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2564(2021)년 보건부고시(제425호)
햄프씨드,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드 단백질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

정부의 대마(Hemp)(학명: Cannabis sativa L. subsp. sativa)를 경제 작물로 진흥 및 발전시키는
정책에

따라

대마의

일부분을

처벌을

받는

마약류

제5종에서

제외시키는

보건부고시가

발표되었으며 위 고시에서는 처벌을 받는 마약류 관리 위원회가 정한 원칙, 방법 및 조건에 따라
대마의 일부를 식품 산업 및 다른 산업들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중 식품으로의
사용은 식품법 및 식품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1979년 식품법 제 5조 첫 문단 및 제 6조 (1), (2), (4), (5), (6), (7), (9), (10)*에 따라 공중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항.

햄프씨드, 햄프씨드오일, 햄프씨드 단백질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은 구체적
통제식품으로 정한다.

2항. 본 고시에서
"햄프씨드"는 학명 Cannabis sativa L. subsp. sativa 을 가진 대마의 씨앗을 의미하며, 1979년
마약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마약류 제5종 법령에 따라 허가 받은 것을 의미한다.
"햄프씨드 오일"은

햄프씨드에서 나온 여러가지 지방산 글리세이드(glyceride)를 의미한다.

"햄프씨드 단백질"은 아미노산 중합체 유기화합물을 의미한다. 단백질 1g 당 4 칼로리이며
햄프씨드의 껍질이나 기름을 뺀 찌꺼기에서 얻는다.
"햄프씨드, 햄프씨드 오일 또는 햄프씨드 단백질을 재료로한 식품"은 일반적인 식품 섭취
이외에 소비자가 건강 진흥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을 의미하며, 햄프씨드 또는 햄프씨드 오일
또는 햄프씨드 단백질이 알, 캡슐, 가루, 조각, 액체 또는 일반적 식품(Conventional foods)과는
다른 형태의 재료로 사용된다.
3항. 식품인 햄프씨드는 다음과 같은 품질 및 기준을 따른다.
(1) 식품 내 수분은 무게의 10% 넘지 않음
(2) 식품 내 잔류 오염물질은 오염물질이 있는 식품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르며 다음
항목을 추가함
(ㄱ) 카드뮴(Cadmium) 건조 햄프씨드 1kg 당 0.3mg 이하
(ㄴ) 납(Lead) 건조 햄프씨드 1kg 당 10mg 이하
(3) 다음 성분들은 아래에서 정한 양을 넘지 않음
(ㄱ) Total Tetrahydrocannabinols(Total THC) 건조 햄프씨드 1kg 당 5mg 이하
(ㄴ) Cannabidiol(CBD)건조 햄프씨드 1kg 당 3mg 이하
위의 품질 기준에 대한 분석방법은 본 고시 별첨1에서 정한 원칙 및 방법에 따른다.
(4) 잔류농약은 잔류농약이 있는 식품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름

4항. 햄프씨드 오일 또는 햄프씨드 단백질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의 생산자는 2020년
처벌을 받는 마약류에 대한 보건부소기에 따라야 하며,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드 단백질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식품 생산방법, 생산기구 및 보관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라야 한다.
위에 말한 생산자는 생산 장소에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드 단백질,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햄프씨드에 대한 입출고를 기록한다.
5항. 햄프씨드 오일의 생산방법은 짜기 또는 장관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하며 이후에 물로
세척하기, 불순물 거르기, 여과하기 또는 원심분리를 통해 정화한다.
6항. 햄프씨드 오일은 다음과 같은 품질 및 기준을 따른다.
(1) 색깔은 햄프씨드 고유의 색을 가짐
(2) 향 및 맛은 햄프씨드 고유의 향과 맛이며 이물질이 없으며 오래된 기름 냄새가 안 남
(3) Saponification Value: 오일 1g 당 184-205mg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
(4) Iodine Value: Wijs 153-167
(5) Unsaponifiable Matter: 오일 1kg 당 15g
(6) 산가(Acid Value): 오일 1g 당 4.0mg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넘지 않음.
산가는 경우 따른 분석방법에 따라 % Free fatty acid로 표기될 수 있음
(7) Peroxide Value: 오일 1kg 당 15 milliequivalent 이하
(8) Water and Volatile Matter: 105°C에서 무게의 0.2 이하
(9) Soap Content: 무게의 0.005 이하
(10) Insoluble Impurities: 무게의 0.05 이하
(11) 잔류 오염물질은 오염물질이 있는 식품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름
(12) 다음 성분들은 아래에서 정한 양을 넘지 않음
(ㄱ) Total Tetrahydrocannabinols(Total THC) 1kg 당 1mg 이하
(ㄴ) Cannabidiol(CBD) 1kg 당 3mg 이하
위의 품질 기준에 대한 분석방법은 본 고시 별첨1에서 정한 원칙 및 방법에 따른다.
(13) 오염될 수 있는 그 외 성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Mineral oil 검출되지 않음
(ㄴ) 철: 오일 1kg 당 5.0mg 넘지 않음
(ㄷ) 구리: 오일 1kg 당 0.4mg 넘지 않음
(14) 질병유발 미생물은 질병유발 미생물에 대한 보건부고시에 따름
7항. 햄프씨드 오일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른다.
8항. 햄프씨드 오일의 포장 용기 사용은 포장용기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른다.
9항. 햄프씨드 오일의 라벨표기는 용기 포장 식품의 라벨표기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른다.

10항. 햄프씨드 단백질의 생산방법은 껍질을 벗긴 햄프씨드나 기름을 빼낸 햄프씨드
찌꺼기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단백질을 분리해 내 가루로 만든다.
11항. 햄프씨드 단백질은 다음과 같은 품질 및 기준을 따른다.
(1) 색깔은 햄프씨드 단백질 고유의 색을 가짐
(2) 향 및 맛은 햄프씨드 단백질 고유의 향과 맛이며 이물질이 없음
(3) 식품 내 수분은 무게의 10% 넘지 않음
(4) 햄프씨드 단백질의 양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음
(ㄱ) Hemp protein meal: 30% 이하
(ㄴ) Hemp protein concentrate: 65% 이하
(ㄷ) Hemp protein isolate: 90% 이상
(5) 잔류 오염물질은 오염물질이 있는 식품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름
(6) 다음 성분들은 아래에서 정한 양을 넘지 않음
(ㄱ) Hemp protein meal의 경우 Total Tetrahydrocannabinols(Total THC) 1kg 당 2mg 이하,
Cannabidiol(CBD) 1kg 당 3mg 이하
(ㄴ)

Hemp

protein

concentrate

및

Hemp

protein

isolate의

경우

Total

Tetrahydrocannabinols(Total THC) 1kg 당 0.15mg 이하, Cannabidiol(CBD) 1kg 당 3mg 이하
위의 품질 기준에 대한 분석방법은 본 고시 별첨1에서 정한 원칙 및 방법에 따른다.
(7) 질병유발 미생물은 질병유발 미생물에 대한 보건부고시에 따름
12항. 햄프씨드 단백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른다.
13항. 햄프씨드 단백질의 포장 용기 사용은 포장용기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른다.
14항. 햄프씨드 단백질의 라벨표기는 용기 포장 식품의 라벨표기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른다.
15항. 햄프씨드,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드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식품은 본 고시 별첨2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하며 장관이 정한 다음의 품질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잔류 오염물질은 오염물질이 있는 식품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름
(2) 질병유발 미생물은 질병유발 미생물에 대한 보건부고시에 따름. 단 질병유발 미생물이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다음에서 정한 수치를 넘지 않음
(ㄱ) Staphylococcus aureus: 식품 0.1g에서 검출되지 않음
(ㄴ) Clostridium spp.: 식품 0.1g에서 검출되지 않음
(ㄷ) Salmonella spp.: 식퓸 25g에서 검출되지 않음
(ㄹ) Escherichia coli: 식품 1g 당 3MPN 이하
(3) 비타민 및 광물은 15% 이상으로 하나 태국인 일일 권장 섭취량의 최대치를 넘지 않게 함.
비타민 또는 광물에 대한 건강보조식품인 경우 비타민 또는 광물의 양을 정해두지 않으나
식품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식품의약품청고시에 따름

16항.

햄프씨드,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드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른다.
17항.

햄프씨드,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드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생산자는 식품

생산방법, 생산기구 및 보광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른다.
18항.

햄프씨드,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드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포장용기는

포장용기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른다.
19항.

햄프씨드,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드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라벨표기는 용기

포장 식품의 라벨표기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르며,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1) “경고문”은 글자크기 1.5mm 이상으로 문구와 배경의 색이 대비되는 사각형 안에
기입하며, 사각형의 색과 라벨의 바탕색 또한 대비됨
(2) “어린이, 임산부, 모유수유를 하는 사람은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3)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섭취를 멈추기 바랍니다.”
(4) “THC 및 CBD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알레르기 환자 또는 해당 성분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햄프씨드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정보: 햄프씨드 단백질 함유”
(6) 식품보조제의 경우 “식품보조제” 문구를 식품명의 일부로 하거나 식품명에 추가 기입
(7) 식품보조제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따라 포장 양을 기입
(ㄱ) 알 또는 캡슐 형태의 식품보조제의 경우 포장 개수 기입
(ㄴ) 액체 형태의 식품보조제의 경우 부피 기입
(ㄷ) 고체 또는 기타 형태의 식품보조제의 경우 중량 기입
(8) 식품보조제 주요 성분명 및 량은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입
(9) 햄프씨드 또는 햄프씨드 오일을 원료로 하는 식품보조제의 경우 “이 제품에는 오메가
6 리놀레산(Linoleic acid) 및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Alpha-linolenic acid)을 함유한다. 제품
1 (단위) 당 리놀레산 (기입)mg 및 알파-리놀렌산 (기입)mg으로 구성된 햄프씨드 오일
(기입)mg을 함유한다.”
(10) 식품보조제의 경우 “매일 적당한 양으로 5대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사를 해야 한다.”
(11) 식품보조제의 경우 굵은 글씨로 사각형 안에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없음”을
기입하며 문구와 사각형 바탕색이 대비되고 사각형과 라벨 바탕색이 대비
(12) 장관이 규정 고시한 그 외 문구
20항.

햄프씨드,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드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표기는 식품 영양성분표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른다.
21항. 햄프씨드,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드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건강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식품의 건강에 대한 언급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따른다.

22항. Total Tetrahydrocannabinol성분 및 Cannabidiol 성분에 대한 종류, 양, 건강에 대한 언급
일체를 허가하지 않는다.
23항. 햄프의 사진, 상징, 또는 문구나 이와 비슷한 의미의 것을 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 재료로 쓰이는 햄프씨드 부분은 제외한다.
24항.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2021년 3월 3일 고시(관보게재날: 2021년 3월 4일)
아누틴 찬야위라꾼
공중보건부 장관

보건부고시(제425호) 별첨 1
햄프씨드, 햄프씨드 오일, 햄프씨드 단백질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 내
Total Tetrahydrocannabinol(Total THC) 및 Cannabidiol(CBD) 성분 분석방법

Total Tetrahydrocannabinol(Total THC) 및 Cannabidiol(CBD) 성분 분석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사용해 분석한다.

비고
*The total THC content of the substances Δ9 -THC, Δ8 -THC and THC content.

보건부고시(제425호) 별첨 2
햄프씨드, 햄프씨드 오일, 또는 햄프씨드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식품과 그 품질조건 또는 기준

햄프씨드 일부

식품군*

Hemp seed flour)

seed protein)

3.0

7.1

달지 않은 과자

0.15

3.0

7.2

단 과자

0.15

3.0

2.0

3.0

0.15

3.0

0.15

3.0

0.15

3.0

0.15

3.0

햄프씨드 단백질 또는 햄프씨드 찌꺼기 단백질(Hemp
13.6

protein meal)로 만든 식품보조제(Food supplements)
Hemp protein concentrate 및 Hemp protein Isolate로
만든 식품보조제(Food supplements)

14.1.5

15.2

(Hemp seed oil)

CBD

0.15

15.1

햄프씨드 오일

Total THC

Breakfast cereals, including rolled oats

및 햄프씨드
단백질 (Hemp

최대 잔류 허용량(mg/kg)

6.3

햄프씨드
(Hemp seed,

식품 종류*

곡물로 만든 음료(Cereal and grain beverages)
차, 커피, 허브차 및 같은 특징을 가진 제품 제외
감자, 곡물, 밀가루 또는 녹말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스낵
콩을 주 원료로 하거나 가공 공정을 거쳐 향과 맛을 더한
곡물을 주 원료로 하는 스낵

02.2.1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햄프씨드 오일(Hemp seed oil)

1.0

3.0

02.2.2

Fat spreads, dairy fat spreads and blended spreads

0.15

3.0

0.15

3.0

5.0

3.0

12.7
13.6

샐러드 및 샌드위치 스프레드(Salads (e.g., macaroni salad,
potato salad) and sandwich spreads)
식품보조제(Food supplements) –Oil supplement

비고: * 식품첨가물에 대한 보건부고시에 따른 식품군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