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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서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업무’
관리의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식약처 내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2021년 10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
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지침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 행정사무의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6253
팩스번호: 043-71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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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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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비대면(언택트) 문화 확산, 전자상거래 활성화, 가격 비교 경쟁력
우위, 다양한 상품 구매 가능 등의 이유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시장규모는 지속 성장 중임
❍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정해진 식품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의 식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

‘

목적이 아닌 개인소비용으로 수입(구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는 어려움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정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7호)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 해외에서 식품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포함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국내로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

원료 성분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

·

·

국내 외 위해정보, 연구사업 등을 통해 발견 규명되는 신종 부정

·

물질 및 위해성 높은 원료 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정 기준
-

旣 지정된 통관금지성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해제 기준

2. 목적

·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한 원료 성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성분별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위해성에 따른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 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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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세스
❍ 통관금지성분 지정 절차
-

·

국내 외 위해정보, 연구사업 등을 통해 해외식품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

확인되는 신종 부정물질 및 위해성 높은 원료 성분에 대해 통관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절차
정보 수집

정보 분석
· 국내외 식품, 의약품

· 분석법 마련 및 구매검사
· 해외 위해정보, 이슈 정보 →
· 민원신고 등

지정

인정 여부
· 안전성 DB 등 자료 수집

→

· 지정기준에 따라 당연지정
/ 위원회 심의

· 프로파일 작성

❍ 통관금지성분 해제 절차
-

통관금지성분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2~3년 주기)를 실시하여
위해성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어 해제 검토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통관금지성분 해제 절차
재평가

· 통관금지성분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실시
(2~3년 주기)

정보 분석
· 국내외 식품 인정 여부

→ · 안전성 DB 등 자료 수집 →
· 프로파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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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 해제기준에 따라 당연해제
/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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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관금지 검토 성분 정보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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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금지성분 검토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고시형, 개별인정형)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원료 또는 성분 제외
❍ 국내 식품등의 미인정 원료 또는 성분

·

❍ 국내 외 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및 그 유사물질
❍ 마약, 마약류(임시 마약류 포함), 향정신성 의약품 및 그 유사물질
❍ 생약제, 허브류 등

2. 통관금지 검토 성분 정보 수집
❍ 분석법이 마련된 신종 부정물질, 마약류 사용 가능 해외식품 구매검사
◈ 사례) 페니벗(Phenibut)
- 부정물질 발굴을 위한 연구사업(평가원)에서 신규 확인된 페니벗(Phenibut,
뇌기능 개선 표방)
- 국내 임시마약류(1군)로 지정되었고, 안전성도 식용으로 섭취시 위해가 높아
통관금지성분으로 지정

·

❍ 국내 외 위해정보
◈ 사례) SARMs(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조절체)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Steroid Hub Canada'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되는 미승인 건강제품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 경고(9.18.)
- 세계도핑방지위원회 금지 성분, 스테로이드와 유사 부작용(간손상, 뇌졸중,
생식력 감소 등) 발생, 통관금지성분으로 지정

❍ 민원신고
◈ 사례) 리튬 및 그 염류
- 해외직구로 판매되고 있는 리튬 오로테이트(Lithium orotate) 등 리튬 함유 식이
보충제 식품의 국내 통관 가능 여부 문의(국민신문고)
-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서의 안전 섭취량(저용량) 기준이 없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다른 약물상호작용에 따른 치료 어려움, 통관금지성분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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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관금지 검토 성분별 안전성 관련 자료 수집
❍ 해외직구 점유율이 높은 국가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및 세계
각국에서 해당 국가의 섭취 허용 여부, 적정 섭취량 정보, 사용 불가
여부 및 안전성 등급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medicines

comprehensive

를 위주로

NMCD)

「

발간하는

on

에 관한 자료 제공,

database(natural

medicine

에서

American Herbal Products Association(AHPA)

Botanical

monographs

Natural

safety

selected

」

handbook

medicinal

에서 발간한

,

WHO

「

WHO

」 및 세계 각국의 인터넷

plant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구분

국가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및 내용
성분의 일반명과 학명, 각 분류에 대한 수 많은 각 성분

Natural Medicines

에 대해 개요, 사용 목적, 부작용, 안전성, 복용예, 상호
작용, 독성 등 정보제공(유료 사이트)
http://www.naturaldatabase.com/
식물 및 화학물질에 대하여 Safety Class (Class 1, Class
2/2a, 2b, 2c, 2d, Class 3), Interaction Class (Class A,

전문
기관

Botanical safety handbook

Class B, Class C) 등급과 약, 보충제와의 상호작용, 부작
용, 약리학적 고려사항, 사람의 약리학적 연구자료 등을
간단하게 소개(AH

WHO monographs on selected
medicinal plants selected
medicinal plants

총 147종의 medicinal plants에 대하여 정의, Synonyms,
이명, 지리적 분포, 설명, 약용용도, 임상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는 용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
http://digicollection.org/hss/en/d/Js4927e/24.html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 제공,
https://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운영

공공
기관

한국

식품안전나라

하는 사이트로 식품 안전, 위해, 건강, 영양 등 전문정보를
제공함
www.foodsafetykorea.go.kr/
우리나라의 약전으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성질

대한약전

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
에 대한 세부 사항 제공
http://www.nifds.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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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및 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독성정보와 함께 전문치료를

독성정보 제공시스템

위한 중독정보, 담배정보 및 발암정보를 제공
https://www.nifds.go.kr/toxinfo/intro/about/page.d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 국가책임기관으로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식물 등의 학명, 속 명, 종명 자료 제공
https://bris.go.kr/portal/main/main.do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 등에

국립생물자원관

관한 데이터베이스 제공
https://species.nibr.go.kr/index.do
우리나라 특허청이 설립한 사이트로 전통 의료, 전통

한국전통지식포탈

식생활 등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한 자료 제공
http://www.koreantk.com/ktkp2014/
미국식품의약국 사이트로 식의약품 승인, 인체의 건강과

FDA

관련된 정보(안내, 홍보, 경고 등)를 제공
https://www.fda.gov/
GRAS :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물질’로
FDA가 인정하는 안전성이 있는 식품 및 식품 화학물질을

GRAS

규정하는 제도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dcc/in
dex.cfm?set=GRASNotices
미국 연방규정집으로 식의약품은 FDA(21CFR)에서 관장함.

e-CFR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
FRSearch.cfm?CFRPart=182
미국 질병관리센터로 질병과 관련하여 식이 보충제에

미국

CDC

대한 독성과 관련된 내용도 제공
https://www.cdc.gov/mmwr/index.html
미국의 의료와 건강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

NIH

사이트로 관련 정보제공
https://www.nih.gov/

USDA

미국 농무부로 각종 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
https://fdc.nal.usda.gov/
미국 NIH에서 구축한 화학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각종

Pub chem

물질에 대한 구조식, IUPAC 명,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등 많은 자료 제공
https://pubchem.ncbi.nlm.nih.gov/

Pub med

미국 NIH NLM에서 구축한 의약, 생물학 분야 medline 제공
http://www.ncbi.nlm.nih.gov/pubmed/
유럽연합의 기관으로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등에 대한

유럽

EFSA

위해 평가 등 관한 자료 제공
http://www.efsa.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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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및 내용
European Medicines Agency는 유럽의 의약품 기구로

EMA

유럽연합의 의약품 평가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 정보제공
https://www.ema.europa.eu/en
아동 건강 퀸즐랜드 병원 및 보건 서비스 기관으로

호주

Queensland

각종 약용식물에 대한 자료 제공

Government

https://www.childrens.health.qld.gov.au/poisonous-plant
-privet-ligustrum/
캐나다의 국가 공중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캐나다

Health Canada

식의약 관련 정보제공
http://www.hc-sc.gc.ca/dhp-mps/prodnatur/index-eng.php
일본의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사이트로

일본 국립건강영양

일본

연구소

건강식품 소재에 대한 개요, 안전성 정보 등을 개별
연구데이터로 게재
https://hfnet.nibiohn.go.jp/contents/detail1415.html
영국의 기능성식품원료 negative lis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ist-of-ban
ned-or-restricted-herbal-ingredients-for-medicinal-use/
banned-and-restricted-herbal-ingredients
싱가포르의 기능성식품원료 negative list

영국

싱가포르

https://www.hsa.gov.sg/docs/default-source/hprg-tmhs/
hsguidelinesv13.pdf
독일의 기능성식품원료 negative list

독일

https://www.herbalgram.org/resources/commission-e-m

Plants for a future

Wikipedia

onographs(유료)
각종 식물에 대한 학명, 일반명, 계통, 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
https://pfaf.org/user/plant.aspx
The Free Encyclopedia로 이 사이트에 수록된 물질, 성분
등에 대한 정보제공
https://en.wikipedia.org/wiki/
각종 물질 및 성분에 대한 과학, 기술 및 의학 연구 탐색

ScienceDirect.com

비공공
기관

The free dictionary
Raya Garden
Medical New Today

TMC Wiki

Blue Poppy

및 동일 분야 전문가 평가, 저널 기사 및 도서 등 검색
(오픈 액세스 콘텐츠 포함) 사이트
https://www.sciencedirect.com
각종 물질 및 성분에 대한 독성 등 긱종 정보제공
https://www.thefreedictionary.com
각종 식물에 대한 재배부터 사용, 프로파일 등을 제공
https://www.rayagarden.com
의료와 관련된 식물 등에 대한 안전 문제 등 정보제공
https://www.medicalnewstoday.com
중국전통의학 정보 사이트로 생약 식물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https://tcmwiki.com
허브 독성 및 상호작용 모음 사이트로 관련 정보제공
https://www.bluepopp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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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및 내용
각종 생약 식물에 대해 학명, 이명, 영명, 작용 등에 대

Indian Medicinal Plants

RxList

WebMD

Healthline

ECURED

한 자료 제공
http://gbpihedenvis.nic.in/PDFs/Glossary_Medicinal_Plan
ts_Springer.pdf
미국 의약품 처방 정보와 식이보충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
https://www.rxlist.com/script/main/hp.asp
미국 의학 정보 시스템으로, 각종 의약용 식물, 보충재
에 대한 뉴스 및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제공
https://www.webmd.com/
약용식물에 대한 이점, 용량, 부작용 등 많은 정보제공
https://www.healthline.com
스페인어 사이트로 약용식물의 개요, 전통용도, 독성 등
에 대한 자료 제공
https://www.ecured.cu/
500,000종 이상의 의약과 의약 생산품에 대한 각종 자

Drugbank

료 제공
https://www.drugbank.ca/
유용한 열대 식물 데이터베이스로 열대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수천 개의 식물의 식용, 약용 및 기타 여러 용

Useful Tropical Plants

도에 대한 정보제공
http://tropical.theferns.info

※ 상기 자료수집 사이트 중 안전성 등급을 분류하는
Database

정보
§

NMCD

§

(Natural Medicines
Comprehensive
Database)

안전성 등급

천연 물질(성분)의 과학적 기반 최적표
준 인정 웹사이트

① LIKELY SAFE

천연성분별 특성을 규명하고 모노

② POSSIBLY SAFE

그래프 제공(주요 용도, 효능, 약리

③ POSSIBLY UNSAFE

성분의 작용기전, 부작용, 상호작용)
§

DB

미국 국립보건원, 일본 국립건강영양
연구소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을 인용

④ LIKELY UNSAFE
⑤ UNSAFE

하여 안전성 정보 제공
AHPA

§

(American Herbal
Product
Association)

§

미국 제조사로 구성된 협회로 미국 정

① CLASS 1(안전)

부·국제식이보충제연맹(IADSA) 참여

② CLASS 2(사용 제한)

미국 국립보건원 ODS 등의 지원을 받
아 약 500종 허브 안전성 정보(독성, 부
작용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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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LASS 3 (전문가
지시 필요)

0

4. 통관금지 검토 성분별 안전성 관련 자료 분석
❍ 성분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로 프로파일을 작성
프로파일 작성 예
○ 해당 종의 학명(scientific name) 기재
(단일 화합물의 경우 IUP명)

특성

○ 해당 종의 이명(other name), 각국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물의 사진

일반명(common name)을 기재

또는 구조식

○ 해당 식물 또는 물질에 대한 간단한 특성을
서술식으로 기재

개요

○ 해당 식물 또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력, 용도, 특이사항 등)을 기재

사용 목적

○ 해당 식물 또는 물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유에 대하여 기술
○

해당

식물

및

물질이

NMCD(Natural

medicines

comprehensive

database) 및 Botanical Safety Handbook (American Herbal Products
Association : AHPA)에 있는 경우 각각에서 분류한 안전등급인 Likely

안전성 정보

safe, Possibly safe, Possibly unsafe, Likely unsafe, Unsafe에 해당여부
및 설명을 기재하고 AHPA (Botanical safety handbook)에서 분류한 안전
등급인 Class 1, Class 2 (2a, 2b, 2c, 2d) 및 Class 3 등을 소개함.
○ 해당 식물 및 물질이 NMCD 및 AHPA에 없는 경우 다른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찾아 기재함.

부작용

○ 인간에게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을 위주로 기재함
○ 동물실험 : 동물의 안전성이나 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위주로 기재

독성자료

- 급성독성, 만성독성, 생식독성, 면역독성 등 실험 종류 기재
- 독성 지표 자료(LD50, LC50, NOAEL)가 존재할 경우 이를 기재
○ 임상실험의 경우 인간의 안전성이나 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기재

상호작용

○ 해당 식물 또는 물질(해당 식품 또는 물질이 함유된 보조제)을 다른 종류의
식·의약품과 병용하였을 때 상호 간 나타날 수 있는 작용을 기재함

복용 예

○ 실제 복용 사례 등을 기재함

안전등급

○ 작성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류

결론

당연지정/ 전문가 검토

참고문헌

자료 사이트 제목 및 인터넷
참고 서적 및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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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성분별 사용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함.

❍

(1

① 국내·외 주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성분
② 국내·외 금지하는 의약품 또는 마약성분
③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 및 마약류 성분
④ 국내에서 사용 금지하고 있는 원료 건강기능식품공전 등
⑤ 혐오식품 혐오식품은 과거 식품 원료 포지티브시스템 이전 식품공전
(

)

(

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 및 우피 유래 함유식품

⑥ 국외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하고 있는 성분 영국
⑦ 외국에서 식품으로 사용하는 성분
(

,

싱가포르, 독일)

차) 성분별 안전성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함

❍

(2

① 외국에서 사망사례 및 심각한 독성근거가 있는 물질
② 안전성 에 따른 등급 분류
DB

Database
안전
안전성
등급

안전하지
않음

NMCD
① LIKELY SAFE

① CLASS 1(안전)

② POSSIBLY SAFE
③ POSSIBLY UNSAFE

② CLASS 2(사용 제한)

④ LIKELY UNSAFE

③ CLASS 3 (전문가

⑤ UNSAFE

※

AHPA

지시 필요)

생약, 허브류의 경우 사용 부위를 확인하고 사용 부위에 대한 안전성 등급
확인 필요

- 여러 부위 사용 원료에 대해 일부 부위 안전성 자료가 있는 경우

(예: 꽃, 껍질, 잎을 사용하는 식물에 대하여 잎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있음)

③ 안전성 자료가 부족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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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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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금지성분 지정 기준

분류 등급

지정 기준

」제 조에 따른 부정물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지정한 부정물질

Ⅰ-1. 「식품위생법

7

(

)

Ⅰ-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Ⅰ

당연지정( )
(식품 법령)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사용금지

(

원료 또는 성분)
Ⅰ-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
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우피유래로 간주
우피유래 함유 식품(BSE 발생국))

(

Ⅱ-1. ｢약사법｣제2조제10항에 따른 먹어서 복용하는 것

Ⅱ

당연지정(

)

의약품 법령)

(

·

으로 허가 인정된 전문의약품
Ⅱ-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의2에 따른

마약,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
위원회

Ⅲ

심의(

)

Ⅲ-1. 중대 부작용(사망사례 등), 심각한 독성 근거가

있는 물질

- 13 -

0

참고1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분류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1.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2.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
약품
3.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
용량의 설정이 필요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
되어야 하는 의약품
4.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
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높거나 정상 상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
라도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은 의약품
5.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6. 내성(내성, resistance)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
7.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약효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
8.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9.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약으로 지정하는 의약품(다만, 외국에서 유효성·안전
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은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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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관금지성분 해제 기준
❍ 통관금지성분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2~3년 주기)를 실시하여
해제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검토

분류 등급

해제 기준

당연 해제 Ⅳ-1.

Ⅳ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원료·성분
,

,

Ⅴ-1. 국내ㆍ외에서 식품 등으로 사용례가 있거나 외국에서

식품으로 허용한 물질
등재

- CODEX

-

위원회
심의

Ⅴ

(

-

미국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유럽연합

Novel food

기타 제외국에서 인정한 물질

)

Ⅴ-2. 인정할만한 안전성 근거 자료가 있는 성분(원료)
- NMCD

- AHPA

자료의
자료의

LIKELY SAFE

CLAS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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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POSSIBLY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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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심의 절차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또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활용
위원회

분과
위생제도분과
유해오염물질분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해평가분과
잔류물질분과

·

식품첨가물분과

·

기능성 원료 성분 인정 및 기준 규격 분과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
이상사례 분과
재평가 분과

❍ 위원회 심의 절차

① 성분별 심의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 및 분과 지정
② 심의위원회 관리 부서에 해당 분과위 개최 계획 알림
-

식품안전정책과(식품위생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정책과(건강기능
식품심의위원회)

③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실시

-

회의록 작성

④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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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관금지성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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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금지성분 목록 공개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통관금지성분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도움정보 〉해외직구식품

>

안전정보에

목록 공개

2. 통관금지성분 정보 알림
❍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

시스템’ 이용 온라인 유통사에 통관금지성분 지정 변경 사항 알림

3.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현행화
❍ 통관금지성분을 신규 지정한 경우
-

지정 성분 함유 제품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 모니터링

→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
❍ 통관금지성분을 해제한 경우
-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된 해당 성분 함유 제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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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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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직접구매 해외식품 통관금지성분 프로파일 작성예

일련번호

성분명

분류
등급

페이지

1

Belladonna(벨라돈나), Atropa belladonna

Ⅰ-2

21

2

우피유래 (gelatin)

Ⅰ-3

23

3

CBD, Hemp (Cannabis sativa L. 포함) Cannabidiol

Ⅱ-2

25

4

Buchu leaf (Agathosma betulina, Agathosma creunlata)

Ⅲ-1

29

5

Germanium (게르마늄)

Ⅲ-1

31

6

Butterfly Pea

Ⅴ-1

33

7

Bacopa (Brahmi)

Ⅴ-2

36

8

L-citrulline (Citrulline Malate)

Ⅴ-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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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급>
1. Belladonna (벨라돈아), Atropa belladonna (Ⅰ-2)
학명 : Atropa belladonna, Atropa acuminata.
이명 : Deadly Nightshade, Devil's Cherries, Devil's herb,

특성

Divale, Dwale, Dwayberry, Grande Morelle, Belle-Dame
Atropa belladonna는 초본 다년생으로 풀로 2m 높이까지 자란
다. 꽃은 칙칙한 보라색이며 열매는 열매로 녹색이며 반짝이는
검은색으로 익으며 지름은 약 1.5cm정도로 단맛이 있으며 독성
알칼로이드를 포함하고 있다(1).
Belladonna 동종요법 치료제에 흔히 사용된다(2). 미국 FDA는 2010년부터 유아
(174만)에게 동종 치약과 젤을 주는 것을 중단하라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해 왔다.

개요

치약 제품은 동종 요법인 양의 Belladonna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400개가 넘는
Belladonna 독성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는 발
작, 호흡곤란, 무기력, 변비, 소변 곤란, 동요, 사망까지 포함된다(3).
경구로 belladonna는 진정제로, 기관지 천식과 백일해의 항경련제로, 그리고 파킨

사용목적

슨병, 장관 담도, 염증성 장 질환, 멀미, 마취제로 사용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벨
라도나는 류머티즘, 좌골신경통, 신경통 등의 경막과 정신질환, 다한증, 기관지 천
식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치질 보충제에 사용된다(4).
▶LIKELY UNSAFE (경구로 사용할 때) :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알칼로이드를 함
유하고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의 보고와 관련이 있다(5).
▶어린이 LIKELY UNSAFE (경구로 사용할 때) : 사망은 아트로핀 0.2 mg/kg(6)을

안전성 정보

함유한 belladonna 용량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 과일에 2mg의 아트로핀을 함
유한 belladonna 과일 2개는 어린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임신 LIKELY UNSAFE (경구로 사용할 때)
▶수유 : LIKELY UNSAFE : 경구로 쓰면 모유가 줄 수 있고 모유로 분비된다.
▶Belladonna는 경구로 anticholinergic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심각도는 대
개 섭취량에 따라 다르나 anticholinergic 증상은 근육 떨림과 경직, 방향감각,
기억상실, 환각, 혼란, 정신 분열, 동요된 섬망, 발작, 혼수상태, 심혈관 붕괴, 호

부작용

흡부전 등을 포함한다. 말초성 anticholinergic 증상으로는 동공 확장, 시야 흐
림, 입안이 건조하고 피부가 상기된 상태, 빈혈, 심실 조루성 심장박동, 고혈압
또는 저혈압, 소변 곤란 등이 있다(7, 8, 9 )가 있다. 또한 접촉성 피부염을 일
으킬 수 있다(10).

독성자료

▶경구독성 LD50 : 622mg/kg bw (rat) 400mg/kg bw (mouse) (12)
▶경구독성 LD50 : 750mg/kg bw (rat) (13)
▶약
∙Belladonna는

상호작용

아만타딘,

항히스타민,

페노티아진,

프로카이나미드,

퀴니딘,

tricyclic antidepressants 등의 항콜린제 효과와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11).
∙Belladonna는 Cisapride 함께 복용하는 것은 일부 환자들에게 Cisapride의 효
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11).

복용 예

▶Belladonna 잎 가루의 평균 단일 투여량은 50~100mg, 최대 단일 선량은
200mg으로 총 알칼로이드가 0.6 mg에 해당하며 1일 최대선량은 600m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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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알칼로이드 1.8 mg에 해당한다(4).
▶뿌리 가루는 일반적으로 평균 단일 용량 50mg, 최대 단일 선량은 100mg으로
총 알칼로이드가 0.5 mg에 해당하며 1일 최대 복용량은 300mg으로 총 알칼로
이드의 1.5 mg에 해당한다(4).
▶Belladonna나 추출물은 평균 1회 복용량이 10mg이다. 최대 단일투여량은
50mg으로 총 알칼로이드 0.73 mg에 해당하며, 일일 최대 투여량은 150mg으
로 총 알칼로이드 2.2 mg에 해당한다. 총 알칼로이드 hyoscyamine으로 계산한다(4).

키워드

Belladonna, Atropa belladonna, Devil's Cherries

안전등급

NMCD : Likely unsafe,

결론

당연지정 (분류등급 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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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피유래 (gelatin) (Ⅰ-3)
학명 : Gelatin
이명 : Colla Corii Asini, Denatured Collagen, Gelatine,

특성

Ejiao, Gelatina, Gélatine, Partially Hydrolyzed Collagen
젤라틴은 가축, 닭, 돼지 및 어류와 같은 동물의 피부, 뼈 및 결
합 조직에서 추출한 콜라겐의 부분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펩타이드와 단백질의 혼합물이다.
젤라틴은 무미, 무취, 수용성 단백질이다. 동물성 콜라겐의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
되며, 대부분 소와 돼지의 뼈와 피부에서 추출된다. 젤라틴은 식품 및 의약품에

개요

사용된다. 젤라틴이 포함된 식품의 일반적인 예로는 jellied meats, gelatin
deserts 및 아이스크림, gummy bears and marshmallows와 같은 과자 등이 있다.
젤라틴은 제약산업에서 화장품, 연고, 좌약 및 캡슐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1).
▶경구로 젤라틴은 beta-thalassemia, 골관절염,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RA),
관절통,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 비만, 설사, 노화피부,

사용목적

주름진 피부 및 부서지기 쉬운 손톱에 사용된다. 또한 두피 모발의 품질을 향
상시키는데 사용된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당나귀 가죽에서 추출한 특정 유형
의 젤라틴인 colla corii asini가 만성질환의 빈혈에 사용되었다. 제조과정에서
젤라틴은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다(2).
▶LIKELY SAFE : 젤라틴은 미국에서 GRAS 등재되어 있다(3).
▶POSSIBLY SAFE (단기간 경구로 적절하게 약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 colla corii
asini라고 불리는 당나귀 가죽에서 추출한 특정 유형의 젤라틴은 6주 동안 매
일 10g씩 경구로 안전하게 사용되었다. 15 g을 더 많이 섭취하면 인후염, 잇몸
부기, 국소 습진 및 구강 내 궤양이 발생했다(4).
▶어린이 POSSIBLY SAFE (젤라틴 tannate를 경구로 적절하게 약용 양으로 단기
간 사용할 때) : 15kg 미만 또는 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젤라틴 tannate는 최
대 5일 동안 매일 최대 250mg의 용량으로 명백한 안전성을 가지고 사용되었

안전성 정보

다. 15 kg 이상의 어린이 또는 3세 이상의 어린이의 경우, 최대 5일 동안 매일
최대 500mg의 용량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5). 어린이의 다른 형태의 젤라
틴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2).
▶임신 POSSIBLY SAFE : 안전할 수 있다, 당나귀 가죽에서 추출한 특정 유형의
젤라틴인 colla corii asini를 6주 동안 매일 10g씩 경구로 사용할 때. 15g을 더
많이 섭취하면 인후염, 잇몸 부기, 국소 습진 및 구강 내 궤양이 발생했다(6).
임신 중에 약량으로 사용할 때 다른 유형의 젤라틴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2).
▶수유 :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사용금지(2).
▶구두로 젤라틴은 내약성이 좋은 것 같다.
▶일부 부작용으로는 불쾌한 맛, 위장의 무거움, 팽만감, 소화불량 및 트림이 있
다(7). 식품의 젤라틴은 초기 감작을 유발할 수 있다(8). 경구약, 좌약, 백신, 주
사제 등 젤라틴 함유 의약품은 두드러기, 혈관 부종, 천명음, 저혈압, 아나필락

부작용

시스 등 면역 글로불린E(IgE : immunoglobulin E) 매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
킬 수 있다(9, 10). 정맥으로 젤라틴 주입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 반응
인 Kounis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젤라틴은 때때로 소의 뼈
와 피부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동물에 의한 오염과 소 해면상 뇌병
증 (BSE, 광우병) 및 기타 질병(12)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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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동물성 물질을 함유 한식이 보조제를 통해 인간에게 BSE 또는 기타 질병이
전파된다는 보고는 없으며 잠재적인 질병 전파 위험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2).
▶젤라틴의 독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식품 및

독성자료

의약품에 젤라틴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젤라틴이 무독성임을 시사한다(7).
▶ LD50 : > 3,750mg/kg (rat) (13)

상호작용
복용 예

▶알려진 것이 없다(2, 13).
▶성인 경구로 Beta-thalassemia에 당나귀 가죽으로 만든 젤라틴은 4주 동안 매
일 15g씩 임산부에게 사용되었다(4).

키워드

Gelatin, 우피유래

안전등급

BSE 우려, NMCD : Likely safe,

결론

당연지정 (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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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급 >
3 CBD, Hemp (Cannabis sativa L. 포함), Cannabidiol (Ⅱ-2)
IUPAC명 : 2-[(1R,6R)-3-methyl-6-prop-1en-2-ylcyclohex-2-en-1-yl]-5-

특성

pentylbenzene-1,3-diol
화학식 : C21H30O2, 분자량 : 314.47
CAS ID: 13956-29-1
Trade 명 : Epidiolex®, Arvisol®
Cannabidiol은
Cannabis
sativa의

non-psychoactive

constituent

이다.

Cannabinoids로 알려진 80가지 이상의 성분이 대마초(Cannabis sativa.)에서 확인
되었으며, 이 중 THC(delta-9-tetrahydrocannabinol)이 주요 향정신성 물질이다.

개요

칸나비디올은 대마초 추출물의 약 40%를 차지한다(1). Cannabidiol은 일반적으로
마리화나 또는 대마, 두 가지 형태의 Cannabis sativa에서 파생된다. 마리화나는
약 15%의 THC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마는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0.3% 이하의
THC 수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칸나비디올은 Cannabichromene (CBC), Cannabidivarin

주의사항

(CBDV),

Cannabigerol

(CBG), Cannabinol (CBN), 대마초, 삼베, K2/Spice, 또는 Tetrahydrocannabivarin
(THCV)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간질에 대한 특정 처방 칸나비디올 제품인 Epidiolex (GW Pharmaceuticals)는
Lennox-Gastaut 증후군, Dravet 증후군 또는 결절성 경화증 복합제에 사용하도록
FDA 승인을 받았으며, 다른 칸나비디올 제품이 이러한 상태에 유익한지 여부는

사용목적

불분명하다(24).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 아토피 피부염(습진), 양극성 장애, 크론
병, 당뇨병, 근긴장 이상. 본태성 떨림,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 등 여러 부문에
사용된다고 하나 이러한 용도에 대한 칸나비디올을 평가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24).
▶POSSIBLY SAFE (성인에게 경구로 적절하게 사용할 때) : 매일 최대 200mg의
칸나비디올 용량은 최대 13주 동안(3) 명백한 안전성으로 사용되었으며, 1일
1200mg의 더 높은 용량은 최대 4주 동안 명백한 안전성과 함께 사용되었다
(4). 처방전 칸나비디올 오일(Epidiolex, GW Pharmaceuticals)은 매일 10~25
mg/kg (5, 6, 7)의 용량으로 안전하게 사용되었다. 국소적으로 사용할 때 칸나
비디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임신 및 수유 : POSSIBLY UNSAFE 아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FDA은
임신 중 칸나비디올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장한다. Cannabidiol 제품에는 테

안전성 정보

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 (THC) 또는 살충제, 중금속, 박테리아 및 곰팡이와 같은
기타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다. 또한 동물연구에 따
르면 높은 수준의 칸나비디올은 남성 아기의 생식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8).
▶어린이 : POSSIBLY SAFE 안전할 수 있다. 처방 Cannabidiol 오일(Epidiolex,
GW 제약)을 경구 및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이 Cannabidiol 제품은 1세 이상
어린이에서 매일 2~50mg/kg의 용량으로 임상연구에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제품의 최대 권장용량은 매일 2회(25mg/kg/일) 12.5mg/kg이며, 용
량이 클수록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더 높아 보인다.(5, 6, 7, 9, 10, 11, 12, 13,
14) 어린이들의 다른 형태의 Cannabidiol의 안전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신뢰
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다.

상호작용

▶CBD는 간장 약물 대사의 강력한 억제제이며 CBD가 약물 대사 효소, 즉 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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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p450 계열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관내 연구는 사이토카인을 통해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고 시토크롬 p450
과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론적으로 이미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
는 사람들은 항생제 화합물의 p450 효소를 놓고 경쟁할 위험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 : 경구, 칸나비디올 (Epidiolex) 처방의 경우 최대 30%의
환자에서 졸음, 최대 24%의 환자에서 설사. 또한 식욕 감소, 졸음, 구강 건조,
피로, 구토 및 체중감소. 매일 15~20mg/kg 이상의 고용량은 식욕 감소, 설사,
간 효소 상승 및 체중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심각한 부작용 (희귀) : 경구 : 드물게 호흡 억제 및 폐렴에 대한 보고가 있다.
gummies에 있는 칸나비디올 또는 기타 불순물 물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부작용

▶동물에서, CBD의 부작용은 발달 독성, 배아-태아 사망률, 정자생식 감소, 중추
신경계 억제 및 신경독성, 장기 체중 변화, 간세포 손상, 남성 생식계 변화, 그
리고 저혈압을 포함했다.
▶유전독성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미세 핵 형성 및 염색체 이상이 체내
에서 보고되었다.
▶간질 및 정신 질환에 대한 인간 CBD 연구는 CBD에 의한 약물-약물 상호작용,
간 이상, 설사, 피로, 구토 및 일부 결벽증을 보고했다.
▶CBD 제품은 추출/제조 프로세스에 따라 구성이 다를 수 있으며 THC와 같은
다른 캐나비노이드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의사항

▶Cannabidiol 제품의 약 21%는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
나비놀(THC)을 함유하고 있다(15). 제품의 최대 86%가 THC(16, 17)를 검출할
수 있는 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BD는 모든 잠재적 효과가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독성
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체외 및 동물 연구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몇
가지 관련 결과이다.
∙ CBD는 종양 세포주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의 비 종양 세포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림프구에서 pro-apoptotic 효과가 관찰되었다.
∙ 배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한된 연구)
∙ 잠재적인 호르몬 변화에 대한 증거가 혼합되어 있으며, 사용된 방법과 특정
호르몬에 따라 가능한 효과에 대한 일부 증거 및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는 다

독성자료

른 연구가 있다.
∙ 극도로 높은 용량을 투여하지 않는 한 (예 : 급성 용량으로 150mg/kg 초과
또는 경구로 30mg/kg 초과) 광범위한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매개 변수에 영
향을 미치지 않거나 동물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원숭이에서
90일 동안 매일).
∙ 면역체계에 대한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높은 농도에서 면역 억제의 증거가
있지만 낮은 농도에서 면역 자극이 발생할 수 있다.
▶1인당 20~1,500mg의 CBD 1회 복용량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며 잘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장기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없다.
▶성인 경구 : Cannabidiol은 최대 13주 동안 매일 200mg 이하의 복용량이 가장
자주 사용되어 왔다. 또한 300~600mg의 단일 용량(18, 19, 20, 21)에도 사용되었다.

복용 예

▶우유와 같은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Cannabidiol을 섭취하면 그 흡수가 증가한
다. 알코올은 또한 Cannabidiol의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기름기가 많
은 식품과 함께 기름기 있는 Cannabidiol 제품을 섭취하면 Cannabidiol 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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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증가하고 혈장 농도를 최대화하는 시간(7, 22, 23)까지 단축된다.
▶Cannabidiol은 오일, 로션, 젤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종종 다른
성분과 함께 사용되어 왔다.

키워드
안전등급

Cannabidiol(CBD), Cannabis sativa, Hamp
마약류성분, NMCD : Possibly safe(일반), Possibly unsafe(임신 및 수유), AHPA :
자료 없음

결론

당연지정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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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uchu leaf (Agathosma betulina, Agathosma creunlata) (Ⅲ-1)
학명 : Agathosma betulina, synonyms Barosma betulina,
이명 : Anysboegoe, Barasmae Folium, Bergboegoe, Bookoo,
Bucco, Buccu, Bucku, Bukku, Diosma, Long-Leaf Buchu,

특성

Oval-Leaf Buchu, Round-Leaf BuchuShort Buchu
buchu는 작은 관목과 덤불로, 높이가 30~100cm의 직립한 나무
줄기를 가지고 있다. 잎은 일반적으로 0.5~3.5cm 길이 꽃은 지름
0.7-2cm의 흰색, 분홍색, 빨간색 또는 자주색 꽃잎이 있다(1).
“buchu"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남아프리카 케이프 지역의 향기로운 식물을 설
명하는데 사용되었다. 오늘날 buchu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Agathosma betulina

개요

및 Agathosma crenulata 종을 나타낸다. Agathosma betulina는 때때로 "둥근 잎
부추"라고 불리며 Agathosma crenulata는 "타원 잎 부추"로 알려져 있다. 이 관
목의 식물 재료는 다양한 의약 용도로 오일, 추출물 및 건조 제제로 가공된다. 이
제품은 향료로도 사용되며 음식에 풍미를 더한다(2, 3).
▶경구 섭취로 요로감염, 요도염, 전립선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신우신염, 고혈
압, 발열, 기침, 감기, 소화불량, 궤양, 과민성대장 증후군, 통풍, 성병에 사용된
다(4).

사용목적

▶국소적으로 부추는 방충제, 탈취제, 박테리아 및 곰팡이 피부감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사용된다(4).
▶제조과정에서 부추의 기름은 식품에 과일 향(종종 검은 건포도)을 내는 용도로
사용되며 또한 향수로도 사용된다(4).
▶LIKELY SAFE (잎이 음식에서 흔히 발견되는 양으로 사용될 때) : Buchu는 미국
내 식품에서 일반적으로 안전 상태(GRAS)로 인식되어 있다(5).
▶POSSIBLY SAFE : 잎을 경구적으로 적절하게 약용할 때(6, 7).
▶POSSIBLY UNSAFE (과도한 양의 buchu 잎을 경구로 섭취하거나 oil을 섭취했

안전성 정보

을 때) : 부추는 간독소로 알려진 pulegone을 함유하고 있다. Pulegone은 oil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8).
▶임신 LIKELY UNSAFE : 약용량으로 사용될 경우 낙태제로 보고된다(9).
▶수유 POSSIBLY SAFE :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

부작용

독성자료

는 정보가 부족하다. 사용하지 금지(4)
Buchu는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될 수 있다. 또한 월경량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10).
세포 생존력 분석에서 Buchu 추출물은 100㎍/mL보다 큰 LC50 값으로 무독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uchu 에센셜 oil은 LC50 값이 <0.0001㎍/mL로 더 큰
독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에센셜 oild의 독성은 화합물 cis-isopulegone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8).
▶약
∙Buchu는 체내 리튬의 양을 증가시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상호작용

∙항응고제/항혈소판제 약물과 함께 buchu를 복용하면 멍과 출혈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디클로페낙,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달테

복용 예

파린, enoxaparin, 헤파린, 와파린 등)(11).
▶성인은 경구로 전통적인 복용량은 하루에 여러번 차로 1컵이다. 1g의 마른 잎
을 150mL의 끓는 물에 5~10분 동안 담근 다음 여과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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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안전등급

Agathosma betulina, Buchu leaf, Agathosma
NMCD : Likely safe(일반적인 양), Possibly unsafe(과도한 양), Likely unsafe(임신)
AHPA : Class 2 2b

위원회 심의(Ⅲ-1)
결론

NMCD의 Likely safe(일반적인 양), Possibly unsafe(과도한 양), Likely
unsafe(임신)로 분류하고, AHPA는 Class 2 (2b) 임.
또한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제로 보고되어 있음.
(1) Wikipedia : Agathosma, https://en.wikipedia.org/wiki/Agathosma
(2) Street RA, Prinsloo G. Commercially important medicinal plants of South
Africa: a review. Journal of Chemistry 2013;(2013):205048.
(3) Moolla A, Viljoen AM. 'Buchu' - Agathosma betulina and Agathosma
crenulata (Retaceae): a review. J Ethnopharmacol 2008;119(3):413-9. View
abstract.
(4) trc : buchu, www.naturaldatabase.com
(5)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 182-Substance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Available at: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CFRPart=182
(6) Blumenthal M, ed. The Complete German Commission E Monographs:
Therapeutic Guide to Herbal Medicines. Trans. S. Klein. Boston, MA:

참고문헌

American Botanical Council, 1998.
(7) McGuffin M, Hobbs C, Upton R, Goldberg A, eds. American Herbal Products
Association's Botanical Safety Handbook. Boca Raton, FL: CRC Press, LLC
1997.
(8) Moolla A, Viljoen AM. 'Buchu' - Agathosma betulina and Agathosma
crenulata (Retaceae): a review. J Ethnopharmacol 2008;119(3):413-9. View
abstract.
(9) Newall CA, Anderson LA, Philpson JD. Herbal Medicine: A Guid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London, UK: The Pharmaceutical Press, 1996.
(10) Natural Products (Consumer) : Buchu, https://www.drugs.com/npc/buchu.html
(11) RxList : Buchu, https://www.rxlist.com/buchu/supplements.htm#Interactions
(12) Wichtl MW. Herbal Drugs and Phytopharmaceuticals. Ed. N.M. Bisset.
Stuttgart: Medpharm GmbH Scientific Publisher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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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ermanium (게르마늄) (Ⅲ-1)
IUPAC 명 : germanium

특성

MF : Ge,

MW : 72.63.

Cas no. : 7440-56-4

이명 : Carboxy ethyl germanium Sesquioxide, Ge-Oxy 132,
Ge-132, Inorganic Germanium, Germanium Sesquioxide
게르마늄은 원자번호 32인 초미량 원소이다. 유기 게르마늄 화합물은 살아있는 식

개요

물과 동물에서 발견된다(1). 순수한 게르마늄은 원소 실리콘과 비슷한 모양의 반도
체로 실리콘처럼 게르마늄은 자연적으로 산소와 반응하여 복합체를 형성한다(2).
게르마늄은 골 관절염, 통증 완화, 골다공증, 피로, 에이즈, 암, 고혈압, 과콜레스
테롤혈, 심혈관질환(CVD : cardiovascular disease), 녹내장, 그리고 백내장에 사용

사용목적

된다. 또한 류머티스성 관절염(RA : rheumatoid arthritis), 우울증, 간염, 간경변, 음
식 알러지, 구강 인두의. 칸디다증, 바이러스 감염 등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뇌에,
면역시스템을 지원하고 혈액순환 증가 및 노화방지제로 사용된다(3).
▶LIKELY SAFE :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섭취할 때(매일 0.4~3.4mg)(4)
▶POSSIBLY UNSAFE(게르마늄의 유기 금속 형태를 포함하는 제품이 경구 또는
정맥으로 사용될 때) : 게르마늄의 유기 금속 형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서 신

안전성 정보

부전, 다기관 기능 장애, 폐 독성 및 신경독성이 모두 보고되었다(5).
▶LIKELY UNSAFE : GeO2 같은 무기 게르마늄 화합물이 경구로 섭취될 때(4. 7)
▶임신과 수유 LIKELY UNSAFE : 보고된 독성으로 인해 경구로 사용될 경우(8),
사용을 피한다.
▶경구로 게르마늄은 매일 0.4~3.4mg씩 식단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양에서
잘 용인된다. 다만, 신부전, 간성기피증, 젖산증, 근증, 말초신경증, 소뇌 운동실

부작용

조, 척수 등의 변성을 동반한 신세뇨관 세포 손상이 30건 이상 보고됐으며, 일
부 경우 유기체나 무기체 게르마늄 화합물을 경구(10)로 섭취했을 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4, 6, 9, 10).
▶유기 및 무기 게르마늄 제품의 사용은 30개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 보고와 관
련이 있으며 일부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5, 10, 11, 12).

독성자료

▶Germanium dioxide :
∙사람 : 경구 TDLo : 1,614mg/kg/22W (남자), 1,660mg/kg/17W (여자)(15)

상호작용

∙Rat 경구독성 LD50 : 1,250mg/kg (16), 복강내 독성 LD50 : 750mg/kg(17)
▶Germanium은 Furosemide(Lasix)와 상호작용을 하여 Furosemide의 작용을 감
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는 없다(18).
▶성인 : 경구
∙암 : 1~7개월 동안 매일 10~40mg의 propagermanium이라고 하는 유기 금속

복용 예

형태의 게르마늄이 사용되었다(13).
∙B형 간염 : 16주 동안 매일 30mg의 propagermanium이라고 하는 유기 금속
형태의 게르마늄을 함유하는 특정 제품이 사용되었다(14).

키워드
안전등급

Germanium
NMCD : Likely safe(일반적), Possibly unsafe(유기 금속 형태 경구 섭취)
,AHPA : 자료 없음

위원회 심의 (Ⅲ-1)
결론

NMCD는 일반적으로는 Likely safe로, 유기메탈 형태의 경구 섭취시는
Possibly unsafe로 분류하고 AHPA는 자료가 없음. 유기체나 무기체 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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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늄 화합물을 섭취했을 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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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utterfly Pea (Ⅴ-1)
학명 : Clitoria ternatea, Clitoria mariana

이명 : Asian pigeonwings, bluebellvine, blue pea,

특성

butterfly pea, cordofan pea, Darwin pea
Butterfly Pea은 완두콩과(Fabaceae)로 최대 2인치 길이로 1~3개의 화려한 보라
색 꽃이 있는 큰 야생화이다. 길이가 최대 3피트인 다년생 덩굴이지만, 오르는 덩
굴이 아니므로 땅을 따라 자란다(1). 어떤 종은 흰색 꽃이 핀다. 열매는 길이
5~7cm이며 각 꼬투리에 6~10개의 씨앗이 있는 납작한 꼬투리이다(2)

개요

전통적으로 중국 및 Ayurvedic 의학에서 Clitoria Ternatea는 기억력 향상제, 뇌
부스터, 항 스트레스 및 진정제로 수세기 동안 소비됐다(3).
▶식품 : 파란색 꽃은 과자에 식용색소로 사용된다(4). 말레이시아에서는 nasi
kerabu, pulut inti, kuih tekan, pulut tai tai 등 말레이·페라나칸 요리와 청색이
첨가된 savoury nyonya zhang(쌀 만두) 등에 쓰인다. 태국에서는 nam dok
anchan이라고 알려진 음료에 사용된다. 인도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채소로

사용목적

먹는 반면, 버마에서는 튀겨서 먹는다. 꽃은 샐러드에 고명으로 사용된다(5).
▶약 : Butterfly Pea 뿌리는 인도에서 ayurvedic 의학에 사용된다(6). 자바에서는,
하얀 꽃을 가진 식물들이 전통적인 약으로 사용된다. 잎은 습포제로 사용되고
꽃의 즙은 눈 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필리핀에서는 씨앗이 부은 관절을
치료하기 위해 습포제로 사용된다(7).
▶Butterfly Pea 잎은 먹을 수 있으며 양과 염소의 사료로 사용된다(8).
지금까지 Butterfly Pea 차의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다. 메스꺼움과 설사에 대한

안전성 정보 우려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화
가 약한 사람은 이 차를 처음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17).
▶Clitoria Ternatea의 aerial parts은 두 에스트로겐 수용체 아형에 대한 효모 분
석에서 현저한 에스트로겐성을 유도하지 못했다(14).

상호작용

▶포도당 대사와의 상호작용 흡수 탄수화물 효소에 대한 시험관내 연구에서
Clitoria는 장내 sucrase 및 췌장 alpha-amylase에 대해 장 glucosidase 효소를
억제할 수 있었다(14).
Butterfly Pea 차 섭취와 관련된 부작용은 거의 없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위장과

부작용

메스꺼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대부분의 허브차와 마찬가지로 Butterfly Pea 꽃
차는 특정 약물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17).
▶최대 3,000mg/kg 체중의 경구 독성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나비 완두콩에서 심
각한 독성을 발견하지 못했다(9).
▶Clitoria ternatea 뿌리 에탄올 추출물의 LD50은 mice에서 1,300mg/kg 이상이었

독성자료

다(10). 급성 경구 독성 연구는 생쥐에서 3,000mg/kg까지의 사망률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11). 쥐에게 1,000mg/kg의 단일 투여 후 72시간까지 사망 또는 기
타 장애 없었다(12). 이 추출물은 쥐의 체중 kg 당 2,000mg의 용량에서도 안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3). 쥐에서 Clitoria ternatea의 aerial parts의 에탄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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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을 2g/kg(po)까지 투여했을 때 사망률은 관찰되지 않았다. 관찰하는 동안
동물은 이동성이 감소했지만, 경련의 징후나 몸부림 반사의 상실을 보였다. 이
결과는 Clitoria ternatea가 독성 프로필이 낮음을 나타낸다(15).

복용 예

▶어린 깍지, 어린 잎은 채소로, 꽃은 떡과 삷은 쌀에 색소로, 건조 잎은 차로 사
용한다(16).

키워드

Clitoria ternatea, Clitoria mariana, Butterfly Pea

안전등급

NMCD : 자료 없음, AHPA : 자료 없음

위원회 심의 (5Ⅴ1)
결론

NMCD, AHPA에 자료 및 등급이 없으나, 외국 여러 나라에서 식품으로 섭
취하고 있음.
(1) USDA, U.S. Forest Service, Plant of the Week
https://www.fs.fed.us/wildflowers/plant-of-the-week/clitoria_mariana.shtml
(2) Wikipedia,Clitoria ternatea, https://en.wikipedia.org/wiki/Clitoria_ternatea
(3) Majestic Herbs, Clitoria Ternatea - Blue Butterfly Pea Flowers Benefits
https://www.majesticherbs.com/clitoria-ternatea-blue-butterfly-pea-flowers-benefits/
(4) Beauty of true blue blooms to enhance your garden. (1998, February 14).
The New Straits Times, p. 9. Retrieved from Factiva via NLB’s eResources
website: http://eresources.nlb.gov.sg/
(5) Yim, E. (2010, June 19). Flowers to dye for. New Straits Times, p. 12; Plant
library: Butterfly pea. (2012, January 19). The National. Retrieved from
ProQuest Central via NLB’s eResources website: http://eresources.nlb.gov.sg/
(6) Yim, E. (2010, June 19). Flowers to dye for. New Straits Times, p. 12. Retrieved
from Factiva via NLB’s eResources website: http://eresources.nlb.gov.sg/
(7) Burkill, I. H. (2002). Clitorea. In A dictionary of the economic produ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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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acopa (Brahmi) (Ⅴ-2)
학명 : Bacopa monnieri, synonym Bacopa monniera,
Herpestis monniera, Moniera cuneifolia.
이명 : Andri, Brahmi, Herb of Grace, Herpestis Herb,

특성

Indian Pennywort, thyme-leafed gratiola, herb of grace
Nira-Brahmi, Thyme-Leaved Gratiola, Water Hyssop
Bacopa는 키가 20~25cm 자라며 두껍고 주걱 모양의 잎, 다육
질의 줄기로 옅은 파란색과 흰색의 작은 겨드랑이 꽃이 피고 열
매는 타원형이고 캡슐을 가지고 있다(1).
Bacopa는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수세기 동안 Ayurvedic 의학과 종교

개요

및 사회적 관습에 사용되었다(1). 2019년에 미국 FDA은 Bacopa monnieri를 함유
한 식이보조제 제품 제조업체에 허브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불법적
이고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2, 3, 4).
Bacopa monnieri는 Ayurvedic 전통의학에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질병을

사용목적

치료하는데 사용된다(5). 예비 임상연구에 따르면 Bacopa monnieri는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5, 6, 7).
▶POSSIBLY SAFE (단기간 경구로 적절히 사용할 때) : 최대 12주 동안 매일 최대
600mg의 용량으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다(8).

안전성 정보

▶어린이 POSSIBLY SAFE (단기간 경구로 적절히 사용할 때) : 바코파 추출물은
6-12세 어린이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일 225mg의 용량으로 사용해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한다(9).
▶임신, 수유 :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사용금지.

부작용

인간에게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Bacopa의 부작용은 메스꺼움, 장 운동량 증가,
위장 장애이다(12)
▶동물시험
∙물 추출물 투여 LD50 : (Rat) 17g/kg(13, 14)
∙복강내 LD50 : (mice) 22mg/kg(13)

독성자료

▶임상시험
∙경구 TDLo(간헐적)(13)
- 에탄올 추출물 : 361.2mg/kg/12주
- 뿌 리 추 출 물 : 385.7mg/kg/12주
▶약
∙Bacopa는 acetylcholinesterase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세틸콜린 수치를
증가시켜 항콜린제(10)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항콜린제 약물은

상호작용

Bacopa의 콜레스테롤 효과에 반작용을 할 수 있다.
∙Bacopa는 사이토크롬 P450 2C19 (CYP2C19), P450 2C9 (CYP2C9), P4503A4
(CYP3A4)∙Bacopa는 갑상샘 호르몬과 함께 사용될 때 부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바코파는 쥐의 티록신(T4) 수치를 약 40% 증가

복용 예

시킨다(11).
▶성인(경구) : 12주 동안 매일 300~600mg이 가장 자주 사용되어 왔다(15).
▶어린이 : 연구가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인 복용량은 사용할 수 없다(15).

키워드

Bacopa, Bacopa Extract, Andri, Brahmi

안전등급

NMCD : Possibly safe, AHPA : Class 1

결론

위원회 심의 (Ⅴ-2)
NMCD의 Possibly safe와

AHPA의 Class 1로 인정할 만한 안전성 근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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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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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trulline (Citrulline Malate) (Ⅴ-2)
IUPAC 명 : (2S)-2-amino-5-(carbamoylamino)pentanoic acid

특성

MF : C6H13N3O3,

MW : 175.19.

Cas no. : 372-75-8

이명 : delta-Ureidonorvaline, N5-Carbamoyl-L-ornithine
Sitrulline, L-Cytrulline, N(delta)-Carbamylornithine
L-Citrulline은 필수가 아닌 알파-아미노산이다.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개요

L-arginine으로 대사된다(1). Citrulline이라는 이름은 수박, Citrullus vulgaris에서
파생되었으며, 처음 분리되었다(2).
▶경구로 L-Citrulline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피로, 근이영양증, 라이증후군, 겸상
적혈구질환, lysinuric 단백질 불내성 및 발기부전(ED : Erectile Dysfunction), 심

사용목적

혈관 질환 (CVD : cardiovascular disease), 고혈압, 심부전, 당뇨병, 수술 후 폐
고혈압, 폐고혈압 및 허혈-재관류 손상에 사용된다. 또한 면역기능을 자극하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3).
▶어린이 심장수술 후 폐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정맥으로 사용된다(3).
▶POSSIBLY SAFE (경구로 적절하게 사용할 때) ∙ 임상시험에서 L-Citrulline은 매
일 1.2~9g의 용량으로 최대 9개월 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었다(4). ∙최대 15g의
용량도 단일 용량으로 사용되거나 24시간 내에 사용되었다(5).
▶어린이 POSSIBLY SAFE

안전성 정보

∙경구로 적절하게 사용할 때 L-Citrulline은 0.17 g/kg/day의 용량으로 유아에게
명백한 안전성과 함께 사용되었다(6). 또한 2세 아동에게는 약 20개월 동안 매
일 5.7 g(7), 6.5~10세 어린이에는 26주 동안 매일 7,500mg에 사용되었다(8).
∙정맥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때. L-Citrulline 150mg/kg에 이어 9mg/kg/시간의 48
시간 동안 정맥 내 bolus 용량을 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안전하게 사용했다(8).
▶임신 및 수유 :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사용금지(3).
▶일반적 : 경구 및 정맥주사, L-Citrulline은 일반적으로 내약성이 좋다. 부작용은

부작용

거의 없다. L-Citrulline의 경구사용은 위장관 불내성, 속쓰림, 소변 빈도의 변화,
기침 증가 및 부종을 초래했다(9, 10).
▶급성독성 : male rats에 citrulline malate(1.2, 2.4mg/kg)를 경구 투여한 결과 직
장온도, 체중, 음식소비 또는 근육성능 등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1).
▶반복 투여독성 : rat 사료로 6일(10.1g/kg) 동안 경구 투여한 결과, 체중이나 음
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1).

독성자료

▶Arginine이 없는 식단으로 14일 동안 citrulline을 먹인 강아지(225 mg/kg/일)는
정상수준에 가까운 체중증가가 있었고, 10일 동안(830mg/kg/일) 먹인 새끼 고
양이는 정상적인 성장률을 유지하였다(11).
▶L-citrulline에 대한 비임상 안전성 데이터애서 유전독성, 발달 및 생식독성, 발
암성은 발견되지 않았다(11).
▶약
∙항고혈압제와 함께 사용하면 L--citrulline이 L-arginine으로 전환되어 추가 효
과가 있을 수 있고 저혈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2).

상호작용

∙질산염 동시 사용은 L-citrulline이 L-arginine으로 전환되어 추가 혈관 확장을
유발하고 저혈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12).
∙Phosphodiesterase-5 억제제와 동시에 사용하면 추가 혈관 확장을 유발하고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실데나필, 타다라필 및 바데나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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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수박에는 높은 수준의 L-citrulline 포함되어 있어 수박을 과도하게 섭취
하면 고 citrulline 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2).
▶성인 경구 :
∙운동능력에 L-citrulline 2.4g 또는 5.0g을 7일 동안 매일 사용했다 (13). 운동하
기 직전에 L-citrulline maleate 8g을 1회 복용한다(9).
∙발기부전 (ED)에 L-citrulline 1.5g을 1개월 동안 매일 사용했다(14).

복용 예

∙심부전에 L-citrulline maleate 3g을 2~4개월 동안 나누어 복용했다(15).
∙Muscular dystrophy에 6주 동안 매일 L-citrulline 5g을 사용했다(16).
∙폐 고혈압에 L-citrulline malate 1g을 1일 3회 2개씩 사용되었다(10).
∙Sickle cell disease에 L-citrulline 0.09~0.13g/kg을 최대 9개월 동안 2회 분할
용량으로 매일 사용했다(17).

키워드

L-Citrulline, Citrulline Malate

안전등급

NMCD : Possibly safe, AHPA : 자료 없음

결론

위원회 심의 (Ⅴ-2)
NMCD는 Possibly safe이고 AHPA는 자료가 없으나 인정할 만한 안전성
근거자료가 있음.
(1) Cutrufello PT, Gadomski SJ, Zavorsky GS. The effect of l-citrulline and
watermelon juice supplementation on anaerobic and aerobic exercise
performance. J Sports Sci 2015;33:1459-66. View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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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 Dis 2005;28:467-72. View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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