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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개발 배경
-

30. 호흡기(기관․기관지) 건강 및 31. 잇몸 건강 도움 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호흡기

․기관지

(기관

)

건강* 및 잇몸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에 대한 ‘건강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평가
가이드를 마련하여 산업계 등에 제공하고 심사의 신뢰성 제고

❍ 건강기능식품 범주 부합성

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안내서)’를 오는 3일부터 평가원 누리집

-

바이러스성 급성 기침(감기), 천식 등의 신속한 완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한 경증의 만성 기침, 천식 상태의 일반인에서
기도 및 기관지의 염증 상태 등을 개선

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호흡기(기관·기관지) 건강 :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한 경증의 만성 기침,
천식 상태의 일반인에게서 기도 및 기관지의 염증 상태 등의 개선
* 잇몸 건강 : 노화 등으로 인해 잇몸이 약해지거나, 붓고 피가 나는 상태의
일반인에게서 잇몸의 염증 상태 등 개선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인 변화로 기도점막, 기관지 등의
염증으로 인한 기침(가래), 천식 등 호흡기 관련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65세 남성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유병율은 고혈압과 비슷한 수준

건강기능식품 새로운 기능성 평가안내서 마련

□

호흡기(기관, 기관지) 건강 관련 평가 안내서 주요 내용

❍ 인체적용시험의 주요 평가 지표(바이오마커)

COAT(cough assessment test)2), DVAS(dyspnea visual
analogue scale) 설문지3)

비자 관심과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인체적용시험

주관적 설문

등의 주요 평가 지표(바이오마커)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별

마커별 설명 및 측정방법

작용기전

▲바이오마커

선정

▲바이오

)

SGRQ(Saint George‘s Respiratory Questionnaire) 설문지5)
mMRC(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Dyspnea
Scale) 설문지7)
노력성폐활량(FVC),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 FEV1/FVC 비율

고려사항 등입니다.
(

BCSS(Breathless, cough, and sputum scale) 설문지4)
CAT(COPD assessment test) 설문지6)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시험설계 시

□ 식약처는 이번 평가 안내서를 통해 호흡기 기관·기관지

추측기전에 따라 선택 가능

삶의 질 평가(EQ-5D) 설문지1)

○ 이번 안내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소
○

*

최대호기유량(PEF), 최대흡기유량, 분당환기량

호흡능력 등 측정

건강과 잇몸

폐확산능(폐포가스교환률 평가)
기침빈도, 가래 빈도, 가래 배출량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6분 보행검사

기대한다며, 산업계의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능성 평가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
전자민원

→ 민원인 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1)
2)
3)
4)
5)
6)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등 5개 영역 구성, 3가지 척도로 평가
기침 빈도를 5가지 문항으로 구성, 5점 척도로 평가
호흡곤란에 대한 VAS 스케일로 대상자의 주관적인 호흡기 증상 확인 도구
호흡곤란, 기침, 가래의 증상으로 구성, 5점 척도로 평가
증상 심각도, 신체활동, 영향정도에 대한 영역별 판단을 위한 50개 문항으로 구성, 각 영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확인
SGRQ설문을 축약한 것으로 8개 문항으로 구성, 6점 척도로 평가

참고 2

잇몸 건강 관련 평가 안내서 주요 내용

❍ 개발 배경
-

나이가 들면서 치은염과 치주질환 등 잇몸 질환 발생율 증가로
치아 발거 등 이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비 부담도 증가
*

* 치주질환 환자 변화(심평원, 2017) : (‘13) 10백만명 → (’17) 15백만명
-

건강한 잇몸에 대한 소비자 니즈에 따라 산업계에서 관련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개발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가이드 마련 필요

❍ 건강기능식품 범주 부합성
-

만성 치주염 환자의 치료 보조 목적의 의약품과는 달리,

-

노화 등으로 인해 잇몸이 약해지거나 , 붓고 피가 나는(치은염)
상태의 일반인에게서 잇몸의 염증 상태 등을 개선

❍ 인체적용시험의 주요 평가 지표(바이오마커)

*

추측기전에 따라 선택 가능

치은지수8) (GI, gingival index)
치태지수9) (PI, plaque index)
임상부착수준10) (CAL, clinical attachment level)

잇몸

염증

등 측정

상태 치은출혈지수11) (BOP, Bleeding on Probing)
치주낭 탐침깊이12) (PD, probing depth)
100mm VAS13) (Visual Analogue Scale)
치은퇴축14) (gingival recession)
치조골 소실(방사선 사진판독)15)

7) 걷는 거리 및 계단 오르기의 정도에 따른 호흡곤란 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호흡기능 심각도를 5점 척도로 평가
8) 치은의 염증상태를 측정하는 방법
9) 입 안 표면에서 자라나는 미생물막 또는 세균의 덩어리인 치태의 두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10) 치아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위치를 치주탐침을 사용하여 추정한 값
11) 치주낭 탐침깊이 측정 시 출형이 나타난 것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지수
12) 임상적으로 일정한 힘을 가해 치주탐침을 열구 내로 삽입하여 들어가는 깊이
13)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동통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기 위해 100mm선에 피험자의 현상태를 표시
14) 잇몸이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백악법량경계로부터 치은 변영까지의 거리
15) 방사선 평가로 측정한 치조골 소실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