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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2562(2019)년 보건부고시(제405호)
식품보조제(No.3)
식품보조제에 관한 보건부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B.E. 2522(1979)년 식품법 제5조 첫 단락 및 제6조 (1), (2), (4), (5), (6), (7), (10)의
내용에 근거하여 보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항. 2548(2005)년 12월 15일자 식품보조제에 대한 보건부고시(제293호) 4항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4항. 식품보조제를 품질 및 표준 규정 식품으로 정한다.”
제2항. 2548(2005)년 12월 15일자 식품보조제에 대한 보건부고시(제293호)
제9항 및 제10항을 취소하고 B.E. 2550(2007)년 11월 7일 식품보조제에 대한 보건부고시(제309호)
(No.2)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9항. 식품보조제의 라벨 표시는 용기 포장 식품의 라벨표시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라야 하며, 세부 사항은 경우에 따라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명 ‘식품보조제’란 단어가 포함된 식품명
(2) 포장되는 식품보조제의 수량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2.1)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식품보조제는 포장 개수가 표시되어야 한다.
(2.2) 액체 식품보조제는 순 부피가 표시되어야 한다.
(2.3) 고형 식품보조제 또는 기타는 순 중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식품보조제의 주성분 이름과 수량 그리고 효능을 언급한 성분은 식품보조제
라벨에 양이 많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제10항. 식품보조제에 대한 경고문이나 기타 문구는 본 고시에 첨부된 목록을 따른다.”
제3항. 본 고시는 관보에 게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하다.
B.E. 2562(2019)년 4월 25일
삐야싸꼰 싸꼰쌋따야턴
공중보건부 장관

첨부 목록
B.E. 2562(2019)년 보건부고시(제405호) 식품보조제(No.3)
식품보조제 섭취에 관한 메시지나 경고
식품보조제
모든 종류의 식품보조제

다음 식품보조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경고
메시지들을 나타내야 한다.
2.1 상어 연골
2.2 꽃가루
2.3 키토산

2.4 어유

경고 및 기타 메시지
명확히 읽을 수 있는 글자로 “규칙적으로 적절한 비율의
다양한 5개 영양군 모두를 섭취해야 한다.”
굵은 글자로, 배경 프레임의 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하지 않는다.”
라벨 배경색과 대조를 이루는 사각형 틀 안에 1.5mm 이
상의 글자로 “아동과 임산부는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명확히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와 수
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음.”
2mm 이상이며 붉은 글씨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
람들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 임산부,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은 먹지 말아야 한
다.”, “지방이 주요 성분인 다른 식품보조제를 사용하는 이
들의 경우 본 상품을 먹기 2시간 전 혹은 2시간 후에 그
것을 섭취해야 한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며 표준 체중 이하인 사람들에 대
한 경고”
“해양 어류나 어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 금
지”
“혈액 응고가 늦거나 항응고제 혹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 상품은 오메가-3 지방산 즉, EPA와 DHA를 1 캡슐, 어
유(명기)mg을 제공한다. 다양한 위치에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다. 에이코사펜타에노산 (EPA)
(명기)mg. 도코사헥사에노산(DHA)(명기)mg. 포화 지방산
(명기)mg.”

2.5 금달맞이 꽃 오일

“간질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 금지” “간질약을 복용
하는 사람들은 주의한다.” “이 상품은 오메가-6 지방산, 리
놀레산을 금달맞이 꽃 오일이 함유된 1캡슐로 제공한다.”
(명기)…mg…함유한다.
아시노세산 …(명기)…mg. 감마-시놀렌산..(명기)…mg.”

식품보조제
2.6 섬유질 식품

경고 및 기타 메시지
“섭취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장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건
조 섬유 식품들을 1~2 잔의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1
(단위 명기)년 총 섬유질 식품…(명기)..mg 가용성 섬유질
식품을 함유한다. (명기)mg. 불용성 섬유질 식품 (명기.)
mg”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로열젤리가 중증 알
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섭취해선 안 된다.”
“레시틴은 포스파티딜콜린이 주요 성분인 인지질 유형의
지방이다. 1 캡슐에 레시틴(명기)mg는 포스파티딜콜린(명
기)mg를 함유한다.”
“담석이 있는 사람들은 섭취해선 안 된다.”
“폐색된 수담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2.7 로열 젤리와 로열 젤리 상
품
2.8 레시틴
2.9 생강이나 생각 추출물
2.10 쿠쿠미노이드
2.11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
한 식품보조제
- 알코올 설탕

“체중 조절 식품 아님”

- 아세설팜 K
- 아스파탐
2.12 아프리카 망고 핵의 추출물
을 함유한 식품보조제
2.13 관화육종용 뿌리추출물을 함
유한 식품보조제
2.14 붉은 효모 쌀을 함유한 식품
보조제

식품보조제
2.15
하나의
성분으로서
Minakinone-7 형태의 비타민 K2
를 함유한 식품보조제
2.16 치아씨 (I-2 56601)*

2.17 식물스테롤, 피토스탄올이나
피토스테롤 이스터나 스타놀을
성분으로 함유한 식품보조제*

2.18 우엉 뿌리 분말이나 우엉을
함유한 식품보조제*
2.19 건조된 가가이모과잎을 함유
한 식품보조제*
2.20 참당귀, 천궁, 백작약의 뿌리
와 근경을 함유한 식품보조제*

“체중 조절 식품이 아님”
“페닐케톤증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 상품은 페닐알라닌
을 함유한다.” “체중 조절 식품이 아님”
“식품 알레르기 정보에 알부민(아프리카 망고의 핵 추출
물로부터 나온 단백질)이 포함된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처방된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들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혈중 지질을 낮추는 약,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항우울제 (네파조돈), 배란을 억제하는 합성 안드로겐 (다
나졸), 복합 비타민 B, 아지트로마이신, 클라리트로마이
신, 에리트로마이신, 이트라코나졸, 케토코나졸, 아데포비
어 같은 항균제약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간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쓰지 않는다.”
“4개월(16주) 이상 연속으로 쓰지 않는다.”
“환자들은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근육통이나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섭취를
중단한다.”
경고 및 기타 메시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고 혹은 주의 표
시를 나타내야 한다.
“하루에 15g 이하의 치아씨를 섭취한다.”
“1(단위 명기)안에 ... 모든 식이성 섬유를 함유한다 …(명
기) …Mg. 불가용성 식이성 섬유..(명기). ..Mg.
“섭취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장의 폐색을 막기 위해, 건
조 섬유 식품을 1~2잔의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식물 스타놀/스테롤 양”을 나타내야 한다.
…….~당 g. (1인분 양)
“태국어로 적힌 명칭과 가까운 위치에서 보일 것”
다음 경고 메시지들은 붉을 글자로 라벨 상에 표시되어
야 한다. 이것은 그 틀 안에서 보여야 한다.
“하루의 2mg 이상의 스타놀/스테롤 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몸 안에 카로티노이드가 정상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움
을 주기 위해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한다.”
“만일 지속적으로 먹으면, 비타민 E 수준을 낮출 수 있
다.”
“환자들은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아동, 임산부,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들은 섭취하지 말아
야 한다.”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
“아동, 임산부, 저혈당인 여성들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
다.”
“당뇨병 환자는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1개
월 이상 연속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4개월 이상 섭취해서는 안 된다.”
“월경이 불규칙한 여성들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수술
을 받을 사람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수술 전에 의사와 상
담해야 한다.”
“이 상품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천
궁, 백작약이 함유된다.”

참고*: 식품 영양분 내 성분, 조건, 섭취의 품질 혹은 표준은 신규 식품에 관한 보건부고시
를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