제조업자들

이 일부 식품들에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기는 했으나, 절대  ‘부정적인’ 양소에 관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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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도 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자사 제품들에 표시를 하게끔 하기 위해

서 정부가 자율이 아닌, 의무적인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변화를 위한 강제력 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보건부의 ANVISA (Brazilian Sanitary Surveillance Agency/브라질 위생 감시국)의 감독 

하에 만들어진 첫 번째 결의안은 열량(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

테롤, 식이 섬유, 칼슘, 철, 그리고 나트륨의 10가지 양소의 표시를 요구하 는데, 각각의 

양소들은 특정한 이유 때문에 포함되었다(열량, 탄수화물, 단백질은 기본 양소;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은 심장 질환과 관련하여; 칼슘은 골다공증 때문에; 나트륨은 심장순환

계질환(coronary heart disease)과 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리고 철은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

한 미량 양소결핍증인 빈혈 때문에). 미국의 선례에 따라 양소를 1회 제공분량 당 양과 

일일 양 섭취량에 대한 비율(% DV, 하루 2500 ㎉ 식단을 기준으로)을 사용하여 규격화된 

소비자 위주의 양식(consumer friendly-tables, 그림 1c)으로 나타내고자 하 다. 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들의 일반적 섭취량으로 나타낸 “ 양적

으로 적절한” 1회 제공분량이라는 전례 없는 개념이 사용되었다(43).

이러한 규정은 학계와 식품업체를 포함하여 “참여적이고 협동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

다(44). 식품업체들의 초반 저항은 무마되었고, 현재 양표시를 법제화하기 위한 과정이 진

행 중이다. 

그러나 표시는 원래 디자인에서 약간 수정된 형태가 될 것이다. 결의안에 따라 브라질은 

MERCOSUR (제 5장 3절 참조)의 교역국들과 협상에 들어갔고, 이후 2003년 12월에 표시에서 

콜레스테롤, 칼슘과 철을 빼고, 대신 트랜스 지방산 항목을 추가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

켰다. % DV는 그대로 요구되지만, 2,500이 아닌 2,000 ㎉ 기준이다(45).

다. WHO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에서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 양표시가 의무사항이다. 방 라데시, 네팔,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양강조표시가 된 경우에만 양표시가 의무적이며, 태

국의 경우 해당 식품이 노인이나 어린이 등 특수 계층을 위한 것일 때에도 양표

시가 의무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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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WHO 유럽지역

◦1990년에 European Commission은 식품의 양표시에 대한 Council Directive 

90/496/EEC를 통과시켰다(46). 코덱스 지침을 근간으로 한 이 규정에서는 회원국

들이 양강조표시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표시는 임의사항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내부 시장의 원활한 운 을 

돕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함이다. 유럽 전역에 걸쳐 식품제조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제품에 양표시를 

하고 있다. 현재 European Commission은 양표시를 의무화시키는 새로운 규정

을 고려하고 있다. 위원회가 발행한 참고 문서(consultation document)에 의하면 

“식품, 양, 그리고 양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

음을 볼 때... 양강조표시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양표시가 이루

어지지 말아야 할지를 재고할 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47). 

◦이스라엘은 1993년에 이미 포장식품에 대해 의무적인 양표시를 도입했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 하다.

마. WHO 지중해 지역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 협력 위원회)의 회원국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특수용도식품에 대하여 

양표시를 의무화하는 위원회의 규정(GS 9/1995)을 따르고 있다. 

바. WHO 서태평양 지역

◦호주와 뉴질랜드는 2003년 1월, 종전의 자율시행이었던 양표시를 의무화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 다(그림 2a)(48).

◦말레이시아는 보다 철저한 표시 의무화 규정을 2003년 9월에 시행하 다(Box 6 참

고).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는 양강조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의 양표시는 자율이다.

◦싱가포르는 보다 철저한 표시를 독려하고자 1998년에 표시 의무화의 가능성을 남

겨둔 채, 자율적인 표시 제도를 도입하 다(그림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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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양표시를 요구하며, 현재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중

이다.

◦필리핀은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양표시를 요구하며, 현재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중이다.

◦홍콩 특별자치구는 따로 규정이 없으나, 2003년에 정부는 자율적인 시스템을 거쳐 

의무적인 표시 제도를 도입할 의사를 밝혔다(49). 제안된 계획에 의하면, 양표시

에 9가지 기본 양소와 강조표시가 된 양소를 포함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건강

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한편 식품제조업자들이 보다 건강에 좋고 

양이 풍부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과 함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양표시를 규제하려는 필요성을 근거로 한 이 제안은, 의무 표시제도의 도입을 2단

계의 과정으로 하고자 한다(50). 법령의 제정은 2005년에 이루어지고, 2년 간의 유

예기간이 주어질 계획이다. “제1단계”에 이어서 3년 간 자발적인 표시 시스템을 구

축하고, “제 2단계”의 의무 표시제도가 빠르면 201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표시제

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된 국민 토론은 2004년 1월에 완결되었다.

◦우리나라는 양강조표시가 된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하여 양표시를 요구

하며, 2003년에 빵, 국수, 그리고 레토르트 식품에 한하여 양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 다6)(51).

(표 2)에는 코덱스 주요국들의 양표시 의무대상품목을 비교하여 제시하 다.

6) 식품 및 양표시 관련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로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고시 제95-67호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2003년 5월 23일

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7호로 개정된 내용 중 [별지 1호]의 내용 중에 양표시 대상품목의 범위

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는(1) 특수 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2) 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3) 

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4) 과자류 

중 식빵 및 빵(5) 면류 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면류 및 개량숙면류(6) 레토르트 식품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양표시 품목의 범위를(1) 특수 양식품(2) 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3) 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

는 식품(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4) 과자류 중 빵 또는 떡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5) 면류(7) 음료류 중 과실․채소류음료 및 두유류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공고 

2004-64호)이 입안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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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a  서태평양지역 양표시 양식의 예(호주 및 뉴질랜드: 의무)

그림 2b  서태평양지역 양표시 양식의 예(싱가포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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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

말레이시아의 광범위한 식품에 대한 양표시 의무화

양표시 규정은 1985년 Food Regulation (식품 규정)에 의해 말레이시아에 처음 소개되었

다. 유아용조제분유(formula), 아동을 위한 가공식품, 특수용도식품, 그리고 강화식품에 대해

서는 양표시가 의무사항이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주로 수입된 여러 식품들에 양표시가 된 경우가 많았고, 일정한 형식은 없었다. 오류도 빈번

했다. 어떤 표시들은 소수의 양소만을 표기한 반면, 15가지 양소를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표시단위중량도 양소를 100g/100㎖ 당 함유량으로 표기한 경우부터 1회 분량 당이나 일일 

권장 섭취량(daily value)에 기초하여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52). 게다가 양표시에 대한 특별

한 대책의 부재로 인해 거짓 강조표시까지 난무하게 되었다(53).

양표시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보건부의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식

품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며, 식품제조업자들이 보다 건강에 좋은 식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보건부는 2000년, 부분적으로 코덱스의 권

고에 기초한 새로운 규정들을 제안하 다(54, 55).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강조표시가 된 식품, 그리고 추가로 “광범위의 다양한(wide variety)”한 식품(조리된 곡

물식품, 다양한 빵 종류; 가당 연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유와 유제품, 케이크와 페스트리 등과 

같은 가루 제품류; 고기, 생선, 야채, 과일, 일부 과일 주스 등의 통조림; 샐러드 드레싱과 

마요네즈; 각종 청량음료)에 대하여 4가지 기본 양소(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청량음료와 사탕류에 대하여 해당 제품 g당 총 당류 양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지방산에 대한 강조표시가 이루어질 경우 단일 불포화, 다중 불포화, 불포화,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강조표시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들은 식이 섬유, 지방산, 콜레스테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Codex Nutrient Reference Value (코덱스 양소 참고치) 표에 나타나 있고, 1회 제공분량 

당 해당 참고치의 5%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에 대해 제조업자

가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양소의 수량적 표기는 100g/100㎖ 당, 혹은 제품이 1회 제공분량일 경우 제공분량 당 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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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덱스가 정하는 양소 참고치에 대한 비율로 양소를 표기한다(코덱스 참고치는 국제적

으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 권장 섭취량(recommended daily intake)을 사용하지 않았

다).

보건부는 제안된 규정들이 “코덱스 규정의 지침들을 근접하게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

다(56). 실제로, 양강조표시가 된 식품에 코덱스가 권고하는 4가지 양소에 대해 양표시

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업계에 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콜레스테롤이나 식이 섬유 등

의 양소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57). 그러나 코덱스와 차이를 보이는 여러 

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는 보건부에 의하면 “자국의 상황과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하

고 있다(58). 현재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식사에 흔히 등장하면서, “부정적인” 양성분이 들

어있는 다양한 식품들에 대하여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 식품

들은 “식품 섭취의 빈도, 소비량, 그리고 해당 식품의 사회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59). 사탕류와 음료에 당류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 사항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새로운 규정들은 2000년도에 완성이 되었고, 업계는 이를 2003년 9월 이전에 수용하고 따

라야만 했다(60). 식품제조업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건부는 특히 중소기업을 겨냥

한 세미나들을 개최하 다(61). 보건부는 또한 “표시를 읽자(read the label)” 교육 캠페인을 

발족시켰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자들은 새로운 규정들을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지 

않으며, 이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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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

업계의 순응과 협조를 독려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자발적 계획

새로운 양표시 규정들은 건강증진위원회(Health Promotion Board)의 Nutrition 

Programme의 일환으로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것은 싱가포르인들로 하여금 “정보에 

근거하여 식품을 선택하고,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계획” 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제조업자들

이 보다 건강에 좋은 대체품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이 주된 목적이었다(63, 64).

싱가포르에서 양표시는 양강조표시가 되어있거나 특수식단용 식품일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자율적인 사항이다(65). 그리하여, 강제적인 규정을 통해 양표시를 하도록 이끌어내기

보다는 업계에 넓은 범위의 일반 식품들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규격화된 

표시 형식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택했다. 건강증진위원회가 제안한 인센티브 한 가지는 제

품의 양성분 함량을 무료로 분석해주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인센티브는 '보다 건강한 선

택' 마크(healthier choice symbol)를 개발한 것이다. 회사들은 지방, 포화지방,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동급의 식품보다 적은 식품에 대하여 이 마크를 표시하고 이것을 마케팅 도구로 이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다 건강한 선택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표시를 의무화함으

로써 자연스럽게 양표시 제도를 채택하도록 유도하 다.

건강증진위원회는 양표시를 함에 있어 ' 양정보 란‘(그림 2b 참조)의 사용을 의무화하

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하여 가능한 한 ’ 양정보 란‘이 소비자에게 친근하도록 하

다(66).

- ‘건강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는 열량, 단백질, 총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식이 섬유소 및 나트륨의 8가지 양소를 표기하는 것.

- 소비자들이 제공분량 당 양소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양소 함량의 표기를 “1회 제공

분량 당”으로 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100g/100㎖ 당” 양

소 량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 

현재까지(2003년 12월) 1,071개의 제품에 ‘ 양정보 란’이 있으며, 이 중 60%는 보다 건강한 

선택 마크를 부착하고 있다(D. Lai, personal communication, 2004년 2월). 이는 2003년 6월 

현재 952개 제품에 양표시가 되어 있던 것보다 증가된 것이다. 자율적 표시법의 효과와 지

역적 필요성, 그리고 코덱스의 향보에 따라 의무적인 표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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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부 국가별 양표시 의무대상품목 규정의 비교

코덱스 미국 캐나다 호주

∙ 양강조표시 된 식품은 

필수, 그 외는 임의규정

∙특수용도식품-해당규정준

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식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식

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

식품

∙면제식품***을 제외한 포

장된 식품

∙Infant formula등-해당규

정준수

∙그 외는 임의규정

한국 일본 유럽연합 

∙특수 양식품 

∙ 양강조표시제품

∙과자류 중 식빵 및 빵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 양강조표시 된 식품

은 필수, 그 외는 임의

규정 

∙특수용도식품-해당규정준

수

∙ 양강조표시 된 식품은 

필수, 그 외는 임의규정 

∙식품첨가물, 음용

* 미국의 양표시 면제규정 : ①소규모로 제조된 식품 ②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가정으로 배달되어 바로 

먹는 식품 ③즉석조리식품, 제과류, 사탕류 등 ④인스턴트커피(plain, 무가당), 대부분의 향신료 등과 같이 특별

한 양소 없는 식품 ⑤조제분유와 4세 미만 유아용 식품, 보충용 식품, 의료용 식품 → 규정 별도 ⑥소매되

기 전 가공이나 포장을 위해 큰 단위로 수송되는 식품 ⑦생식품이나 해산물 ⑧단일성분 생선이나 식육류, 소비

자 가공생선이나 식육류 ⑨상자단위 계란 ⑩소매판매용이 아니란 문구가 있고 겉면에 필요한 모든 문구가 있

는 경우 ⑪self service bulk food : 양표시를 겉면 혹은 본 용기에 잘 보이도록 ⑫증정용 식품

**캐나다의 양표시 면제규정 : ①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음료 ②신선한 과일과 채소 ③ 육류 및 가금류의 

생재료가 단일품목으로 이용되어 판매되는 경우. 단, 갈은 고기 제외 ④생선이나 어패류의 생재료가 단일품목

으로 이용되어 판매되는 경우 ⑤Nutrition Facts table에 표시하도록 한 13가지 양소의 함유량이 극히 적은 

경우 ⑥원재료나 pre-mix제품으로부터 음식이 조리되거나 가공된 소매점에서만 판매되는 경우(단, pre-mix

에 물만 붓는 경우나, 본사에서 준비되어 소매점에서 굽기만 하는 빵류 제품은 제외) ⑦즉석에서 소비하는 식

품으로 개별 포장된 경우 ⑧레스토랑 등에서만 제공되는 양념류나 버터 ⑨당 제품들(포장면적이 너무 적은 

것들) ⑩한입크기 제품들 ⑪리필형태의 컵으로 판매되는 우유나 크림제품 ⑫길거리 음식들 등

***호주의 양표시 면제규정 : ①증정용 식품, 알코올음료(standard code 2.7) ②허브, 향신료 등, 식초 및 관련 

품목(standard code 2.10.1) ③소금 및 관련 품목(standard code 2.10.2) ④차 및 커피류(standard code 1.1.2) 

⑤첨가물(standard code 1.3.1) ⑥가공보조제(processing aids)(standard code 1.3.3) ⑦과일, 채소, 육류, 가금류, 

생선 등 단일 구성물로 이루어진 식품 ⑧소포장 제품 ⑨젤라틴(standard code 1.1.2) ⑩물(미네랄워터, 샘물 

등)(standard code 2.6.2) ⑪조리된 롤, 샌드위치, 베이  및 유사품목 ⑫jam setting compound ⑬알코올음료 

⑭생산에 사용되는 kit(standard code 2.7)

2) 양표시 형식

양표시의 형식은 그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이해

되고, 비교될 수 있는지에 향을 미친다. 양표시 규정에서는 디자인과 관련된 사



제4장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 관련 국가별 규정의 개요  49

항과 함께 어떠한 양소들이 어떻게 양적으로 표시되는지를 정하고 있다. 코덱스는 

무역국간의 일관성을 장려하 으나, 서로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 양소 목록

현재 코덱스 지침에서는 양표시에 열량, 지방,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을 표기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이 섬유에 대한 강조표시를 할 경우에는 양표시에 식이 

섬유를 꼭 표시하고, 탄수화물에 대한 강조표시를 할 경우에는 당류(sugars)의 함량

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덱스 지침들은 “국가 법제상 좋은 

양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관련된 어떠한 다른 양소를 표기해도 무방하다”고 국

가별 적용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다(68).

양소 목록에 있어서 국가별로 큰 폭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앞서 보인 그림들과

(표 3)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규정들은 적게는 4가지에서 많게는 비타민을 제

외하고도 10가지 양소의 표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표시가 의무화

된 곳에서는 보통 나트륨과 당류가 의무표시 항목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다. 때로는 

식이 섬유와 콜레스테롤을 의무표시 항목으로 정하는 곳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트랜

스 지방을 표기해야 하며, 미국에서도 2006년부터는 이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양강조표시가 된 경우에만 양표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강조표시를 하려는 양

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므로 양소 목록이 양강조표시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별로 표시 가능한 양소 종류는(표 4)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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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부 국가별 의무표시 양소목록 규정의 비교

코덱스* 한국
ꠊ 미국 유럽연합**

∙열량

∙이용 가능한 탄수화물(식

이섬유소를 제외한 탄수화

물)

∙단백질

∙지방

∙ 양 강조표시 된 양소

∙국내법에서 요구한 양소

----------

(제8단계 진행중, 2003년)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 트

랜스지방, 나트륨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 양 강조 표시된 양

소

∙열량 

∙지방유래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2006년부터)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탄수화물 

∙섬유소 

∙당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

(1군)       (2군)

∙열량 ∙열량

∙단백질 ∙단백질

∙탄수화물∙탄수화물

∙지방 ∙지방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산

∙나트륨

캐나다 호주 일본***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탄수화물 

∙섬유소 

∙당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

∙열량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

∙총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

(제 1欄)

∙에너지(칼로리)

∙지방, 불포화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식염, 나트륨

∙비타민 

∙칼슘 등 무기질(철, 칼륨, 

인 등)

(제 2欄)

∙에너지(칼로리)

∙지질

∙당질 

∙단백질

∙식염

*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산 혹은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할 경우,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과 나트

륨의 함량을 모두 표기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음(제 8단계 계류 중, 2003년)

ꠊ 한국의 경우 지정된 양소 이외에는 양표시란 내에 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치 않음

**당류, 포화지방산, 섬유소, 혹은 나트륨에 관해 양 강조표시 할 경우, 2군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란의 어떤 양소를 표시하는 경우, 반드시 제2란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료원: 양표시제 평가 및 선진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양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식품의약

품안전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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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부 국가별 표시가능 양소목록의 비교

코덱스 한국 미국 유럽연합

∙탄수화물의 종류

∙식이섬유소

∙지방산의 종류

∙비타민과 무기질

  - 권장량이 설정된 것, 

또한

  - 의미 있는 양이 함유된 

것

∙당류

∙지방산류

∙아미노산류

∙식이섬유소

∙콜레스테롤

∙비타민

  - A, D, E, C, B1, B2, 나이

아신, B6, 엽산

∙무기질

  - 칼슘, 인, 철, 아연

∙의무표시 양소 외에

는 nutrition facts 란 내

에 표기 불가

∙전분

∙복합당

∙단순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다음 비타민과 무기질 중 

의미 있는 양이 함유된 경

우 

  - A, D, E, C, B1, B2, 나이

아신, B6, 엽산, B12, 비오

틴, 판토텐산

  - 칼슘, 인, 철, 마그네슘, 

아연, 요오드

* 자료원: 양표시제 평가 및 선진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양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식품의

약품안전청, 2001

나. 참고단위(reference unit)

(그림 1∼ 그림 3)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참고단위에 대한 각 양소의 상대

적 양이 양소 목록 옆에 제시되어 있다. 참고단위의 사용은 소비자들이 양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규격화된 형식은 식품간의 비교나 대조

를 쉽게 하며, 식품의 1회 제공분량이 양소 필요량에 비해 얼마나 공급해주는지를 

알게 할 수 있다.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 방법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 

◦100g/100㎖ 당 : 이 단위는 제품 간 직접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양표

시에 양소 함량을 표시하는 기준으로 코덱스에서 권장하고 있다.

◦1회분량(serving) 당 : 이 단위는 소비자들이 적당한 1회분량에서 얻을 수 있는 특

정 량의 양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쓰인다. 

◦일일 권장량(recommended daily amount) 당: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1회

분량 당 양소 함량과 특정 양소의 목표섭취량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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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목적인 단위이다. 각 국은 일일 기준치(daily value)에 대한 비율, 일일 

권장 섭취량에 대한 비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치를 사용하는 경향이다. 코덱

스 지침에서는 국제 통용의 참고기준으로 개발된 “ 양 참고치 백분율(% nutrition 

reference value)”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회원국들과 이스라엘 국가들은 “100g/100㎖ 당 

비율” 참고단위를 적용하고 있다(1회분량 당은 자율적으로 추기). 일본이나 말레이시

아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식품이 단일 포장이 아닐 경우 양소의 “100g/100㎖ 당 비

율”표기가 요구된다. “100g/100㎖ 비율” 참고단위를 쓰지 않는 국가 중 미국은 “1회

분량 당 비율”과 “일일기준치(daily value)"의 표기를 모두 필요로 하며, 캐나다, 브라

질 등도 “1회분량 당 비율”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100g/100㎖ 비율”과 “1회분량 당 비

율”의 표기를 모두 요구한다. 일부 국가들의 양표시 종류별로 표시사항의 예 및 적

용되는 참고단위의 기준을(표 5)에 비교하여 제시하 다.

표 5  일부 국가들의 양성분․ 양소함량․건강강조표시 시 참고단위 규정

표시구분 표시사항의 예
적용되는 기준 

미국 캐나다 코덱스 한국

양성분표시 OO △△㎎ 1회분량당 1회분량당

100g당, 100㎖당, 

1포장당 또는 1

회분량당 표시

100g당, 100㎖당, 

1포장당 또는 1

회분량당 표시

양소함량

강조표시

고OO, 저OO, OO

함유, OO풍부 

참고량 및 1회

분량당 OO가  

△△㎎이상

참고량 및 1회

분량당 OO가 

△△㎎이상

100g(100㎖) 또는 

100㎉당 OO가 

△△㎎이상 

100g(100㎖) 또는 

100㎉당 OO가 

△△㎎이상 

건강강조표시
OO은 ◇◇의 

위험을 감소

참고량 및 1회

분량당 OO가 

△△㎎이상

참고량당 및 

1회분량당 -* -

*건강강조표시 허용 안됨.

*자료원: 양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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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재료 함량표시

검토된 모든 국가들에서 식품제조업자들은 표시에 원재료명을 수록해야 하며, 고

대부분의 경우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

는 원재료의 일부를 백분율로 나타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강요되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특징적(characterizing) 성분(특징적 원재료나 성분이란 식품명

으로 사용되거나,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식품명과 연관을 짓게 되는 것이나, 식품의 

표시에 , 그림, 도표 등으로 강조가 되어 있거나, 또는 외형이나 이름 때문에 타

제품과의 구분이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어 식품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구분할 수 있

게 해주는 성분이나 재료를 지칭)의 함량 표시가 의무사항이다(69).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코덱스 지침을 그대로 준수하여, 중요한 원재료

성분이 표시되어 있거나, 제품에 어느 한 원재료 성분이 적은 양 포함되었다는 표

시를 하려면 원재료 함량표시(QUID)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70, 71).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2000/12/EC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제품명

으로 원재료명이 사용되거나, 제품명과 관련이 있는 원재료성분, 그리고 , 그림, 

도표 등으로 강조된 원재료에 대하여 원재료함량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72).

◦과테말라는 표시에 각 원재료성분의 백분율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73).

◦태국은 모든 포장 식품에 대하여 원재료 함량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75).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성분의 이름은 물론, 그 외 최소한 4가지의 주

요 성분을 중량 백분율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74). 

◦태국에서는 모든 포장식품에 대해 원재료 함량표시가 의무사항이다.

일부 국가들의 원재료 함량표시에 관한 규정을(표 6)에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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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부 국가들의 원재료성분의 정의와 원재료 표시대상 목록

구 분 한 국 코덱스 미 국 일 본

원재료 

(ingre-

dient)

의 정의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

를 제외한 식품의 제조, 가

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을 포함한

다)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

어있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을 포함하여, 

식품의 제조 또는 조제

에 쓰인 물질로서 변형

된 형태일지라도 최종 

제품 내에 존재하는 물

질을 말한다.

반드시 

표기해

야 하는 

원재료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원료

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하

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

라 표시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

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

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 난류(가금류에 한한

다), 우유, 메 , 땅콩, 대

두, , 고등어, 게, 돼지고

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

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

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원

료로 사용하 을 경우에

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면제되지 않는 모든 원

재료

∙첨가된 물도 원재료 목

록에 표시해야 한다.

∙면제되지 않는 모

든 원재료

∙JAS법 : 사용한 모

든 원재료 표시 의

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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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국 코덱스 미 국 일 본

표시가 

면제되는 

원재료

∙인위적으로 가

한 정제수

∙제조과정 중에 증발되는 

물 혹은 휘발성 원재료

∙기술적 기능을 얻는데 

요구되는 양보다 적게 

이행된 식품첨가물과 가

공 보조제는 원재료 목

록에 쓸 필요 없다.

∙캐리 오버된 첨가물은 최종제품에

서 기술적 또는 기능적 효과를 갖

지 않으면 표시할 필요 없다.

∙식품의 원재료에 첨가되나 최종식

품에서 어떠한 기능도 가지지 않

는 물질

∙가공과정 중 식품에 첨가되나 포

장 전 제거되는 물질(가공보조제)

∙가공과정 중 식품에 첨가되나 식

품 중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성분

으로 전환되는 물질

∙기술상 또는 기능상 목적으로 식

품에 첨가되었으나 제품 중 무의

미한 양으로 존재하며 가공 후 어

떠한 기술상 또는 기능상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물질

∙가공설비 또는 포장재로부터 식품

으로 전이된 물질

표시란의 

제목
 규정 없음  원재료  원재료  원재료명

사용명칭

규정 없음(통상

적으로 식품첨가

물 공전상의 명

칭을 쓰고 있음)

일반 혹은 통상명칭으로 

한다. 단, 분류명이 마련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분

류명 사용가능

향신료, 색소, 양념을 제외한 모든 원

재료는 집합명칭이나 일반명칭이 아

닌 구체적인 명칭으로 표시

복합원 

재료의 

표기방법

규정 없음 ∙복합원재료명 다음 괄호

로 각 원재료 명칭을 비

율의 내림차순으로 표기

∙복합원재료의 명칭이 

Codex규격이나 국내법

에 정해진 것으로, 그 제

품의 5％ 미만에 해당될 

경우에는 각 원재료는 

쓸 필요 없음. 다만, 최

종제품에서 기술적 기능

을 가진 식품첨가물은 

본 면제규정에서 제외됨 

복합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 속에 각 

원재료명을 표기하거나 복합 원재료

명을 쓰지 않고 각 원재료의 명칭을 

쓸 수 있다.

*자료원: 식품 등 표시기준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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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강조표시

1) 건강강조표시 규정

다른 보고서들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국은 건강강조표시의 규정에 대해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76). 조사된 74개국 중 가장 많

은 경우(35개국)는 구체적으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들이 없었으며, 근소한 차

이로 30개국에서는 강조표시에 있어서 질병에 관한 그 어떤 언급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들 국가 중 일부는 질병에 대한 식품의 완치, 치료, 예방 기능을 

언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지 않았음). 소수의 국가(7개국)들은 특정 질병위험감소강

조표시들을 허용하거나 제품별 건강강조표시를 허용(3개국)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가

지고 있는 반면, 보다 많은 수의 국가(23개국)들은 양기능강조표시나 그 외 기타 

기능강조표시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괄은(표 7)에 나타내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WHO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표에서는 건강강조표시 관련 규정의 존재나 기타 관련 정보

를 확보할 수 있던 국가/지역의 정보만을 다루었다는 점을 유념해야하며, 특히 아프

리카 지역처럼 이러한 정보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었다.

가. WHO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에서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거나 금지되는 것으

로 추측된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라는 예외적으로 건강강조표시 규정이 존재하는

데, 식품이 의약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한, 특수용도식품에 예방/완치와 관련된 

강조표시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77).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1972)의 

수정안으로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 초안을 준비중이다. 2002년 8월 의견수렴

을 위해 배포된 초안의 내용 중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78):

◦ 양소기능 강조표시는 허용되며;

◦사전 승인 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고도기능강조표시는 허용되고;

◦13가지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가 허용되며, 이 강조표시들은 전체적인 식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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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health(건강)”나 “healthy(건강한, 건강에 좋은)”등과 같이 식품이 건강을 가져다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낱말이나 상징 마크들의 사용이 금지되며,  “wholesome(건

강한, 유익한)”이나 “nutritious( 양가 높은)” 등을 식품명이나 식품의 설명에 사

용하는 것이 일체 금지되고 있다.

표 7  74개 국가 및 지역의 카테고리별 건강강조표시 규정 비교

질병에 대해 언급한 
강조표시가 명확하게 

금지됨

지정된 질병의 위해 
감소 강조표시는 

허용됨

양소의 기능과 다른 
기능의 강조표시는 

허용됨

제품의 특정한 건강 
강조표시를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제

건강 강조표시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음

호주(a)
오스트리아(b)
벨기에(c,h,q)
브루나이
코스타리카(c,p)
덴마크
에콰도르(c)
핀란드(d)
프랑스(h)
독일(e)
그리스
온두라스(c)
이스라엘(a)
이탈리아
일본(f)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네덜란드(c,h,q)
뉴질랜드(a)
나이지리아(c,p)
포르투갈
한국
싱가포르(c)
스페인(h)
스위스
태국
국(h,n)
베트남(e,k)

브라질
캐나다(g)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웨덴(h)
미국

브라질
캐나다(g)
중국
벨기에(h)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h)
독일
그리스
인도(i)
이탈리아
일본(f)
말레이시아
폴란드(j)
네덜란드(h)
한국
스페인(h)
싱가포르
스웨덴(h)
국(h,n)
미국
베트남(k)

일본(f)
네덜란드(h)
스웨덴(h)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레인
방 라데시
바베이도스(a)
벨리즈
버뮤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보츠와나
도미니카 공화국
칠레
크로아티아(l)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홍콩, SAR(o)
헝가리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모리셔스(m)
멕시코
네팔
네덜란드 앤틸리스 열도
오만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규정을 현재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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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에 의해 사전승인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식품의 예방/완치/치료적 성격과 관련된 건강강조표시만 금지되어 있음

⒟ 3가지 허용 가능한 건강기능강조표시에서는 질병의 위해 요인 감소 언급이 허용됨

⒠ 식이요법용 식품 제외

⒡ 질병초기 단계의 호전을 언급하는 건강기능강조표시는 허용됨

⒢ 제품의 특정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정책을 현재 개발 중임

⒣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자체규제시스템의 형태가 있음

⒤ 암시적인 양강조표시 및 건강강조표시는 허용되나 거짓 강조표시가 되어있는 모든 식품은 금지됨

⒥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암시적 강조표시는 진실 되어야 함

⒧ 건강강조표시가 규제되지는 않으나 바람직한 것이 아님

⒨ 식품에 대한 모든 거짓 강조표시는 금지됨

⒩ 자체규제기구가 질병과 관련된 강조표시를 인정했지만, 식품제품에 대한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 양성분 기능 강조표시에 대한 규제를 현재 개발 중임

⒫ 질병과 관련된 건강강조표시를 하는 식품은 의약품으로 관리됨

⒬ 자체규제코드는 질병 위해 감소에 대한 언급을 허용하려 하지만 아직 어느 강조표시도 인정된 바 없음

나. WHO 아메리카 지역

◦미국에서는 1994년 이래로 건강강조표시가 허용되고 있다. 강조표시는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1990, 1994년부터 시행)에 의해 개정된  Food, Drug 

and Cosmetic Act (1938)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바람직한 식생활을 장려하고 허

위 강조표시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제화된 이 규정들은 당

초 7가지 일반강조표시(generic claims)들을 허용하는 동시에, 질병의 예방/완치에 

효능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시들을 금지시켰다. 현재 15가지 강조표시들이 허용되

었으며, 그 외에 여러 개가 검토되고 있다(표 8, Box 17 참고)(79, 80). 

◦캐나다에서는 Food and Drugs Act의 개정을 통해 건강강조표시가 합법화되었다. 

이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5가지 일반 강조표시들이 허용되고 있다. 강조

표시들은 특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표 8), 이중 4 가지는 질병 위험 감소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충치와 관련된 것이다(81). 강조표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오해의 여지가 없고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 국가 보건 정

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해당 식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치할 

수 있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표시의 지침이 되는 원칙들이다

(82). 강조표시는 2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식품들

이 강조표시를 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것은 규정에 의해 명시된다. 제품별 건강

강조표시에 대한 정책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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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규정이 잘 정립된 곳은 브

라질이다. 1999년에 통과된 규정들은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코덱스 초안 지

침(그 당시 개발 중이었던)과 미국의 법률, 그리고 네덜란드의 과학적 실증에 대한 

실천규범(code of practice)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브라질의 법제는 강조표시들

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될 것과 제품 표시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품의 효험의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그리고 보건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86, 87, 88).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온두라스에서는 해당 식품이나 그것의 양적 성질이 질병

을 예방, 치료, 완치할 수 있다고 암시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강조표시가 금

지되어 있다.

◦그 외 검토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건강강조표시 관련 규정이 금지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화된 규정이 없는 까닭에, 전 지역에 걸쳐 수백 가지 

식품에 대하여 건강강조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은 질병위험감소와 

관련된 것들이 아닌, 주로 기능적 효과에 관한 것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89). 

여기에서는 이러한 강조표시들에 대한 과학적 입증 절차가 없다.

◦카리브해의 어떠한 국가에서도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구체적 관리 규정이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바베이도스(Barbados)에서는 허위 강조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개발 중이다(K. Mullin, Personal communication, 2003년 6월).

다. WHO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에서는 암시적인 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90),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1954)에 의하여 허위 강조표시를 한 모든 식

품들은 “낙인이 찍혀” 금지되고 있다(91). 

◦인도네시아는 10개의 건강강조표시들을 허용하고 있다(표 8). 해당 식품이 좋은 건

강(good health)을 보장한다는 강조표시는 할 수 없으며,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강

조는 반드시 제품의 구성과 정상적인 일일 섭취량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암시

적인 강조표시들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들에게 양 정보를 

제공한다는 개념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92). 식품표시에 대한 규정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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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의 Consumer Protection Act (소비자 보호법)에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강조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에서는 양함량강조표시와 양비교강조표시가 허용되고 있다. 양소기능 

강조표시는 태국의 일일 권장 섭취량에 수록된 양소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용어

(wording)는 태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조표시가 된 식품은 식생활에 

있어서 해당 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이어야 한다. 질병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제품별 강조표시(product-specific claims)는 금지되어 있다. 질병이나 건

강상태를 언급하는 강조표시는 일체 금지되고 있다(93).

라. WHO 유럽 지역

◦이스라엘의 현행법은 식품에의 건강강조표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건강강조표

시의 오용으로 인해, 미국의 규정을 따라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이 개

정되고 있다(94). 식품제조업자가 건강강조표시를 하려면 그 내용을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기능강조표시”들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 강조

표시는 보건부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음”이라는 문구를 기록해야  한다(D. Nitzan 

Kaluski, personal communication, 2003년 8월).

◦European Commission의 법제는 유럽연합국들에게 매우 일반적인 지침만 제공하

고 있다. 즉, Directive 2000/13/EC는 식품의 표시, 제시(presentation), 그리고 광고

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의약적 강조표시(질병 예방/완치/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강조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이 일반적인 원칙들을 넘어서 유

럽연합의 회원국들이 택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다르다. 용어의 정

의나 강조표시의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들 그리고 강조표시의 세부사항들 사이에

는 회원국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95). 또 건강강조표시의 적용에 관해서도 법적으

로 상당히 불확실한 점들이 존재한다. 특히, “질병 예방/완치”의 뜻이 여러 가지 다

른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전부는 아니지만) 회원국들은 

European Commission 법제의 이념에 따라 해당 조항(Directive 2000/13/EC)을 근

거로 건강강조표시에서의 질병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금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강조표시들은 대부분 기능강조표시들이다(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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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혹은 전 유럽에 통용되는 규정이 없음으로 7개국(벨기에, 핀란드, 프랑

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국)은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자가 규제 법령을 개

발하 거나,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Box8 참고)(98). 

◦유럽 국가들간의 각기 다른 규제상황으로 인해, 유럽 연합 전체에 대한 법제를 도

입하고자 하는 여러 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99). European Commission은 현

존하는 각 국 규정의 차이가 “소비자와 공중보건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

하는 데에 장벽이 되고, 식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내수 시장의 정상적인 운 에 걸

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최근 Regulation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2003년 7월 16일, 식품의 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를 채택하 다(Box9 참고)(100). 이 규정은 아직 European Parliament

와 European Council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서 현재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

는 실정이며, 최종 채택이 되기 전에 일부 조항의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일단 채

택되고 나면 이 규정에 명시된 법령은 EU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이 된다.

마. WHO 동 지중해 지역

이 지역에서는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들을 확인하지 못했다.

바. WHO 서태평양 지역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건강강조표시는 금지되고 있으나, 이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의 개발이 많이 진전된 상태이다(Box 10 참조).

◦일본은 건강강조표시 규정을 개발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이다. 1991년에 “특정

보건용식품(Foods for special health uses, FOSHU)이라 정의된 특정 식품들에 대

하여 “기타 기능” 강조표시와 함께 건강강조표시가 합법화되었다(108). 사실상 제

품별 건강강조표시인 이들 강조표시를 허용한 목적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한 식품의 제조를 촉진시키기 위함이었다(109).  FOSHU 식품들은 기능성 식

품과 유사하게, 장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혈당을 내

리는 것, 무기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것, 충치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혈액의 중성 

지방 수치 상승을 방지하는 것과 등과 같은 특정한 건강 용도로 만들어진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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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5년 3월 7일7)(110). FOSHU에 대한 강조표시 외에, 13가지 기본적인 양

소기능 강조표시들을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8). 양함량강조표시와 양

비교강조표시도 허용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은 코덱스 지침과는 상이하다

(111).

◦중국에서는 “보건식품(health food)”이라 불리는 특별한 식품들에 대하여 건강강조

표시가 허용된다. “보건식품”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섭취되며, 신체기능

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특별한 양적 

기능을 가진 식품들이다9). 암, 수명 연장, 질병 예방/완치, 정력 회복에 대한 강조

7) 일본의 보건기능식품 중 ‘특정보건용식품’은 후생성이 허가하는 식품(개별허가형)으로 2003년 10월 현재 398개 

식품이 허용되어 있으며, 허용된 소재는 다음과 같다.

․장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식품 : 올리고당 함유식품, 유산균 함유식품, 식이섬유 함유식품 등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 콩단백질, 키토산, 식물성스테롤에스테르 등 함유식품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장의 상태가 염려되는 사람을 위한 식품 : 저분자알긴산나트륨, 차전차피 유래 식이섬유 

등 함유식품

․혈압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 두충잎배당체 등 함유식품

․무기질의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 : CCM, CPP 등 함유식품

․무기질의 흡수 및 장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식품 : 프락토올리고당 함유식품

․뼈의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을 위한 식품 : 대두 이소플라본, 프락토올리고당 등 함유식품

․충치의 원인이 되지 않는 식품 : 충치균 양원이 되기 어려운 기능성분(팔라티노우즈 등), 충치균 증식을 억제

하는 기능성분(차 폴리페놀 등)을 함유하는 식품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식품 : 치아석회화를 촉진하는 기능성분(CPP 등) 혹은 충치원의 양원이 되지 

않는 기능성분(자일리톨 등)을 함유하는 식품 

․혈당이 염려되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식품 : 난소화성덱스트린, 구아바잎 폴리페놀, 알부민 등 함유식품

․혈중 중성지방, 체지방이 염려되는 사람들을 위한 식품 : 디아실 리세롤, 로빈단백분해물, EPA, DHA 등 

함유식품

․혈중 중성지방, 체지방이 염려되는 사람 또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 디아실 리세롤, 식물성 

스테롤 등 함유식품

8) 일본의 보건기능식품 중 ‘ 양기능식품’은 고령화․불규칙한 식생활 등에 의해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양성분의 보급․보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규격기준형) 다음의 양성분을 일정량 포함하는 식품을 의

미한다 : 비타민(A, D, E, B1, B2, B6, B12, C), 나이아신, 엽산(바이오틴), 판토텐산, 칼슘, 철 등 13가지 양소. 

이런 식품들은 ‘비타민D는 장관으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고 뼈의 형성을 도와주는 양소입니다’ 혹은 ‘칼슘은 

뼈나 이의 형성에 필요한 양소입니다’ 와 같은 양소기능 강조표현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본 제품은 다량 섭취

하여도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본 제품은 특정보건용식품과 다르고 후생노동

성에 의한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환기표시가 필요하다.

9) 중국에서 ‘보건식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①필요한 동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제품이 명확하면

서도 안정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②모든 원료와 최종 제품은 식품의 건강에 관한 조건

을 충족시켜야 하며, ③성분배합표시나 사용된 성분들이 함량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기능상의 성분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건강기능과 관련된 주요 원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

다는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④표시 및 광고, 사용설명에 나타난 정보에 의료상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는 없다. 현재 24개 항목의 보건식품군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항목은 면역조절기능, 노화방지, 기억

력 향상, 성장 및 발달촉진, 피로방지, 비만완화, 산소결핍방어제, 항방사선, 항돌연변이성, 항암성, 혈중지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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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112).

◦홍콩 특별자치지구에서는 광고에서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질병 

예방/완치 강조표시의 금지 조항 이외에는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러나 코덱스 지침에 따라 양소기능 강조표시관련 규정 초안이 개발되었다(113).

◦필리핀에서는 건강강조표시 규정을 아직 개발 중이며, 현재 칼슘과 골다공증 감소 

및 식이 지방과 암 위험 감소에 대한 2 가지의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가 허용되어 

있다(표 8). 관련 규정에서 질병 예방/완치 강조표시와  긍정적인 양 또는 건강효

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식이 특성에 대한 강조표시들은 금지되어 있다(114).

◦싱가포르에서는 특정한 양소기능 강조표시들이 사항별로 허용되고 있다(115). 

규정 상 질병의 예방/완치 강조표시는 금지되어 있으며, 의약적 성격의 조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의 강조표시는 금지되어 있다. 현재 질병 및 특정한 상태

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강조표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2년 이내에 법

제화 될 가능성이 크다(116). 

◦말레이시아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건강강조표시는 금지되어 있으나, 

2002년에 도입된 규정에 의해 양소함량 강조표시, 양소비교 강조표시 및 양

소 기능강조표시가 허용되어(117), 현재 11가지의 양소기능 강조표시가 허용되

어 있다(표 8)(118).

◦한국에서는 건강강조표시가 2003년에 처음 허용되었으나,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한

정된 것이고, 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는 아직까지 금지되어있다(N.-S. Kwak, 

personal communication, 2003년 6월).

절, 성기능향상, 혈당조절, 소화기능향상, 수면개선, 양성 빈혈개선, 간장보호, 수유촉진, 미용개선, 시력 향

상, 납제거촉진, 인후열제거․습유, 혈압조절, 고 도향상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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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부 7개 국가들에서 허용되는 특정 건강강조표시들

미 국(15) 인 도 네 시 아(10)

∙칼슘과 골다공증의 위험 감소 ∙칼슘과 골다공증

∙식이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과 관상심장질환 위험 ∙식이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과 관상심장질환

∙나트륨과 고혈압 ∙나트륨과 고혈압

∙섬유질을 포함한 곡류 제품, 채소, 과일과 암 ∙과일 및 채소와 소화기 암

∙섬유질, 특히 수용성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과일, 채소, 그리고 곡류 제품과 관상심장질환의 

위험

∙섬유질, 특히 수용성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과일, 채소, 그리고 곡류 제품과 관상심장질환의 

위험

∙과일 및 채소와 암 ∙과일 및 채소와 소화기 암

∙콩(대두) 단백질과 심장질환 ∙콩(대두) 단백질과 심장질환 위험

∙식물성 스테롤, 식물성 스테롤 에스테르와 관상

심장질환의 위험

∙엽산과 신경관 결함 ∙엽산과 신경관 결함

∙식이성 당 알코올과 충치 ∙당 알코올은 충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통 귀리나 차전자피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수

용성 식이 섬유와 관상심장질환

∙식이성 지방과 암의 위험 감소 ∙식이 지방과 암

∙전곡 식품과 심장질환 및 특정 암의 위험†

∙칼륨과 고혈압 및 뇌졸증의 위험‡

∙견과류와 심장질환의 위험‡

 †authorized by the authoritative statement　 

standard under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
authorized as a qualified health claim　

 * 자료원: A Food Labeling  Guide--Appendix C 

Food Labeling CFR References: Health Claims. 

Washington D.C.,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2000

Summary of Qualified Health Claims Permitted.  

.Washington D.C.,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2003 

* 자료원: Tee E-S. Nutrition labelling and claims: 

concerns and challenges from the Asia Pacific 

region.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02, 11(S6):S215-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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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나  다(5)
a

     국(6)

“칼륨 함량이 높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품들을 

포함하는 건강한 식생활은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 요소인 고혈압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적당한 칼슘과 비타민 D를 포함한 건강한 식생

활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뼈를 강하게 하며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낮은 건강한 식생활은 

심장병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은 몇 종류의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충치를 만들지 않는다.” 또는 “치아의 부식을 촉

진하지 않는다”. 혹은 “충치를 촉진하지 않는

다” 혹은 “비충치성(특정 껌, 알사탕이나 구취 

제거제에만 적용됨)

 a) 주: 강조표시의 문구를 정확히 따라야 함.

 * 자료원: Food And Drugs Act(Canada). 

Regulations Amending the Food and Drug 

Regulations(Nutrition Labelling, Nutrient Content 

Claims and Health Claims).(P.C. 2002-2200 12 

December, 2002).(Ottawa, Health Canada, 2003)

(http://canadagazette.gc.ca/partII/2003/20030101/ht

ml/sor11-e.html; accessed 3 March 2004)

∙포화지방과 혈 중 콜레스테롤

∙전곡 제품과 심장 건강

∙과일 및 채소와 위암 * 

∙과일과 폐암 *

∙채소와 결장암 *

∙콩 단백질(대두 단백)과 혈 중 콜레스테롤

  * 이 강조표시는 EU의 의약품 강조표시 금지로 

인해 현재 식품표시와 광고에 사용되지 못함. 

 * 자료원: Claims considered.  Leatherhead,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 

2003(www.jhci.org.uk/apprclaim.htm;accessed 5 

January 2004)

필  리  핀(2)

∙칼슘과 골다공증

∙식이 지방과 암

 * 자료원: Tee E-S. Nutrition labelling and claims: 

concerns and challenges from the Asia Pacific 

region.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02, 11(S6):S215_ 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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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웨   덴(9)(2 단계의 일반강조표시) 말 레 이 시 아 (11)( 양소기능강조표시만)b)

∙비만 에너지

∙혈 중 콜레스테롤 수치 - 포화지방산과 몇 종류

의 식이 섬유

∙혈압 - 염분(소금)

∙동맥경화증 - 혈 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에 

향을 끼치는 요소들, 그리고 오메가3지방산

∙변비 - 식이 섬유

∙골다공증 - 칼슘

∙충치 - 쉽게 발효되는 탄수화물

∙철 결핍증 - 철

∙(관상)심장질환 - 전곡

 

 * 자료원: Generic health claims. Lund, Swedish 

Nutrition Foundation, 2003

(http://www.snf.ideon.se/snf/en/rh/Generic_claims. 

htm;accessed 16 April 2004)

∙칼슘은 튼튼한 뼈와 치아의 발달을 돕는다

∙단백질은 인체의 조직을 형성하고 수선하는 것

을 돕는다

∙철은 적혈구 형성의 요소이다

∙비타민 D는 인체가 칼슘과 인을 활용하는 것을 

돕는다. 

∙비타민 B1/티아민은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

∙비타민 B2/리보플라빈은 단백질, 지방 및 탄수

화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 필요하다

∙나이아신은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로부터 에

너지를 얻어내기 위해 필요하다

∙엽산은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B12/시아노코발라민은 적혈구의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

∙비타민 C는 고기 이외 급원의 철분 흡수를 향상

시킨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와 보존을 촉진시킨다 

  * 자료원: Malaysia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2003.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03(http://www.fas.usda.gov/itp/ofsts/fairs_by_;  

accessed date 5 January 2004).

  
b)
 건강강조표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양소 기능 강조표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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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8>

유럽연합에서의 건강강조표시 자가 규제

유럽 연합 전체에 통용되거나, 혹은 국가적 차원의 건강강조표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유럽

의 각 국은 자가 규제의 틀을 개발하 다. 이러한 자가 규제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해 낸 

곳은, “잘 설정된 식생활-건강 관련성(well-established diet-health relationships)”에 근거하여 

2단계에 걸쳐 8가지 일반 강조표시를 허용했던 스웨덴이었다(101). 최근에는 도정하지 않은 

곡물과 심장(관상) 질환에 관련된 아홉 번째 강조표시가 허용되었다(표 8 참조)(102). 이 강조

표시들 중 3개는 질병(동맥경화, 골다공증, 그리고 심장병)과 관련된 것이다. 2001년 이래로, 

그 제품의 구성상 양적으로 적절한 식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식품에 대하여 제품별 

건강강조표시가 허용되고 있다. Code of Practice, Rules for Health Claims in the Labelling 

and Marketing of Food Products(1990 제정, 1997년과 2001년 개정)는 농민, 그리고 식품 무

역과 소매 단체들의 연대에 의해 시행되었다. Swedish Nutrition Foundation(스웨덴 양재

단)이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에서는 건강강조표시 공동연대(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가 6가지 일반강조표시

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 으며, 이중 3가지는 현행법 하에서 식품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다(표 8 참조).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 Code of Practice(2000)는 강조표시가 대중의 건

강을 증진시키고,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의 목

표에는 식품업계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 국 내에서, 나아가 유럽을 거쳐 국제적으로 일관

된 건강강조표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103). 이 규약은 업계와 소비자들의 협

동의 산물이며, 식품업계, 소비자 보호 단체, 집행 기구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 Council에 의해 관찰/감시되고 있다(104).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에

서는 강조표시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이 없는 경우, 강조표시들이 법을 어기거나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강조표시나 제품별 강조표시는 하기 전에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로부터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언을 구하는 과정은 자발적인 사

항이며,  강조표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 한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를 통하지 않

고도 건강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도 식품이나 음료 제품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표시가 가능한 자가 규제 

규약(code of practice)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 소비자 단체, 그리고 정부와의 협동을 

통하여 Netherlands Nutrition Center(네덜란드 양센터, 정부 자금으로 운 되는 기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식품과 음료 제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에 명시된 건강상 이점을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는 이 규약은 1998년 시행되었다(105). 이 규약은 제품별 강조표시만 다루며, 

의무 사항이 아니다(106). 이 목적은 식품제조업자들에게 “건강강조표시에서 언급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범 유럽적 차원의 자가 규제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Confederation of Food and Drink Industries(CIAA 식음료 사업 

동맹)는 1999년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사용 규약(code of practice)을 개발하 다. 15개 

회원국의 대표들이 지원하는 CIAA 규약은 건강강조표시의 실증과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

칙들을 제시함으로서 건강강조표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 기관에서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 

향을 미치게 된다(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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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9>

European Commission에서 채택된 식품의 양 및 건강강조표시 규정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의 개발은 식품안전에 대한 백서의 출판과 함께 2000년

도에 시작되었다. 그 백서에서 위원회는 양 및 기능강조표시를 규제할 법령을 도입하는 것

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에는 양 및 기능강조표시에 관한 토론집(A Discussion Paper 

on Nutrition and Functional Claims)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종류의 강조표시들에 대하여 총 

90편의 검토의견이 수렴되었다. 이 의견들에서 일부 회원국 및 수많은 소비자 단체와 산업체

들은 토론집에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염려를 표명하 으며, 범 유

럽 연합적 차원에서 건강강조표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함을 요청하 다. 이에 대응하여 

European Commission은 유럽 의회와 식품의 양 및 건강강조표시 위원회 규정 초안(Draft 

Proposal for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을 준비하 다. 현재 European Commission이 제안한 이 초안은 건강

강조표시 규정에 대해 범 유럽 차원에서의 조화를 장려하고 있다. 회원국간에는 이 규정에서 

언급되어 있는 강조표시들만이 허용될 것이며, 현재 언급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양강조표시의 구체적인 목록과 사용 조건 

-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와 기타 강조표시들에 대해 European Commission에 신청하는 양식. 

여기서 채택된 것들은 허용된 강조표시 목록에 오른다.

규정에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 건강강조표시에 대해서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유럽 식품안전당국)가 가능한 최

고의 과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검토를 해야하고

- 양 및 건강강조표시가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 양표시가 의무화되며

- 일반 소비자들이 강조표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에서 다음의 항목들은 금지되고 있는데,

- 질병 예방/완치 강조표시

- 행태나 심리적인 측면의 기능에 유익하다는 강조표시

- 전체적으로 좋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모호하고, 일반적이며, 특징적이지 않은 강조표시

- 체중감량을 언급하는 강조표시

- 알코올 음료에 대한 강조표시

- “Percent fat-free" 강조표시

- 특정 양적 구성(profiles)을 가진 식품들에 대한 강조표시이다.

이 규정은 유럽의회와 위원회에 의해 아직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 

유럽의회와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 수용을 위해 현재 1차 검토(first reading)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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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0>

호주와 뉴질랜드에서의 건강강조표시 규정 개발

효과적인 건강강조표시 규정을 개발하는 것은 길고 복잡한 과정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서

로 다른 의견과 요구를 가지고 있고, 과학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구체적 

사항들이 뒤얽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상황에도 잘 나타나있다. 건강강조

표시는 현재 금지되어 있으나, 이미 10년 전부터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119). 1993년 Joint Australia New Zealand Food Authority (ANZFA, 이후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로 개명)는 기능성 식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건강

강조표시의 금지와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을 명확히 어기지는 않았지만, 소

비자들을 오도하고 제조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암시적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이 증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다. 이러한 측면의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당국은 

보다 명확한 규정을 필요로 하 다.

1996년 시안의 출판과 그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이어 건강강조표시의 규제가 추진

되었다. 이듬해에 건강과 이에 관련된 강조표시에 대한 예비평가가 공개되었고, 1998년에는 

제안된 건강강조표시 관리 체제를 시험하기 위한 시범사업(pilot)도 실시되었다. “엽산과 신

경관 장애” 강조표시가 일부 식품에 허용되었고, 시행구조가 평가되었다. 시범사업(pilot)을 

통해 업계의 실천규약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안된 규정 체제의 과정 조정

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120). 이후 2001년에 정보의 제공, 공정거래의 장려, 국제적 

기준과의 일관성, 그리고 보건 증진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규정들이 제안되었다

(121). 이 제안은 규정관리의 서로 다른 조건 하에 “고도기능강조표시(기타기능강조표시)”와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를 허용하고, 알코올 음료와 특정한 양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식

품들에 대한 강조표시는 금지시켰다(122). 다양한 정책 옵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찬반 논쟁들

이 제시되었다.

Australia and New Zealand Food Regulation Ministerial Council이 ANZFA의 권고를 받

아들이기 전의 복잡한 상황에서, 2002년에는 식품 규제 시스템의 운 과 관리 절차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건강강조표시 정책원칙의 개발 책임이 FSANZ로부터 새로 설

립된 Food Regulation Standing Committee로 이관되는 결과를 낳았다(M. Lawrence, 

personal communication, 2004년 1월). 이어, 건강강조표시 규정의 범위와 방향을 규정할 완

전히 새로운 정책과정의 기존 제안 대체가 결정되었다(P. Liehne, personal communication, 

2003년 10월). Australia and New Zealand Food Regulation Ministerial Council은 2003년에 

업계의 자가 규제를 대신하여 사전 승인 법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포함하여, 건강강조표

시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공개하 다. 주요 소비자 단체들과 공공보건/ 양 단체들의 그룹인 

Coalition for a Healthy Australian Food Supply는 정부에 최대한 권한과 규제력을 위임하자

는 옵션을 지지한 반면, 식품업계는 보다 확대된 자가규제와 자가통제를 옹호했다. 열띤 논쟁

을 거쳐, 2003년 12월에 Australia and New Zealand Food Regulation Ministerial Council은 

정부 권한 확대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정책 지침은 “식품업계의 혁신과 상거래를 허용하

면서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함”(123)을 지향하며, 규제 시스템은 과학적으로 실증된 어떤 

범주 내의 건강강조표시들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명하고 있다. 이 정책 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건강강조표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과정이 2004년에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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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에 나타나는 건강강조표시의 규제

전 세계적으로 광고관련 법들은 보통 광고가 정직하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는데, 이는 광고에 대한 자가 규제 시행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124). 현재 광고에는 거짓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을 전

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몇몇 국가들은 광고에 건강강조표시를 사용하는 것

을 제한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을 시행하고 있다. 규정들은 다음 2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나타난다. 1) 식품표시 상의 건강강조표시 규정을 광고에도 확대 적용

하는 경우와 2) 광고, 혹은 건강에 대한 기존의 규정에 광고용 건강강조표시를 위한 

특정 문구(조항)를 삽입하는 경우이다.

세계적인 광고관련 규정의 검토 결과(125), 식품광고에서의 건강강조표시 사용 관

련 하나 이상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23개국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광고에서의 건강강조표시 사용 관련 규정이 있는 국가 및 지역

식품표시에 적용한 건강강조표시를  
광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광고 규정이 일부형태의 건강강조표시를 수용하는 국가 및 지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이스라엘(아직 실행되지 않음)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국

브라질(자가규제)

캐나다(자가규제)

중국(법)

덴마크(법)

프랑스(자가규제와 건강법)

인도(법)

아일랜드(자가규제)

이탈리아(자가규제)

일본(자가규제)

홍콩 자치구(광고법과 건강법)

말레이시아(법)

나이지리아(법)

루마니아(법)

싱가포르(자가규제)

남아프리카공화국(자가규제)

태국(법)

국(법과 자가규제)

미국(법)

조항들은 법령이나 자가 규정의 형태로 “건강강조표시”를 구체적으로, 혹은 암시

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광고관련 규정에서 이러한 언급 19건이 발견되었으며, 건강법

에서는 3건이 발견되었다. 그 규정들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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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식품을 의약품과 관련시켜서는 안 되며, 식품이 질병을 예방, 완치, 치료할 수 

있다고 암시해서도 안 된다. 이 조항은 브라질, 중국, 프랑스, 홍콩특별자치지구, 아

일랜드, 이탈리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 등 9개국의 광고 규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광고법(Advertisement Law, 1995)에서는 “그 

어떠한 의학 용어나 단어도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도록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126), 아일랜드의 자가 규제 Code of Advertising Standards에서는 

“건강 제품”들의 광고에서는 어떤 증세, 장애나 질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시사하거

나 강조하는 단어나 문구, 그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127), 홍

콩 특별자치지구의 Generic Code of Practice on Television Advertising 

Standards(2001)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 식이 효과를 암시하는 강조표시들은 

조심해서 다루어야한다”, “상식적으로 전문적인 의학적 대처나 조언이 요구되는 

건강상태에 대한 치료나 효과 등의 강조표시는 용인되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28).

◦식품 광고는 거짓되거나 과장된, 혹은 혼란을 야기하는 말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매우 보편적인 조항은 프랑스, 인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 4개국에서 사용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광고에 대한 자가 규제 규약은 “과장되거나 거짓인 

내용을 담고 있는 주장을 사용한 광고는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129).

◦식품 광고에 사용되는 건강강조표시들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거나 실증되어야 한

다. 이 조항은 프랑스, 홍콩 특별자치지구, 아일랜드, 루마니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단백질 강조표시”에 대하여)의 5개 국가 및 지역에서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서 최근 시행된 광고법(2003년 1월)에서는 “ 양(예를 들어 비타

민 C의 효과)이나 건강(예를 들어 “건강한 소화 기능 촉진”)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단언(확언)은 오직 과학적 사실에만 기초할 것이며, 해당 식품의 양/건강 효과에 

대한 거짓된 인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30).

◦건강강조표시가 있는 식품에 대한 광고는 해당 식품이 좋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라

고 암시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프랑스와 나이지리아의 2개국에서 발견되었다. 

나이지리아의 Code of Advertising Practice는 건강강조표시라는 제목 아래 “그 어

떠한 광고도 대중에게 소비자의 건강이나 웰빙이 전적으로 해당 제품의 사용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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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있다고 암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단 하나의 조항이 있다(131).

◦건강강조표시를 하는 광고들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 승

인은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사전 승인은 자가 

규제 조직인 Advertising Standards Canada에 의해 관리되며, 광고가 어떠한 식으

로든 건강강조표시를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132). 태국에서는 

식약청이 사전 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광고가 제품의 효과나 효험, 혹은 제

품에 대한 장담 등을 언급할 경우에 요구된다(133).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 중 8곳은 이 규정들을 광고에도 적용

하고 있다(표 9 참조). 예를 들어, 브라질의 법은 “어떠한 매체를 통한 광고라도 식품

이나 식품성분에 대한 기능강조표시나 건강강조표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해당 식

품의 표지에 표기될 수 있도록 승인된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4). European Commission에서 발의된 Regulation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는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의 새로운 규정(현

재 초안 상태)들과 마찬가지로, 표시 관련 규정을 광고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시킬 것

이다. 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코덱스 지침의 가장 최근의 초안 

또한 광고에 적용시킬 예정이었으나, 이 이슈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하여 이 초안이 

코덱스 위원회에 의해 기각되었다.

광고에서 건강강조표시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새롭고 특별히 포괄적인 접근이 

Self-Regulatory Guidelines on Health Claims in France (Box 11)에 잘 설명되어 

있다.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프랑스의 광고 기준 당국인 Bureau de 

Vérification de la Publicité에 의해 개발된 건강강조표시를 위한 자가 규제 규약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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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1>

프랑스 Bureau de Vérification de la Publicité'의 건강강조표시 자가 규제 지침(2002년 11

월) 발췌
a

◦명백해야 함

광고는 제품을 의약의 역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제품에 

인간의 질병을 예방, 치료, 완치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그려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에 근거해야 함

ꋻ원칙

광고는  해당 제품의 성질에 대하여 거짓이거나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강조표시나 암시, 묘사들을 피해야 한다.

ꋻ근거

- 건강증진 효과 관련 강조표시들은, 모든 광고 행위 이전에 증명되어야 한다.

- 모든 건강강조표시들은 적절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실증되어야 한다.

- 강조표시들은 이러한 근거의 성격과 범위에 부합되어야 한다.

- 과학적 근거란, 현재 전문가적인 상례에 따라 수행된 연구의 데이터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ꋻ일부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 식품: 유럽연합의 Confederation of the Food and Drink Industries에 의해 “건강강조표

시의 사용에 대한 실무규약”이 개발되었다.

ꋻ추천

- 의료, 혹은 준 의료, 또는 과학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한 사람 이상에 의한 추천은, 이러한 

추천이 단순히 해당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다는 전제 하에, 제품의 성분에 적용될 수 있다.

- 이러한 메시지들은 제품을 약제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추천은 허용되지 않는다.

◦목적성

- 광고는 대상 상품의 인체에 대한 효과를 과장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나타

내서는 안 된다.

- 광고는 대상 관중을 놀라게 하거나, 비이성적인, 혹은 근거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우려가 있는 문구나 시각적 제시를 피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쓰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암시해서는 안 된다.

- 건강 효과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효과는 상당해야 하고, 정상적인 사용 환

경에서 측정된 것이어야 하며, 강조표시를 보장할 만큼 충분히 유의적이어야 한다.

- 제품의 광고에 있어서 해당 효과가 다른 제품과의 연합 효과이거나 여러 가지 생활양식

이나 원칙을 지킬 때 얻어지는 경우에는, 강조표시가 이루어진 제품만으로 특정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도록 오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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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 광고에서 다른 제품은 좋은 건강을 촉진할 수 없다고 암시함으로써 다른 제품을 비방하

거나 깎아 내려서는 안 된다.

- 광고에서, 실제로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특성이 유일무이하다는 식으로 믿게끔 하는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

- 광고는 그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라도 과도한 사용이나 소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자료원: Recommandation Allégations Santé Paris, Bureau de Véification de la Publicité 

2002.(http://www.bvp.org/documents/deonto/Allegations_sante/mn_alimentati

on.htm; accessed 5 January 2004)

a
불어 내용을 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공식적인 번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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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의 개발, 시행 

및 효과와 관련된 이슈

1. 양표시

이 장에서는 여러 나라의 양표시에 대한 규정들을 검토하 다. 의무적 표시와 

자율적 표시의 비용과 효과, 양표시 규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식품 종류, 양표시

에 실제로 표기되어야 하는 정보, 그리고 식품의 선택과 식생활에 미치는 양표시의 

향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 다.

1) 자율 양표시와 의무 양표시의 비용 편익 분석

표시를 요구하는 국가들 중 가장 큰 비율이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단 

특수한 식사가 요구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양강조표시가 된 경우나, 양표시가 

새로운 마케팅 기술을 확증하는데 사용된 경우는 예외이다. 양정보를 모든 포장 식

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다른 접근이며, 주로 공공 보건에 대한 염려

에 의해 동기화 된다.

양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찬반 논쟁들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홍콩 특별자치지구에서 있었던 의무적 양표시 계획안에 대한 공개 논의

에서 양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의무적인 표시가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할 것이라



76  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규정의 국가별 비교

는 견해를 피력한 반면(135), 소매상들은 의무적인 표시 제도가 홍콩에 제품을 수출

하는 해외 제조사들의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 다(136). 표시를 

의무화하는 데에 드는 비용 부담에 관련된 우려도 있었다(137).

현재 의무적인 표시를 요구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로부터 얻어지는 건강상의 효과

와 상대적인 금전적 소요비용이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한 부분이 되었다.(Box 12)의 

내용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어도 3개국의 규정 개발 과정에서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

어졌으며, 이는 실제로 표시 의무화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표시의 의무화는 

양 정보가 구매를 결정함에 끼치는 향을 증대시키며, 식품제조업자들로 하여금 

보다 건강에 좋은 식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에 근거한, 의무화를 지지하는 논

쟁도 이루어졌다(Box 15 참조).

<Box 12>

의무 양표시 규정의 비용 편익 분석

- 미국 FDA는 표시 의무화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 는데, 이 결과는 Nutrition 

Labeling Education Act ( 양표시교육법)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양표시 의무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관리비용과 양성분 분

석 비용, 인쇄비용과 재고조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15억 달러라는 추계가 나왔다. 편익에 대

해서는, 20년 안에 암 35,179건, 관상심장질환 4,024건, 그리고 조기 사망 12,902건을 감소시

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러한 건강 상태 변화의 가치는 42억 달러로 계산되었다(죽

음에 대한 위험 감소의 대가로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할 돈은 36억 달러로 예상되었으며, 

감소될 의료비용은 6억 달러로 계산되었다.)(138).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심장질환과 암의 

발생률 감소로 4만~120만 년의 수명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하 다(139).

- 호주와 뉴질랜드는 의무적인 양표시 규정을 개발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하

다. 그 분석은 표시 의무화 시행을 1년 미룰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예측한 것이었다(140). 

분석 결과는 표시 의무화의 시행이 1년 미루어질 때마다 320~460명의 생명을 잃게 되고, 이

에 따라 보건 시스템에 부담되는 비용은 4,700~6,700만 달러로 예상되며, 삶의 질이 3억4천1

백만~4억8천6배만 달러의 가치만큼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 다.  

- 캐나다의 보건부는 양표시가 20년 간 일부 암과 당뇨병, 관상심장질환, 뇌졸중을 치료하

는 비용은 물론, 생산성 저하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인 비

용을 53억 달러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 다. 관상심장질환의 경우, 연간 직접비용으

로 70억 달러, 간접비용으로 170억 달러가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양표시로 인해 조금이라

도 이 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양표시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부는 양표시 의무화로 인해 식품산업체 쪽에 발생하는 3억불의 비용(첫 해에 

4억7천6백만 달러, 둘째 해에 3억5천7백만 달러, 셋째 해에 2억6천3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현저한 비용절감이 있으리라는 결론을 내렸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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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표시 규정이 적용되는 식품 종류

서로 다른 식품에 대하여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규정들이 적용된다. 대부

분의 국가들에서 규제는 주로 포장 식품에 제한되어 있다.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 양표시에 대한 코덱스 지침)은 모든 식품에 적용된다. 

European Commission의 규정들은 포장 식품과 음식점, 병원, 매점에 공급되는 식료

품에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면제규정으로 정해진 품목 이외의 모든 포장 식품에 양

표시가 의무적인 사항이며, 등심, 안심 등 주요 부위의 육류와 닭 가슴살, 다리 날개 

등을 부위별로 절단하여 생으로 판매하는 경우 혹은 다지거나 갈아서 판매하는 모든 

육류와 가금류에도 지방, 열량, 콜레스테롤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 다. 그 외 날고

기, 해산물, 농산물에 대한 표시는 자율적이다(Box 13).

몇몇 국가들은 자국의 식단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종류의 식품들에 대해서

만 표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자국의 규정에서 보다 넓

은 범위의 흔히 섭취하는 식품을 포함하도록 확대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빵 및 

빵류, 일부 면류, 그리고 레토르트 식품에 대해서 양표시가 의무사항이며, 중국과 

태국, 베트남에서는 어린이 같은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 양 옹호자(advocate)들은 보다 많은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

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행 양표시 규정에서는 즉석에서 준비되

는 인스턴트식품들에 대해서는 양표시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 양표시 지

지자들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식비 지출의 46%가 집 밖에서, 건강한 식품의 선택을 

도울 표시가 전혀 없는 조리식품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음식점

에서의 양표시를 강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42, 143). 여러 연구 결과에서 외

식과 고 열량 섭취, 그리고 과다한 체중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 다(144).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포스터나 포장에 

양표시를 확대하고자 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의 움직임도 있다. 캐나다에서 현

재 캐나다 의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Private Members Bill (非각료 의원법안)은 

날고기, 가금류, 해산물, 그리고 음식점 메뉴에 대하여 양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

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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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3>

미국의 과일, 채소, 생선류에 대한 자율적 양정보 프로그램

- 미국은 이미 1973년부터 임의 양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일차 

농축산물과 생선에 대해서는 양표시를 하지 않았다. 1990년에 제정된 양표시 및 교육법

에서는 제조공장에서 가공되고 포장된 것들이 표시 의무 대상이었고, 이런 제품들은 기업에

서 제품의 생산을 관리할 기회가 있고 양소 함량에 대한 화학분석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었다. 그러나 일차 농축산물과 생선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가공만을 한 것이며 또 

생산자, 재배자, 유통업자로부터 직접 소매점으로 운반된다. 또한 양표시와 관련하여 더

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차 산물은 물에 젖어 있거나 때로는 깨끗하지 않으며 포장 없

이 유통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일차 농산물과 생선의 경우, 양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분

명하지 않고 식품에 양표시 정보를 부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 특별히 고려되어

야 한다. 

-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에서는 여러 가지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와 같은 식품의 양적 특성을 알기 위하여 양정

보의 표시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일차 산물을 가공품과 비교할 경우 또 다른 생식

품(예를 들면 새우와 조개의 양소함량 비교)간의 비교를 위해 양소함량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 따라서 양표시 및 교육법에서는 일차 산물에 대한 양정보의 필요성을 해결하고 정보 

제공의 책임이 있는 집단을 위하여 특별 조항을 마련하 다. 즉 신선 과일, 채소 및 생선에 

대한 임의 양표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 고,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섭취

되는 신선 과일과 채소, 생선 종류를 각 20가지씩 파악하고 이런 식품의 임의 양표시를 

위해 식품 소매상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며, 식품 소매업자의 지침서 준수여부와 관련하

여 “상당한 수준의 준수”를 하도록 정의하 다.

-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미국 FDA는 미국인이 가장 빈번하게 섭취하는 신선 과일, 채소, 

생선 각 20종을 제시하고, 식품 각각의 표지에 양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판매점에 포스터

나 리플렛을 비치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의 양적 가치를 알리도록 하 다.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2년마다 조사하여 전국 참여율이 60% 이하일 경우 이런 일

차농수산물도 양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 다. 

- CFR 101.44 미국에서 가장 자주 소비되는 생과일, 채소 및 생선 20종 

(a) 가장 자주 소비되는 20가지 생과일; 바나나, 사과, 수박, 오렌지, cantaloupe (멜론의 일

종), 포도, 자몽, 딸기, 복숭아, 배, 승도복숭아(nectarine), 감토 멜론(honeydew melon), 

서양 오얏(plum), 아보카도, 레몬, 파인애플, 귤, sweet cherry, 키위,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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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장 자주 소비되는 20가지 생채소; 감자, 양상추(iceberg lettuce), 토마토, 양파, 당근, 

샐러리, 단 옥수수(sweet corn), 브로콜리, 녹색 양배추(green cabbage), 오이, bell 

pepper, 콜리플라워, leaf lettuce (잎양상추), 고구마, 버섯, 녹색 양파, 완두, 무, 여름호박

(summer squash), 아스파라거스

(c) 가장 자주 소비되는 20가지 생선; 새우, 대구, 대서양산 대구(pollack), 메기(catfish), 가리

비(scallop), 대서양산 연어, 넙치, 혀가자미(sole), 굴, orange roughy, 대서양/태평양산 

고등어, 바다농어, rockfish (곤돌매기, 쏨뱅이 같은 육붕어), 유럽산 명태(whiting), 대합

조개, 북대서양산 대구(haddock), 푸른 게, 무지개 송어, 큰 넙치, 바다가재 

다. 양표시에 포함되는 정보

각 국의 양표시에 대한 접근 방식의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표시에 어떠한 양

소들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의 선택에 대한 차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몇 년간, 

양표시가 있을 경우 거기에 나타나는 양소의 종류, 트랜스 지방산의 표시, 그리

고 성분 목록에 성분 양의 백분율 표기를 포함시키는 것(원재료 함량표시, QUID)의 

3가지 이슈가 특히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식품 표시에 대한 

코덱스 위원회에서 열렸던 토론으로부터 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양강조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표기되는 양소들 : 

양강조표시를 인정하는 수단으로써, 코덱스에서는 강조표시가 이루어진 양소

를 열량, 단백질, 가용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표시에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러한 접근 방법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덱스와 여러 국가들의 지

침이 식품제조업자들이 해당 식품에 대한 충분한 양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핵심 

양소에 대한 강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떤 식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

을 환기시키지 않고 “저지방”임을 강조표시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우려를 반 하여, 1997년 식품표시에 대한 코덱스 위원회의 미국 대표단은 양강조

표시가 이루어질 경우, “ 양소 목록”을 확대시킬 것을 제안하 다(146). 제안된 개

정안은 양강조표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양소 및 4가지 기초 양소(열량, 탄

수화물, 단백질, 지방)와 함께, 당, 식이 섬유, 포화지방산, 그리고 나트륨을 함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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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명시하 다(이 개정안은 이후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시키기 위해 수정되었

다)(147). 그러나 2003년에 이 개정안은 코덱스 식품표시 분과위원회에 의해 기각되

었다. 일부 대표단들은 공공보건의 역을 확대하는 데에 찬성하 으나, 몇몇 대표단

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 다(148).

◦여러 나라에서 양표시는 아직 비교적 새로운 사안이며, 추가적인 양소의 표시

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증대시킬 수 있다.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추가 양소/성분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과학

적 데이터는 아직 수집 단계이며, 따라서 아직 이 추가 양소들의 표시를 정당화

하기에는 때가 이르다.

◦현재 초안에도 각 국의 법제에 의해 요구되는 타 양소나 식품 성분을 추가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이미 충분히 있다.

그리하여 양소 목록에 대한 결정권을 각 국의 법제나 식생활 지침에 맡기는 새

로운 조항이 개발되었다. 식품표시 분과위원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 고, 이후 코덱스 

위원회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졌다.

▸트랜스 지방산10) : 

트랜스 지방산의 표시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2003년 미국 FDA에 의해 의뢰

되었던 과학 지식 근거에 대한 보고서(review)에서는 관상심장 질환이 트랜스 지방

산과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식품에 허용될 수 있는 트랜스 지방산의 

10) 트랜스(trans) 지방산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풍미를 오래 간직하기 위하여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액체유를 

고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이중결합의 반대편에 위치하게 된 불포화지방산이다(그림).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 지방의 이중결합은 수소가 같은 방향으로 위치하는 시스(cis) 형이다. 이러한 트랜스 지방산은 쇼트닝, 

마가린이나 이러한 수소화 지방을 사용한 크래커, 쿠키, 스낵 제품 등 여러 식품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

다. 

   H     H         H    H         H
   ｜    ｜         ｜   ｜         ｜
 － C －  C －     － C = C －   － C = C －
   ｜    ｜                             ｜
   H     H                             H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단일결합)       (cis 이중결합)   (trans 이중결합)

트랜스지방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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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149). 그리하여 FDA는 포장 식품에 대하여 트랜스 지

방산의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 다(150). 캐나다에서도 의무적인 양표시 항

목에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시키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04년 1월에 시행되었다. 

MERCOSUR에 의해 최근 승인된 규정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

과이의 4개 회원국들로 하여금 양표시에 트랜스 지방산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2003년에 식품표시에 대한 코덱스 위원

회에서는 트랜스 지방산의 의무적 표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심지어 표

시에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함유가 명시되어있는 경우에 트랜스 지방산을 표기하

는 안에 대한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대표들은 지방산에 대한 강조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트랜스 지방산 함량을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대표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여

기서 제시된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151).

◦트랜스 지방산과 심장순환계 질환의 관계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하며, 따라서 과학

적 근거에 의해 트랜스 지방산의 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트랜스 지방산들이 부정적인 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트랜스 지방산

은 제대로 규명되어 있지 못하다.

이후 코덱스 위원회에서 채택된 합의 조항에서 위원회는 트랜스 지방산의 표시 여

부는 각 국의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결론에 이르 다. 이 조항은 특수 식

단용 양과 식품에 대한 코덱스 위원회의 조언에 입각하여 이 이슈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를 지원하 다(152).

▸성분중량의 백분율 표기 : 

현재 여러 국가에서 QUID가 요구되고 있다. 코덱스의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포장 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는 표시나 제품

설명에서 강조되거나 특히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는 성분의 백분율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153). 그러나 QUID가 보다 광범위하게 요구되어

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코덱스 식품표시 위원회의 28차  회의(2000)에서 Inter- 

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Food Organizations (국제 소비자 식품 단체 연

합)는 최종 산물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수량적 표기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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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제안하 다. 이후의 수정안에서는, 소비자들이 식품과 연관짓는 성분, 식품을 

특성화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식품의 이름에 나타나는 성분에 대하여 QUID를 요구하

는 것을 규정화 하 다. 코덱스 회의 기간 동안에 많은 대표단과 소비자로 이루어진 

참관인들은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 그리고 공정한 상거래를 근거로 QUID를 지지했

다. 그러나 또 다른 여러 대표단과 업계측 참관인들은 성분의 수량적 표기는 자율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무적인 QUID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 다. 극명한 건강

상의 편익이 없다는 것, 제조업자들(특히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집행의 

어려움, 소비자들의 요구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인식과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 등이 제시된 우려의 원인들이었다

(154, 155). 아직까지 코덱스 위원회가 QUID가 요구되는 조건을 확대시켜야 할 지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실정이다.

라. 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해

양표시는 넓은 범위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으며, 명확히 제시될 때에는 실용적이

고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일부 조사들은 소비자들이 양표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

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응답자의 83%가 양표시상의 정보

의 일부를 이해한다고 했으며, 43%가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하 다(156). 그러

나 양표시에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오도하는 경향이 있는 측면도 있었다. 사람들

은 칼로리와 열량의 차이, 그리고 1회 제공분량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나이

든 사람들과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낮은 소득 수준의 사람들의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에 관한 최근의(그리고 유일한) 체계적인 검토에서

도 소비자들이 양표시를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uropean 

Heart Network에 의해 진행된, 주로 미국과 유럽의 연구결과에 초점을 맞춘, 이 검토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 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양표시가 복잡하다고 느끼며, 특히 전문 용어

의 사용과 계산을 요하는 수량 정보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낀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양소가 자신들의 식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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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7).”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양표시 규정들이 이미 10여 년 간 존재해 왔으며, 많은 

식품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양소를 제품에 표시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러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2003년 1월에 

European Commission은 “소비자들의 이해와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촉진하고 개개

인의 필요에 따라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단을 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존하는 

양표시 규정들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갖고 협의작업(consultation exercise)을 시작

했다(158). 양정보가 제시되는 현재 형식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

하기에 어렵다고 보고된 바 있어,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159). 이러한 사실은 

강조표시로 인해 양표시가 되어 있거나, 혹은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양표시를 

한 포장식품이 전체의 80%에 해당되는 국에서 수행된 연구에도 잘 나타나 있다

(Box 14 참조).

국의 식품 소매상인 Co-op은 현재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high), 중

(medium), 저(low)”의 수식어를 추가한 자사만의 양표시(그림 3 참조)를 쓰고 있

다. 그러나 산업체 기구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여기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의 식품 표시 법제에 대한 한 평가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전

문가들”은 “고, 중, 저”같은 어구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전체적으

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 다. 게다가 이러한 

형용사들은 설혹 지방이 전체적인 식생활의 일부로서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

(fat)’ 제품의 판매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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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4>

양표시의 이해에 대한 국의 소비자 연구

- Just Read the Label: Understanding Nutrition Information in Numeric, Verbal  and Graphic 

Format (그냥 표시를 읽어라: 숫자, 말, 그림으로 표현되는 양정보 이해하기, Coronary 

Prevention Group, 1992)(161)

  ∙소비자들은 숫자로 표시된 양정보를 해석할만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

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양소 함량이 “고, 중, 저”와 같은 단어들로 설명되는 것을 선

호한다.

- Nutrition Labelling: Qualitative Research ( 양표시: 질적 연구, Food Standards  Agency, 

2001)(162, 163)

  ∙표시형식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간결해야 한다. 현재 형식(그림 3의 

ⅰ과 ⅱ)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나, 종종 표시 방식이 형편없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표시형식을 선호하 다.

     ꋻ각 핵심 양소에 대하여 “고, 중, 저”의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

     ꋻ가장 흔히 사용되는 양소들(열량, 지방, 나트륨)을 표시 상단에 모아 놓는 것

     ꋻ지침이 되는 일일 기준량의 표기. 단, 미국의 일일 기준량에 대한 양소 함량의 백분

율 표시형식 같은 것은 아님.(이는 FDA가 수행한 연구결과에서 소비자는 표시에 일

일 기준치 대비 백분율이 수록된 경우에 높고 낮은 양소 수준을 더 잘 이해한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 Lie of the Label Ⅱ: Why Dishonest Labelling is Past its Sell-by Date (Co-op/Sustain: the 

Alliance for Better Food and Farming, 2002) (164)

  ∙따로 설명 없이는 제시된 수치들이 각 해당 양소들의 양을 적다고 하는 것인지 많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소비자들은 염과 나트륨, 그리고 당과 탄수화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일부 표시의 경우처럼 4가지 기본 양소만의 표기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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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 양표시 양식의 예

* 국에서는 ⅰ)과 ⅱ)형태의 2가지 공식적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ⅲ)은 식품 소매업자연합인 Co-op에서 개발

한 형식임

*자료원: Lie of the Label Ⅱ: Why Dishonest Labelling is Past its Sell-by Date. Manchester, The 

Co-Operative Group, 2002(http://www.co-op.co.uk/ext_1/Development.nsf/0/87ec04a98e4be42 c80256c0e002 

f80b9? Open Document; accessed 5 Januar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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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품 선택과 식생활에 대한 양표시의 효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국민들의 양표시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대한 심층적 연

구․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도 분석 및 양표시에 대한 이해도, 활용도 및 활

용의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양표시 효용성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양표시

에 대한 규정들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능한 결과의 측면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실제로 표시를 읽어보는가?

◦읽는다면, 이것이 그들의 식품 선택에 향을 끼치는가?

◦ 향을 끼친다면, 그들의 전반적인 식생활에도 향을 미쳤는가?

◦식생활에도 향이 미쳤다면 이러한 향이 전체 집단의 보다 건강한 식생활로 이

어지는가?

양표시의 효과에 대하여 현재 알려진 지식은 일반적으로 처음 두개의 질문에 제

한되어 있다. 다음 7개국의 정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양표시를 인정하며, 식품 선

택에 이용한다고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구매자들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가 양표시

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88%는 양표시가 자신들의 제품 선택에 큰 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된 한 focus group 연구는 일부 소비자들은 항상 양

표시를 이용하지만, 대부분은 제품을 처음 살 때 양표시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발

견했다. 가장  표시를 사용할 것 같은 사람들은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컸으며, 질병이 있거나 특수한 식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 

특히 더욱 그러했다. 양정보 사항 중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지방과 관련된 것들이

었으며, 당류와 관련된 사항도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 의해서 자주 확인되

었다(165).

◦브라질: 의무적인 양표시 제도가 2001년에 승인되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 규

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양한 평가 조사가 수행되었다(D. Coitinho, personal 

communication, 2004년 1월). 이들 중 보건부 산하 Food Policy and Nutrition Unit 

(식품정책 양국)에 의해 실시된(무료 통화 정보 서비스를 통한) 조사 결과, 거의 

6,000명에 달하는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의무적인 표시 제도나 제공되는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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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표시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식품정책 양국과 브라질 대학교(University of 

Brasilia)가 25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5%가 

제품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표시를 읽고, 41%는 식품의 구입에 있어서 양표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36.4%는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21%는 식품의 선택

에 있어서 양표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 다. 양표시를 읽어보는 주된 이유

를 묻자, 응답자의 58.8%가 열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하 다. 양표

시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브라질 위생 감시청(ANVISA)이 2002년 11월에 6,055명

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한 추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새 양표시를 본

적이 있었고, 61.4%는 이 정보를 식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하 으며, 90.5%는 표

시 상의 양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하 다(166).

◦캐나다: 양표시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캐나다인의 70%가 

식품의 양정보 패널을 참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167). 여성과 높은 소득수준, 

높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이 표시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40%는 이미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했으며, 25% 가량은 표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지 않는다고 대답

했고, 22%는 관심이 없다고 하 다. 추가 연구를 행한 결과, 캐나다인의 74%가 해

당 제품이 양소가 풍부한지, 혹은 보다 많이 섭취하고자 하는 성분재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표시를 이용한다고 하 으며, 73%의 사람

들은 또한 피하거나 덜 섭취하고자하는 양소나 성분재료가 해당 제품에 포함되

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한다고 답하 다(168). 62%의 사람들은 제품의 열

량을 알아보기 위해 양표시를 이용했고, 유사한 식품(76%)이나 다른 식품(74%)

을 비교하기 위해 이용하 다(169).

◦이스라엘: 의무적인 표시 제도가 1983년 이래로 시행되고 있고,  현재 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1999년에서 2001년까지 25세-64세의 성인 

3,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Israel Mabat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는 

사람들의 83.5%가 nutrition fact table을 잘, 혹은 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평균적으로 조사 대상의 47%는 nutrition fact table을 항상, 혹은 자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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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57.4%와 남성의 35.6%가 표시를 읽으며, 연령층

별로 볼 때 양표시를 종종 확인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은 35세에서 44세 사이

의 그룹(49.5%)이었고, 확인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집단은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들(43.1%)이었다(170).

◦싱가포르: 자율적 표시 제도가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1000개가 넘는 제품에 

양정보를 담고 있는 표시가 되어 있다(Box 7 참고). National Healthy Lifestyle 

Campaign에 대한 2002년도에 이루어진 평가에서는 싱가포르인의 38%가 식품 선

택 시 양정보 패널을 참고하고, 82%가 “건강한 선택 마크”를 알고 있으며, 이들 

중 42%는 이 마크를 식품 선택의 지침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D. Lai, 

personal communication, 2003년 6월).

◦미국: 모든 포장된 식품에 양표시가 사용된 지 거의 10년이 되며, 그 이전에는 

임의 표시사항이었다. 미국인들이 양표시를 사용하고, 이것이 그들의 식품선택

과 식생활에 향을 준다는 것이(Box 15)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상당한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개인별 식품섭취량 조사인 CSFII의 식생활과 건강에 관련

된 설문 내용에 양표시에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Box 16 참조).  

1994-1996 Continuing Survey of Food Intakes by Individuals (CSFII) 및 Diet 

and Health Knowledge Survey (DHKS)의 5,203명의 자료를 재분석하여 양표

시의 활용정도가 양소 섭취실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양표시를 ‘자

주’, ‘때때로’, 또는 ‘아주 가끔’ 읽는 그룹이 전혀 읽지 않는 그룹에 비해 지방유래 

열량을 16.1% 적게, 포화지방유래 열량을 15.1% 적게, 콜레스테롤을 21.0% 적게, 

식이 섬유를 87.1% 많이, 그리고 나트륨을 0.9% 적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나서 

양표시를 읽는 그룹이 더 바람직한 양상태를 보 고, 이것은 양표시의 활용이 

양소 섭취에 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SY Kim, RM 

Nayga, Jr., O Capps, Jr. The Effect of Food Label Use on Nutrient Intakes: 

An 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25(1): 215-2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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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5>

미국에서의 식품 선택과 식생활에 대한 의무 양표시제의 향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양표시를 이용하고 있다(171, 172). 

1994년에 표시가 의무화된 이후, 성인의 일상적인 표시 이용이 상당히 증가되었다(173). “거

의 항상” 양표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은 1992년과 1995년 사이에 52%에서 61%로 

뛰었으며, 1995년에 수행된 연구 결과, 식단 계획의 주된 담당자(예: 주부)의 71%가 적어도 

가끔은 양표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174, 175). 미국의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식품들을 비교하고, 흔히 지방, 열량, 나트륨으로 대표되는 식품의 부정적인 특성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위해서  양표시를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176, 177). 양표시를 읽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과 기존의 양 지식과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178, 179, 180).

소비자를 위한 연구는 아니었으나(181) 몇몇 설문조사 결과들은 표시의 사용이 식품 선택

에 있어서 상당수의 미국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182). 1994년 

수행된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54%가 식품을 처음 구매하거나 사용하려할 때 새로운 표시를 

읽고 마음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7%는 더 이상 특정 제품들을 사지 않는다고 

했다(183). 이러한 변화의 가장 흔한 원인은 지방함량이었다. 1995년에 수행된 조사는 새로운 

표시를 본 소비자들의 22%가 그 표시의 정보 때문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한 반면, 34%

는 정기적으로 구매하던 제품을 더 이상 사지 않기로 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84). 보다 

최근의 조사에서, 대상이었던 453명의 여성 중 75%가 표시내용이 구매 결정에 항상, 혹은 때

때로 향을 준다고 했다(185). 

의무적인 양표시가 식품 선택을 넘어서, 식생활에 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 미국에

서 수행된 여러 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했다. 

  - 워싱턴 주민들 지방 섭취량의 변이의 6%는 양표시 사용에 기인한다(186).

  - 양표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전체 열량 중 총 지방, 포화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로부

터 얻는 열량의 비율과 나트륨 섭취량이 낮으며, 보다 높은 일일 식이 섬유 섭취량을 보인다

(187).

  - 식단 계획자 중 양표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보다 낮은 식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188).

  - 고지방 샐러드드레싱에 대한 의무적인 양표시 사용은 판매량의 하락을 가져왔다(연구에

서 밝혀진 하락률은 5%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이었다)(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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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표시에서 당류 정보를 자주 활용하는 소비자의 식생활은 ‘첨가된 당’(added-sugar)의 

도가 낮으며, 그 관련성은 유의적이다(190).

  보건 증진의 도구로서 양표시를 활용하는 것의 한계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이, 여성, 고학력자, 그리고 이미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등 특정 계층에 편

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의무 양 표시제가 표시를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미국에서 양표시가 의무화된 이래로 식품회사들은 보다 적은 양

의 부정적인 양 특성(negative nutritional attributes)을 가진 식품들을 훨씬 더 많이 개발하

으며, 이는 양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식품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제품

의 양적 품질을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91, 192). 

 <Box 16>

 미국 CSFII 중 식생활과 건강지식에 관련된 설문의 양표시 관련 항목들

문항
번호

문항내용 항목 응답 유형

16

식품을 구매할 

때 양표시 중 

다음의 각 항목

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a. 원재료 성분

b. ‘저지방, light, 섬유소 급원’ 등의 양강조 용어

c. 에너지, 단백질, 지방 등의 양성분 정보

d. 1회분량 정보

e. 양소나 건강상의 도움에 관련된 건강강조표시

자주(항상)

가끔씩

거의 이용하지 않음

전혀 이용하지 않음

본적 없음

17

양성분표를 

볼 때 다음의 각 

항목을 얼마나 

보는가?

a. 에너지

b. 식염 혹은 나트륨

c. 총지방

d. 포화 지방

e. 콜레스테롤

f. 비타민 또는 무기질

g. 섬유소

h. 당류(sugars)

자주(항상) 봄

가끔 봄

거의 보지 않음

절대 보지 않음

18

다음과 같은 가

공식품을 구입

할 때 양표시

를 보는가?

a. 쿠키 또는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

b. 칩스, 팝콘 또는 프레쩰과 같은 스낵류

c. 냉동 저녁식사 또는 주 요리

d. 시리얼

e. 치즈

f. 과일 또는 야채류

g. 샐러드드레싱

h. 버터 또는 마가린

i. 생고기나 가금류 또는 생선

j. 핫도그, 볼로냐 같은 가공 육제품

자주(항상) 봄

가끔 봄

거의 보지 않음

절대 보지 않음

( 양표시를)본 적 없음

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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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내용 항목 응답 유형

19

양표시 내용 

중 다음 각 항목

들은 이해하기 

쉬운가?

a. 원재료 성분

b. 저지방, light, 또는 섬유소 급원 등의 강조용어

c. 1회 제공분량 당 에너지량

d. 1회 제공분량 당 지방유래 에너지량

e. 1회 제공분량 당 양소들의 중량

f. 각 양소의 % DV

g. 육류에서 “lean”, “extra lean”과 같은 표현

매우 쉽다

어느 정도 쉽다

그렇게 쉽지 않다

( 양표시를)본 적 없음

모름

20

식품에 대한 각 

표현을 식품 선

택 시 얼마나 믿

을 수 있는가?

a. 저지방(low-fat)

b. 저콜레스테롤(low-cholesterol)

c. 섬유소의 좋은 급원(a good source of fiber)

d. 감소(light)

e. 건강에 좋은(healthy)

f. 기름기 거의 없는(extra lean)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그다지 신뢰하지 않음

모름

21

정부가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

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용어는

a. 저콜레스테롤(low-cholesterol)

b. 감소(light)

c. 기름기가 거의 없는(extra lean)

그렇다

아니다

모름

22

다음 양소의 

양이 얼마나 된

다고 생각하는

가?

a. 100㎎의 소금?

b. 20g의 지방?

c. 15㎎의 콜레스테롤?

d. 5g의 섬유소?

e. 10g의 포화지방?

적다

많다

모름

23
다음 각 문장에 

동의하는가?

a. 식품표시의 양정보는 우리에게 유용하다.

b. 건강한 식생활을 선택하는데 양표시를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자신한다.

c. 식품표시의 양 정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d. 식품표시를 읽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된다.

e. 건강은 중요하므로 식품표시를 읽는다.

f. 양가 있는 식사를 선택하기 위해 식품표시를 사용

하는 법을 더 알고 싶다.

g. 식품표시를 읽으면 식품선택이 더 쉬워진다.

h. 때때로 식품표시의 정보 때문에 새로운 식품을 선

택한다.

i. 식품표시를 이용했을 때 더 나은 식품 선택한다.

j 식품표시를 이용해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내 자신의 지식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

완전히 동의

때때로 동의

때때로 동의하지 않음

완전히 동의하지 않음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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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강조표시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건강강조표시의 규정은 개발단계이다. 계속 변하

는 규정의 성격상 현행 규제 환경의 “snapshot (단상)”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기에서는 식품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들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함

을 알리고자 하 다. 많은 나라들은 건강강조표시를 금지하지도 허용하지도 않으며, 

일부 국가들은 강조표시를 금지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이를 허용한다. 그밖에도, 

허용되는 강조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또한 나라별로 다르다.

건강강조표시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건강강조표시가 보건 증진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과, 건강강조표시가 양소나 식품성분과 건강이나 질병과의 관

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을 기만하거

나 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가늠해야 한다. 건강강조표시가 양소/식품성분과 

건강/질병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강조

표시의 형식과 거기에 쓰인 단어들은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

건강강조표시는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딪치게 되는 주요 문제들을 다음에 

제시하 다. 이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에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혼동시키는 건강강조

표시,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의 사용, 건강강조표시의 과학적 입증, 광고에 대한 규

정, 제품별 강조표시의 사용, 모유 대체품,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식품에 대한 건강강

조표시 사용, 식이 섭취량과 보건에 대한 건강강조표시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1) 소비자를 오도하고 혼동시키는 건강강조표시들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건강강조표시를 막는 것이 규제당국의 주요 관심사이다. 모

든 건강강조표시의 근간이자 코덱스 강조표시에 대한 일반 규정의 바탕이 되는 원칙

은, 건강강조표시는 정직해야 하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

자보호, 경쟁이나 마케팅에 대한 법안들이 식품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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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막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구체적으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국가

들에서도 적용되고 있다(193).

소비자를 “오도”하는 건강강조표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것들은 거짓으로

써 소비자들을 오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현행법에 위촉된다. 그러나 일부 강조표시들

은 소비자들을 오도하지만 동시에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강조표시가 소비자를 혼란시킴으로써 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이지만 

소비자를 오도하는 강조표시”들의 존재로 인해 코덱스 식품표시 위원회에서는 이러

한 강조표시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강조표시의 형식으로, “모호함”이나 “느슨함”으

로 인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것들이 있다. 건강강조표시의 허용이나 금지에 대한 규

정이 없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강조표시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다. 규

제 조항이 있거나 혹은 없는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에서 probiotic milk에 대한 강조

표시들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된다(194).

◦브라질(규제 사항 있음): ‘Contributes to a healthy intestinal flora (건강한 장내 

세균총에 기여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규제 사항 없음): ‘당신의 아들이 보다 나은 소화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기능성 성분입니다; 

◦멕시코(규제 조항 없음) :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양소의 흡수 향상을 도와드

립니다.’

종종 “암시”, 혹은 “건강한 강조표시”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보다 모호한 건강

강조표시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성질에 대하여 혼동하거나 불분명하게 만

든다(195). 이런 강조표시의 문제 중 하나는, 그것에 대한 규정들이 해석하기 나름이

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에서 2003년에 “Elevenses”라는 nutrigrain bar가 “건강

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선전되었다. 광고는 해당 규제 당국의 방송 승인을 사전

에 받았는데, 제품이 nutrigrain과 철로 강화되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bar의 38%는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강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었다. 이후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독립 텔레비전 위원회, 현재는 Ofcom)은 “건

강한”이라는 용어는 가공된 스낵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강조표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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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그 광고를 금지하 다(196).

호주의 경우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모든 건강강조표시를 금지한다고 해도 소비

자를 혼동시키거나 오도할 소지가 있는 강조표시들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건강

강조표시를 전면 금지하 음에도 불구하고, muesli bar에 사용된 “당신을 건강하게 

해드립니다”나, 식용 가능한 기름 중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에 대한 강조표시 등 모

호한 “암시”강조표시들이 일부 식품들에 사용되었다(Box 10 참고)(197). 이러한 강조

표시들은 법의 정신에는 어긋나지만, 엄격한 의미의 “강조표시”가 아니므로 법 문구

만을 고려한다면 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198). 건강강조표시에서 질병에 대한 언

급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질병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과 같은 모호한 

강조표시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 건강강조표시 전문가의 말을 따르면, 식품제조

업자들은 “느슨한 강조표시를 만드는 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실제로 질병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건강 효과를 암시하는 강조표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199).

따라서 과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런 혼동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강조표시의 수

를 줄이기 위해서 명확한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졌다. 건강강조표시에 대하여 회의적인 특정 그룹들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에는 동의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은 건강강조표시가 과학에 근거하며, 양 목표 달

성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200). 미국에서의 분석 결과는, 명확

한 규정들 정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강조표시의 수를 줄이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양표시 및 교육법의 시행 이후 모호한 

“건강한 강조표시” 대신에 상대적으로 허용된 건강강조표시의 사용 비율이 높아졌다

(201).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크래커 스낵의 포장에 표시된 잠재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양강조표시의 수가 법령 시행 이후 감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아

직도 우려할 만큼 많은 수가 남아있다)(202).

2) 질병 위험감소 강조표시의 사용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치한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사실상 의약품이기 때문에, 식품

의 경우에는 질병을 예방, 완치, 치료할 수 있는 효과와 관련된 특성들은 언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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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다(203).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는 국가들

에서는 물론 구체적인 건강강조표시 규정이 없는 국가들에서도 질병의 예방․치료 

강조표시들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질병의 예방/완치”라는 어구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서로 다른 규제 제도에

서 볼 수 있듯이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질병의 완치/예방 강

조표시를 금지하는 European Commission의 법제를 건강강조표시에 그 어떠한 식으

로도 질병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국가

들은 질병의 예방을 암시하지 않는 한, 질병에 대한 언급도 허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204). Confederation of the Food and Drink Industries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식음료 산업 연맹, CIAA)의 회원들은 “질병과 관련된 사

항(예를 들어 장기, 신체적 상태, 증상, 그리고 특정 질병까지)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건강에의 바람직한 효과나 질병 위험의 감소를 언급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어떤 것

이 질병의 예방/완치 강조표시가 될 수 있는지 정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205). 

이러한 혼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덱스 위원회와 International Life Science 

Institute (국제생명과학회, ILSI)를 필두로 한 국제기구들은 “질병위험감소 강조표

시”의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 강조표시들은 직접적으로 질병의 예방을 언급하기보다

는 식품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특성을 부각시킨다(206). 

이 개념은 현재 널리 쓰이고 있지만, 건강강조표시에서 질병에 대해 언급하는 현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 다. 양소기능 강조표시를 허용하는 여러 나라들은 질병위

험감소 강조표시가 질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해당 식품이 완치나 예방, 치

료효과가 있다고 암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다.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

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코덱스 지침의 채택이 여러 

해 미루어지기도 하 다. 현행 코덱스의 강조표시에 대한 일반 지침(1991)에서는 질

병위험감소 강조표시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Article 3.4)(207). 이 문제에 대한 다

양한 의견들은 코덱스 식품분과 위원회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특정적인 지침을 개

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제 3장 5 참고)(208, 209). 2000년에는 “질병위험감소”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험감소표시는 적절한 언어의 사용, 다른 위험 요

소에 대한 언급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확실하게 예방 강조표시로 오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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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210). 이에 대한 의견은 계속 나뉘어 있었지

만, 현재 협의 중인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침’ 초안에 질병위험감소 강조표

시가 포함되어있다. 초안 지침들이 채택된다면, 이론적으로 각 국은 “건강강조표시는 

국가 보건 정책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前文)의 조항이 주는 융통성에 근

거하여 이러한 강조표시들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211).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 양강조표시와 기

능강조표시”에 대한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의 원래 초안은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친 공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질병위험요소 감소 강조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후의 추가적인 

공개 의견 수렴에서는 이 정의가 혼동되고 실용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강조표시들은 “질병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고, 이들 중 하나를 변경하는 것

은 이로울 수도 있지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질병위험감소”로 바뀌었다(212). 이와는 다른 입장으로, 미국 식품산업 

trade group과 Grocery Manufacturers of America (미국의 식료품 생산자 단체)는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질병치료 강조표시”들까지 허용되

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단체들은 “식품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은 물론, 예방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나 질

병치료 강조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보건측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13).

3) 건강강조표시의 과학적 입증

건강강조표시를 규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강조표시에서 주장되는 이로운 효과들

은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데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214). 그러나 

입증의 실제적인 과정과 기준은 여전히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난제로 남아있

다(215). 입증 과정에는 다음 4가지 단계가 포함된다.

◦과학적 연구의 형태를 고려

◦과학적 연구로부터 나온 증거의 평가

◦입증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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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과정

가. 과학적 연구의 형태와 평가

생물학적 관찰, 역학 데이터(epidemiological data), 그리고 중재 연구(intervention 

study) 등, 여러 종류의 과학적 연구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216). 중재 연구(intervention study)는 식품 구성성분이 사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유일한 연구로써, 특히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중재 시도 

없이는, 명백해 보이는 과학적 효과들이 실제로는 잘못된 것 일 수도 있다(217). 사람

에 대한 중재 연구의 중요성은, 여러 규정에 나타나 있다. United Kingdom's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 ( 국 건강강조표시 공동 연대)는 건강강조표시를 뒷받침하

는 근거에 대한 평가는 “생화학적 연구나 세포에 대한 연구, 동물 연구”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간에 대한 연구나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명하 고(218), 스웨덴의 제

품별 강조표시에 대한 규정들은 강조표시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수

행된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219, 220). 

“biomarkers (생체지표)”는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인간 중재 연구의 중요한 측면이

다. “특정 질병의 존재, 그리고 상태와 관련되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혹은 

분자수준의 지표들”로 정의되는 생체지표는 식품, 혹은 식품 성분이 인간의 질병에 

향을 끼치는지 밝힐 수 있다(221). 기능성 식품의 과학적 증거에 대해 범 유럽적으

로 행해진 한 연구(FUFOSE)에 의하면,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의 범주를 넘어서는 기능성 강조표시는 검증된 생체지표에 근거할 때만 정당화

될 수 있다(222). 건강강조표시의 과학성을 연구할 때, 특히 다음 3가지 종류의 생체

지표들이 관련된다.: 

① 질병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내는 대체 지표(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② 최적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의 달성과 관련된 생체지표(구조/기능성 강

조표시를 위한);

③ 식품 섭취나 노출 관련 생체지표(223)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제안된 각 연구별로 일관성, 강도, 질,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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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구체성, 시간, 그리고 용량-반응 효과를 포함한 일련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224). 이러한 기준들이 모든 경우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평가

는 매우 길고 비용이 많이 들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로운 성분의 흡수량은 식품에 포함된 해당 성분의 양뿐만 아니

라, 해당 성분의 생체이용율(체내에서 흡수되는 비율)의 향도 받는다는 것이 연구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입증의 기준 설정

각각의 과학적 연구들이 평가된 후, 그 결과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건강

강조표시를 뒷받침하는지를 판별하는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촉진하

기 위해서 규정들은 보통 강조표시를 입증하는 증거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웠고, 때로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 이슈이다. 

여기에는 증거가 도출된 과학 문헌의 기반과 그 과학 기반 내의 과학적 의견일치 수

준의 2가지 관련 기준이 포함된다. 

식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과학 문헌에 제시된 근거들은 종종 모

순된다. 연구 결과들은 연구 설계나 연구 대상 인구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 

서로 다를 수 있고, 상충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캐나다와 국, 그

리고 미국에서는 건강강조표시의 입증이 “모든 과학적 증거의 총합”(가능한 한 보다 

광범위한 과학 문헌에 근거하도록)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25). 입증의 기준

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ILSI가 총괄한 범 유럽적 사업인 PASSCLAIM 

(Process for the Assessment of Scientific Support for Claims on Foods, 식품의 강

조표시에 대한 과학적 입증의 평가 과정)에 의해 개발된 초안 지침들 또한 임시 기준

에 “증거들의 총합”을 포함하고 있다(226). 총체적인 증거란 “강조표시를 지지하는 

증거뿐 만 아니라, 강조표시와 관련된 모든 증거가 반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

적이라고 생각된다(227). 이는 모든 과학적 근거가 반 되고, 포함된 연구들이 규정

된 방법론적 질(質)의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28).

이와 관련된 입증의 두 번째 기준은, 건강강조표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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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내의 과학적 합의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엄격한 기준은 “독립적

이고 자격 있는 과학자들 간의 일반적인 합의”이다(229). 코덱스 지침의 원래 초안에

서는 “어떤 식품이나 양소, 혹은 물질과 해당 질병이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 

상태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소관 관청의 과학적 합의가 도출된 경우”에만 건

강강조표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230). 그러나 코덱스 식품분과 위원회의 협

상과정에서 잘 드러났듯이, “과학적 합의(consensus)”라는 기준의 사용은 많은 동조

를 받지는 못했고, 1998년에 “과학적 합의”라는 어구는 만장일치의 합의를 암시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 다(231). 상당한 토론을 거친 뒤, 코덱스 지침 초안에 입증에 

대한 보다 덜 엄격한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합의에 이르 는데 그것은 데이터

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과학적 검토”라는 기준이며, 단 “새로운 지식이 생기면 이

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32, 233). 다른 규정들 또한 “합의(consensus)”라는 

어구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또 다른 긍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코덱스 지침에 

쓰인 것과 비슷한 한 조항에서, 제안된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은 “일반적

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어있다(234). 이 조항은 식품업체들

이 지지하고 있는 반면(235, 236), 소비자나 건강관련 단체들은 “구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더 적합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37). 

국의 경우, “혁신적인 강조표시”들은 “이에 반(反)하는 증거나 의견을 일축할 수 있

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38).

이렇게 입증을 위해 서로 다른 기준들이 존재하므로 어떤 건강강조표시들이 허용

되고 어떤 것들이 금지되는지는 물론, 식품제조업체들이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을 신

청하도록 하는 동기(또는 의욕)에도 향을 끼친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입증 

기준의 변화에 잘 나타나 있다(Box 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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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7>

미국에서의 건강강조표시의 과학적 입증 기준과 승인 과정의 변화

미국에서의 최근 규제 변화는 식품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요구되는 과학적 입증 기준과 

승인 과정을 변화시켰다. 미국에서의 입증에 대한 원래 법적 기준은 “공개되어 있는 모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충분한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진... 강조표시가 이러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었다(239). 당초에 허용된 강조표시들은 FDA에 의해 승인되고, 해당 강조표

시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것들 뿐 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1997년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식약청 현대화 법령, FDAMA)로 인해 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과학 단체나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국가 과학 학술원)의 “권위 있는 

주장”에 근거한 강조표시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바뀌었다(240). 이전에 강조표시들은 

‘충분한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진’이라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했으며, 강조표시를 만들고자 하

는 회사들은 사전에 FDA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FDAMA는 강조표시 제출/승인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바꾸었고, FDA가 법정 기한 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건강

강조표시는 해당 식품에 표시될 수 있었다. 설탕을 뿌린 통  씨리얼 제품에 “풍부한 통  

성분으로 심장 질환의 위험 감소를 돕는다.”는 표현은 FDAMA의 승인 하에 허용된 건강강

조표시의 예이다. 

2003년에 이러한 규정들은 “과학적 근거의 권위”(즉, 더 이상 ‘충분한 과학적 합의’가 필요

치 않게 되었다)에 의해 뒷받침되는 “검증된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도록 더욱 관대해졌다

(241). 건강강조표시들은 이제 과학적 근거의 정도를 평가하는 책임한도기준(disclaimers)에 

의해 “검증된(qualified)” 것이기만 하면, Level B(근거가 결정적이지 않다.)에서 Level D(이 

강조표시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다) 사이의 등급으로 초기 단계의, 결정적이지 

못한, 또는 아주 제한적인 근거에 기초해서도 표시될 수 있다(242). 이러한 강조표시를 만들

기 위해서는 FDA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규정은 회사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건강

강조표시에 대한 승인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허용된 유일한 검증된 건강

강조표시는 견과류에 대한 것인데(표 3), 호두의 경우: “낮은 수준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을 포함하는 식생활의 일부로 매일 호두를 1.5온스씩 섭취하는 것은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

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못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지방함

량은 양정보 항목을 참고하세요.”라고 쓰여 있다(243). International Tree Nut Council 

Nutrition Research and Education Foundation과 California Walnut Commission이 건강강

조표시를 청원하 다. 현재 FDA는 다른 견과류에 대한 비슷한 강조표시들을 심의 중(곧 조

치를 취한다 함)이며, 검증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청원을 달걀과 팬케이크 생산업체로부터

도 받은 상태이다(244,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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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역사는 1999년에 이루어진 피어슨 대 샬랄라(Pearson v. Shalala) 사건에 대

한 한 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에서 식이 보충제(dietary supplement) 제조업체

들은 “충분한 과학적 합의”라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이 보충제에 대한 4개의 

건강강조표시 승인을 거부하기로 한 FD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 다. 항소법원은 FDA측

이 강조표시와 관련된 거짓을 판정하기 위해 책임한도기준이 쓰일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고려

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규정은 헌법 제1조(종교, 언론, 표현의 자유)에 위배

된다고 판정되었고, FDA는 표시에 검증내용이 표기된 경우, 건강강조표시가‘충분한 과학적 

합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FDA는 식이 보충제에 대한 

판결은 받아들 으나, 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들은 계속 ‘충분한 과학적 합의 기준’으로 평

가해 나갈 것을 결정하 다(246). 그러나 식품업계는 식이 보충제에 대해 만들어진 강조표시

와 식품에 대하여 만들어진 강조표시는 과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항의하 다(247). 2003년에 

FDA는 피어슨 대 샬랄라(Pearson v. Shalala) 사건의 판결을 확대 적용하여, 식품에 대해서 

검증된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 다.

FDA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식품에 대한 보다 좋은, 많은 양의 정보는 미국 소비자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전한 식생활 선택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248), 식품업계는 이를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승리”라 칭하 다(249). 그러나 

건강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기준이 너무 약하고,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오도하는” 

강조표시를 장려할 것이며, 강조표시가 주장하는 잠재적 효과에 비해 책임한도기준이 적절치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 다(250, 251, 252). 2003년 9월, 두 개의 소비자단체가 ‘충분한 

과학적 합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는 새 정책은 ‘ 양표시 및 교육

법(1990)’에 위배된다며 FDA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253). 이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최근에 일부 호두 생산자들은 “뒷받침하지만 결정적이지는 못한”이라는 어구가 강조표시 사

용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FDA에 탄원하 다.

다. 승인과정

건강 강조표시를 위한 승인 과정을 개발할 때, 당국이 짚고 넘어가야 할 2가지 중

요한 문제가 있다.

◦어떤 종류의 강조표시들이 우선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강조표시들이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가?

◦누가 승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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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강조표시의 종류에 따라 승인과정도 달라진다. 강조표시가 이미 잘 규

명된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면, 이는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과학 지식

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강조표시와는 다른 형식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254, 255). 

예를 들어,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제안은 “기정사실화 된, 논의의 여지가 

없는 과학”에 근거하여 특정 양소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있어서 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기능성” 강조표시들은 사전승인 된 목록의 형태로 출간될 것이며, 특별한 

승인과정 없이 일반적인 사용을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강조표시들은 

승인을 위한 부가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여기서 각 강조표시가 정해진 입증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접근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검

토 중인 규정에서는 ‘기능향상 강조표시(기타기능강조표시)’와 ‘질병위험감소 강조표

시’들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요구할 것이지만, ‘ 양소기능 강조표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256). 미국에서는 건강강조표시의 사전승인 과정이 최

근 몇 년 사이에 바뀌었다(Box 17참고)(257).

어떤 국가들은 제품별 건강강조표시를 위해 특정한 승인 과정을 개발하기도 하

다. 일본의 경우, 모든 제품별 건강강조표시들은 후생성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승인 시스템이 강제적이기는 하나, 회사들은 그래도 일명 “건강식품”이라 불리는 

것들을, 해당 상품이 질병이나 건강관련 상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다(258). 스웨덴의 경우, 제품별 건강강조표시의 적용

에 대한 승인 과정이, 과학적 자료의 평가에 근거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generic) 강조표시"들의 승인 과정과 다르다(259). 네덜란드의 경우, 자가 규제 

시스템 하에 제품별 강조표시의 사전승인에 대해 정해진 과정이 있으나, 승인은 자율

적인 사항으로 남아있다(260).

승인 체제를 개발할 때, 당국이 직면하게 되는 두 번째 문제는 “누가 승인에 대하

여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강조표시를 뒷받침할 과학

적 증거를 구하는 것은 건강강조표시를 만드는 회사의 몫이다(261). 이 분야의 코덱

스 지침 초안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책임은 “국가적인 소관 당국”이 져야한다고 규

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비정부 당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비록 대부

분의 국가들이 특정 정부 기관을 “소관 당국”으로 지명하기는 하나, 항상 그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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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기관인 FDA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건강강조표시들은 “국민 건강의 보호나 인간의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연

구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이 있는 “과학 단체”가 평가한 증거에 기초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262). 다른 국가들의 경우, “소관 당국”은 자가 규제적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

에서는 유럽연합의 규정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정부가 건강강조표시의 승

인 과정에 대한 책임을 자가 규제 조직에게 위임하 다.

각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된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에서는 식품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강조표시에 대한 근거를 받아들이는 책임을 “회원국의 소관 당

국”에게 위임할 것이다(263). 그러나 건강강조표시의 과학적 평가에 대한 책임은 지

역 단체인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유럽 식품 안전 당국)에 부여된다(264). 

이 제안된 중앙 승인 시스템은, 평가를 위해 조화된 접근을 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

구하고, 기존의 국가별 주도권간에 우려를 낳고 있다. 국 건강강조표시 공동 연대

(Joint Health Claims Initiative)는 “회원국들 간의 소비하는 식품과 식습관의 차이, 

그리고 강조표시가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차이들” 

때문에 강조표시에 대한 정해진 용어 혹은 문구(prescribed wording)의 허용에 문제

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 당국이 

“상당한,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을 감당하게 된다(265).

4) 광고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규정

많은 국가들이 표시에서의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대한 규정은 물론, 광고에의 사용

에 대한 규정도 갖고 있는데, 이는 꽤나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자가 규제 규약은 “표시행위, 선전, 그리고 제품이 전시되

는 곳이나 그 주변, 그리고 기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판촉성 communication”에 대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266). 그러나 규약은 자율적인 것이고, 제품별 강조표시에

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강조표시의 용어사용(wording)에 대한 권한은 네덜란드의 광

고 규약에 있으며, 강조표시가 소비자를 오도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결은 이 규약을 

참고하여 이루어진다(267). 미국에서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식품표시에 건강강조

표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업계 차원의 규제는 FDA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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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 선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에 쓰이는 건강강조표시의 규제는 오히려 광고

에 쓰이는 강조표시에 대한 어떤 식의 사전 허가도 요구하지 않는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 교역위원회, FTC)에 의해 사례별로 이루어진다. FTC는 FDA의 

향을 받아 강조표시를 입증하기 위한 “적합하고 믿을만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

는 상황이다(FDA는 많은 건강강조표시들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허가를 요구한다). 

사전허가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은 특정 건강강조표시가 광고에는 쓰이면서 표

시에는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68). 이러한 상황이 혼란

스럽다는 지적에 대해(269) FTC측의 입장은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보다 관대하게 접

근하게 하는 것이 특히 낮은 교육 수준의 소비자들에 대하여 건강강조표시의 잠재적

인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270).

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코덱스 지침의 역에 “광고”를 넣는 

문제가 바로 코덱스 위원회로 하여금 이 지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주요 이슈 중 

하나 다(271). 2002년에 처음 조항이 추가될 때, 광고는 표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

라는 것, 그리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강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 때문에 광고에 대한 언급을 넣자는 의견이 많았다(272, 273).(FAO/WHO

의 코덱스 식품표시분과 위원회 사무국에 의하면, 광고는 사무국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한다. 이미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and Claims for Prepackage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Section 3.2]와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and 

Claims for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section 3. General Principles]의 

2가지 코덱스 기준에 광고에 관련된 조항이 언급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쪽의 주장은 광고는 표시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대표단은 광고에 대한 내용을 코덱스 지침에 추가하는 것은 “위원회에 위임된 

권한이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키기 위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양강

조표시에 대한 코덱스 원문의 범주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며 상당히 확장시키는 것”

이라고 주장하 다(274). 

5) 제품별 건강강조표시의 사용

제품별 건강강조표시는 제조사들이 어떤 제품이 특정한 건강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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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강조표시를 허용하는 것은 생물학적 활성 성분을 

적당량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

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해서이다(275). 제품별 강조표시를 허용하는 것은 

또한 “기능성 식품”의 혁신적인 개발, 다시 말해 특정한 강조표시가 된 특정한 식품

의 개발을 독려할 수 있다.

일본은 1991년 FOSHU 법제 하에 제품별 강조표시를 허용한 첫 국가가 되었다. 

2002년에 342개의 제품에 대해 일련의 건강 상태 관련 언급을 하는 건강강조표시가 

승인되었다(276). 제품별 강조표시가 허용되기는 하나, FOSHU 제품들은 “혈중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사람들의 식생활 양상 개선을 도와드립니다.”와 같이 건강

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강조표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

다(277). 스웨덴은 2002년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제품별 강조표시를 허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최초의 제품별 강조표시는 2003년에 요구르트와 muesli, 그리고 귀리 베타 

루칸(beta-glucan)이 포함된 이중 팩의 “Primaliv”요구르트에 대하여 만들어졌는

데(278), “식사 후 혈당 수준을 낮추어드립니다”라는 강조표시를 하 다(279).

다른 국가들은 제품별 강조표시를 허용하지만, 이에 대해 특정의 규제 과정이 없

다. 국에서 제조업자들은 일반 강조표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품별 강조표시에 

대하여 자가 규제적인 ‘건강강조표시 공동 연대‘의 독립적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미국의 경우 어떤 회사들은 자사만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의 사용승인을 신청하 다(예를 들어 어느 한 가지 시리얼에 대한 psyllium의 강조표

시 등). 국과 미국 모두에서 이론적으로는 제품별 강조표시가 다른 제품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건강강조표시와 기능성 식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이슈를 대두시키는데, 이에 대해 몇몇 식품회사들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제품별 강조표시를 허용하는 것은 보건 증진에 좋은 향을 주고, 산업 혁신을 꾀

하는 목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강조표시의 허용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캐나다

에서 제품별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는 규정이 2001년에 제안되어, 이듬해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280), 이 틀은 발표되지 않았고, 보건 당국은 이 이슈에 대한 정책 개발

을 계속하기로 하 다(281). 캐나다에 근거한 Alliance for Food Label Reform (식품

표시 개혁 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제품별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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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2):

◦제품별 강조 표시는 개별적인 식품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생활이 좋은 건강의 핵심

이라는 일반 원리를 훼손한다.

◦제품별 강조 표시는 건강강조표시가 사용될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에 의존한다. 따

라서 그 정보는 회사에 독점되어 공개적으로 검사되지 않는다. 결국 정보가 보다 

넓은 사회 계층에 미칠 잠재적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제품별 강조 표시와 관련되어 증명된 보건 증진상의 편익이 없다. 예를 들어 한 보

고서는, 일본의 FOSHU 규정 하에서 강조표시의 90%가 소화를 돕는다는 등 ‘사소

한’ 건강 효과를 언급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보다 중요한 건강 이슈인 고혈압은 1%

의 강조표시에서만 다루었다.

◦제품별 강조 표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일이나 채소와 같이 명백히 밝혀진 건강 

효과가 있지만, 특정한 “강조표시”가 없는 식품의 섭취를 피하게 할 것이다.

6) 모유 대체품과 아/어린이를 위한 식품에 대한 건강표시의 사용

모유 수유 옹호론자들에 의하면, 아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강조표시

는 “ 아와 어린이의 적정 건강을 위한 아 급식 정책에 배치된다.”고 한다(283). 유

아용 조제유의 사용을 “이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표현” 즉, “철 함유 - 우리의 조제유

를 한층 더 모유에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와 같은 강조표시들은 WHO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모유 대체품의 마케팅에 대한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우려는 몇몇 규정들에 반 되어 있다. 캐나다

에서는 건강강조표시가 2세 미만의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브라질에

서는 아와 어린이를 위한 조제유에는 건강강조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의 

경우, 아를 위한 식품에 대하여 건강강조표시와 기능강조표시가 금지되어 있다.

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조표시의 금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안건

이다. 2001년에 이러한 강조표시를 금지하는 조항이 코덱스 지침 초안에 추가된 이래

로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업계는 강조표시들이 “적절하고, 사실이고, 과학적

으로 입증되어 있고,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는다.”면 특히 강조표시가 제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나타낼 경우에 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강조표시를 금지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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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2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식품분과 위원회의 

31차 회의에서,  WHO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를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는 World Health Assembly (세계 보건 총회)의 결의안에 

근거하여, 대표단들의 대다수가 강조표시의 금지를 지지하 다. Special Dietary 

Food Industries (특별용도식품 생산업체들)는 반대하 지만, “적합한 코덱스 규정이

나 국가 규정에서 특정하게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아와 어린이를 위한 식품에는 

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하 다(285, 286).

이 이슈는 또한 European Commission에서도 논쟁이 되었다. Regulation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의 초기 안에서는 전적으로 혹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조표시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 조항은 European 

Commission이 채택한 버전에서는 삭제되었다. 그러한 강조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어

린이들에게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장려하는 것과 같이, 식생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치가 클 수 있는 initiatives를 막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다.

7) 건강강조표시가 식이섭취와 보건 증진에 미치는 향의 이해

가. 보건에 대한 건강강조표시의 향 평가

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은 이로부터 얻게 되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이로움과 상업적 이익의 두 가지 목적에 의해 성립된다. 사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건강강조표시를 사용한 결과는 다양하 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자료를 근거로 살펴

보면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시장에서 실패한 사례도 상당했다(287, 288, 289, 290, 291). 소비자들이 건강강조표시

의 사용을 선호한다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기는 하지만(292), 보건 증진의 측면에서

는 강조표시가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안타깝게도 건강

강조표시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제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 건강

강조표시 전문가들은 건강강조표시가 보다 양가 높은 식품의 판매를 증가시켰으

며, 건강한 식생활 양상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반면(293), 건강 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건강강조표시가 건강한 식품의 선택에 긍정적인 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고 하며(294, 295),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이 장기적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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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효과로 이어질 지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 다(296).

건강강조표시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주로 미국의 정부 연구에서 나오는데, 이 

결과들이 항상 일관적이지는 않다. 자주 인용되는 한 FDA 보고서는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이 명확한 보건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297). 1997년에 미

국의 식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은 식품에 건강강조표

시가 있을 경우 양학적 서술 내용을 잘 읽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강조표시에 나타

나있지 않은, 그 외의 건강관련 효과를 식품과 연관시킨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

은 “건강강조표시의 향을, 제품의 건강상 이로운 효과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인식하

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게” 한다(298).

반면, FTC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들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FTC 연구는 1985년에

서 1987년 사이에 이루어진 특정 아침식사용 시리얼의 표시와 광고에 나타난 건강강

조표시가 “추가적으로 약 200만 가정으로 하여금 3년 간 고 섬유소 시리얼을 섭취하

게 하여, 해당 200만 가정의 구성원들의 대장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

다”고 시사하고 있다(299). 식이 섬유와 암의 예방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발전하 다. 

특히 유색인종, 흡연자, 그리고 여성이 가장인 집안의 여성들 사이에서 그러했는데, 

이는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의 주 정보원일 수 있는 매체인 ‘광고’에 건강강조표시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기인한다(300, 301). 이 FTC 연구는 또한 광고에 나타나는 건강

강조표시에 대한 보다 관대한 규제가 이루어진 기간(1985년부터 1990년까지)에 1인

당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품의 섭취량이 그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지

적하 다. 하지만 FDA 과학자들은 FTC의 연구들이 다른 “정보 변수”들을 충분히 

반 하지 못했다고 이러한 주장들을 반박하 다(302).

건강강조표시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문제는, 건강강조표시가 된 식품

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강조표시 이외의 건강 메시지들(광고나 신문기사와 같은)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는 점과, 건강에 대한 보다 나은 지식이 반드시 건강한 식생

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생긴다(303). 여러 연구들의 서로 상충되는 

근거에 대하여,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현재, 건강강조표시가 개인의 전체적인 식생활로 귀결되는 수많은 결정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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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다. 행태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이 매우 복잡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강조표시가 보건 증진에 끼치는 향

에 대한 데이터가 드문 것은 당연하다. 식생활과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합된 다단계의 중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304).”

또한, 식생활 양상에 대한 건강강조표시의 향은, 개인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

는 부유한 집단과 같은, 소그룹의 사람들에게만 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주장되어 왔

다(305).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미래 식품”의 장기적인 상업적 성공은 보다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달려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건강강조표시와 기능성 효과

가 있는 식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하며, 동시에 “건강과 웰빙” 시

장의 비싼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은 배제하여, 잠재적인 “두 층의”시장

을 형성할 것이라 한다(306). 

나. 건강강조표시가 과도한 식이 섭취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향의 규제

건강강조표시로부터 얻고자 하는 보건 증진에 대한 효과는 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다. 건강강조표시는 건강한 식품의 선택과 섭취를 권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특정 제품이나 양소의 과도한 섭취를 장려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는 종종 현행 규정에 의해 인지된다.

건강강조표시들은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강조표시 된 특정 양소만의 섭취나 특

정 건강 상태가 좋은 건강과 양으로 직결된다는 식으로 암시할 수 있다(307). 이는 

그 특정한 제품의 섭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나, 심지어는 해당 제품의 과도한 섭취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과도하게 섭취해야만 강조표시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강조표시 된 제품에 해당 성분이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식생활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에 대응하고자 코덱스 지

침 초안은 건강강조표시를 “전체적인 식생활의 맥락에서”만들어진 것으로 명백히 규

정하고 있다. 건강강조표시들이 “특정 식품의 과도한 섭취”나 “좋은 식습관의 저해”

를 독려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 조항들은 또한 많은 국가들의 규정에

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강조표시 된 효과는 건강

한 식생활의 맥락에서 해당 식품이나 식품 성분의 적당한 양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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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는 코덱스 지침 초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항을 포함한다(308). 이와 

비슷한 지침들이 입증의 기준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건강강조표시의 과학적 근거

에 대한 Dutch Code of Practice는 “해당(과학)데이터는 대상 집단의 정상적인 이용

(섭취량)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한다(309). PASSCLAIM initiative의 건강강조표

시의 과학적 입증에 대한 기준 초안에서는 과학적 연구에 의해 평가되는 식품, 혹은 

식품 성분의 양이 “원래의 용도 및 예상되는 섭취 패턴에 부합되어야”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310).

규제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식품 형태, 또는 건강강조

표시 된 식품의 “ 양소 함량/ 양소 범주” 들이다. 사탕류나 나트륨과 지방의 함량

이 높은 스낵, 혹은 지방 함량이 높고 달콤한 비스킷과 케이크와 같은 식품에 대한 

양 또는 건강강조표시를 하는 것이 이런 제품들의 더 많은 섭취를 조장하여, 건강

한 식생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부 FOSHU 승인 제품들은 사탕류나 스낵, 그리고 청량음료들이다(311). 

그리하여 특정한 양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식품이나 제품에 대한 건강강

조표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많은 경우 식품업체들은 반

대를 한다.

강조표시가 될 수 있는 식품을 제한하는 3가지 가능한 규제 모델이 있다.(a) 식품

이나 식품 종류의 구체적인 목록에 대하여 강조표시를 금지하는 것;(b) 1회 제공 분

량 당 특정한 양적 프로필을 갖는 식품에 대하여 강조표시를 금지하는 것;(c) 100g, 

혹은 100kJ 당 특정한 양적 프로필을 갖는 식품에 대한 강조표시를 금지하는 것

(312).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코덱스 지침 초안은 이들 규제 중 어느 것도 권장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표명함으로써, 각 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지침을 개발하도록 하

고 있다.

“건강강조표시에 대해서 각 국은 질병 위험이나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양의 양소나 특정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강조표시

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정 강조표시의 사용자격을 승인, 또는 금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체제가 있어야 한다(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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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들은 아식에 대하여 건강강조표시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식품 종류”에 기초한 강조표시 규제의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제안은 날씬해진다거나 체중 감소에 대한 강조표

시를 금지함으로써, 체중 감량 제품에 대한 강조표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건강강조표시의 규제를 위해 포괄적인 방식이 아

닌, 제한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최근 시행된 캐나다 건강강조표시 규정의 초기 

안에는 Canada’s Food Guide to Healthy Eating (캐나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

품 가이드)의 “기타 식품(지방과 기름, 대부분 설탕으로 이루어진 식품들, 고염 고지

방 스낵, 주류와 청량음료 등)” 항목에 들어가는 모든 식품에 대해 건강강조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314). 그러나 규제 당국은 이 모델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

하고, 대신 통합된 접근을 택하 다. 그 결과 현재 규정은 특정 양에 관한 적격 기

준에 부합되는 제품에만 강조표시를 허용하면서 식품의 종류에 기초한 몇몇 기준들

을 반 시키고 있다(315). 처음 3가지 강조표시들(표 8 참고)은 과일과 채소를 제외한 

열량이 낮은 식품(1회 제공량 또는 참고량 당)10)에 대하여 사용될 수 없다. 과일 및 

채소와 암에 대한 강조표시는 특정한 식품 종류11)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구강 

건강에 대한 강조표시는 특정 형태의 껌과 알사탕, 혹은 구취 제거제에 대해서만 적

용 가능하다.

미국은 건강강조표시(구조/기능성 강조표시 제외)에 대해 “1회분량 당 양 기준” 

접근을 채택하 다. FDA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제품들은 “Jelly Bean Rule (젤리빈 

규정)”이라고도 불리며, 1회분량 당 함량이 지방 13g, 포화지방 4g, 콜레스테롤 60㎎, 

혹은 나트륨 480㎎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316). 또한 이 

식품들은 1회분량 당 비타민 A와 C, 칼슘, 단백질, 또는 섬유소를 정해진 양 이상 함

유하고 있어야 한다(채소와 과일은 이러한 자격요건의 대상이 아니다). 이 규정이 시

행된 지 5년이 지나자, sweet biscuit과 마가린에 대하여 더 이상 건강강조표시가 사

10) 이 경우 식품은 (a) 명시된 제공분량과 참고량 당 40칼로리 또는 167kilijoules 이하를 공급하며, 참고량이 

30g 또는 30㎖ 이하인 경우에는 50g당 40칼로리(167kilijoules) 이하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b) 식품이 포장

된 식사류인 경우 100g 당 120칼로리나 500kilijoules 이하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11) (ⅰ) 감자, yams, 카사바, 플란틴, 옥수수, 버섯, 완숙 두류 및 그 주스, (ⅱ) 양념이나 고명, 장식, 향미제 등으

로 쓰이는 채소와 과일로서 maraschino 체리, glacé fruit, 당침 과일 및 양파가루, (ⅲ) 잼이나 잼 형태의 

스프레드, 마말레이드, preserves 및 젤리, (ⅳ) 올리브, 또는 (ⅴ) 분말 채소 및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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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건강강조표시가 된 27개 제품 중 21개가 씨리얼 제품이 되었

다(317). FTC의 연구에서도 탄산음료, 후식류, 사탕류, 도넛, 그리고 짭짤한 스낵들에

는 광고에서의 건강강조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318). 그러나 

소비자 단체인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는 여전히 고지방 제품에 대

하여 사용되고 있는 구조/기능성 강조표시들이 이 규정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 다(319).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제안에는 해당 식품의 양적 프로필(특히 총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산, 당, 그리고 나트륨/염분을 고려함)에 근거하여 강조

표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Article 14)(320). 이는 이전 안에는 없었던 

조항이다. 이 법안을 추가시킴으로써, 규정은 “‘좋은’ 식품이나 ‘나쁜’ 식품이라는 것

은 없고, 대신 ‘좋은’ 식생활과 ‘나쁜’ 식생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적 프로필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논쟁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하

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건강강조표시가 된 식품들을 

‘좋은’, 혹은 ‘더 좋은’ 식품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규정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

식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적절히 섭취해야할 특정 식품을 과잉 섭취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구체적인 양적 프로필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이 이슈의 민감성을 고려

하여, 규정에서는 “신중하고 적절한 고려 후”에야 양적 기준들이 확립될 것이라고 

한다.

강조표시가 될 수 있는 식품을 제한하는 3가지 접근들은 각기 다른 장,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321). 몇 개의 간단한 규정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로울 수 있는 

반면, 보다 많은 수의 구체적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은 특정 식품의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모호함을 막을 수 있다. 양적 프로필을 규정하는 모델에 따라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건강강조표시 

규제 개발의 일환으로 양적 프로필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1회분량 당”식의 접근

과 “100g 당”식의 접근 방법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한 예로, 흰쌀은 

1회분량 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는 강조표시가 허용되나, 100g 당이나 100kJ 당일 경

우는 자격 미달이며, 반면 현미의 경우는 정 반대로 100g 당이나 100kJ 당으로는 강

조표시가 허용되지만, 1회분량 당을 적용하게 되면 강조표시가 불가능해 진다(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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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 협정과 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규제

무역 협정의 목표 중 하나는 규제가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써 미칠 수 있는 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표시나 건강강조표시의 경우와 같이 해당 규제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역협정에서는 각 국이 협력하여 동등한 규제를 만들어서 장

벽을 낮추도록 독려하고 있다. 

1994년의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기구의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에 대한 협정)은 양표시

와 강조표시 규정들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다. 이 

협정은 장벽을 낮추기 위해 3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 우선, 각 국가로 하여금 명백

한 협정을 통하여 상대국의 기준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독려한다(기준 동등

화). 둘째, 각 국가의 기준을 국제 표준과 조화시킬 것을 요구한다(국제 표준이 국가 

상황 상 효과적이지 않거나 적합하지 못한 경우 제외). 셋째, 각 국으로 하여금 WTO 

질의처(inquiry point)를 통하여 자국의 기준 변화 사항을 WTO와 상대국들에게 알

려줄 것을 요구한다. 각 국가들은 이에 따른 다른 국가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이 협정 하에서, 각 국의 정부는 표시 기준에 근거하여 무역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한 “합법적인 목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협정의 내용은 보건과 소비자 정보를 

합법적인 목적으로 인정한다. 단 해당 규정은 목표하는 바와 일치되어야 하며, 가장 

덜 무역-제한적인 대책이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WTO 협정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술적 규정은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초래

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인 목적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중 특히 중요한 것은 

공개되어있는 과학적, 기술적 정보...이다(323)”

WTO 협정이 코덱스와의 국제적 조화를 명백히 요구하지는 않으나, 코덱스의 규

정과 지침들은 각 국의 규정을 지도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benchmarks)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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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코덱스로 하여금 각 국의 입법단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 무역에서 코덱스는 

각 국이 넘어서는 안 될 규제적 천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코덱스의 규정이

나 지침을 넘어서거나 무시하는 국가 규정은 무역 장벽으로써 문제삼을 수 있다. 그

러나 국가들은 위해 평가에 대한 코덱스의 기준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그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코덱스의 양표시에 대한 지침과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지침 안이 개정되면서 나

타나는 국제무역 관련 경향은 각 국의 정부에게 서로 다른 국가 규정을 만드는데 어

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침들은 국가들로 하여금 

양소 목록(“각 국은 자국의 법제에 따라 보다 많은 양소들을 표기할 수 있다”), 트

랜스 지방의 표시(“각 국은 트랜스 지방의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강조

표시(“건강강조표시들은 국가의 보건 정책과 일관성 있어야 한다”)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접근은 많은 국가들이 이미 코덱스의 향

력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국가적으로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들을 확

립한 상태라는 사실을 반 한다. 그리하여 코덱스는 새로운 규정을 개정하거나 개발

하는 국가들을 위해 지도하면서, 이러한 국가 간 차이를 합의 과정을 통해 반 하고 

있다. 이 유연성은 또한 의견이 양분되는 이슈에 대해 해당 국가 간의 어느 정도의 

합의를 허용한다. 이러한 유연성에서 파생되는 2가지 잠재적 결과가 주목할 만 하다. 

첫째, 각 국의 특정한 양적, 문화적 상황에 맞도록 설계된 규정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로, 각 국으로 하여금 국제무역에 관한 향을 고려하여 상대국들보다 높거나 혹

은 낮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산-식품(agro-food) 표시가 국제 무역 파트너간에 무역의 잠재적인 장벽일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324). 이는 잠정적으로 양표시, 원재료 함량표시, 그리

고 건강강조표시에 적용된다.

1) 잠재적인 무역 장벽으로서의 양표시

식품 표시 규정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무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325).



제5장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의 개발, 시행 및 효과와 관련된 이슈  115

◦한 국가 내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함으로써

◦요구되는 표시 사항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구체적일 경우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됨

으로써

◦국내 제품과 수입제품을 구별함으로써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많은 국가들이 양강조표시가 사용되지 않는 한 양표

시를 자율에 맡김으로써 코덱스 지침을 따르고 있다. 양표시 규정의 적용을 현재 

시작하고 있거나, 새로이 더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도 코덱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보인 바와 같이, 여전히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무역을 제

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수출업자들은 수출국의 규정에 맞추어 상

품의 표시사항을 바꾸어야 하므로, 대형 식품제조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세한 제

조업체들에 대해 잠재적으로 보다 큰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326). 무역 차원에

서 본다면, 몇몇 국가들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미국은 1990년도에 코덱스의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의무적인 양표시제를 도

입하 다. 이러한 규정을 개발하는 동안 FDA는 규정이 적용되면 미국이 다른 무역

국들과는 이원화된 체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규

정이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 제품의 표시를 바꾸도록 요구할 것이고, 추가적인 

양소 분석을 요구할 것이며, 식품 수입업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인정하

다(327). 네덜란드 보건부의 한 직원은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반응을 다음과 같

이 설명하 다.

“이는 1974년 이래로 미국의 표시 역사상 가장 범위가 큰 무차별적인 사건으로, 

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

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이는 규정이 대부분 

의무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 양표시 및 교육법’은 코덱스 지침으로부터 본질적으

로 이탈하 으며, GATT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조항(Article) 2.2.에 위배될 것이다(328).”

이 규정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의 양표

시 수용을 거부하 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각 국으로 하여금 기술적 규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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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시킬 것을 요구하며, 쌍무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개발하기로 계획했었다. 이때까

지 미국에 대항하는 조치가 취해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329). European Commission

의 관리들은 이러한 의무적인 요구사항은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 고, 항의하는 것

을 고려하 으나, 결국하지 않기로 결정하 는데, 그 이유의 일부는 언젠가 유럽에서

도 양표시가 의무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었다(P. Deboyser, personal 

communication, 2003년 5월)(330). 이 사건에 대하여 보다 큰 논란이 일지 않은 이유

는(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마련한 문건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표시 요구 사항은 제품의 포장에만 직접적으로 향을 주므로, 제

품 자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표시와 포장 재료를 조

정하는 것이 식품 수출업자들에게는 쉬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다”(331).

그 이후로 호주, 브라질(그리고 MERCOSUR의 3개 회원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그리고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인 양표시제를 도입하 다. 이 국가들은 

WTO 질의처를 통하여 무역 상대국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 으며, 항의가 접수된 

경우는 없었다(다만 브라질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듯이, 본국이 속한 지역 무역 단체

의 회원국으로부터 법적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의무 표시 규정 개

발과 관련된 관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들의 규정들이 국제무역 분쟁에서 항의

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다.

◦미국이 전례를 확립했다.

◦규정은 ‘소비자를 위한 정보’나 ‘보건’의 ‘합법적인 목적’으로써 정당화 될 수 있다.

◦포장에 표시를 하는 것은 비교적 쉬우며,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는 비용이 무역 분

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저렴할 것이다.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가 무역 분쟁의 근거로 쓰인 적이 없으

며, 그 어떤 나라도 이를 처음으로 시도해보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조화(harmonization)의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북미자유무역

협정 내에서, 캐나다의 새로운 규정에서는 사실상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식품 제조업

자들은 더 이상 각국별로 다른 표시 세트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

했던 바와 같이 European Commission 또한 유럽 전역에 의무적인 표시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의무적인 표시가 국제 무역에 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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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하고, European Commission의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Directorate 

(건강과 소비자 보호 이사회)의 식품관련 법 수석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시장에의 접근을 막지는 않지만 단지 이를 보다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게 한

다는 점에서 의무적인 표시 제도는 무역에 대해 보다 가벼운 장벽이다. 이러한 상황

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중매인(仲買人)들은 수긍을 하고 있으며... 10여 년 전 미국이 

양표시를 의무화시킨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WTO에서 의무 양표시제의 도입

에 대한 항의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P Deboyser, personal 

communication, 2003년 5월) 

지역무역기구인 MERCOSUR에서도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2001년도에 

브라질은 의무적인 양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건강한 식생활 장려와 비만 예

방이라는 보건 차원의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하 다(Box 5 참고). 이 결정은 

MERCOSUR의 4개국들의 협상을 필요로 하 다. 의논된 내용에는 100g 당 표시하

는 대신에 1회분량 당 양소를 표시하는 것의 실행 가능성, 일일 참고치에 대한 백

분율 표시 포함, 표시의 의무화 여부, 그리고 대중에 대한 정보 캠페인(public 

information campaigns)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 2년 간의 긴 토론을 거쳐, 회원국들

은 표시를 위해 조화된 표준을 개발하 다. 2003년 12월의 MERCOSUR 결의안 

44/06에서는 2006년 8월부터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에서 의

무적인 양표시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 다(332).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총 지

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그리고 나트륨의 8가지 양소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MERCOSUR에 의해 승인된 기준과 호환되는 국가 법제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

과 “무역에서의 기술적 장벽을 피하는 목적”으로 인해 브라질은 원래의 양표시에 

대한 규제의 일부를 바꾸게 되었다(Box 5 참고)(333). 예를 들어, MERCOSUR 토론

에서 대부분이 다량 양소만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 기 때문에, 철과 칼슘이 표시에

서 제외된 반면, 아르헨티나의 권고에 따라 트랜스 지방은 추가되고, 콜레스테롤은 

표시에서 제외되었다(E. Recine, personal communication, 2004년 1월).

2) 잠재적 무역 장벽으로서의 원재료 함량표시

무역의 관점에서 원재료 함량표시는 보다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시 방침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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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코덱스 식품분과 위원회의 집회 기간 중에 식품업계와 몇몇 국가의 정부들은 

원재료 함량표시가 무역 장벽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 다. 식품 회사들은 원재료 

함량표시와 같은 표시는 자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호주와 태국에서의 원재료 함

량표시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항의하 다. 원재료 함량표시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표명된 바 있다. 그러나 European Food Law 

Association (유럽 식품법 연합)은 원재료 함량표시가 유럽연합 내의 무역에 대해 장

애물이 아님을 표명하 다(334, 335).

3) 잠재적인 무역 장벽으로서의 건강강조표시

건강강조표시 규정 또한 잠재적인 무역 장벽이다. 건강강조표시는, 수입국의 건강

강조표시 규정에 맞지 않게 강조표시 된 식품의 수입을 막음으로써,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 양표시도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나, 건강강조표시는 그것이 포장 디자인의 

근본적인 요소일 수 있으며, 제품의 마케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표시와 구분된다. 이러한 사실은 왜 양표시에 비해 건강강조표시 규정이 무역

에 미치는 잠재적 제한성에 대해 더 많은 우려가 표명되었는지를 부분적이나마 설명

해주고 있다. 

잠재적 무역 장벽에 대해 인지된 한 예가 바로 판매 전 승인(premarket approval) 

요구이다. 이는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판결에 잘 예시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부에 의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한, 건강강조표시를 금지

한다. 1999년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사전 승인 없이 식품에 건강 관련 정보를 기재한 

여러 식품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 다. 회사들은 정부에 불복하고, 사건을 

European Court of Justice로 가져갔다(336). 2003년 1월에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사전 승인 요구가 “추구되는 목표에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없어, “문제가 

된 제품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총체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들었다 

하여, 오스트리아에 반하여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었다.

“식품의 표시에 나타나는 모든 건강관련 정보에 대해 요구되는 사전승인 과정으로 

인해 상품의 이동을 제한하게되는 체계는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사실상,) 표시에 언급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근거를 제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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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도 사용되고 있다

(337).”

코덱스 식품분과 위원회의 제 31차 집회에서 소비자 단체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Food Organizations (국제 소비자 식품 조직 협회)는 위원

회가 코덱스 지침에 사전 승인(판매 전 승인, premarket approval)의 개념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 다. 이는, 지침의 해당 부분에서 건강강조표시가 “국가의 소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으로 불필요하다

고 판단되었다(338).

건강강조표시 규정의 잠재적인 무역-제한성에 대한 우려는 이들 규정을 조화하려

는 국제적, 지역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국제적, 지역적 규정

들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국가들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유럽의 

Regulation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는 유럽국가들 간의 

서로 다른 정의, 법, 그리고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접근이 무역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 다. 현 제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내부 시장 

내의 상품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339).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제

안된 정책 지침 또한 건강강조표시들이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어서는 안 된

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340).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

시아 국가 연합, ASEAN)의 회원국들 또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규정들을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핵심적인 동기 중의 하나는 바로 양강조표시와 건

강강조표시의 과학적 입증이 이 지역에서의 식품과 음료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무역 

장벽 제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341).

양 및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에 대한 코덱스 지침의 제안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국

가 간의 무역을 조화시키는 것이 명확한 목적이다. 국가들은 국가 규정을 개정하거나 

개발할 때 코덱스 지침 초안들을 길잡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들이 무역

에 미칠 잠재적 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건강강조표

시는 양 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보건 증진 정책과 일관되어야 하며, 가능할 경우에

는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전문의 조항에 집중되어 있다(342). 이 조항

은 1996년 노르웨이 대표단의 권고로 지침 최초의 초안에 포함되었다. 2001년 코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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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과 위원회에서 식품업계 무역그룹인 식료품 제조업자협회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of 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s)는 이 조항이 “무역 

장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아예 삭제할 것을 건의하 다(343). 이듬해에 미국 대표

단 또한 이 조항에 대하여 “국제 조화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하 다

(344). 그러나 대표단들의 대다수는 보건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조항을 지지하 다. 

그러나, “가능할 경우”라는 문구가 국가적인 보건 정책이나 양정책이 없는 국가들

을 위하여 조항에 추가되었다. 몇몇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항은 제안된 지침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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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목적은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현존하는 규정들에 대한 총

괄적 사항들을 살펴본 후 이러한 규정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들을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보건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관련된 국제적 규제 환경은 

어느 정도의 조화와 동시에 상당한 다양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

은, 현재 진행중인 국가적, 지역적 규정의 개발과 코덱스 규정 지침들의 개발로 인하

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식품의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들

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다. 국가들 간에는 비슷한 점은 

물론, 상당한 차이도 존재한다. 건강강조표시보다 양표시가 보다 광범위하게 규제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조화된 활동이 있는 반면, 국가적 상황과 각 국의 규제 개발 

단계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반 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양표시와 관련해서는, 양정보 명시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채택하는 경

향이다. 전반적으로 표시가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을 도울 수 있으며, 표시들 간의 표

준화를 보장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표시가 의무적이고 

특정 양소들이 표기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한 차이는 국가 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건강강조표시들은 훨씬 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타기능강조표시나 질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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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감소 강조표시 등은 질병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해당 식품이 질병을 완치, 예방, 

치료할 수 있다는 듯이 암시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양소기능 강조표시들이 보다 

더 널리 허용되고 있다. 건강강조표시의 보건 증진 효과, 건강강조표시 입증의 기준, 

건강강조표시 규제를 시행하는 기전, 건강강조표시 될 수 있는 식품, 그리고 건강강

조표시 규제 방식이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들은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을 오도하

거나 혼동시킬 수 있는 강조표시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규제되지 않을 경우의 

잠재적 위험을 감안하여, 건강강조표시 규정들을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

원에서 개발하고 조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덱스 위원회는 WHO/FAO의 공동 단체이며, 식생활, 그리고 양과 관련된 건

강 증진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맡은 역할이 있다. 국가 간 획일성(일치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과 지침들을 개발해 

내는 코덱스 위원회의 일은 항상 어렵고 도전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나 코덱스 위원

회는 국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과정과 서로 다른 체제간의 조화를 독려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양표시 규정들은 무역관련 이슈에 대하여 비교적 논쟁의 

소지가 적은 반면, 건강강조표시 규정들 사이의 차이는 향후 무역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지역적/국제적 유사성과 국가별 차이점 모두를 반 하는 규정

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보다 긴 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적

인 방법일 수 있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가 제시되

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정에서는 건강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복잡한 양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건강강조표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건강강조표시가 식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일부 증거에서는 건강강조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들을 보다 건강한 상품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하지만, 개인의(그리고 

전 인구의) 전체적인 식생활에 대한 건강강조표시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향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다른 종류의 강조표시들의 상대적인 효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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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마찬가지이다. 건강강조표시가 양 교육, 식품 선택, 그리고 균형 잡힌 식생활

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너무 없다. 건강강조표시의 효과를 최대화하

기 위한 양 교육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또는 건강강조표시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누가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규정들은 규제의 

틀을 만들고, 어떤 강조표시가 적절하며, 어떠한 것들이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식생활과 건강 증진에 미치는 건강강조표시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아

직 불충분하지만, 양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효

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규정들은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의 건강 증진 잠재력을 향

상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들이 규제 체계를 

설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 다. 보건 증진과 

개선을 위한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규정은 인구

집단의 장기적인 식생활 개선을 근본적인 목표로 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가 국민의 식생활 양상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교육받은 대중에 의해 주로 결정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도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 즉, 괄목할 만한 변화를 기대한

다면, 양표시와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취하는 조치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전 인구집

단을 대상으로 식생활 관련 비감염성(만성)질환의 증가율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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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 CAC/GL 2-1985(Rev. 1-1993)1)

￭PURPOSE OF THE GUIDELINES

- To ensure that nutrition labelling is effective：

∙In providing the consumer with information about a food so that a wise choice of food can 

be made ;

∙in providing a means for conveying information of the nutrient content of a food on the 

label ;

∙in encouraging the use of sound nutrition principles in the formulation of foods which 

would benefit public health ; 

∙in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include supplementary nutrition information on the label.

- To ensure that nutrition labelling does not describe a product or present information about it 

which is in any way false, misleading, deceptive or insignificant in any manner

- To ensure that no nutritional claims are made without nutrition labelling
      

￭PRINCIPLES FOR NUTRITION LABELLING

A. NUTRIENT DECLARATION

Information supplied should be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consumers with a suitable 

profile of nutrients contained in the food and considered to be of nutritional importance. The 

information should not lead consumers to believe that there is exact quantitative knowledge 

of what individuals should eat in order to maintain health, but rather to convey an 

understanding of the quantity of nutrients contained in the product. A more exact 

quantitative delineation for individuals is not valid because there is no meaningful way in 

which knowledge about individual requirements can be used in labelling.

B. SUPPLEMENTARY NUTRITION INFORMATION

The content of supplementary nutrition information will var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and within any country from one target population group to another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country and the needs of the target groups

1) The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were adopt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t its 

16th session, 1985. The Nutrient Reference Values for Food Labelling Purposes in Section 3.4.4 were 

amended by the 20th Session of the Commission, 1993. They have been sent to all Member Nations and 

Associate Members of FAO and WHO as an advisory text, and it is for individual governments to decide 

what use they wish to make of th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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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UTRITION LABELLING

Nutrition labelling should not deliberately imply that a food which carries such labelling has 

necessarily any nutritional advantage over a food which is not so labelled.

1. SCOPE

  1.1 These guidelines recommend procedures for the nutrition labelling of foods

  1.2 These guidelines apply to the nutrition labelling of all foods. For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more detailed provisions may be developed.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ese guidelines:

  2.1 Nutrition labelling is a description intended to inform the consumer of nutritional properties of 

a food.

  2.2 Nutrition labelling consists of two components:

     (a) nutrient declaration;

     (b) supplementary nutrition information.

  2.3 Nutrition declaration means a standardized statement or listing of the nutrient content of a 

food.

  2.4 Nutrition claim means any representation which states, suggests or implies that a food has 

particular nutritional prope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energy value and to the 

content of protein, fat and carbohydrates, as well as the content of vitamins and minerals. 

The following do not constitute nutrition claims:

     (a) the mention of substances in the list of ingredients;

     (b) the mention of nutrients as a mandatory part of nutrition labelling;

     (c) quantitative or qualitative declaration of certain nutrition or ingredients on the label if 

required by national legislation.

  2.5 Nutrient means any substance normally consumed as a constituent of food:

     (a) which provides energy; or

     (b) which is needed for growth,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life; or

     (c) a deficit of which will cause characteristic bio-chemical or physiological changes to occur.

  2.6 Sugars means all mono-saccharides and di-saccharides present in food.

  2.7 Dietary fibre means edible plant and animal material not hydrolysed by the endogenous 

enzymes of the human digestive tract as determined by the agreed upon method.

  2.8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eans fatty acids with cis-cis methylene interrupted doubl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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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UTRIENT DECLARATION

  3.1 APPLICATION OF NUTRIENT DECLARATION

     3.1.1 Nutrient declaration should be mandatory for food for which nutrition claims, as defined 

in Section 2.4, are made.

     3.1.2 Nutrient declaration should be voluntary for all other foods

  3.2 LISTING OF NUTRIENTS

     3.2.1 Where nutrient declaration is applied, the declaration of the following should be 

mandatory:

3.2.1.1 Energy value; and

3.2.1.2 The amounts of protein, available carbohydrate (i.e., carbohydrate excluding dietary 

fibre) and fat; and

3.2.1.3 The amount of any other nutrient for which a nutrition claim is made; and

3.2.1.4 The amount of any other nutrient considered to be relevant for maintaining a 

good nutritional status, as required by national legislation.

     3.2.2 Where a claim is made regarding the amount and/or the type of carbohydrate, the 

amount of total sugars should be listed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in Section 3.2.1. 

The amounts of starch and/or other carbohydrate constituents(s) may also be listed. 

Where a claim is made regarding the dietary fibre content, the amount of dietary fibre 

should be declared.

     3.2.3 Where a claim is made regarding the amount and/or type of fatty acids, the amounts of 

saturated fatty acids and of polyunsaturated fatty acids should be decla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4.7.

     3.2.4 In addition to the mandatory declaration under 3.2.1, 3.2.2 and 3.2.3, vitamins and 

minerals may be lis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criteria:

3.2.4.1 Only vitamins and minerals for which recommended intakes have been established 

and/or which are of nutritional importance in the country concerned should also 

be declared.

     3.2.5 When nutrient declaration is applied, only those vitamins and minerals which are present 

in significant amounts should be listed.2)

2) As a rule, 5% of the recommended intake (of the population concerned) supplied by serving as quantified 

on the label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ciding what constitutes a significan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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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In the case where a product is subject to labelling requirements of a Codex standard, the 

provisions for nutrient declaration set out in that standard should take precedence over 

but not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s 3.2.1 to 3.2.5 of these guidelines.

  3.3 CALCULATION OF NUTRIENTS

     3.3.1 Calculation of Energy

          The amount of energy to be listed should be calculated by using the following 

conversion factors:

  

Carbohydrates

Protein  

Fat  

Alcohol(Ethanol)  

Organic acid

4㎉/g-17kJ

4㎉/g-17kJ

9㎉/g-37kJ

7㎉/g-29kJ

3㎉/g-13kJ

     3.3.2 Calculation of Protein

          The amount of protein to be listed should be calculated using the formula:

          Protein = Total Kjeldahl Nitrogen x 6.25

          unless a different factor is given in a Codex standard or in the Codex method of 

analysis for that food.

  3.4 PRESENTATION OF NUTRIENT CONTENT

     3.4.1 The declaration of nutrient content should be numerical. However, the use of additional 

means of presentation should not be excluded.

     3.4.2 Information on energy value should be expressed in kJ and  ㎉ per 100g or per 100㎖ 

or per package if the package contains only a single portion. In addition, this 

information may be given per serving as quantified on the label or per portion provided 

that the number of portions contained in the package is stated.

     3.4.3 Information on the amounts of protein, carbohydrate and fat in the food should be 

expressed in g per 100g or per 100㎖ or per package if the package contains only a 

single portion. In addition, this information may be given per serving as quantified on 

the label or per portion provided that the number of portions contained in the package 

is stated.

     3.4.4 Numerical information on vitamins and minerals should be expressed in metric units 

and/or as a percentage of the Nutrient Reference Value per 100g or per 100㎖ or per 

package if the package contains only single portion. In addition, this information may be 

given per serving as quantified on the label or per portion provided that the number of 

portions contained in the package is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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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information on protein may also be expressed as percentages of the Nutrient 

Reference Value.3)

          The following Nutrient Reference Values should be used for labelling purposes in the 

interest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d harmonization:

Protein (g) 50

Vitamin A (㎍) 8004)

Vitamin D (㎍) 55)

Vitamin C (㎎) 60

Thiamin (㎎) 8004)

Riboflavin (㎎) 55)

Niacin (㎎) 18
5)

Vitamin B6 (㎎) 2

Folic acid (㎍) 200

Vitamin B12 (㎍) 1

Calcium (㎎) 800

Magnesium (㎎) 300

Iron (㎎) 14

Zinc (㎎) 15

Iodine (㎍) 1505)

Copper Value to be established

Selenium Value to be established

     3.4.5 In countries where serving sizes are normally used,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ections 

3.4.2, 3.4.3 and 3.4.4 may be given per serving only as quantified on the label or per 

portion provided that the number of portions contained in the package is stated.

     3.4.6 The presence of available carbohydrates should be declared on the label as 

“carbohydrates”. Where the type of carbohydrate is declared, this declaration should 

follow immediately the declaration of the total carbohydrate content in the following 

format:

3)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future scientific developments, future FAO/WHO and other expert 

recommendation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the list of nutrients and the list of nutrient reference 

values should be kept under review.

4) Proposed addition to Section 3.2.7 (Calculation of Nutrients) of the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For the declaration of β-carotene(provitamin A) the following conversion factor should be used: 1㎎ retinol 

= 6㎎ β-carotene.

5) Nutrient Reference Values for Vitamin D, Niacin and Iodine may not be applicable for countries where 

national nutrition polices or local conditions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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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ohydrate....g, of which sugars ... g”.

                   This may be followed by the following “x”... g

                   where “x” represents the specific name of any other carbohydrate constituent.

     3.4.7 Where the amount and/or type of fatty acids is declared, this declaration should follow 

immediately the declaration of the total fat in accordance with Section 3.4.3.

 The following format should be used:

    Fat                          …g

      of which polyunsaturated     …g

      and saturated               …g

  3.5 TOLERANCES AND COMPLIANCE

     3.5.1 Tolerance limits should be set in relation to public health concerns, shelf-life, accuracy of 

analysis, processing variability and inherent lability  and variability of the nutrient in the 

product, and, according to whether the nutrient has been added or is naturally occurring 

in the product.

     3.5.2 The values used in nutrient declaration should be weighted average values derived from 

data specifically obtained from analyses of product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 

product being labelled.

     3.5.3 In those cases where a product is subject to a Codex standard, requirements for 

tolerances for nutrient declaration established by the standard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se guidelines.

4. SUPPLEMENTARY NUTRITION INFORMATION

  4.1 Supplementary nutrition information is intended to increase the consumer's understanding of 

the nutritional value of their food and to assist in interpreting the nutrient declaration.   

There are a number of ways of presenting such information that may be suitable for use on 

food labels.

  4.2 The use of supplementary nutrition information on food labels should be optional and should 

only be given in addition to, and not in place of, the nutrient declaration, except for target 

populations who have a high illiteracy rate and/or comparatively little knowledge of 

nutrition. For these, food group symbols or other pictorial or colour presentations may be 

used without the nutrient declaration.

  4.3 Supplementary nutrition information on labels should be accompanied by consumer education 

programmes to increase consumer understanding and use of th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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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ERIODIC REVIEW OF NUTRITION LABELLING

  5.1 Nutrient labelling should be reviewed periodically in order to maintain the list of nutrients, 

to be included in composition information, up-to-date and in accord with public health facts 

about nutrition.

  5.2 A review of optional information for nutrition education including food groups will be 

needed as target groups increase in literacy and nutrition knowledge.

  5.3 The present definition of sugars as in Section 2.6 and that of dietary fibre as in Section 2.7 

and the declaration of energy as in Section 3.4.2 should be reviewed in the light of newer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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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CLAIMS 

         - CAC/GL 23-19971)

Nutrition claims should be consistent with national nutrition policy and support that policy. 

Only nutrition claims that support national nutrition policy should be allowed.

1. SCOPE

  1.1 These guidelines relate to the use of nutrition claims in food labelling.

  1.2 These guidelines apply to all foods for which nutrition claims are made without prejudice to 

specific provisions under Codex standards of Guidelines relating to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and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1.3 These guidelines are intended to supplement the Codex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and do 

not supersede any prohibitions contained therein.

2. DEFINITIONS

  2.1 Nutrition claim2) means any representation which states, suggests or implies that a food has 

particular nutritional prope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energy value and to the 

content of protein, fat and carbohydrates, as well as the content of vitamins and minerals. 

The following do not constitute nutrition claims:

     (a) the mention of substances in the list of ingredients;

     (b) the mention of nutrients as a mandatory part of nutrition labelling;

     (c) quantitative or qualitative declaration of certain nutrients or ingredients on the label if 

required by national legislation.

     2.1.1 Nutrient content claim is a nutrition claim that describes the level of a nutrient 

contained in a food.

       (Examples3): “source of calcium” ; “high in fibre and low in fat”;)

     2.1.2 Comparative claim is a claim that compares the nutrient levels and/or energy value of 

two or more foods

       (Examples: “reduced” ; “less than”; “fewer” ; “increased” ; “more than".)

1) The Codex Guidelines for the Use of Nutrition Claims were adopt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t its 22nd Session, 1997. They have been sent to all Member Nations and Associate Members 

of FAO and WHO as an advisory text, and it is for individual governments to decide what use they wish 

to make of the Guidelines.

2) This definition is identical to the definition in the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CAC/GL 2-1985, 

Rev. 1-1993).

3) Examples included for clarification of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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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Nutrient function claim is a nutrition claim that describes the physiological role of the 

nutrient in growth, development and normal functions of the body.

          (Examples: “Calcium aids in the development of strong bones and teeth”; 

                     “Protein helps build and repair body tissues” ;

                     “Iron is factor in red blood cell formation” ;

                     “Vitamin E protects the fat in body tissues from oxidation” ;

                     “Contains folic acid: folic acid contributes to the normal growth of the fetus."

3. NUTRITION LABELLING

Any food for which a nutrition claim is made should be labelled with a nutrient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3 of the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4. NUTRITION CLAIMS

The only nutrition claims permitted shall be those relating to energy, protein, carbohydrate, 

and fat and components therof, fibre, sodium and vitamins and minerals for which Nutrient 

Reference Values (NRVs) have been laid down in the Codex Guidelines for Nutrition Labelling.

5. NUTRIENT CONTENT CLAIMS

  5.1 When a nutrient content claim that is listed in the table to these Guidelines or a 

synonymous claim is made,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Table for that claim should apply.

  5.2 Where a food is by its nature low in or free of the nutrient that is the subject of the claim, 

the term describing the level of the nutrient should not immediately precede the name of the 

food but should be in the form “a low(naming the nutrient) food” or “a (naming the 

nutrient)-free food”.

6. COMPARATIVE CLAIMS

Comparative claims should be permitted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based on the 

food as sold, taking into account further preparation required for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for use on the label:

  6.1 The foods being compared should be different versions of the same food or similar foods. 

The foods being compared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6.2 A statement of the amount of difference in the energy value or nutrient content should be 

given. The following information should appear in close proximity to the comparative claim:

     6.2.1 The amount of difference related to the same quantity, expressed as a percentage, 

fraction or an absolute amount. Full details of the comparison should b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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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The identity of the food(s) to which the food is being compared. The food(s) should be 

described in such a manner that it (they) can be readily identified by consumers.

  6.3 The comparison should be based on a relative difference of at least 25%in the energy value 

or nutrient content, except for micronutrients where a 10% difference in the NRV would be 

acceptable, between the compared foods and a minimum absolute difference in the energy 

value or nutrient content equivalent to the figure defined as “low” or as a “source” in the 

Table to these Guidelines1.

  6.4 The use of the word “light” should follow the same criteria as for “reduced” and include an 

ind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which make the food “light”

7. NUTRIENT FUNCTION CLAIMS

Claims relating to the function of a nutrient in the body should be permitted provided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fulfilled:

  7.1 Only those essential nutrients for which a Nutrient Reference Value (NRV) has been 

established in the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or those nutrients which are 

mentioned in officially recognized dietary guidelines of the national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should be the subject of a nutrient function claim;

  7.2 The food for which the claim is made should be a significant source of the nutrient in the 

diet;

  7.3 The nutrient function claim should be based on the scientific consensus which is suppor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7.4 The claim should not imply or include any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nutrient would 

afford a cure or treatment for or protection from disease;

8. CLAIMS RELATED TO DIETARY GUIDELINES OR HEALTHY DIETS

Claims that relate to dietary guidelines or “healthy diets” should be permitted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8.1 Only claims related to the pattern of eating contained in dietary guideline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appropriate national authority.

  8.2 Flexibility in the wording of claims is acceptable, provided the claims remain faithful to the 

pattern of eating outlined in the dietary guidelines.

  8.3 Claims related to a “healthy diet” or any synonymous term are considered to be claims about 

the pattern of eating contained in dietary guidelines and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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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Foods which are described as part of a healthy diet, healthy balance, etc., should not be 

based on selective consideration of one or more aspects of the food. They should satisfy 

certain minimum criteria for other major nutrients related to dietary guidelines.

  8.5 Foods should not be described as “healthy” or be represented in a manner that implies that 

a food in and of itself will impart health.

  8.6 Foods may be described as part of a “healthy” diet provided that the label carries a 

statement relating the food to the pattern of eating described in the dietary guidelines.

TABLE OF CONDITIONS FOR NUTRIENT CONTENTS

COMPONENT CLAIM CONDITIONS NOT MORE THAN

NOT MORE THAN

Energy Low 40㎉(170kJ)per 100g (solids) or
20㎉(80kJ)per 100㎖ (liquids)

Free 4 kcal per 100㎖ (liquids)

Fat Low 3g per 100g (solids), 1.5g per 100㎖ (liquids) 

Free 0.5g per 100g (solids) or 100㎖ (liquids)

Saturated Fat Low4) 1.5g per 100g (solids), 0.75g per 100g (liquids) and 10% of energy

Free 0.1g per 100g (solids), 0.1g per 100㎖ (liquids)

Cholesterol Low4) 0.02g per 100g (solids), 0.01g per 100㎖ (liquids)

Free 0.005g per 100g (solids), 0.005g per 100㎖ (liquids) and, for both 
claims, less than:
1.5g saturated fat per 100g (solids), 0.75g saturated fat per 100㎖ 
(liquids) and 10% of energy of saturated fat

Sugars Free 0.5g per 100g (solids), 0.5g per 100㎖ (liquids)

Sodium Low 0.12 g per 100 g

Very Low 0.04 g per 100 g

Free 0.005 g per 100 g

NOT LESS THAN

Protein  Source 10% of NRV per 100g (solids), 5% of NRV per 100㎖ (liquids)
or 5% of NRV per 100kcal (12% of NRV per 1 MJ)
or 10% of NRV per serving

High 2 times the values for "source"　

Vitamins and 
Minerals

Source 15% of NRV per 100 g (solids), 7.5% of NRV per 100 ㎖ (liquids)
or 5% of NRV per 100 kcal (12% of NRV per 1 MJ)
or 15% of NRV per serving

High 2 times the values for "source"

4)

4) In the case of the claim for "low in saturated fat", trans fatty acid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re 

applicable. This provision consequentially applies to foods claimed to be "low in cholesterol" and 

"cholesterol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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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DRAFT AMENDMENT TO THE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CLAIMS

         - ALINORM 03/22A APPENDIX II I(At Step 8 of the Procedure)1)

  3.2 Listing of Nutrients

   3.2.1 Where nutrient declaration is applied, the declaration of the following should be 

mandatory:

3.2.1.1 Energy value; and

3.2.1.2 The amounts of protein, available carbohydrate (i.e., carbohydrate excluding 

dietary fibre), fat; and

3.2.1.3 The amount of any other nutrient for which a nutrition or health claim is 

made; and

3.2.1.4 The amount of any other nutrient considered to be relevant for maintaining a 

good nutritional status, as required by national legislation or national dietary 

guidelines.

   3.2.2 When a voluntary declaration of specific nutrient, in addition to those listed in 

section 3.2.1, is applied, national legislation may require the mandatory declaration 

of the amount of any other nutrients considered relevant for maintaining a good 

nutritional status.

   3.2.3 Where a specific nutrition or health claim is applied, then the declaration of the 

amount of any other nutrient considered relevant for maintaining a good nutritional 

status as required by national legislation or national dietary guidelines should be 

mandatory.

   3.2.4 Where a claim is made regarding the amount and/or the type of carbohydrate, the 

amount of total sugars should be listed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in Section 

3.2.1. The amounts of starch and/or other carbohydrate constituent(s) may also be 

listed. Where a claim is made regarding the dietary fibre content, the amount of 

dietary fibre should be declared.

   3.2.5 Where a claim is made regarding the amount and/or type of fatty acids or the 

amount of cholesterol, the amounts of saturated fatty acids, monounsaturated fatty 

acids and polyunsaturated fatty acids and cholesterol should be declared, and the 

amount of trans fatty acid may be required according to national legislation,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of Section 3.2.1 an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4.7.

   3.2.6 In addition to the mandatory declaration under 3.2.1, 3.2.3 and 3.2.4 vitamins and 

1) Amendments are indicated in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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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s may be lis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criteria:

3.2.6.1 Only vitamins and minerals for which recommended intakes have been 

established and/or which are of nutritional importance in the country 

concerned should also be declared.

3.2.6.2 When nutrient declaration is applied, vitamins and minerals which are 

present in amounts less than 5% of the Nutrient Reference Value or of the 

officially recognized guidelines of the national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per 100 g or 100 ㎖ or per serving as quantified on the label should not be 

declared.

   3.2.7 In the case where a product is subject to labelling requirements of a Codex standard, 

the provisions for nutrient declaration set out in that standard should take precedence 

over but not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s 3.2.1 to 3.2.6 of these Guidelines.

   3.4.7 Where the amount and/or type of fatty acids or the amount of cholesterol is 

declared, this declaration should follow immediately the declaration of the total fat in 

accordance with Section 3.4.3. 

          The following format should be used:

      

Total Fat .. ㎎

  of which saturated fatty acids

trans fatty acids

monounsaturated fatty acids

polyunsaturated fatty acids

... g

... g

... g

... g

Cholester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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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DRAFT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 ALINORM 03/22A APPENDIX IV (At Step 8 of the Procedure)1)

Nutrition claims should be consistent with national nutrition policy and support that policy. 

Only nutrition claims that support national nutrition policy should be allowed.

Health claims should be consistent with national health policy, including nutrition policy, and 

support such policies where applicable. Health claims should be supported by a sound and 

sufficient body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e claim, provide truthful and 

non-misleading information to aid consumers in choosing healthful diets and be supported by 

specific consumer education. The impact of health claims on consumers　 eating behaviours 

and dietary patterns should be monitored, in general, by competent authorities. Claims of the 

type described in section 3.4 of the Codex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are prohibited.

1. SCOPE

  1.1 These guidelines relate to the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in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1.2 These guidelines apply to all foods for which nutrition and health claims are made 

without prejudice to specific provisions under Codex standards or Guidelines relating to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and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1.3 These guidelines are intended to supplement the Codex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and do not supersede any prohibitions contained therein.

  1.4 Nutrition and health claims shall not be permitted for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except where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relevant Codex standards or national 

legislation.

2. DEFINITIONS

  2.1 Nutrition claim means any representation which states, suggests or implies that a food 

has particular nutritional prope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energy value and to 

the content of protein, fat and carbohydrates, as well as the content of vitamins and 

minerals. The following do not constitute nutrition claims:

     (a) the mention of substances in the list of ingredients;

     (b) the mention of nutrients as a mandatory part of nutrition labelling;

1) Amendments to the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Claims are under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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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quantitative or qualitative declaration of certain nutrients or ingredients on the label if 

required by national legislation.

   2.1.1 Nutrient content claim is a nutrition claim that describes the level of a nutrient 

contained in a food.

        (Examples: "source of calcium"; "high in fibre and low in fat";)

   2.1.2 Nutrient Comparative claim is a claim that compares the nutrient levels and/or energy 

value of two or more foods. 

        (Examples: "reduced"; "less than"; "fewer"; "increased"; "more than".)

  2.2 Health claim means any representation that states, suggests, or implies that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a food or a constituent of that food and health. Health claims include the 

following:

   2.2.1 Nutrient Function Claims - a nutrition claim that describes the physiological role of the 

nutrient in growth, development and normal functions of the body.

        Example:

        "Nutrient A (naming a physiological role of nutrient A in the body in the 

maintenance of health and promotion of normal growth and development). Food X is 

a source of/ high in nutrient A."　

   2.2.2 Other Function Claims - These claims concern specific beneficial effects of the 

consumption of foods or their constituents, in the context of the total diet on normal 

functions or biological activities of the body. Such claims relate to a positive 

contribution to health or to the improvement of a function or to modifying or 

preserving health.

        Examples:

        "Substance A (naming the effect of substance A on improving or modifying a 

physiological function or biological activity associated with health). Food Y contains x 

grams of substance A."

   2.2.3 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 - Claims relating the consumption of a food or food 

constituent, in the context of the total diet, to the reduced risk of developing a 

disease or health-related condition. Risk reduction means significantly altering a major 

risk factor(s) for a disease or health-related condition. Diseases have multiple risk 

factors and altering one of these risk factors may or may not have a beneficial effect. 

The presentation of risk reduction claims must ensure, for example, by use of 

appropriate language and reference to other risk factors, that consumers do not 

interpret them as prevention claims.

        Examples:

      　 "A healthful diet low in nutrient or substance A may reduce the risk of diseas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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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X is low in nutrient or substance A"

        "A healthful diet rich in nutrient or substance A may reduce the risk of disease D. 

Food X is high in nutrient or substance A"

3. NUTRITION LABELLING

Any food for which a nutrition or health claim is made should be labelled with a 

nutrient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3 of the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4. NUTRITION CLAIMS

  4.1 The only nutrition claims permitted shall be those relating to energy, protein, 

carbohydrate, and fat and components thereof, fibre, sodium and vitamins and minerals 

for which Nutrient Reference Values (NRVs) have been laid down in the Codex 

Guidelines for Nutrition Labelling.

5. NUTRIENT CONTENT CLAIMS

  5.1 When a nutrient content claim that is listed in the Table to these Guidelines or a 

synonymous claim is made,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Table for that claim should 

apply.

  5.2 Where a food is by its nature low in or free of the nutrient that is the subject of the 

claim, the term describing the level of the nutrient should not immediately precede the 

name of the food but should be in the form "a low (naming the nutrient) food" or "a 

(naming the nutrient)-free food".

6. COMPARATIVE CLAIMS

Comparative claims should be permitted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based on 

the food as sold, taking into account further preparation required for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for use on the label:

  6.1 The foods being compared should be different versions of the same food or similar 

foods. The foods being compared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6.2 A statement of the amount of difference in the energy value or nutrient content should 

be given. The following information should appear in close proximity to the comparative 

claim:

     6.2.1 The amount of difference related to the same quantity, expressed as a percentage, 

fraction, or an absolute amount. Full details of the comparison should b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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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The identity of the food(s) to which the food is being compared. The food(s) should 

be described in such a manner that it (they) can be readily identified by consumers.

  6.3 The comparison should be based on a relative difference of at least 25% in the energy 

value or nutrient content, except for micronutrients where a 10% difference in the NRV 

would be acceptable, between the compared foods and a minimum absolute difference in 

the energy value or nutrient content equivalent to the figure defined as "low" or as a 

"source" in the Table to these Guidelines.

  6.4 The use of the word "light" should follow the same criteria as for "reduced" and include 

an ind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which make the food "light".

7. HEALTH CLAIMS

  7.1 Health claims should be permitted provided tha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7.1.1 Health claims must be based on current relevant scientific substantiation and the 

level of proof must be sufficient to substantiate the type of claimed effect and the 

relationship to health as recognised by generally accepted scientific review of the 

data and the scientific substantiation should be reviewed as new knowledge 

becomes available2). The health claim must consist of two parts:

1) Information on the physiological role of the nutrient or on an accepted 

diet-health relationship; followed by

2) Information on the composition of the product relevant to the physiological role 

of the nutrient or the accepted diet-health relationship unless the relationship is 

based on a whole food or foods whereby the research does not link to specific 

constituents of the food.

     7.1.2 Any health claim must be accepted by or be accept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where the product is sold.

     7.1.4 The claimed benefit should arise from the consumption of a reasonable quantity of 

the food or food constituent in the context of a healthy diet.

     7.1.5 If the claimed benefit is attributed to a constituent in the food, for which a Nutrient 

Reference value is established, the food in question should be:

(i) - a source of or high in the constituent in the case where increased consumption 

is recommended; or,

2) Reference to the Scientific Criteria for Health Related Claims being developed by the CCNFSDU should 

be insert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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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low in, reduced in, or free of the constituent in the case where reduced 

consumption is recommended.

          Where applicable, the conditions for nutrient content claims and comparative 

claims will be used to determine the levels for "high?" "low?" "reduced?" and 

"free?"

     7.1.6 Only those essential nutrients for which a Nutrient Reference Value (NRV) has been 

established in the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or those nutrients which 

are mentioned in officially recognized dietary guidelines of the national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should be the subject of a nutrient function claim.

  7.2 Health claims should have a clear regulatory framework for qualifying and/or 

disqualifying conditions for eligibility to use the specific claim, including the ability of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to prohibit claims made for foods that contain nutrients 

or constituents in amounts that increase the risk of disease or an adverse health-related 

condition. The health claim should not be made if it encourages or condones excessive 

consumption of any food or disparages good dietary practice.

  7.3 If the claimed effect is attributed to a constituent of the food, there must be a validated 

method to quantify the food constituent that forms the basis of the claim.

  7.5 The following information should appear on the label or labelling of the food bearing 

health claims:

     7.5.1 A statement of the quantity of any nutrient or other constituent of the food that is 

the subject of the claim.

     7.5.2 The target group, if appropriate.

     7.5.3 How to use the food to obtain the claimed benefit and other lifestyle factors or 

other dietary sources, where appropriate.

     7.5.4 If appropriate, advice to vulnerable groups on how to use the food and to groups, 

if any, who need to avoid the food.

     7.5.5 Maximum safe intake of the food or constituent where necessary.

     7.5.6 How the food or food constituent fits within the context of the total diet.

     7.5.7 A statement on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healthy diet.

8. CLAIMS RELATED TO DIETARY GUIDELINES OR HEALTHY DIETS

Claims that relate to dietary guidelines or "healthy diets" should be permitted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8.1 Only claims related to the pattern of eating contained in dietary guideline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appropriate nation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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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Flexibility in the wording of claims is acceptable, provided the claims remain faithful to 

the pattern of eating outlined in the dietary guidelines.

  8.3 Claims related to a "healthy diet" or any synonymous term are considered to be claims 

about the pattern of eating contained in dietary guidelines and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8.4 Foods which are described as part of a healthy diet, healthy balance, etc., should not be 

based on selective consideration of one or more aspects of the food. They should satisfy 

certain minimum criteria for other major nutrients related to dietary guidelines.

  8.5 Foods should not be described as "healthy" or be represented in a manner that implies 

that a food in and of itself will impart health.

  8.6 Foods may be described as part of a "healthy diet" provided that the label carries a 

statement relating the food to the pattern of eating described in the dietary guidelines.

(※ TABL E O F C O NDITIO NS FO R NUTRIEN T C O NTENTS : 부록 2 참조)3)

3) In the case of the claim for "low in saturated fat", trans fatty acid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re 

applicable. This provision consequentially applies to foods claimed to be "low in cholesterol" and 

"cholesterol free".



180   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규정의 국가별 비교

<부록 5>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 CODEX STAN 1-1985 (Rev. 1-1991)1)

1. SCOPE

This standard applies to the labelling of all prepackaged foods to be offered as such to 

the consumer or for catering purposes and to certain aspects relating to the presentation 

thereof.2)

2. DEFINITION OF TERMS

For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Claim"　means any representation which states, suggests or implies that a food has particular 

qualities relating to its origin, nutritional properties, nature, processing, composition or any 

other quality.

"Consumer"　means persons and families purchasing and receiving food in order to meet their 

personal needs. 

"Container"　means any packaging of food for delivery as a single item, whether by completely 

or partially enclosing the food and includes wrappers. A container may enclose several units or 

types of packages when such is offered to the consumer. 

For use in Date Marking of prepackaged food:

"Date of Manufacture"　means the date on which the food becomes the product as described.

"Date of Packaging"　means the date on which the food is placed in the immediate container 

in which it will be ultimately sold. 

"Sell-by-Date"　means the last date of offer for sale to the consumer after which there remains 

a reasonable storage period in the home. 

"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means the date which signifies the end of the 

period under any stated storage conditions during which the product will remain fully 

1) The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was adopt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t its 14th Session, 1981 and subsequently revised in 1985 and 1991 by the 16th 

and 19th Sessions and amended by the 23rd and 24th Sessions, 1999 and 2001. This standard has been 

submitted to all Member Nations and Associate Members of FAO and WHO for acceptanc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dex Alimentarius.

2) When notifying their position on the acceptance of this standard, governments are requested to indicate 

any provisions concerning the presentation of mandatory information on the label and in labelling, in force 

in their country which are not covered by thi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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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able and will retain any specific qualities for which tacit or express claims have been 

made. However, beyond the date the food may still be perfectly satisfactory.

"Use-by Date"　(Recommended Last Consumption Date, Expiration Date) means the date which 

signifies the end of the estimated period under any stated storage conditions, after which the 

product probably will not have the quality attributes normally expected by the consumers. 

After this date, the food should not be regarded as marketable. 

"Food"　means any substance, whether processed, semi-processed or raw, which i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and includes drinks, chewing gum and any substance which has been 

used in the manufacture, preparation or treatment of "food"　but does not include cosmetics or 

tobacco or substances used only as drugs. 

"Food Additive"　means any substance not normally consumed as a food by itself and not 

normally used as a typical ingredient of the food, whether or not it has nutritive value, the 

intentional addition of which to food for a technological (including organoleptic) purpose in the 

manufacture, processing, preparation, treatment, packing, packaging, transport or holding of 

such food results, or may be reasonably expected to result, (directly or indirectly) in it or its 

by-products becoming a component of or otherwise aff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uch foods. 

The term does not include "contaminants"　or substances added to food for maintaining or 

improving nutritional qualities.

"Ingredient"　means any substance, including a food additive, used in the manufacture or 

preparation of a food and present in the final product although possibly in a modified form.

"Label"　means any tag, brand, mark, pictorial or other descriptive matter, written, printed, 

stencilled, marked, embossed or impressed on, or attached to, a container of food.

"Labelling"　 includes any written, printed or graphic matter that is present on the label, 

accompanies the food, or is displayed near the food, including that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its sale or disposal.

"Lot" means a definitive quantity of a commodity produced essentially under the same 

conditions.

"Prepackaged"　means packaged or made up in advance in a container, ready for offer to the 

consumer, or for catering purposes. 

"Processing Aid"　means a substance or material, not including apparatus or utensils, and not 

consumed as a food ingredient by itself, intentionally used in the processing of raw materials, 

foods or its ingredients, to fulfil a certain technological purpose during treatment or processing 

and which may result in the non-intentional but unavoidable presence of residues or derivatives 

in the final product.

"Foods for Catering Purposes"　means those foods for use in restaurants, canteens,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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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s and similar institutions where food is offered for immediate consumption.

3. GENERAL PRINCIPLES

  3.1 Prepackaged food shall not be described or presented on any label or in any labelling in a 

manner that is false, misleading or deceptive or is likely to create an erroneous impression 

regarding its character in any respect.3)

  3.2 Prepackaged food shall not be described or presented on any label or in any labelling by 

words, pictorial or other devices which refer to or are suggestiv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f any other product with which such food might be confused, or in such a manner as to 

lead the purchaser or consumer to suppose that the food is connected with such other 

product.

4. MANDATORY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The following information shall appear on the label of prepackaged foods as applicable to the 

food being labelled, except to the extent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an individual Codex 

standard:

  4.1 THE NAME OF THE FOOD

   4.1.1 The name shall indicate the true nature of the food and normally be specific and not 

generic:

4.1.1.1 Where a name or names have been established for a food in a Codex standard, at 

least one of these names shall be used.

4.1.1.2 In other cases, the name prescribed by national legislation shall be used.

4.1.1.3 In the absence of any such name, either a common or usual name existing by 

common usage as an appropriate descriptive term which was not misleading or 

confusing to the consumer shall be used.

4.1.1.4 A "coined", "fanciful", "brand" name, or "trade mark" may be used provided it 

accompanies one of the names provided in Subsections 4.1.1.1 to 4.1.1.3.

   4.1.2 There shall appear on the label either in conjunction with, or in close proximity to, the 

name of the food, such additional words or phrases as necessary to avoid misleading or 

confusing the consumer in regard to the true nature and physical condition of the foo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type of packing medium, style, and the condition or type 

of treatment it has undergone; for example: dried, concentrated, reconstituted, smoked.

  4.2 LIST OF INGREDIENTS

   4.2.1 Except for single ingredient foods, a list of ingredients shall be declared on the label.

3) Examples of descriptions or presentations to which these General Principles refer are given in the Codex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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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The list of ingredients shall be headed or preceded by an appropriate title which 

consists of or includes the term "ingredient"

4.2.1.2 All ingredients shall be listed in descending order of ingoing weight (m/m) at the 

time of the manufacture of the food.

4.2.1.3 Where an ingredient is itself the product of two or more ingredients, such a 

compound ingredient may be declared, as such, in the list of ingredients, 

provided that it is immediately accompanied by a list, in brackets, of its 

ingredients in descending order of proportion (m/m). Where a compound 

ingredient (for which a name has been established in a Codex standard or in 

national legislation) constitutes less than 5% of the food, the ingredients, other 

than food additives which serve a technological function in the finished product, 

need not be declared. 

4.2.1.4 The following foods and ingredients are known to cause hypersensitivity and shall 

always be declared:4)

∙Cereals containing gluten; i.e., wheat, rye, barley, oats, spelt or their hybridized 

strains and products of these;

∙Crustacea and products of these;

∙Eggs and egg products;

∙Fish and fish products;

∙Peanuts, soybeans and products of these;

∙Milk and milk products (lactose included);

∙Tree nuts and nut products; and

∙Sulphite in concentrations of 10㎎/㎏ or more.

4.2.1.5 Added water shall be declar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except when the water 

forms part of an ingredient such as brine, syrup or broth used in a compound 

food and declared as such in the list of ingredients. Water or other volatile 

ingredients evaporated in the course of manufacture need not be declared.

4.2.1.6 As an alternative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this section, dehydrated or 

condensed foods which are intended to be reconstituted by the addition of water 

only, the ingredients may be listed in order of proportion (m/m) in the 

reconstituted product provided that a statement such as "ingredients of the 

product wh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on the label" is 

included.

     4.2.2 The presence in any food or food ingredients obtained through biotechnology of an 

4) Future additions to and/or deletions from this list will be considered by the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taking into account the advice provided by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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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en transferred from any of the products listed in Section 4.2.1.4 shall be declared. 

When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on the presence of an allergen 

through labelling, the food containing the allergen should not be marketed.

     4.2.3 A specific name shall be used for ingredients in the list of ingredien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Section 4.1 (Name of the Food) except that:

4.2.3.1 Except for those ingredients listed in section 4.2.1.4, and unless a general class 

name would be more informative, the following class names may be used:

NAME OF CLASSES CLASS NAMES

Refined oils other than olive 'Oil' together with either the term 
'vegetable'vor 'animal', qualified by 
the term 'hydrogenated' or 'partially- 
hydrogenated' as appropriate

Refined fats 'Fat'　 together with either, the term 
'vegetable' or 'animal' as appropriate.

Starches, other than chemically  modified starches 'Starch'

All species of fish where the fish constitutes an 
ingredient of another food and provided that the 
labelling and presentation of such food does not refer 
to a specific species of fish.

'Fish'

All types of poultrymeat where such meat constitutes 
an ingredient of another food and provided that the 
labelling and presentation of such a food does not 
refer to a specific type of poultrymeat.

'Poultrymeat'

All types of cheese where the cheese or mixture of 
cheeses constitutes an ingredient of another food and 
provided that the labelling and presentation of such 
food does not refer to a specific type of cheese

'Cheese'

All spices and spice extracts not exceeding 2% by 
weight either singly or in combination in the food.

'Spice', 'spices', or 'mixed spices'. as 
appropriate.

All herbs or parts of herbs not exceeding 2% by 
weight either singly or in combination in the food

'Herbs' or 'mixed herbs' as 
appropriate.

All types of gum preparations used in the manufac- 
ture of gum base for chewing gum.

'Gum base'

All types of sucrose. 'Sugar'

Anhydrous dextrose and dextrose monohydrate 'Dextrose' or 'glucose'

All types of caseinates. 'Caseinates'

Press, expeller or refined cocoa butter. 'Cocoa butter'

All crystallized fruit not exceeding 10% of the weight 
of the food.

'Crystallized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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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set out in Section 4.2.2.1, pork fat, lard and beef fat 

shall always be declared by their specific names. 

4.2.3.3 For food additives falling in the respective classes and appearing in lists of food 

additives permitted for use in foods generally, the following class titles shall be 

used together with the specific name or recognized numerical identification as 

required by national legislation.5)

∙Acidity Regulator

∙Acids

∙Anticaking Agent

∙Antifoaming Agent

∙Antioxidant

∙Bulking Agent

∙Colour

∙Colour Retention Agent

∙Emulsifier

∙Emulsifying Salt

∙Firming Agent

∙Flour Treatment Agent

∙Flavour Enhancer

∙Foaming Agent

∙Gelling Agent

∙Glazing Agent

∙Humectant

∙Preservative

∙Propellant

∙Raising Agent

∙Stabilizer

∙Sweetener

∙Thickener

4.2.3.4 The following class titles may be used for food additives falling in the respective 

classes and appearing in lists of food additives permitted generally for use in 

foods:

      ∙Flavour(s) and Flavouring(s)

        Modified Starch(es)The expression 'flavours' may be qualified by 'natural', 'nature 

identical', 'artificial' or a combination of these words as appropriate.

     4.2.4 Processing Aids and Carry-Over of Food Additives

4.2.4.1 A food additive carried over into a food in a significant quantity or in an amount 

sufficient to perform a technological function in that food as a result of the use of 

raw materials or other ingredients in which the additive was used shall be 

includ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The exemption does not apply to food additive 

and processing aids listed in section 4.2.1.4.

4.2.4.2 A food additive carried over into foods at a level less than that required to 

achieve a technological function, and processing aids, are exempted from 

declaration in the list of ingredients. The exemption does not apply to food 

additives and processing aids listed in section 4.2.1.4.

5) Governments accepting the standard should indicate the requirements in force in thei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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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NET CONTENTS AND DRAINED WEIGHT

     4.3.1 The net contents shall be declared in the metric system ("Système International" units).6)

     4.3.2 The net contents shall be declared in the following manner: 

(i) for liquid foods, by volume;

(ii) for solid foods, by weight;

(iii) for semi-solid or viscous foods, either by weight or volume.

     4.3.3 In addition to the declaration of net contents, a food packed in a liquid medium shall 

carry a declaration in the metric system of the drained weight of the food. For the 

purposes of this requirement, liquid medium means water, aqueous solutions of sugar 

and salt, fruit and vegetable juices in canned fruits and vegetables only, or vinegar, 

either singly or in combination.7)

  4.4 NAME AND ADDR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packer, distributor, importer, exporter or vendor 

of the food shall be declared.

  4.5 COUNTRY OF ORIGIN

     4.5.1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food shall be declared if its omission would mislead or 

deceive the consumer.

     4.5.2 When a food undergoes processing in a second country which changes its nature, the 

country in which the processing is performed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s of labelling.

  4.6 LOT IDENTIFICATION

 Each container shall be embossed or otherwise permanently marked in code or in clear to 

identify the producing factory and the lot.

  4.7 DATE MARKING AND STORAGE INSTRUCTIONS

     4.7.1 If not otherwise determined in an individual Codex standard, the following date marking 

shall apply:

(i) The "date of minimum durability" shall be declared.

(ii) This shall consist at least of:

   ∙the day and the month for products with a minimum durability of not more than 

three months;

   ∙the month and the year for products with a minimum durability of more than 

three months. If the month is December, it is sufficient to indicate the year.

6) The declaration of net contents represents the quantity at the time of packaging and is subject to 

enforcement by reference to an average system of quantity control.

7) The declaration of drained weight is subject to enforcement by reference to an average system of quant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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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date shall be declared by the words:

     ∙"Best before ...　" where the day is indicated;

    ∙"Best before end ..."　 in other cases.

(iv) The words referred to in paragraph (iii) shall be accompanied by:

    ∙either the date itself; or

    ∙a reference to where the date is given.

(v) The day, month and year shall be declared in uncoded numerical sequence except 

that the month may be indicated by letters in those countries where such use will 

not confuse the consumer.

(vi) Notwithstanding 4.7.1 (i) an indication of the date of minimum durability shall not 

be required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including potatoes which have not been peeled, cut or 

similarly treated; 

   ∙wines, liqueur wines, sparkling wines, aromatized wines, fruit wines and sparkling 

fruit wines; 

   ∙beverages containing 10% or more by volume of alcohol; 

    ∙bakers　or pastry-cooks　 wares which, given the nature of their content, are normally 

consumed within 24 hours of their manufacture; 

    ∙vinegar; 

    ∙food grade salt; 

   ∙solid sugars;

   ∙confectionery products consisting of flavoured and/or coloured sugars; 

   ∙chewing gum.

     4.7.2 In addition to the date of minimum durability, any special conditions for the storage of 

the food shall be declared on the label if the validity of the date depends thereon.

  4.8 INSTRUCTIONS FOR USE

 Instructions for use, including reconstitution, where applicable, shall be included on the label, 

as necessary, to ensure correct utilization of the food.

5. ADDITIONAL MANDATORY REQUIREMENTS

  5.1 QUANTITATIVE LABELLING OF INGREDIENTS

       5.1.1 Where the labelling of a food places special emphasis on the presence of one or more 

valuable and/or characterizing ingredients, or where the description of the food has 

the same effect, the ingoing percentage of the ingredient (m/m) at the time of 

manufacture shall be declared.

       5.1.2 Similarly, where the labelling of a food places special emphasis on the low content of 

one or more ingredients, the percentage of the ingredient (m/m) in the final product 

shall be decl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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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A reference in the name of a food to a particular ingredient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the placing of special emphasis. A reference in the labelling of a food to an 

ingredient used in a small quantity and only as a flavouring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the placing of special emphasis.

  5.2 IRRADIATED FOODS

      5.2.1 The label of a food which has been 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 shall carry a written 

statement indicating that treatment in close proximity to the name of the food. The use 

of the international food irradiation symbol, as shown below, is optional, but when it is 

used, it shall be in close proximity to the name of the food.

     5.2.2 When an irradiated product is used as an ingredient in another food, this shall be so 

declar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5.2.3 When a single ingredient product is prepared from a raw material which has been 

irradiated, the label of the product shall contain a statement indicating the treatment.

6. EXEMPTIONS FROM MANDATORY LABELLING REQUIREMENTS

With the exception of spices and herbs, small units, where the largest surface area is less than 

10㎠ may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4.2 and 4.6 to 4.8.

7. OPTIONAL LABELLING

  7.1 Any information or pictorial device written, printed, or graphic matter may be displayed in 

labelling provided that it is not in conflict with the mandatory requirements of this standard 

and those relating to claims and deception given in Section 3 - General Principles.

  7.2 If grade designations are used, they shall be readily understandable and not be misleading or 

deceptive in any way.

8. PRESENTATION OF MANDATORY INFORMATION

  8.1 GENERAL

     8.1.1 Labels in prepackaged foods shall be applied in such a manner that they will not 

become separated from the container.

     8.1.2 Statements required to appear on the label by virtue of this standard or any other 

Codex standards shall be clear, prominent, indelible and readily legible by the consumer 

under normal conditions of purchas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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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Where the container is covered by a wrapper, the wrapper shall carry the necessary 

information or the label on the container shall be readily legible through the outer 

wrapper or not obscured by it. 

     8.1.4 The name and net contents of the food shall appear in a prominent position and in the 

same field of vision.

  8.2 LANGUAGE

     8.2.1 If the language on the original label is not acceptable, to the consumer for whom it is 

intended, a supplementary label containing the mandatory information in the required 

language may be used instead of relabelling.

     8.2.2 In the case of either relabelling or a supplementary label, the mandatory information 

provided shall be fully and accurately reflect that in the original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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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CODEX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 CAC/GL 1-1979 (Rev. 1-1991)1)

1. SCOPE AND GENERAL PRINCIPLES

  1.1 These guidelines relate to claims made for a food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 food 

is covered by an individual Codex Standard.

  1.2 The principle on which the guidelines are based is that no food should be described or 

presented in a manner that is false, misleading or deceptive or is likely to create an 

erroneous impression regarding its character in any respect.

  1.3 The person marketing the food should be able to justify the claims made.

2. DEFINITION

For the purpose of these guidelines, a claim is any representation which states, suggests or 

implies that a food has particular characteristics relating to its origin, nutritional properties, 

nature, production, processing, composition or any other quality.

3. PROHIBITED CLAIMS

The following claims should be prohibited:

  3.1 Claims stating that any given food will provide an adequate source of all essential 

nutrients, except in the case of well defined products for which a Codex standard 

regulates such claims as admissible claims or where appropriate authorities have accepted 

the product to be an adequate source of all essential nutrients.

  3.2 Claims implying that a balanced diet or ordinary foods cannot supply adequate amounts 

of all nutrients.

  3.3 Claims which cannot be substantiated.

  3.4 Claims as to the suitability of a food for use in the prevention, alleviation, treatment or 

cure of a disease, disorder, or particular physiological condition unless they are:

     (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odex standards or guidelines for foods under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on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and follow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se guidelines. or,

1) The Codex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was adopt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t its 13th 

Session, 1979. A revised version of the Codex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was adopted by the 19th 

Session of the Commission in 1991. It has been sent to all Member Nations and Associate Members of 

FAO and WHO as an advisory text, and it is for individual governments to decide what use they wish 

to make of th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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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n the absence of an applicable Codex standard or guideline, permitted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food is distributed. 

  3.5 Claims which could give rise to doubt about the safety of similar food or which could 

arouse or exploit fear in the consumer.

4. POTENTIALLY MISLEADING CLAIMS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claims which may be misleading: 

  4.1 Meaningless claims including incomplete comparatives and superlatives.

  4.2 Claims as to good hygienic practice, such as "wholesome", "healthful", "sound"

5. CONDITIONAL CLAIMS

  5.1 The following claims should be permitted subject to the particular condition attached to 

each:

(i) An indication that a food has obtained an increased or special nutritive value by 

means of the addition of nutrients, such as vitamins, minerals and amino acids may 

be given only if such an addition has been made on the basis of nutritional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Codex General Principles for the Addition of Essential 

Nutrients to Foods. This kind of indication should be subject to legislation by the 

appropriate authorities.

(ii) An indication that the food has special nutritional qualities by the reduction or 

omission of a nutrient should be on the basis of nutritional considerations and 

subject to legislation by the appropriate authorities.

(iii) Terms such as "natural", "pure", "fresh", "home made", "organically grown" and 

"biologically grown" when they are used,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ractices in the country where the food is sold. The use of these term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prohibitions set out in Section 3.

(iv) Religious or Ritual Preparation (e.g. Halal, Kosher) of a food may be claimed 

provided that the food conforms to the requirements of the appropriate religious or 

ritual authorities. (See also Page 43 et seq.).

(v) Claims that a food has special characteristics when all such foods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if this fact is apparent in the claim.

(vi) Claims which highlight the absence or non-addition of particular substances to food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y are not misleading and provided that the 

substance:

(a) is not subject to specific requirements in any Codex Standard or Guideline;

(b) is one which consumers would normally expect to find in th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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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as not been substituted by another giving the food equivalent characteristics 

unless the nature of the substitution is clearly stated with equal prominence; and 

(d) is one whose presence or addition is permitted in the food. 

(vii) Claims which highlight the absence or non-addition of one or more nutrients 

should be regarded as nutrition claims and therefore should invoke mandatory 

nutrient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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