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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건강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은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의 한국식 표현이다. 그 개념과 관련된 제도적 표준
(Standards)이 구미 각국과 상이한 형태 및 내용으로 법률에 명시되
어 있으며,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은 관련 시장(market)에 미치는 영
향 역시 달라지게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본 논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도적 배경과 변천, 그 영향에 대하
여 경제학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 결과물로, 이를 위하여 그간 여러
차원에서 ‘제도’를 분석해온 경제학적 개념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였다. 국내·외 유사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차이
를 검토하고 그 차이의 함의까지를 규명하였으며, 국내의 특수한 양
상을 경제학적 규제이론(economic regulatory theory)의 관점에서
검토함은 물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은 제도적 여건에 힘입은 바가 크
다. 그러나 관련 법제의 내용이 타 법제와 상충되고, 법제 자체로도
불분명하거나 모순된 내용이 혼재하며, 산업적인 의의에 비하여 소
비자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법제의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과 모호함은, 식
품업계, 제약업계, 약사업계, 의학계, 한의학계, 농업계 등의 서로 겹
치거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한다. 특히 건강과 관련하여
농식품(agri-food) 자체보다 ‘성분’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
고방식을 건강기능식품업계와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유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의 개념
이 잘 들어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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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에 따라 규제의 범위나 양상이 시장실패(market failure)
의 보정이라는 애초의 도입 의도를 벗어나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외
부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이를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배
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온 추가적 이득과 일반 농식품이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당한

모종의 불이익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상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먼저 시장의 현실을 분석한
후 소결론을 도출하고, 이어 이에 적합한 이론적 가설을 세운 뒤 그
러한 이론의 의미와 시사점에 비추어 현실을 재검토하며, 마지막으
로 이론과 현실의 일치 가능성을 실증적인 근거로 뒷받침하는 구성
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현황 및
소비자 특성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CODEX 표준 및 미국, EU, 일
본 등의 주요국 법제와 국내 법제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국내
법제의 특수성과 임의성을 드러내는데 주력하였다. 4장은 국내 법제
의

그러한

예외성을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Economic

Approaches to Regulation)'의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5장은 3장과
4장에서 분석하고 도출한 주요 내용과 결과를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검증하고 검토하였다. 마지막 6장은 결론부
로 주요 연구내용의 요약 및 연구의 한계, 그리고 정책적 제언 등이
담겼다. 특히 이러한 ’제언‘은 상술한 연구의 결론에 근거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식품표시법(안)‘에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 ‘건강기능식품’
용어를 ‘식이보충제’로 바꿈이 옳다는 판단, 관련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정부가 현실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 한정하되 특
히 소비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 관련 시장이 새로운 모멘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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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지금이 사회적 논의의 적기라는 주장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다수 선행연구와 달리 ‘제도’ 자체를 시장의 외
생변수(exogenous variable)가 아닌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
로 보아 그 배경과 변천,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차별성이 있다.
또한 그 간 국내 농업 부문에 위협적인 이론으로 여겨져 온 시카고
학파 중심의 ‘규제이론’을 오히려 농업·농산물의 새로운 시장 기회와
가능성을 창출하는 근거 논리로 활용한 사실 역시 본고의 학문적
기여라 하겠다. 이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향후 농식품 시장과 연관된
여러 ‘제도’에 대한 관심과 풍부한 정량 자료에 기반한 계량 분석 등
이 본 연구의 직·간접적인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
다.

주요어 : 건강강조표시,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 비교법적 분석,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포획이론, 구매의사, 식품표시
법
학 번

: 2010-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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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기식법)이 시행된
이래 국내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2004년 2,500억에서 2014년 기준 2
조원이 넘는 시장 규모1)를 형성할 만큼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는 소
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고령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져 왔으며, 정부 부처에서도 꾸준히 동 법률을 정비하고, 이에 근
거하여 관련 R&D 예산도 2006년 대비 2010년에 50% 이상 확대(보
건복지부, 2011)하는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운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명칭에 ‘식품’이 붙기는 하나 일견 ‘약’처럼도
보이는 묘한 식품군이다. 분명 ‘식품’이지만 시장과 슈퍼마켓, 편의점
같은 일상적인 유통채널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주로 방문판매나
전문점, 약국 등을 통하여 판매된다. 그 역사 역시 짧은 편으로
Kinsey(2001, p.1124)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1995년까지는 식품경제
학에서 다루지 않은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그럼에도 이후의
발전상을 보면 이러한 식품군이 식품경제학의 주요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Kinsey(2001) 역시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과
학’이 식품산업을 견인하는, 혹은 ‘과학과 식품산업이 결합하는’ 속도
와 범위를 감안할 때 ‘약’까지도 ‘새로운 식품경제학’의 대상으로 감

1)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사실 추산이 어렵다. 본문의 수치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공식 통계를 따른 것이나,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014)에 따
르면 2013년 기준 시장 규모가 4조 9천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척 큰
차이를 보인다. 김관수 외(2015)에서 검토한 바로는 이는 적어도 개념의 혼동이
나 통계적 오류로부터 빚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공식통계와 실제 관련 업체들의
실적보고 및 추산치 사이에서 본고가 일관되게 공식통계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
개하기는 하나, 두 배 이상 수준의 두 통계 간 차이는 향후 별도의 분석이 필요
한 일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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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구미 각국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찾다보면 ‘supplement'나
‘functional food’, ‘nutraccuticals’ 등을 혼용하여 이러한 식품군을 다
루는 경우가 많음에도 ‘health functional food’, 즉 ‘건강기능식품’이
라는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
품’이 국내에 고유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식이보충
제’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용어가 혼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령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정의에 의하면 ‘식이보충제’는 ‘비
타민제, 무기질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복용하는 제품(한약 제외)’ 일체를 뜻한다. 실제 이와 관련된
여러 조사나 연구결과들을 보면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일부 포함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선 이
를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쳐 써도 거의 무방한 실정이다. 이는

건기

식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비슷한 식품군들을 가리켜 통용되던 ‘건
강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등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법적 용어인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
기 때문이다2).
요컨대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적 맥락의 배경 위에서 특수하게 표
준화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가 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인 것으로 파악된
다. 영양 및 보건 상태의 현황 파악 및 국제적 비교를 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역시 같은 이유로 ‘식이보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으로 정의된다. 다
만 이러한 정의가 법적으로 존재한다 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의 개
념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 한 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
원(2011)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34.3%만이 건강기능식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의약품의 ‘효능 ․ 효과’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 의약품과 다수 건강기능
식품의 제형이 유사하다는 점, 건강기능식품의 주 판매처 중 한 곳이 약국이라
는 점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장과 4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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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제’란 표현을 쓰고 있으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사업자단
체(trade associations)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회원사 수출지원
및 국제 업무 활성화를 위해 가입한 세계 최대·유일’의 건강기능식
품 단체의 이름이 ‘국제식이보충제연맹’ (International Alliance of
Dietary Supplement Association, IADSA)인 것도 그러해서다3). 그
러나 ‘식이보충제’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같은 식품
군을 가리키는 각기 다른 용어라고만 보기에는 적지 않은 뉘앙스
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을 공산이 크다. 즉 국어사전에서 ‘식이(食餌)’는 ‘조리한 음식물’을
뜻하는데, ‘식이보충제’는 이러한 음식물을 ‘식이’행위의 기본으로 전
제한 바탕 위에서 개인별로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의미와 뉘앙스를 가진 용어라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른 식품에는 없거나 약한 ‘건강에 대한 (좋은) 기능’이 상대적으로
이 식품에 더 있는 느낌을 자아내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법제’ 표준의 뒷받침
을 받음으로써 더욱 공고해질 뿐 아니라, 단지 뉘앙스의 문제에 그
치지 않고 실체적 사실처럼 굳어지기에 이른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제도의 배경과 변천, 그 영향에 대하여 경제
학적으로 접근해보려는 본고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본문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적 표
준은 구미의 그것과 여러 면에서 달리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이 빚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만일 이러한 제도적 표준이 더 깊은
층위에서 뿌리박은 농식품 ‘건강강조표시’의 사회적․법적 양상이
상이하다면,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모든 차이들은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군에
3)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14년 7월에 IADSA의 회원이 되었으며, 본문 문장에
포함된 작은따옴표 속 표현은 이를 보도한 세계일보 다음 제목의 기사에서 인
용하였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제식이보충제 연맹 가입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03/201407030019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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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개념과 존재를 특정한 ‘특별법(特別法)’(조
홍식, 2007)으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지니며, 식품도 약도 아닌 건
강기능식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식품으로도 약으로도 받아들여지
는 건강기능식품이기에, 이러한 질문은 매우 무겁게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외 관련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검토하고, 그 차이의 함의까지를 규명하는 데 있
다. Aoki(1996)에 따르면 ‘현실 경제에 존재하는 복수의 제도 사이에
는 하나의 제도의 존재․기능에 의해 다른 제도가 보다 강고해지는
관계’가 종종 목격되곤 하는데, 만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이를 포함한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제
도적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본고는 국내 제도에 대
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제도적 차이를 그렇듯 폭 넓은 관점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식이보충제 부문에서의 국내적인 특수
한 제도적 표준 양상을 경제학적 규제이론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보다 상세히 후술하겠지만 경제학이 제도와 규제를 다뤄온 역
사는 깊다. 본고는 그러한 학문적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의 ‘건
강기능식품’ 및 ‘건강강조표시’ 관련 제도를 시장의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적인 변수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식이보충제 관련 국내의 특수한 제도
적 표준이 가지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본문에서
점점 드러나고 명확해질 테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ceteris
paribus) 국내의 제도적 표준은 구미의 제도적 표준과 상이한 영향
을 시장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군’과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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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계되기도 하고, 타 농식품군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의미
에서 그러하기도 하다. 본고는 이를 통계학적, 혹은 계량경제학적으
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검토
사실 농업과 식품경제학이나 의학, 식품공학·영양학 등의 분야에
서 본고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선 대부분의 관련 연구가 주로 성분 분석이나 기능성 규명, 안전
성 평가 등의 영역에서 수행되어 왔다. 물론 박재홍·권오옥(2007)이
나 박재홍·유소이(2010), 천부순(2014) 등의 연구에서 건강기능식품
의 소비·구매 행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바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제도 자체를 당연히 주어진 상황으로 받아들
여 소비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췄을 뿐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유소이(2009), 진현정·우희동(2012) 등
의 연구에서 과체중, 비만, 고령자 등 특정 소비자의 건강기능성식
품 소비 결정요인이나 향후 관련 시장 전망 등을 논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현존하는 건강기능식품 법체계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 자체를
전제한 기반 위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들이다.
김명길 외(2014)가 ‘영양강화식품’의 무기질 함량을 분석하면서 ‘기
능성분’에 대한 논의를 일부 전개하기는 하나 관련 법제에 대한 분
석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한계가 있다. 물론 진현정(2009)이 건강기
능식품 관리 법률의 시행이 관련 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본
고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바가 있기는 하다. 다만 관련 기업의 주가
(株價)를 사건연구(event study) 기법으로 검토한 방법론이 신선하
였음에도 ‘건강기능식품’만 생산하기보다는 제약회사, 혹은 식품회사
의 한 사업부에서 동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주가와 해당 회
사 실적 중 건강기능식품 기여분의 영향 간 관계 설정이 어렵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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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원이었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 자
체의 미비점(자료 단절, 기준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체의 제
약과 결과 해석의 제한사항이 너무 강한 한계가 있다.
또한 법학 분야에서도 조홍식(2007), 문상덕(2009), 조태제(2009)
등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근거로
제도적 현황과 과제를 다룬 바 있으나 주로 기능성 표시나 심의/광
고 문제, 제형 규격 등을 부분적으로만 논제로 삼아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을 검토하지 못했으며,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제 외국의 법
제 역시 법리적인 분석이라는 의의는 있으나 나아가 이를 산업이나
시장, 소비자 등의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
다. 다만 이세정(2006), 강은진(2011) 등이 비교적 깊이 있게 ‘비교법
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본고의 3장에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기는 하
나, 법제의 ‘비교’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특히 법률의 자구(字句)만 놓고 보면 유사한 점이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여
결과적으로 각국 법의 전혀 다른 차이를 놓칠 뿐 아니라 수미일관
하지도 못하는 논지를 전개하는 문제4)가 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내․외 법제가 이들 연구가 수행된 이후에도 많은 변화를 겪은
점 역시 이들 연구의 한계이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김규
호 외(2015)의 경우 '계층적으로 구조화한(hierarchical structuring)'
정책들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책
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가 가장 시급한 정책 과
제임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존재
4) 예를 들어 강은진(2011)은 우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에 식품의 건강강조
표시에 대한 국제적 추세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는 도달하나,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독점적인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조함
으로써 정작 연구자 자신이 그러한 추세에 반하는 논리를 펴는 모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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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므로 이 부문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종류의 제도적
복잡성을 다룰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고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
어와 개념과 관련 제도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응되는
구미 제도와의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자 하는 점에서 차별
화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 차이의 연원을 검토하고, ‘비(非)건강기능
식품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며, 이를 되도록 실증
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뒷받침하려 한단 점에서 독자성을 지닌다. 다
만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본 연구는 어느 정도는 학제
적(學際的) 성격의 분석이 요망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법학’이나
‘행정학’, ‘식품공학’, ‘의학’ 분야 등의 논의와 자료에 대한 일정한 이
해가 필요하다. 이는 ‘제도’의 배경과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임하는 분
석인 이상 불가피한 것으로, 그럼에도 이어지는 절에서 설명하듯 기
본적으로는 ‘제도 분석’과 관련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제학적 전통
속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응용적인 시각과 방법론들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4. 연구내용 및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식이보충제’, 혹은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이나 여러 유
사 용어들과 관련하여 국내 시장에 상존하는 혼동이나 논란의 양상
이, 시장 자체의 건강한 활력과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는 일
종의 ‘제도실패’적인 상황에서 연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제도적 표준’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
시의 문제가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실패를 보
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요해진다. 본고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
내외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그로써 드러난 국내 제도의 특수
성을 경제학적 규제 이론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러한 특수성이 건

- 7 -

강기능식품 시장의 내․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 및 계량경제학
적 방식으로 검정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는 구제도주의 경제학, 신제도주
의 경제학, 법경제학, 비교제도분석, 진화경제학, 행동경제학 등 여러
관점과 방법론으로 ‘제도’를 다뤄온 경제학적 전통이 짙게 자리하고
있다. 구제도주의 경제학은 사회제도에 관한 귀납적 분석과 개혁적
처방을

특징으로

하는

학파로

1920～1940년대에

Veblen이나

Commons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당시 유력한 경제학적 조류 중
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Commons(1934)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집
단행동’이 곧 ‘제도’라는 인식 하에 ‘집단협상을 포함한 집단행동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실행규칙을 제정해 내면서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는 과정’을 중시했는데, 그의 이러한 관점은 후에 Olson,
Stigler, Becker 등 이익집단 간 경쟁이나 집단행동에 관심을 기울인
경제학자들에게 이어질 뿐 아니라, 본고에서도 주요한 관점으로 자
리한다. 물론 하나의 학파로서의 구제도주의 경제학은 1960년대 이
후 신제도주의 경제학이 부상하면서 차츰 빛을 잃었다고 할 수 있
다5). 이리 된 데는 구제도주의 경제학이 이론의 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법론적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서술적인 방식을 고수한 탓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홍기현, 1995). 다
만 그럼에도 Veblen(1899), Commons(1934), Galbraith(1958) 등 이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보여준 사회․제도에 대한 통찰과 스토
리텔링 방식은 본고의 서술에도 일정 부분 참고하려 하였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시카고대학의 Coase가 창안한 ‘거래비용’ 개

5) ‘빛을 잃었다’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보다 정확히는 이론적으로 좀 더 진보한 형
태의 ‘진화경제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
을 뿐, 위스콘신 대학의 경제학과(Witte, Groves, Samuels 등), 농업경제학과
(Parsons, Kanel, Penn, Dorner, Bromely 등), 텍사스 대학(Wiley,
Thompson, Hill, Hansen, McDonald 등), 메릴랜드 대학(Gruchy, Olson,
Bennett 등) 등에서 구제도주의 경제학적 시각의 전통이 이어져온 것으로 확인
된다(김진방․홍기현, 1997; 이종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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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중심으로 Williamson, North 등6)에 의하여 발전해왔다. 경험연
구를 중시하는 측면에서는 구제도주의 경제학과 유사한 점도 있으
나, 게임이론이나 정보경제학 등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방법론을 적
극 활용하여 ‘제도’와 ‘조직’ 분석에 집중하는 차이가 있다(하연섭,
2006). 기업의 체계에서 국가의 경제체제까지 논의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 중 산업계의 구조나 시장의 제도적 양상을 분석할
때는 역시 Coase를 위시하여 시카고대학의 Stigler,

Peltzman,

Becker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법경제학과 여러 모로 관심사 및
방법론을 공유하는 편이다. 건강기능식품 법제의 유인 구조와 관련
시장의 반응에 대한 본고의 관심 역시 이들 신제도주의 경제학 및
법경제학적 관점과 방법론에 크게 기대고 있다.
비교제도분석(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은

Masahiko

Aoki, Paul Milgrom, Avner Grief 등 스탠포드 경제학과의 비교제
도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론적 흐름으로, 제도의 생성, 지
속, 변화 과정에서 역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분석하고, 경험연구에서
맥락에 부합하는 미시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
는 특징이 있다(이종한, 2014). 제도를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의 결과물로 받아들이며, 자기구속적(self-enforcing)인 게임의 규칙
이자 동시에 행위에 부과되는 제약의 게임으로 본다. 이는 신제도주
의 경제학의 ‘경로의존성’ 개념과 유사하며, ‘제도’를 진화게임의 균
형으로 보는 진화경제학7)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개념들은 Nelson
and Winter(1982)의 언급처럼 본고에서도 ‘탐구를 위한 도구로서 분
6) 이들 학자들이 모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을 만큼, 신제도주의 경제학이 제도 분
석 및 현대 경제학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7) 진화경제학은 ‘경제제도의 핵심주체인 인간과 기술의 바탕이 되는 지식의 진화
에 초점을 맞춘 경제이론’으로, ‘고전경제학에서와 달리 하나의 유일한 효율적인
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선택에 따라 효율성 외에 다른 조건에 의
한 다수의 균형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Nelson and Winter, 1982). 미국
진화경제학회는 1969년부터 매년 그 해 가장 탁월한 진화경제학적 성과를 올린
연구자에게 베블렌-커먼스 상을 수여해오고 있는데, 이 상의 이름에서 진화경제
학이 구제도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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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끝으로 행동경제학은 정책적 측면에서 ‘인지심리학의 실험적 연구
결과를 경제학에 반영하여 인간의 의사결정에 나타난 비합리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OECD, 2014)으로 하는 학문 분파라는 의미가 있다. 실제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Stucke, 2012), 특히 ‘Nudge' 개념에 입각해 정책대
상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건강
기능식품 표시’ 및 ‘건강강조표시’와 관련된 실증분석을 위하여, 인지
심리학적 가정 위에서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을 주로 수행하는
행동경제학적 아이디어를 도입한다.
이상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각 학파의 특징을 따로 구분하여 정리
해 보았으나, 사실 이들 학파는 아래 <표 1-1>에서 보듯 상호 영향
을 주고받음은 물론, 결국 ‘제도’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관심을 공
유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표 1-1> ‘제도’분석 경제학적 방법론/학파 간의 관계
구분
신고전
학파
구제도
주의
신제도
주의
법
경제학

비교
제도분석

진화
경제학
행동
경제학

신고전
학파

구제도
주의

신제도
주의

법
경제학

비교
제도분석

진화
경제학

행동
경제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본 절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작성하였으며, 굵은 실선은 1열에 위치한 학파의 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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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학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가는 점선은 간접적인 영향을 의미함.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이 중 어느 학파에 치우치기보다는, 이런 모
든 이론들이 본고의 연구대상인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분석하기 위
한 풍부한 경제학적 전통이라는 입장 하에 분석에 유용한 개념과
방법론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응용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하였다.

1.5. 논문의 구성
지금까지 상술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고의 나
머지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국내 건강기능식
품 시장의 현황 및 건강기능식품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본다. 이는 단순한 현황 정리라기보다는 이후의 논의를
위해 엄선된 정보들로, 그 자체로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주요 양상
이거나 결과라는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건강
기능식품의 현행 제도적 표준화 양상을 분석하되, 관련된 국제 기준
및 주요국 법제와의 비교 분석 방법을 주되게 활용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국내 법제의 특수성과 임의성이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어 4장에서는 국내 법제의 이러한 예외성을 ‘규제에 대한 경
제학적 접근(Economic Approaches to Regulation)’의 관점에서 고찰
하고자 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현실적인 근거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분석되고 결론지어진 주요 내용을
통계분석 및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조건부 가치평가
법) 기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행동
경제학적 아이디어를 일부 차용, 소비자의 ‘진술 선호(statement
preference)'에 근거한 ’실험적 방법론(Experimental method)‘을 적
용한 특징이 있다. 마지막 장인 6장은 본고에서 수행한 분석들의 주
요 결론과 시사점을 요약하는 한편으로 이른바 이의 논리적 귀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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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재표준화’ 방안으로 채워지게 될 것
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식품표시법
(안)’을 본고의 논의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타 농식품군을 함께 염두에 둘 때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식품표시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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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검토
2.1. 시장 현황 개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식이보충제’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의
명칭과 형태로 생산·유통되며, 데이터 역시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의
범주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통계를 통하여 국내
식이보충제 시장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4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약 2조 5십억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2014년에 처음으
로 2조원 대를 돌파하기는 하였으나, ‘건기식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0년대 중반이나 2010년 전후의 성장세에 비하면 다소 주춤한 모
습이다. 수출액 역시 2014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늘어왔으나 그 규
모는 국내 판매액의 약 4～6%, 수입액의 약 15～20% 수준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액은 건기식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05년
에 크게 늘었다 감소한 이후, 2010년 이래 다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
는 상황이다.

<표 2-1>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연도

국내 판매액

2005

643,305

수출액

수입액

시장규모

42,319

595,172

1,238,477

2010 1,021,128(11.2)

45,967(10.8)

260,939(22.2)

1,282,067(10.4)

2011 1,312,558(28.5)

55,630(20.9)

364,610(39.7)

1,677,168(30.8)

2012

1,350,708(2.9)

58,432(5.0)

355,011(△2.6)

1,705,719(1.7)

2013

1,406,578(4.1)

75,422(29.1)

386,256(8.8)

1,792,834(5.1)

440,833(14.1)

2,004,889(11.8)

2014 1,564,056(11.2) 66,986(△11.2)

주 1)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주 2) 수입액은 달러 기준 액수에 각 연도 평균환율을 곱하여 계산
주 3) 시장규모는 ‘국내 판매액+수입액’으로 계산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연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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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으로 460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1만 6천 6
백여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05년
에 비하여 업체는 48.4%, 제조품목은 245.9%가 증가한 수치로, 그만
큼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제품이 다양해져왔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세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2005년에
1,635개였던 수입업체는 2014년 현재 3,386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제조품목 수
단위 : 개

연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체 수
310
397
424
435
449
460

수입업체 수
1,635
2,818
2,772
2,926
3,139
3,386

제조품목 수
4,808
8,526
10,795
12,495
14,281
16,632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연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10년 이래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상위 3개 품목은 홍삼, 개별인
정제품, 비타민 및 무기질 순으로 변함이 없다1). 그러나 상위 10개
품목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최근 들어 밀크씨슬추출물(Milk Thistle
Extract),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등의 품목이 이 목록에 새로 진
입하는 대신, 2010년에 목록에 포함되었던 식이섬유나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좀 더 하위순위로 쳐진 것으로 드러난다. 이밖에도 2010년
에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의 54.5%를 차지하던 홍삼이 2014년에는 이
보다 늘어난 약 6천 3백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음에도 전체 대비
1) 다만 개별인정제품이나 비타민 및 무기질은 그 자체로 단일한 품목이라기보다
는 이런 유형에 속하는 여러 품목들의 군(群)으로 봐야 함에 주의를 요한다. 예
를 들어 비타민-C 보충제와 비타민 D 보충제가 각기 판매되어도 여기서는 하
나의 그룹으로 묶이며, 개별인정제품은 법규상 ‘최근에 허가된 원료들’을 가리키
기 때문에 세부 품목은 해마다 바뀐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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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38.8%로 감소한 사실이나, 개별인정제품의 매출액이 300%
가까이 증가했을 만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점, 프로바이오틱스, 가
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의 순위가 상위 10개 품목 내에서도 상
승 중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전통적으로 고매출 품목은 비교적
고정적인 가운데 유행이나 마케팅 등의 영향에 따라 매출 상위 품
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품목 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표 2-3> 건강기능식품 매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천원

순위

2010년
품목

2014년
매출액

품목

매출액

1

홍삼

581,703,194

홍삼

633,022,611

2

개별인정제품

112,853,104

개별인정제품

317,651,566

3

비타민 및 무기질

99,121,593

비타민 및 무기질

141,549,733

4

알로에

58,433,285

프로바이오틱스

138,840,251

5

오메가-3

34,804,543

67,627,023

6

인삼

34,146,263

57,549,627

7

31,689,155
20,804,432

인삼

39,559,837

9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식이섬유

알로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추출물
오메가-3

11,670,561

22,107,440

10

프로폴리스추출물

9,721,390

밀크씨슬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8

42,565,871

15,047,44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연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한편 생산실적을 기능성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면역기능 개선
(25.3%), 혈행개선(22.3%), 항산화(21.0%) 등이 상위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도 홍삼제품의 생산량이 많은 것과 무관
하지 않아 보이는데, 홍삼의 경우 면역력 증진, 혈행개선, 항산화 등
의 기능성을 모두 ‘생리활성 기능 2등급’으로 인정받은 품목이기 때
문이다. 그 밖에 영양소보충(6.6%), 장건강(4.9%), 체지방감소(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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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능성을 가진 품목의 생산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역시
비타민 및 무기질(영양소 보충), 프로바이오틱스(장건강), 가르시니
아캄보지아추출물(체지방감소) 등의 품목과 연관 지을 수 있다.

<표 2-4> 기능성 내용별 생산실적 순위(2014)
순위

기능성 내용

점유율(%)

순위

기능성 내용

점유율(%)

1

면역기능 개선

25.3

6

체지방 감소

3.8

2

혈행 개선

22.3

7

피부건강

2.7

3

항산화

21.0

8

갱년기 여성 건강

2.5

4

영양소 보충

6.6

9

운동수행능력 향상

2.1

5

장 건강

4.9

10

혈중중성지방 개선

1.9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014),‘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실태조사’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품목도 대부분 고매출 품목과 겹친다. 소비
자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역시 홍삼(95.7%)이며, 이어 비타
민류(93.1%), 오메가-3(91.4%), 인삼(88.6%), 칼슘(85.5%), 알로에
(80.5%)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눈여겨
볼 사실은, 홍삼, 인삼, 알로에, 헛개나무, 녹차 추출물 등 농업(농산
물) 기반의 품목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 입장
에서 특정 영양소나 성분을 외우기보다는 그러한 영양소와 성분이
많은 작물, 혹은 그러한 영양소와 성분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기
능을 발현하는 작물을 더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2-5>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품목 순위(2014)
순위
1
2
3
4
5

기능성 원료
홍삼
비타민류
오메가-3
인삼
칼슘

인지도(%)
95.7
93.1
91.4
88.6
85.8

순위
6
7
8
9
10

기능성 원료
알로에
글루코사민
헛개나무
키토산
스쿠알렌

인지도(%)
80.5
77.4
75.0
68.4
67.4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014),‘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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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비자태도 분석
2.2.1. 분석자료
본 분석은 식이보충제 소비자의 특성, 특히 건강과 관련된 소비자
의 태도가 식이보충제 소비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6기 1차년도(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 등에 관한 법정조사로, 1998년 이래 3년 주기로 조사
를 실시하다 2007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의 경우 표본 가구 3,182가구에서 총 참여자수가 8,018명인 것
으로 집계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인 5,388명
(남 2,246명, 여 3,142명)의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2). 설문참여
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6> 설문참여자 기본현황
단위 : 명, %

구 분
성별
결혼

나이

빈도

비중

남

2,246

41.7

여

3,142

58.3

미혼

788

14.7

기혼

4,587

85.3

20대

665

12.3

30대

958

17.8

40대

1,049

19.5

2) 6기 2차년도(2014년) 원자료도 최근 공개되었으나, 조사 참여자가 7,550명으로
1차년도 자료보다 500여 명 정도 적어 1차년도 자료를 우선적으로 분석에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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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

소득

섭취 경험

빈도

비중

50대

989

18.4

60대

864

16.0

70대 이상

863

16.0

초졸 이하

1,151

24.3

중졸

495

10.5

고졸

1,635

34.6

대졸 이상

1,447

30.6

1분위

1,106

20.7

2분위

1,418

26.5

3분위

1,364

25.5

4분위

1,460

27.3

있음.
없음.

2,532
2,856

47.0
53.0

주 1)‘섭취 경험’은 정확히는 ‘지난 1년 간 2주 이상 섭취 경험’을 뜻함.
주 2) 분석대상자가 총 5,388명이나, 문항별 미응답자의 존재로 인하여 변수별로 총 인
원 수가 다를 수 있음.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재가공

동 조사의 설문문항은 매 기 조금씩 다른데, 이중에서도 ‘식이보
충제’와 관련한 문항은 특히 잦은 변동을 거친 결과 현재는 ‘지난 1
년간 2주 이상 식이보충제3) 섭취 여부’를 묻는 문항, 단 하나만 존
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 문항에 대한 소비
자의 응답을 중심으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는 소비자 그룹과 그렇
지 않은 소비자 그룹의 특성과 차이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검정하였
다.

2.2.2. 분석결과

3) 참고로 2013년에 한국영양학회 주관으로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이보충제
DB 구축 및 적용방안 개발’ 연구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년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식이보충제의 24.1%가 의약품, 75.9%가 건강기능식
품인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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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비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그리고
중장년층 이상 연령대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식이보충제를 섭취하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다이어트, 미용, 갱년
기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방문판매나
홈쇼핑 등의 유통채널에 대한 노출 빈도 역시 많은 것이 원인일 것
으로 판단된다. 기혼자나 중장년층 이상의 섭취비율이 높은 것은 배
우자의 권유나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이유가
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4).

<표 2-7> 식이보충제 섭취와 주요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 간 교차분석 결과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

구 분
성별
결혼

나이

소득

섭취

미섭취

남

923(41.1)

1,323(58.9)

여

1,609(51.2)

1,533(48.8)

미혼

295(37.4)

493(62.6)

기혼

2,234(48.7)

2,353(51.3)

20대

229(34.4)

436(65.6)

30대

439(45.8)

519(54.2)

40대

499(47.5)

550(52.5)

50대

554(56.0)

435(44.0)

60대

437(50.6)

427(49.4)

70대 이상

374(43.3)

489(56.7)

1분위

478(43.2)

628(56.8)



p

53.787

0.000***

34.489

0.000***

84.175

0.000***

34.849

0.000***

4) 이밖에도 거주하는‘주택형태’나 소비자의 ‘직업’역시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형태’의 경우 ‘단독주택’에 비하여 연립주택,
아파트 등 거주자의 식이보충제 섭취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직업’ 역시 ‘사무종사자’나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직군에서 식
이보충제 섭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입소문’ 등의 효과, 마
케팅 전략, 현대적 생활양식 등과의 관련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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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
섭취

미섭취

2분위

621(43.8)

797(56.2)

3분위

642(47.1)

722(52.9)

4분위

777(53.2)

638(46.8)



p

주) 괄호 안은 % 비중. 단, 무응답자는 제외

건강에 대한 주요 태도를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에 따라 구분한
그룹별로 살펴보면, 우선 ‘음주수준’변수5)는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식품 구입 시 ‘영양표
시’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그리고 비
흡연자 그룹이 흡연자 그룹보다 식이보충제의 섭취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이는 직장회식이나 사회생활 등의 여건과 강하게 결
부되어 있는 ‘음주수준’보다는 ‘금연’이나 ‘영양표시 확인’과 같은 행
위가 좀 더 개인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보건 행
위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식이보충제 섭취 역시 이렇듯 개인에 의하
여 통제 가능한 보건 행위의 맥락에서 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풀이된다.
한편 식이보충제 섭취 그룹은 미섭취그룹보다 평균적으로 1일 음
식섭취량6)이 많고, 운동7) 역시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주관적 체형인식’ 변수나 ‘주관적 건강인식’ 변수는 그룹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음주수준’ 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내의 음주와 관련된 몇 개 문항을 주성분분
석 후 새로 생성한 변수로, 관련 문항은 ‘음주 후 취중 일의 망각 빈도’,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빈도’, ‘음주 자제 안 된 경우 빈도’, ‘음주 후 후회빈도’다.
6)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는 측에서 식품섭취에 대한 개인별 24시간 회
상조사 자료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변수다.
7) ‘운동수준’도 ‘음주수준’변수와 마찬가지로 운동과 관련된 몇 개 문항을 주성분
분석 후 새로 생성한 변수다. 관련 문항은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 ‘1주일간
유연성운동 일수’, 1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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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식이보충제 섭취와 건강에 대한 주요 태도 변수들 간 교차분석 결과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

구 분
영양표시
흡연

섭취

미섭취

활용

653(54.9)

536(45.1)

미활용

1,208(47.6)

1,332(52.4)

흡연

325(37.8)

535(62.2)

비흡연

1,940(50.3)

1,915(49.7)



p

62.018

0.000***

44.251

0.000***

주) 괄호 안은 % 비중. 단, 무응답자는 제외

<표 2-9> 식이보충제 섭취와 건강에 대한 주요 태도 변수들 간 t-검정 결과
구 분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

t값

p

2.24(1.60)

-3.363

0.001***

1,492(879)

-4.447

0.000***

섭취

미섭취

평균 운동수준(일)

2.39(1.53)

평균 1일섭취량(g)

1,598(85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단, 무응답자는 제외

2.3. 소결
본 장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조원이 넘는 큰 시장으로 성장
하였으며, 이 시장의 공급 부문은 국내 생산품과 그러한 국내 생산
품 판매액의 약 28%에 달하는 수입품이 담당하고 있다. 2014년 기
준으로 2010년에 비하여 국내 판매액이 53.2% 증가하는 동안 수입
액은 69.0%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의 경우 국내 판매액의 4～6%, 수
입액의 15～2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품목 중에서 홍삼과 비타민·무기질 등의 품
목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며, 특히 홍삼은 최근 들어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이전 오랜 시간을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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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건강기능식품의 대명사로 자리잡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홍삼 이외에도 알로에, 헛개나무, 녹차추출물 등 농업(농산물) 기반
의 원료(품목)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
가 있으며, ‘개별인정형’ 제품들의 매출 순위가 매번 높게 나타나는
점 역시 이 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식이보충제의 섭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향후 식이보충제 소비는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는 장·
노년층이,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그리고 소득이 많고 주거공간은
아파트인 사람이 식이보충제 섭취 비율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경제발전과 고령화, 고학력 등의 시대적 특징이 심화될수록 식
이보충제 섭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넷째, 특히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주목할 사항으로 비교적 건
강한 생활태도를 지닌 집단이 식이보충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식품 구입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담배
를 피우지 않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
다 식이보충제 섭취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식이보충제는 그
실제 기능이 어떻든 이미 소비자들에게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건강
관련 습관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건강인식’변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만큼, ‘건강’을 추구
하는 한편으로 실제 그러하든 기업의 마케팅에 의해서든 자신의 건
강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는 더욱 자명
한 생활양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처럼 ‘건강’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식이보충제가 과연 제도적으로 안전하
고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
에서 본고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국민 보건적 차원과 관련 산업의
진흥 차원을 모두 염두에 두는 가운데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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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와 주요국 식이보충제 관련 법제의
비교분석
3.1. ‘표준’의 경제학적 의미
3.1.1. ‘표준’과 ‘표준화’
‘표준(Standards)'은 단순하게는 ‘어떤 행동에 대한 합의된 방법’을
뜻한다.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기구)에서는 이를 보다 공식적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
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한 특성, 규칙,
또는 지침 등의 리스트’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령으로
공표된 개념이나 기준은 표준 중에서도 가장 공식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구속력이 강한 ‘표준’이라 할 수 있다.
표준과 경제의 상호연관성은 최초 엔지니어나 기업경영자들에 의
하여 주목받고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제조공정
을 표준화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실현한 것이나, 최초 수동
식 타자기의 글쇠 충돌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던 타자기 키보드의
‘쿼티(QWERTY)'형 배열이 이후 전자식, 컴퓨터용 자판의 경우 더
효율적인 자판 배열이 가능함에도 시장에서 계속 지배적인 위치를
점해온 사실8)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도적 차원이나 국민
경제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도 표준의 역할과 중요성이 자주 분석
8) David(1985)은 이러한 ‘쿼티(QWERTY)’형 자판 사례를 분석하며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번 일정한 경로가 형성되고 이러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차후에 다른 경로나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학습에 대한 전환비용(Swiching Cost)으로 인하여 그때까지 지
속되어온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술 자체보다 기술에 대한 ’표준‘,
그리고 그 ’표준‘의 제도화가 경제적으로 강력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이유 하나
가 여기에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Shapiro and Varian(1999)은 이를 ’잠금효과
(lock-in effect)'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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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곤 하는데, 세계 각 국의 상이한 표준제도 및 절차가 교역의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높여 국제무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단으
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WTO의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표준’, 그리고 이러한 표준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인 ‘표준화’는 현대의 사회·경제 시스템이나 제도적 여건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경제학계에서도 1980년대 이후로

David(1985),

Katz and Shapiro(1986), Farrell and Saloner(1988), Shapiro and
Varian(1999), Swann(2000), Blind(2004) 등에 의하여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표준은 현대 사회
에서 호환성 증진, 품질확보 및 안전성 증진, 정보제공, 다양성의 감
소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Blind
2004)9).
기능이나 양상이 이토록 다양하기는 하지만 표준은 크게 보아 ‘공
적표준(de jure standards)’과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으
로 구분할 수 있다(성태경 2012). 공적표준은 표준화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표준으로서, 합의표준 및 표준화된 제품을 포함한다. 여기서
표준화 기관은 꼭 표준 자체를 제정하기 위하여만 운영되는 기관이
라기보다는, 그러한 표준을 만들 역량과 권위가 있는 조직을 일반적
으로 일컫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가령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건강
기능식품’은 국회와 행정당국이 개념화하고 공표한 동 분야의 중요
9) ‘호환성 증진’은 어떤 한 제품 혹은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보완적인 제품들과
서로 대체하여 작동해야만 하는 특성을 규정한다. 대표적인 예로 복사용지 규격
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요소결합과 네트워크의 연결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술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품질확보 및 안전성 증진’은 기능, 효
율성, 안전성, 환경효과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수용가능한’ 수준 혹은 최
소 기준을 규정함을 뜻한다. ‘정보제공’은 과학적 혹은 공학적 정보의 제공을 도
움을 뜻한다. ‘다양성의 감소’는 한 제품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생산됨으로써 규
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뜻한다. AA, AAA 등과 같은 건전지 크기
나 컴퓨터 USB 포트의 규격표준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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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적표준이다. ‘사실상’의 표준은 시장에서 기업 간 동태적 경쟁
에 의해서 결정된 표준으로, 호텔 등급 표시나 비디오테잎의 VHS
방식 등이 그 예다. 이와 비슷하게, 표준을 ‘자생적 표준’과 ‘의도적
표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규제적 표준’과 ‘비규제적 표준’ 역
시 중요한 구분법이다. 특히 규제적 표준(regulatory standards)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발전된 표준으로, 일반적으로 안전이나 보건 문
제 등과 관련하여 제정되며 강제적 성격을 갖는다. 공적표준으로서
의 ‘건강기능식품’이 ‘의도적 표준’이고 ‘규제적 표준’임은 물론이다.
한편 ‘표준화’는 표준의 생산, 제정, 발행, 실행 및 보급을 포함하
는 광범위한 활동을 지칭한다. 이러한 표준화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시장과정’을 통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집단
적 합의’에 의한 것이다. 시장과정(market process)은 초기에 몇 개
의 표준들이 시장에서 경합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표준이 지
배적(dominant)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 ‘사실상’의 표준
이 대부분 이와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결정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적 합의(joint modification)는 표준 관련 이해당사
자들 간의 ‘조정’을 통하여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공
적 혹은 제도적 과정을 통한 표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
들 간의 힘의 균형이 고르지 않거나, 고르다 하더라도 표준의 제정
을 통해 어느 한 편의 큰 이익 창출이 예상될 때 단순한 ‘조정’ 이상
의 정치적 이해구조나 활동이 생겨나게 된다.
요컨대 ‘표준’은 그 제정과 보급·확산을 통하여 사회와 산업 여러
부문의 시장경쟁, 계약, 책임소재 등에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성격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
라 표준화의 인센티브, 표준화의 수행방법, 표준의 효과와 평가 등
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가 이론과 실증 양 측면에서 활발한 실정으
로, 본 연구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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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소비자정보 관점에서의 식이보충제 ‘표준’
앞서 살펴본 ‘표준’의 중요성을 식이보충제 부문에 적용하면 특히
소비자정보 관점에서 유용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Jahn et al.(2004)에 따르면 시장의 모든 제품들이 가진 속성을 ‘탐
색 속성’, ‘경험 속성’, ‘신뢰 속성’, ‘포템킨 속성’ 등 총 네 가지 속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탐색 속성’은 소비자가 구입 전에 인지할 수
있는 속성으로 주로 크기나 색깔 등 관능적인 특성이 주를 이룬다.
‘경험 속성’은 실제 소비하고 사용해본 이후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속성으로, 식품의 경우 ‘맛’이 대표적인 예다. ‘신뢰 속성’은 구
입하고 사용해보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속성
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전문적인 제 3자 기관 등에 의하여 분석·평가되는 속성이다. ‘포템킨
속성’10)은 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의 생산,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 과
정 전반을 검토해야만 알 수 있는 속성으로, 연구자에 따라서는 좀
더 강한 ‘신뢰 속성’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경제학 이론에서는 제품의 속성이 ‘탐색 속성’에서 ‘포
템킨

속성’으로

갈수록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음 ‘정보의 비대
칭성’ 개념이 Stigler(1961) 등에 의하여 창안되었을 때, 그 출발은
같은 제품이 여러 다른 판매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가격'에 거래되
는 상황을 관찰하고서였다. 이 때 시장 상황을 잘 아는 판매자들에
비하여 소비자들이 가진 정보가 더 적은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Nelson(1970)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품의 ‘가격’과 연
10) 포템킨(Potemkin)이라는 고유명사가 사용된 것은 18세기 중엽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의 정부(情夫)이자 장교였던 그레고리 포템킨의 역사적 일화를
배경으로 한다. 그는 예카테리나 2세가 배를 타고 새 합병지인 크림반도 시찰에
나섰을 때, 빈한한 마을 모습을 감추기 위해 영화 세트 같은 가짜 마을을 급조
했다고 전한다. 이 후 기만적인 처세술이나 전시행정을 비꼬는 용어로 관용적으
로 사용되다 현대에 와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경우를 가리키는 학술적 용
어로 굳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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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서보다 제품의 ‘품질’과 연관되어서 더 자주 발생하고, 그럴
경우의 문제가 더 복잡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Andrews(1992)
역시 이런 점에 착안하여 소비자들이 정보를 더 얻으려는 인센티브
가 가격 이슈보다 품질 이슈와 관련하여 더 커진다는 점을 논증하
였다. Teisl and Brian(1998)은 이러한 품질속성을 가격을 포함한 탐
색속성과 경험속성, 그리고 신뢰속성으로 구분한 후 이 중 신뢰속성
과 관련된 영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았다. 이후 Jahn et al.(2004)이 다시 ‘신뢰속성’에서 ‘포
템킨 속성’을 분리하여 관련 논의를 전개하면서, 아래 <그림 3-1>
에서 보듯 제품의 속성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이 학계의 주된 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림 3-1> 정보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품질 ‘속성’의 유형
탐색 속성
(Search
attributes)

경험 속성
(Experience
attributes)

신뢰 속성
(Credence
attributes)

포템킨 속성
(Potemkin
attributes)

체험을 해도 파악하
가시적이고 실체 체험(소비)을 해야
기 어려운 속성으로
적이므로
구입 파악되는 속성으
전문적인 제3자 등
전에 알 수 있는 로 주로 품질과
에 의한 확인이 필
속성
관련
요한 속성

신뢰 속성과 달리
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 등의 알려지지
않은 정보
(process-oriented
qualities)를 분석해야
확인 가능한 속성

(가격), 색상, 신
선도 디자인, 크 맛, 저장기한 등
기 등

동물복지, 공정무역
, 저탄소 등

영양, 첨가물 등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증가
자료: Teisl and Brian(1998), Jahn et al.(2004) 등을 참고하여 작성

어느 하나의 식이보충제가 가진 여러 속성 중,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고 궁금히 여기는 속성은 이 중 ‘신뢰 속성’과 ‘포템킨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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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된다.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으며 그 원료가 실제로 사람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신뢰 속성’에 해당
된다면, 그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며 나아가 그 원료가 건
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주장 자체는 어떻게 뒷받침 되는가 등에
대한 정보는 ‘포템킨 속성’에 해당된다11).
식이보충제 ‘표준’과 이를 제도적으로 ‘표준화’한다는 사실은 생산
자와 소비자 간에 바로 이러한 식이보충제의 ‘속성’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한다. 가령 어느 한 제품의 ‘포템킨 속
성’은 이른바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으로 인한 소비
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12)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는 시장의 가격 기제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가격 이외의 방안을 필요로 한다. 즉 이
경우, 정보를 가진 측이 상대방에게 '신호(signal)'13)를 발송함으로
써 자신의 특성이 어떻다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표준’ 제도는 이러한 ‘신호’의 조건과 형성과 발송 등의 세칙과 내용

11) 본문에서 ‘속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는 하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재
화 자체를 ‘탐색재’, ‘경험재’, ‘신뢰재’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식이보충제는 ‘경험재’와 ‘신뢰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볼 수 있
는데,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동 이슈에 소비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 등을 고려하면 이 중에서도 ‘신뢰재’적 성격이 더 강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이슈이기에 연구자로서는 좀 더 신
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온당한 태도일 것이다.
12) ‘역선택’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바람
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남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Akerlof(1970)에 의하여 정식화되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자기 차의 성능이나 결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반면에 구매자
가 그 차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알지 못할 때, 그 차의 실제 품질은 하나의 ‘감
추어진 특성’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중고차 시장에
서는 중고차의 가격이 ‘평균적’인 중고차의 품질에 의존하게 된다.
13) ‘신호’라는 개념은 정보경제학에서 ‘감추어진 특성에 대한 관찰가능한 지표’로
정의된다. 가령 구매자가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가 자신의
차에 대해서 적절한 기간의 보증(warranty)을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신호’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판(reputation)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컨대 A라는
자동차 딜러가 좋은 차만 판매한다는 오랜 명성을 유지한다면, 역시 좋은 중고
차가 적절한 가격에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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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양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제도적 인프라인 것이다.
가령 Brom(2000), Elbasha and Riggs(2003) , Swinnen and
Vandemoortele(2009) 등의 연구에서는 식품안전(Food safety) 부문
에서의 이러한 제도적 표준을 다음 식 (3-1)과 같은 기대효용함수로
모형화하였다.
(3-1)
여기서

           
c는

식품소비량을

뜻하고,

s는

식품의 안전을 ‘보증

(warranty)’하는 제도적 표준의 수준을 뜻한다. 만일 소비자가 안전
성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식품이라면, 식품소비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은 c에 대하여 증가함수이자 오목함수(u′(·)>0, u″(·)<0)인
u(c)가 된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는 c에
대하여

증가함수이자

볼록함수(d′(·)>0,

d″(·)>0)인

비효용

(disutility) 함수 d(c)가 된다. ρ(s)는 이처럼 식품의 안전성이 입증
되지 않을 확률의 함수로, s에 대하여 감소함수이자 볼록함수(ρ′
(·)<0, ρ″(·)>0)라고 할 수 있다. 즉 제도적 표준의 수준이 높을수
록 ρ는 작아지고 이에 따라 식품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효용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Jeanneret and Verdier(1996), Valletti(2000) 등은 산업
내 제도적 표준(standard)에 대한 Tirole(1988)의 연구에 기초하여
식품품질(Food Quality)에 대한 제도적 표준(공공표준)의 역할을 다
음 식 (3-2)와 같은 소비자의 간접효용함수로 모형화하였다.
(3-2)        i f       ′′   ′′
   i f  ′ 
여기에서 φi는 소비자의 ‘선호 파라메터’를 의미하며, 더 높은 φ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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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소비자일수록 ‘표준과 별개인 특성에 관련된 가치’와 ‘제도적
표준을 준수’한 사실의 혼합물로서의 식품에 대한 더 많은 지불의사
금액(willingness to pay)을 보이게 된다. 수식에 의해 φi가 p/(ε+s)
보다 작다면 소비자는 제도적 표준이 식품의 품질을 충분히 담보하
지 못한다고 보아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가 N
명 있다고 할 때의 총수요함수(aggregate demand function)는 다음
식 (3-3)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도 식품의 품질과 관련한
제도적 표준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요는 증가한다.

(3-3)


        
   

식이보충제의 제도적 표준을 어느 모델에 비추어 생각하든14) 중
요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제도적 표준이 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여기에 ‘시
장실패’의 보정을 위한 공공 개입의 근거가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개입으로 인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게 된다. 본 장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식이보충제 표준을
검토하여 비교분석해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까닭이다.

3.2. 우리나라의 관련 표준 분석
3.2.1. 국내 식이보충제 법제 개관
본고에서 ‘식이보충제’란 용어를 주되게 사용하는 이유는 국제적

14) 식이보충제의 제도적 표준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식품품
질’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 ‘식이보충제’라는 식품군의 성격상 두 이슈가
모두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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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이나 관련된 개념들의 정의 등에 비춰볼 때 이 용어가 가장 객
관적이고 포괄적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 ‘식이보충
제’ 개념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로 수렴, 혹
은 전환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과거부터 ‘식이보충
제’뿐 아니라 ‘건강식품’이라는 용어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기는
했으나, 이 용어 자체는 법률적으로 뚜렷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 이밖에도 유사한 종류의 식품들이 1970년대 후반부터 식품위
생법에 의해 특수영양식품15), 건강보조식품16) 등으로 분류되어오다,
2003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기식법)이 제정되면서 비
로소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화17)되었다.

<그림 3-2> 식이보충제 관련 법령 및 용어의 변천

이에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법률적 정의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 원료 및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건기식법 제3조 제1호)을 뜻한다18). 이 정의에서 특히 주의가
15)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
로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시키거나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
로 제조가공된 조제분유류, 이유식류, 영양보충식품, 특정용도식품, 식이섬유가
공식품 등의 식품으로 정의됨.
16)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
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됨.
17) 본 장과 다음 장에서 깊이 검토하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식품군의 법령
화는 여러 모로 독특한 사건이다. 여기서는 다만 이 법령이 적어도 대외적으로
‘식품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표방하며 제정되었다는 사실만 짚고 넘어가
고자 한다.
18) 참고로 이는 2008년 3월에 개정된 정의다. 그 전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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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표현이 ‘기능성’으로 이는 다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
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
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된다(건기식법 제3조 제2호). 이는 질
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다른데19), 보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
르면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
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양소 기능20),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으로 구분된다21).

<표 3-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종류
기능성

정의

영양소 기능

인체의 성장 ·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비고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되었다. 즉 2008년 3월 개정의 골자는
‘제형 제한’의 폐지인 것이다. 이러한 개정의 의의나 효과는 동법 내 다른 조항
들이나 주요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온전히 설명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장의 결론부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1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의 설명(2016년 9월 28일 현재)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
품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
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 자료에 따라서는, 설령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자료라 하더라도, 이 ‘영양소 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과 ‘생리활성 기능’만 정리·소개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자료들의 경우 대부분 과학적 근거 수준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 ‘생리활성 기능 1등급’ > ‘생리활성 기능 2등급’ > ‘생
리활성 기능 3등급’ 순으로 ‘등급화’하다 보니, 이런 프레임으로 설명하기가 쉽
지 않은 ‘영양소 기능’을 빠뜨리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고의 문제의식에 따
르면 이는 대중이나 연구자들의 단순한 착각이라기보다는 관련 제도적 표준의
복잡함 자체에 근본적으로 내재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영양소 기능’이라
는 표현은 다른 두 기능과 문법적 구조조차 같지 않다.
21) 각 기능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건기식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 명
시되어 있지는 않다. 대신 본고의 설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의 내용을 따랐다. 이 가이드북은 ‘기능성 내용’별(예:
혈압, 체중조절, 면역력 강화 등)로 한 권씩 발간되어 대단히 방대한 분량이지만
기능성에 대한 개요 챕터는 각 권이 일치하며, ‘영양소 기능, 질병발생 위험 감
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 개요 챕터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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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정의

비고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질병발생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 감소와 칼슘, 비타민 D
위험감소 기능
관련한 기능
, 자일리톨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
1, 2, 3 등급
생리활성 기능 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구분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2)

다만 이 중 ‘생리활성 기능’은 다음 <표 3-2>와 같이 과학적 근
거자료의 구비 정도에 따라 다시 3가지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라는 ‘생리활성 기능’이 있다 하자. 그
기능은 그 기능 자체로 ‘생리활성 기능’의 목록에 포함되되, 어느 정
도의 ‘인정 기준’을 통과했는지에 따라 ‘기능성 (표시) 내용’을 달리
하게 된다. 즉 생리활성 기능 1등급이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2등급이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이면 ‘체지방 감
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으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것22)이다.

<표 3-2> 생리활성 기능의 등급별 개요
구분

1등급

2등급

기능성 (표시) 내용

인정 기준

00에 도움을 줌

기반연구자료를 통해 생리학적 효
과 또는 기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야 하고, 일관성 있는 바이오마커
의 개선 효과가 다수의 인체 적용
시험에서 확보되어야 함.

00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반연구자료를 통해 가능성 있는
생리학적 효과 또는 기전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하고, 일관성 있는 바이
오마커의 개션 효과가 최소 1건

22) 현행 표시기준에 의하여 등급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기능성 (표시) 내용은
인정 기준에 맞게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느
냐와 별개로 사실상 등급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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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능성 (표시) 내용

인정 기준
이상의 인체적용시험에서 확보되어
야 함.

3등급

기반연구자료를 통해 생리학적 효
00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과 또는 기전을 추측할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인체적용시험에서 기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2)

한편 이러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및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
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평가 및 인정된 것만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될 수가 있으며, 크게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뉜
다23). 고시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
성 원료 및 성분으로 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 등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
차 없이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기본적으로 모두 이러한
고시형 원료에 속하며, 영양소 이외의 기능성 원료도 현재 60종에
달한다. 반면 개별인정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개인, 기업, 연구소 등에서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
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만 하며,
또 이렇게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동 원료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24).
다만 이러한 개별인정형 원료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3년이
23) 2016년 10월 기준으로, 고시형 원료 88종과 개별인정형 원료 262종이 등재되
어 있다.
24)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적 표준의 체계상, 개별인정형 원료는 모두 ‘생리활성 기
능’을 가진다. 물론 ‘생리활성 기능’을 ‘인정’받은 원료 중 추후 ‘고시형 원료’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어느 한 시점에 ‘개별인정형 원료’로 존재한다면 그 원료는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별인정형 원료’는 ‘생리활성 기
능’을 갖기 위한 충분조건인 것인데, 이는 실재(實在)의 과학적 진리치를 서술한
명제가 아니라 특수한 제도적 표준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배태된 현실을 한계적
언어에 담아낸 명제라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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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하면 고시형 원료로 전환할 수 있다25).

<표 3-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원료 및 성분 (2016.10월 기준)
구분
영양소
(28종)

기능성
원료
(60종)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
◦ 비타민 및 무기질(또는 미네랄) 25종 :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D, 비
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 , 비타민 B ,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 ,
엽산, 비타민 B , 비오틴,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
늄(또는 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칼륨, 크롬
◦ 필수지방산 ◦ 단백질 ◦ 식이섬유
◦ 인삼, 홍삼, 엽록소 함유식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녹차 추출물, 알로에전
엡, 프로폴리스추출물, 코엔자임Q ,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추출물, 바나
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달맞이꽃
종자추출물, 오메가-3 지방산 함유유지, 감마리놀렌산 함유유지, 레시틴, 스
쿠알렌,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옥
타코사놀 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루테인, 헤마토코쿠스추출물, 쏘팔메토열매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글로코
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뮤코다당・단백,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추출
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홍국, 대두단백,
테아닌, 엠에스엠(Methyl sulfonylmethane, MSM), 폴리감마글루탐산 , 마늘 ,
히알루론산 , 홍경천추출물 , 빌베리추출물
◦ 식이섬유(14종)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귀
리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
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
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주 1)
: 개별인정된 원료에서 고시된 원료로 전환된 기능성 원료
주 2) * : 2013년 이후 고시된 원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상 서술한 내용이 ‘건강기능식품’과 그러한 식품의 핵심적인 속
성인 ‘기능성’의 정의나 개념과 관련된 표준이라면, 또 하나 검토해
야 할 표준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판매되
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 광고와 심의
문제, 그리고 ‘인정’ 및 ‘라벨링’ 문제를 포괄한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업체는, 법령에 부합하는 시설기
25) ‘3년’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알려진 바가 없다. 참고로 의약품의 경우 특
허 기간이 종류에 따라 10년~20년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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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품질관리인 등을 갖춘 상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허가’ 후 실제 품목의 제조는 각 지방의 식품
의약품안전처에 ‘신고’만 해도 가능하다. 판매업의 경우에는 시행규
칙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
고한 후 영업할 수 있는데,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한 약국의 경
우는 예외26)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제조 및 판매용 건강기능식품은 ‘인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
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제2013-217호)인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평가하는 과정과 결과를 일컫는 것으로, 기능성
‘원료’ 는 물론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자체를 검
토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케 된다. 그리고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은 다시 이를 광고하는 표현이나 방식 및 ‘기능성’에 대한 표시를 평
가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은 광고심의기구의 사
전심의를 거쳐야 하는데(건기식법 제16조 제2항), 법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는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거나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심의
를 통과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62호 ‘건강기능식
품의 표시기준’에 의거하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그림 3-3>과 같은 ‘식별 도안’27)을 표시하여야 한다.
26) 이 예외 규정은 법 제정 초기에는 없었으며, 2004년 3월 22일의 개정법률에
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대한약사회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 예외 마침내 ’결실‘>이란 제목의 언론보도 링크 참조 :
http://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31297
27) ‘식별 도안’ 역시 법 제정 초기에는 없었고, 2006년 10월 4일 개정법률에 근
거를 마련한 후, (구)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하여 표시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0월의 법률 개정 시 밝힌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건강기능식품
과 유사건강식품간의 식별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한글표시를 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건강식품의 범람으로 올바른
선택이 쉽지 아니하므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
내는 도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유사건강식품의 구별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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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건강기능식품 식별도안(좌: 구 도안, 우: 신 도안)

주) 2006년 10월 이래 좌측의 도안이 사용되어 오다, 2014년 8월 이래 고시 개정을 통하
여 우측의 도안이 사용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및 제조, 판매 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일차적으로는 기존 여러 건강보
조식품이나 건강식품 등의 ‘난립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나
름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인 만큼 관련 표준 체계도 상당
히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건기식
법이 시장에 이처럼 강한 제약을 부과하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효
과가 있는 만큼, 이러한 ‘표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 장의 나머지 절과 소절에서는 그 점을 짚어보고자 한
다. 우선 본 소절에서 살펴본 ‘표준’의 내용이 그 자체로 문제점이나
모순점은 없는지를 다음 소절에서 분석한 후, 나머지 절을 국제기구
나 주요국 ‘표준’과의 비교법적 분석에 할애하게 될 것이다.

3.2.2. 현 법제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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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기식법과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준의 대체적인 내용들을
개관하였는데,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좋은 표준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다른 제도적 표준으로 존재하는 식품군과의 구분 문제가 있
다. Busch(2011)에 따르면 표준을 ‘올림픽, 필터, 서열, 범주’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 중 일정 기준,
혹은 요건을 통과하면 ‘규격품’으로 간주하는 ‘필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필터’를 통과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식품과 ‘기능성 측면’에
서 서열이 구분되는 위상을 가진 것으로 국가가 공인하여 ‘인증마
크’까지 부여해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식품처럼 비치는 것이다.

<표 3-4> 표준의 유형과 사례
유형
올림픽
필터
서열
구분
(범주)

설명

사례

한 사람이나 제품, 또는
몇 사람이나 제품만 인정하는
종류의 표준
일정 기준, 혹은 요건의 충족 및
미충족을 판단하는 종류의 표준
직선상의 위계적 질서를 정하는
표준
등급이 매겨지지 않으며 단순히
여러 범주를 구분하는 표준

그래미상 수상 뮤지션,
대회 수상 와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등
시민권, 식품이나 장난감,
보일러 등의 안전표준 등
군대 계급, 곡물 등급 표준,
지진 규모 등
직업, 사과의 품종,
구름의 형태 등

자료: Busch(2011)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식품공전’상에는
성장기용 조제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의
‘특수용도식품’이나 ‘캡슐류’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식품군이 존
재한다. 또한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글루코산 칼슘, 비타민 C, 산화
아연 등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이라 규정한 첨
가물을 사용한 ‘조제유류 등28)’은 통상 ‘영양강화 식품’으로 불리기도
28) 이는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
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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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각 식품군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소수의 식품 전문가
들에게는 명확할지도 모르나, 소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혼란을 야
기할 수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필터’유형의 표준임에 반해, 언
급한 다른 식품군들은 여러 식품군들과 함께 병렬적으로 대등한 ‘범
주’유형의 표준으로, 결국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서로 비
슷한 기능을 하거나 유사 제품이면서도 표준의 유형은 다른 모순점
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 제도사적으로도 ‘특수용도식품’의 전신인
‘특수영양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전신인 ‘건강보조식품’은 원래 그
구분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채로 식품위생법에서 하나의 ‘범주’
유형 표준으로 함께 관리되던 식품군이었다. 이런 흔적은 지금도 남
아 있어 가령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과 건강기능식
품 중 ‘체지방 감소’ 기능을 가진 식품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기는 그
다지 녹록한 일이 아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을 특수용도식품 중 특
별히 그 기능성을 공인받은 점에서 우위가 있는 식품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
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
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되며,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특수의료용도등 식품’까지 포함하고 있
는 특수용도식품이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열위의 기능성을 가진 식
품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생긴다. 나아가 식품산업 진흥 정책 차원에
서 흔히 발화(發話)되는 ‘고부가가치식품’이나 ‘기능성식품’ 등의 용
어 역시 목적이나 개념상의 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건강’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건강기
능식품’의 정의나 요건이 사실 대단히 애매모호한 측면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능’을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구분하고
있으나, ‘기능’에 대한 건기식법상의 정의인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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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과, 약사법상의 ‘의약품’에 대한 정의 중 하나
인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약사법 제2조 제7호)은 경계가 분명한 구분
이라 보기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설명29)은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 건
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성분 중에는 다수의 영양소도 있으며
이들 영양소가 ‘영양소 기능’을 가졌음에도 ‘1차 기능’을 무시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능’과 ‘기능성’, 혹은 ‘약’과 ‘건강기능식품’의
불분명한 경계는 아래 <그림 3-4>에서 보듯 같은 성분과 같은 용
도의 제품이 하나는 ‘일반의약품’으로,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림 3-4> 일선 약국의 비타민 D 제제(좌)와 건강기능식품(우) 예시

자료: 직접 촬영
29) ‘모든 식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
양 기능(1차 기능), 둘째, 맛, 냄새, 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인 기능(2차 기능),
셋째,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등(3차 기능)입니다. 이
때 건강기능식품은 세 번째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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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처럼 정의나 요건이 애매함에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강력한 네이밍(naming)에 힘입어 시장이 성장 중에 있다면, 보건적
인

차원에서

자칫

‘안전벨트의

역설’로

불리는

‘펠츠만

효과

(Peltzman Effect)’(Peltzman, 1975)30)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약’보다 조심성이 덜한 채로 ‘식품’처럼 섭취하는 일종의
과·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에 식약처가 접수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건 수는 1,733건으로 2013년의 136건보다
1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31). 나아가 의학적으로도 심혈
관 질환에 미치는 칼슘보충제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영국의학협회
심장 학술지, 2012)나, 글루코사민의 효능, 혹은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을 증명하는 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32)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아직 과학적 논란이 진행 중인 성분, 혹은 섭식
형태들이 많아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고 하겠다.
셋째, 건기식법상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의 존재와 ‘생리활성
기능’의 등급제도 이런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일단
30) Peltzman은 동 논문에서 안전벨트의 보급과 규제로 교통사고당 사망률이 줄어
든 것은 사실이나 교통사고 건 수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특히 보행자의 사망률
이 늘어난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서행 운전
에 따르는 운전자의 이득이 작아지며, 결국 안전벨트 의무화 규제의 순효과가
교통사고 증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31) 물론 이에는 2014년부터 ‘부작용 신고 전화번호 부착’을 의무화한 조치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2) 글루코사민 관련 메타 연구의 간략한 요약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식 블로
그에서도 볼 수 있다. 링크된 블로그의 일부 문장을 옮겨 오면 다음과 같다.
‘이렇듯 골관절염에서 글루코사민이 통증 감소, 기능 향상, 관절강 소실 예방 효
과에 대한 결과는 일관성이 없었다. 글루코사민 제조사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
지 않은 연구에서는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에 효과가 없었으며, 연구시작시점에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 참여자가 어떤 치료군에 할당되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수
행된 연구에서 통증감소 효과가 없었으며, 관절기능향상 면에서는 동일한 결과
를 보였다.‘(밑줄은 필자가 표시)
http://hineca.kr/entry/Vol12-4%EC%9B%94%ED%98%B8-%EC%9D%B4%E
B%8B%AC%EC%9D%98-NECA%EC%97%B0%EA%B5%AC-%EA%B8%80%E
B%A3%A8%EC%BD%94%EC%82%AC%EB%A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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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의 경우,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다르
다는 건기식법의 내용과 다소 모순되는 기능이다. 질병의 발생 위험
을 감소시키는 일과 질병을 예방하는 일이 상당히 다른 일이라 보
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생리활성기능 역시 등급 구분과 기능성 내
용, 인정 기준33) 등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1, 2, 3 등급의 등급 구분이 실제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등급
표시(labeling)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등
급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다. 물론 의무표기사항인 ‘기능성 내용’이
등급별로 달라 등급 구분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소비자가 기능
성 내용이 등급별로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알기가 쉽지 않
은 실정이다34). 게다가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표현은, 실제 불
33) ‘인정 기준’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 명승권(2015)을 들 수 있다. 그는 의사
입장에서 ‘생리활성기능’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2등급과 3등
급의 기준은 일관된 논문의 편수가 적고 연구 및 논문의 질에 대한 판단도 결
여되어 있어 과학적으로 너무 부실한 기준이고, 1등급의 경우만 조건부로 최소
한의 과학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은, 2015년 5월의 한 언론기사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아래 링크한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이른바 ‘백수오 복합추출물’ 파
문의 진원지였던 업체가 기능성을 ‘개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논문은 단 한편
이며, ‘백수오 복합추출물’은 이 논문을 근거로 ‘생리활성 기능’ 2등급으로 인정
받았다. 그런데 그 논문의 내용은 ‘미국 여성 29명’에게 ‘석 달 동안 백수오 추
출물을 주고 안면 홍조 등 갱년기 증상이 개선됐는지 '물어본' 것이 전부’로, 논
문의 공동저자는 그 업체의 대표와 직원이었다 한다. 관련 사실을 평한 식품생
명공학과의 한 교수는 이를 두고 ‘연구 대상의 특징, 범위부터 연구 방식, 논문
의 공동저자로 시험 결과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업체 대표가 올라있는
것’까지 모두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view?newsId=20150529060426026&clu
sterId=1532872 덧붙여 사토 다이고가 aT(2015a)에서 고려 인삼이 건강기능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여섯 가지 생리활성 기능(혈압, 피로, 인지기능, 혈당치,
면역, 항산화) 중 일본의 기준에 적합한 기능은 ‘혈압’ 뿐이라고 발표한 사실 역
시 이런 맥락에서 주목을 요한다.
34) 소비자가 기능성 등급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행정당국도 잘
인지하고 있다. 2016.6.30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식
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적으로 밝힌 개정 이유를 보면 ‘기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성 등급 및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
는 기능성 등급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국가법령정보
센터). 그런데 이러한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고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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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이나 의심을 내포한 ‘may'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보다
는 한국어 뉘앙스상 ‘can'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점 역시 소
비자 관점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각 등급
의 위상에 맞는 엄격한 과학적 근거가 적용되고 있는지(인정 기준의
문제), 각 등급 구분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지(표시의 문제), 등
급별 문구가 적절한지(객관적 표현의 문제)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기존의 기업과 잠재적 기업 사이의 경쟁을 제약하는 ‘구조
규제(structural regulation)’, 즉 ‘진입규제(entry regulation)'적인 측
면이 있다는 점이다35). 이용선 외(2009)에서 지적하듯 건강기능식품
치는 ‘기능성 등급 표시 삭제’다. 이에는 ‘구분 실익이 없는 기능성 등급 단일화
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등급 표시를 삭제하고자 함’이라는 이유가 또한 함께 붙
는다. 표시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1, 2, 3등급의 단일화 역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기능성 등급 단일화’ 사항은 2016년 11월 21일 행정예고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에 담겨 있다.). 그러나 생각건대,
소비자가 기능성등급을 잘 모르면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문에 쓴 바와 같이 ‘기능성 내용’만 밝힐 것이 아니라 등급
숫자도 함께 밝혔으면 소비자는 쉽게 등급 구분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다
만 1등급에 비해 2등급이, 2등급에 비해 3등급이, 지금보다 더 저조한 매출을
올렸을 가능성은 있다. 역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음으로써 매출을 지금까지 실제 기능성 수준 이상
으로 올려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1,2,3등급의 과학적 인정기준이
다르고, 그렇게 다르게 제도를 설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와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거나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35) ‘진입규제’는 본디 1930~1940년대에 걸쳐 일군의 하버드대학교 중심 경제학
자들에 의하여 그 연구가 시작된 이래 산업조직론 전통 속에서 이른바 SCP 이
론(structure-conduct-performance paradigm)으로 정립된 논의의 맥락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는 ‘구조’가 사업자의 ‘행위’를 결정짓고, 그 ‘행위’에 의
해 시장의 ‘성과’가 따라온다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구조’의 근본적 성격에 주
목한 것인데, 그럼에도 관련 시장(relevant market)의 획정 문제와 실증 자료의
한계 등으로 ‘시장집중도 지수’와 같은 몇 몇 도구의 활용 정도를 제하면 실증
연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김일중·김두얼, 2011).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시장개입
유형
중
구조규제로서의
‘진입규제’는
행위규제(behavioral
regulation)인 ‘가격규제’보다 관련 연구도 적고 분석 자체가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김재홍, 2002). 그러나 자연독점이 아닌 상황이라면 가격규제조차도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규제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진입규제가 단순한
존재 여부가 아닌 진입조건의 형태까지 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어느 산업 내에 존재하는 진입규제, 혹은 진입장벽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중
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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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조가 ‘허가’제36)로 운용되는 것이 그러하며37),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실38)(건
기식법 제26조) 역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국민보건 차원에
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도 있으나, 기존의 정책이나 다른 정책,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상의 ‘허위 표시 등의 금지’(제13조)나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제48조) 등의 조항만으로는 동일한 정책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그러한
정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제도적으로 창출된 표준인 ‘건강기능식품’
의 표준조차 지금 검토되는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자단체(trade associations), 즉 ‘한국건강기능식품협
회’에 의한 광고심의의 문제다. 최정표(2016)의 지적대로 ‘한국과 같
36) 김재흥(2002)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진입규제의 형태를 ‘정부독점, 지정, 허
가, 면허, 승인, 인가, 등록, 신고’의 여덟 가지로 분류한다. 여기서 그는 ‘민간의
진입을 사전적으로 배제’하는 ‘정부독점’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진입규제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약한 형태의 진입규제인 ‘등록’과 ‘신고’에 비하여 ‘지정, 허가,
면허, 승인, 인가’ 등도 ‘비교적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7) Stigler(1968)에 따르면 진입규제(진입장벽)는 ‘해당 시장에서 존재하는 기존
사업자들은 부담하지 않지만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산
비용’의 존재 여부와 정도에 따라 정의 및 판단된다. 시장진입에 ‘허가’가 필요
하다면, 그 허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역시 시장진입비용의 일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허가’를 위해서는 건기식법 제4조에 따라 총리령으
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기준이 이미 완비되었거나
간단한 조정을 거쳐 충족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아니한 사업자 간의 비용
차이는 적지 않을 것이다.
38) 이와 관련해 곽노성·김어지나(2009)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이 폐지된 사실을
들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으로 평가한 바 있으나, 이는 적절한 평가라
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엄연히 식품군이 다르
므로,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는 체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
기 때문이다. 굳이 그렇게 보자면, ‘일반식품이 캡슐이나 타블렛 같은 제형이 아
니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건강기능식품이 되면 기능성을 표
시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곧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법적정의를 개정한 사실은 관련 산
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조치
로 보는 편이 더욱 맥락에 들어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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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고주의 사회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경쟁을 제한시킬 우려가 매
우 높’으며, ‘사업자단체의 결성 자체를 금지시키지 못하는 한 사업
자단체를 통한 부당공동행위는 정책당국이 항상 주시해야 할 사항’
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사전심의를 그러한 제품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독점적으로 수행 중인 문제가 있다. 이는
일찍이 몇 몇 법학자들도 지적했던 사항이다. 가령 이세정(2006)은
‘약사법의 사전심의제도와는 달리’ 건강기능식품법상 사전심의제도
는 ‘심의를 관철할 강제수단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을 갖는 권한을 행사’하므로 ‘처분성을 갖게’ 되는 강력한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가 구성, 참여’하고 있어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문상덕(2009) 역시 이러한 광고심의 체계에 대하여 비록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위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39), ‘바람직하기로는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심의
권의 행사는 행정청 내에 구성된 기관에게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라 평가하면서, 그 근거로 ‘표시·광고심의업무는 국
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사·검사·검정·관리 등의 업
무와는 성질을 달리’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여섯째, 흔히 ‘인증마크’로 오인되는 ‘식별도안’의 문제다. 이는

39) 문상덕(2009)의 서술을 보충하면, 건기식법 제19조 4항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의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호로 규정된 자격을 보면 ‘1.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
람, 3.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4.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3호를 제외하면, 직접적
으로 산업계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산업계와 근연(近緣) 관계에 있다
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일 것이다. 참고로 송기호(2010)는 식품위생법에 근
거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로 미루
어보아 보건·식품 부문에서 관련 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의 문제는 여러 측면에
서 보다 활발한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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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 실제 ‘인증’ 절차나 행위가 존
재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상통하는데, 이 점에서 통상적인 관념에 비
추어 다소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증’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
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국가기술표준원)로 정의40)된다. 단지 이러한 정의에
만 근거하면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화 과정에 ‘인증’ 체계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실정법상에 존재하는 타 ‘인증’ 제도들
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KS인증이
나 HACCP인증, GMP인증, 혹은 유기식품이나 전통식품인증 등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법(건기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법령 체계의 어디에서도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
다. 또한 상술한 인증들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정부기관, 혹은 민
간기관에 의한 제품이나 영업장 등에 대한 실사(實査)가 없이 제조
되고 판매되며, ‘식별도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10월 이후 도입되었
을 뿐이다41). 그런데 새로운 식별도안에 예전과 달리 ‘식품의약품안
전처’라는 기관명까지 병기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왜냐하면 2014년의 이른바 ‘백수오 복합추출물’ 사태 이후, 등
급제 개편 등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이 공청회 등

40) 또 다른 정의로 ISO의 ‘생산물, 공정,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건에 적합한 것
인가를 제3자가 문서로 보증하는 절차’나, 최환용(2015)의 ‘정부기관 또는 공신
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제품의 품질 또는 시스템의 품질보증 능력에 대하여 일
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규정된 기준과의 적합성 또는 그 품질의 우수성을 증
명해주는 제도’ 등이 있는데, 본문의 정의와 개념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41) 다만 지금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기식법이 생기기 전 명칭인 ‘한국건
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협회’로 활동하던 1990년대 후반에, 협회의 민간인증으
로 ‘건강보조식품 인증’이 있기는 하였다. 따라서 이를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건
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입장에서 건기식법 시행 이후 실제 ‘인증’의 귀찮은 절차
가 없어진 대신 본 식품의 기능성을 민간이 아닌 국가가 보증(warranty)하는
것처럼 비치게 함으로써 공신력은 더욱 높아지는 형태의 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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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최근에야 논의되고 있는 상황42)임에도 불구하고 식별도안
에 관할기관명을 명기하는 방식이 먼저 시행되었다는 사실이, 소비
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러
한 조치가 가장 마지막 순서로 왔어야 더욱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
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은 대부분 운용상
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표준’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각 문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많은 부분 서로 얽히어 각
모순을 상호 강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다음 절부터 국제기구나 주요국 제도
표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3.3. CODEX 표준과 국내 법제의 비교분석
3.3.1. CODEX 표준에서의 식이보충제 개념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43)는 식품에 대한 국제적인 기본규약
을 정하는 정부 간 협의기구로 1962년에 FAO와 WHO의 합동식품
규격작업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규격

(Standard)이나 지침(Guideline),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등의
표준은 국제법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WTO 체제 하에서

가

장 공신력 있는 국제기준44)으로 받아들여진다.
42) 일례로 2016년 6월에 발표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향
후 2년간 생리활성기능 3등급 원료를 재평가하고, 이후 더 높은 등급 원료까지
재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참고로 2016년 2월 현재 2등급 원료가 8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3등급 원료는 12.9%, 1등급 원료는 1.6%에 불과하다.
43) 엄밀하게는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가 정확한 명칭이나 보통
CODEX로 불려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44) 예를 들어 WTO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 조치) 협정문 제3조 ‘조화(Harmonization)’에 따르면, SPS 조치를 가
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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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ODEX에는 212개의 상품규격과 70종의 지침, 그리고 49개
의 실행규범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혹은
식이보충제에 꼭 그대로 들어맞는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에서 1995년 이래 오랜 기간 관련 논의
를 지속해온 결과, ‘비타민 및 무기질 식품보충제(Vitamin and
Mineral Food Supplements)’, ‘특수용도식품(Special Dietary Uses)’,
‘특수의료용도식품(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 등의 개념
을 정식화하고 관련 규격이나 지침을 확정·발표하고 있다.
‘비타민 및 무기질 식품보충제’는 이 중 ‘건강기능식품’과 가장 유
사한 식품으로, ‘일상식이를 통해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섭취를 보충
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 또는 혼합 형태 영양소의 공급원으로서 캡
슐, 정제, 분말, 액상 등의 형태로 판매되며 소량 단위로 섭취하도록
제조되고 일반적인 식품 형태로는 제공되지 않는’ 식품으로 정의된
다(CAC/GL 55-2005)45). 이는 ‘건강기능식품’ 중 한 품목군, 혹은 원
료인 ‘비타민 및 무기질’과 거의 같은 개념46)이며, 건기식법에서 제
형 제한이 폐지되기 전까지의 정의와도 거의 일치한다.

그 외 ‘특

수용도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는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의 동명의 식품기준과 개념상 거의 일치한다. 즉, 식이보충제로서의
를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이 때 WTO가 인정하는 국
제기준 제정 기구 세 곳 중 하나로 CODEX가 적시되어 있다. 다른 두 기관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므로, 기본적으로 ‘식품’과 관련
해서는 CODEX 기준이 거의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정빈 외(2015) 참조.
45) 원문은 다음과 같으며, 본문은 원문을 다소 의역하였다. : Vitamin and
mineral food supplements are sources in concentrated forms of those
nutrients alone or in combinations, marketed in forms such as capsules,
tablets, powders, solutions etc., that are designed to be taken in
measured small-unit quantities1 but are not in a conventional food form
and whose purpose is to supplement the intake of vitamins and/or
minerals from the normal diet.
46) 앞선 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크게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대별되며, ‘고시형 원료’는 다시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로 구분된다. 이 ‘영양소’가 ‘비타민 및 무기질’+α로 이루어지는데, CODEX
표준의 ‘비타민 및 무기질 식품보충제’는 바로 여기에 대응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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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범위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넓은

편으로,

CODEX 기준에서는 그 범위를 ‘비타민 및 무기질 식품보충제’에 국
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타민 및 무기질 식품보충제’가 아
니면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이 있다면, 과연
그런 식품이 자신의 기능성을 표시하고 홍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CODEX는 이를 다음 소절에서 보듯 일반적인 식
품 전체에 적용되는 ‘강조표시(Claims)' 기준 차원에서 해결47)하는
데, 여기에 CODEX 표준과 우리나라 법제의 큰 차이가 있다.

3.3.2.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CODEX 표준
CODEX는

1985년에

‘영양표시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CAC/GL 2-1985)'을 마련하였으며, ‘건강강조표
시(health claims)' 역시 최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
련 산업이 발전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97년에 이와 별도로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CAC/GL 23-1997)'을 마련하였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48)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건강강조표시’는 ‘식품 혹은
식품 성분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서술하거나 연상하게 하거나 암시
하는 모든 표시’49)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영·유아용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강조표시’는, 다시
‘영양소 기능 강조표시(Nutrient function claims)’, ‘기타 기능 강조
표시(Other function claims)’, ‘질병위험 감소 강조표시(Reduction of
47) 이는 이어질 미국과 EU의 법제에서도 공통되는 사실이다.
48)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3년에 있었다.
49) 원문은 다음과 같으며, 본문은 원문을 다소 의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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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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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risk claims)’로 세분된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강조표시, 혹은 기능들은 우리나라 ‘건강기능
식품’의 ‘기능성’과 용어나 정의가 비슷해 보인다50). 그리고 반드시
현재의 관련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근거자료들이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평가에 의해 검증된 것이어야 하는 점 역
시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CODEX 지침 안의 몇 몇 예시를 정리
한 다음 <표 3-5>에서 알 수 있듯, CODEX 표준과 ‘건강기능식품’
의 기능성 표시 양상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최초
건기식법을 돌아보면, 제형이 제한되어 있어51) 그러한 제형으로 제
조되지 않은 식품, 대표적으로 농산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받거나 표시할 방도 자체가 없었던 것에 비해,
CODEX 표준은 제형을 제한하는 별도의 식품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고, 그저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식품이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만
된다면 ‘건강에 대한 기능’을 강조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
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내에서의 영양소 A의 역할이 과학적
으로 분석되어 있다면, 그 영양소의 역할과 더불어 그러한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 X는 영양소 A 함량이 높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식품의 ‘영양소기능’이나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CODEX 표준이다.

<표 3-5> 세부 건강강조표시별 예시
구 분

예 시

50) ‘영양소 기능 강조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기능’에, ‘기타 기능 강조표
시’는 ‘생리활성 기능’에, 그리고 ‘질병위험 감소 강조표시’는 동명의 기능에 대
응된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어느 건강기능식품(원료 및 성분)이 가진 ‘기능’
을 정의하는 목적의 표준이라면, CODEX 표준은 표시(Labeling)에 적용하기 위
한 목적의 표준이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51) 전술한 바와 같이 이후 건기식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형 규제가 폐지되기는 하
였으나, CODEX 지침 및 그 안의 예시문에서 보이는 건강강조표시와 우리나라
건기식 법에 의한 기능성 표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 및 표시 내
용 등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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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시

영양소기능
강조표시
기타기능
강조표시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

영양소 A(체내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영양소 A의 생리학적인 역할). 식품 X
는 영양소 A 함량이 높다.
물질 A(건강과 관련하여 신체적인 기능 또는 생물학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개선하는데 미치는 물질 A의 영
향). 식품 Y는 물질 A를 X g 함유하고 있다.
영양소 A 또는 물질 A를 많이 섭취하는 건강식을 하게
되면 질병 D의 위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식품 X에는
영양소 A 또는 물질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자료 : Codex 홈페이지, ‘CAC/GL 23-1997’

나아가 이러한 CODEX 표준은 강조 표시된 식품의 표지나 표시
사항에 ‘건강에 좋은 식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서술(A
statement on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healthy diet)’을 함
께 하게 함(CAC/GL 23-1997, 8.4.7 참조)으로써, 소비자가 지나치게
어느 하나의 식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식품 부문의
건강강조표시와 관련한 CODEX의 이러한 대원칙은 식품 내 하나의
구체적

식품

(CAC/GL

범주인

‘비타민

55-2005)’에서도

및

잘

무기질

보충제에

드러나는데,

동

대한

지침

지침의

서문

(Preamble)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가 적혀 있다. ‘식품은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많은 물질을 함유하므로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제를
고려하기 전에 식이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52).’
CODEX 표준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우리나라 식이보충제 표준과
비교하여 요약·제시하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우리나라와 CODEX의 식이보충제 관련 표준 비교
구분

우리나라

CODEX

52) 원문은 다음과 같으며, 본문은 원문을 다소 의역하였다. : Because foods
contain many substances that promote health, people should therefore be
encouraged to select a balanced diet from food before considering any
vitamin and mineral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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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나라

CODEX

식이
보충제
원료

· 고시형 원료: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 α) + 기능성 원료
· 개별인정형 원료

비타민 및 무기질

건강강조
표시가능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전체
(가공 여부 무관)

건강강조
표시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질병위험 감소 기능
('강조표시‘보다 ’기능‘에 초점)

영양소 기능, 기타 기능,
질병위험 감소

제형
기타

초기에 제한하였으나, 이후 폐지 일반 식품 형태와 다르게 제한
‘인정’ 및 식별도안
(국가 공인 뉘앙스)

일상적 식이의 중요성 표기

3.4. 미국의 관련 표준과 국내 법제의 비교분석
3.4.1. 미국의 식이보충제 개념
미국에서 식이보충제는 기본적으로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이하
DSHEA)'에 의하여 관리된다. 그런데 이 법은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법이 아니라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of 1938, 이하 FDCA)'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종류
의 법이기 때문에, 식이보충제가 엄밀하게는 이러한 FDCA에 의하
여 규율된다고 봐야 논의의 맥락이 정확히 잡힐 수 있다53).
53) 법계(法界)를 달리 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계통이 아닌 ‘영미법’ 계통
에 속하는 미국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처럼 모법과 이의 수정법의 관계와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 DSHEA의 정식명칭은 ‘식이보충
제 관련 표준 수립과 다른 여러 목적을 위하여 FDCA를 개정하는 법(An Act
to amend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to establish
standards with respect to dietary supplements, and for other purposes)'으
로, DSHEA는 이의 별칭, 혹은 'Short Title'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많은 논
문이나 보고서가 법들 간의 이러한 관계에 주의하지 않은 채 연도별로 단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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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HEA에 의하면 식이보충제는 ‘비타민, 무기질, 허브 또는 다른
식물, 아미노산, 전체 식이 섭취를 증가시켜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사람이 사용하는 식이성분과 이들의 농축물, 대사물, 구성물질, 추출
물 또는 혼합물 중 한 가지 성분 이상을 함유하고 식단을 보충하기
위한 것(21 U.S.C. 321)’으로 정의된다. 기본적으로 정제, 캡슐, 분말,
소프트젤, 또는 액상의 형태로 제조되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형태
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식품(conventional food)이나 식단의 단일 품
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상 ‘건강기능식품’과 성분
측면이나 기능 측면에서 유사한 정의인 것으로 판단되며, 제형 역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곽노성 외, 2007; 강은진
2011). 다만 ‘일상적인 식품’이나 ‘식단의 단일 품목’과는 다름을 명
시한 점에 주목을 요하는데, 이는 건강에 대한 기능이 있고 없음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식이’ 상의 용도나 관습 등을 고려
한 구분이라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또한 사전에 FDA의 승인을 받
지 않아도 되며, 제품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판매업자 등에게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김규호 외,
2015). 이밖에 업계나 학계에서 ‘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이란
용어도 사용되기는 하나 법적으로 공식적인 용어나 개념은 아니
다54).
렬하여 FDCA, DSHEA, 그리고 후술할 NLEA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는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를 낳을 수도 있는 잘못된 접근법이다. 당장 위
의 본문만 하더라도, 자칫 식이보충제가 DSHEA와만 관련이 있고 FDCA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소절과 이어지는 소절에서 법들
간의 이러한 관계를 염두에 두는 일이 왜 중요한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54) 미국의 전문지 Nutrition Business Journal에 따르면 ‘기능성식품’은 ‘특정성분
을 강화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능성을 함유한 식품’으로 다소 포괄적인 정의
를 가지나, 이와 별도로 Supplements가 ‘비타민, 미네랄, 허브, 식사대용식품,
스포츠/영양강화식품, 스페셜티’ 등으로 명확히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
내에서도 가령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의 발간물(예: 2014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서 Supplements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개념과 유
사하게 보고 있다. 한편 미국 많은 대학에서 영양학 교과서로 유명한 Insel et
al.(2009)에서는 ‘기능성식품’을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생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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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미국의 식품 ‘기능성 관련 강조표시’ 관련 표준
미국에서 식품 부문의 기능성 관련 정보표시에 관한 표준은 1990
년에

‘영양표시교육법(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 이하 NLEA)'이 만들어지면서 처음 마련되었고, 이후 1994년
의 DSHEA, 1997년의 ’FDA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 이하
FDAMA) 등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되었다. 이들 법은 모두
FDCA의 관련 조항을 개정한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식품
에 적용됨55)은 물론, FDCA의 큰 틀에서 각기 상호보완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데,

이는 특히

이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FDA의

CFR(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법규집)56)에 잘 반영되

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유용한 효과를 가진 식품(Foods with beneficial
physiological or psychological effects beyond providing essential
nutrients.)’으로 정의하면서, 오메가-3, 마늘, 귀리, 콩단백질, 요구르트 등의 예
를 들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식품’ 개념을 ‘식이보충제’나 ‘일반식품’과 구분하
는 일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55) 일례로 Kinsey(2001)에 따르면, 존슨 앤 존슨에서 버터와 마가린의 대체품으
로 개발한 ‘베네콜(Benecol)'은 최초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을 근거로 식
이보충제로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FDA가 ‘일상적인 식품(conventional food)’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아 그냥 식품으로 유통시킨 케이스라 한다.
그렇더라도 FDCA에 근거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기능성을 표시하는 데
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56) 미국의 법체계는 헌법 아래에 연방법률, 그리고 연방법률 아래에 이를 집행하
기 위한 행정법규(US Rules and Regulation)가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배
성현, 2016). 이에 따라 FDA와 같은 행정부처·기관은 연방의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실무
를 추진하며, 이러한 법규의 모음집을 CFR이라 한다(황의관, 2014). CFR은 주
제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는데, 가령 식품의 표시(Food Labelling) 관련 법규는
'21 CFR.101'에 정리되어 있다. 즉, NLEA, DSHEA, FDAMA 등의 ‘연방법률’
내에서 식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이의 하위법에 해당하는 ‘행정법
규’인 ‘21 CFR.101’에서 집약 ·구체화되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
종한(2016)은 이러한 체계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규
칙이 우리나라처럼 해당 법률 조문별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분야별로 구
분되어 규제법전에 편재되어 등록’되는 시스템으로 요약하면서, ‘매우 실용적이
고 규제의 내용을 분야별로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어 중복입법이나 중복규제의
염려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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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이상의 법들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식품의 기능성 관련 강조표시
는 ‘영양소함량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s)’,

‘건강강조표시

(health claims)’, ‘구조/기능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s)’로
구분된다. 이 중 ‘영양소함량강조표시’는 정량적인 영양소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표시이므로, 우리나라의 기능성 표시 표
준과 유사한 표준은 ‘건강강조표시’와 ‘구조/기능강조표시’로 압축된
다. ‘건강강조표시’는 다시 NLEA에 근거한 ‘NLEA 승인 건강강조표
시(NLEA Authorized Health Claims)’와 FDAMA에 근거한 ‘권위
있는

발표57)에

기초한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

Based

on

Authoritative Statements)’, 그리고 법적효력은 없으나 FDA 자체
프로그램(Consumer

Health

Information

for

Better

Nutrition

Initiative)에 의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건부 건강강조표
시(Qualified Health Claims)’58)로 구분된다. 이 중 'NLEA 승인 건
강강조표시‘와 ’권위 있는 발표에 기초한 건강강조표시‘는 이른바 ’충
분한 과학적 합의(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 SSA)‘59)에 기
초해야 하며, ‘조건부 건강강조표시’는 그만큼의 과학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조건부로 건강에 대한 기능을 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중 일례로 몇 개 ‘NLEA 승인 건강강조표시’의 근거 행정법규
와 표시/표현 모델(Model health claims)을 표로 정리하면 <표
3-7>과 같다. 대체로 표현이 포괄적이고 신중하며, 식이보충제는 물
론 다른 식품, 특별히 과일이나 채소 등의 1차 농산물과도 직접적인
57) 법령에 따르면 여기서의 ‘권위 있는 발표’는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나 질병관리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혹은 공적 책임을 지는 정부 산하단체가 한 발표를 뜻한다.
58) ‘조건부 건강강조표시’는 법적 근거가 따로 없으므로 FDA 홈페이지에서만 관
련정보와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www.fda.gov/Food/IngredientsPackagingLabeling/LabelingNutrition/ucm
2006877.htm)
59) ‘과학적인 견지에서 양적으로 충분하고 서로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를 뜻한다(강은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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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건강강조표시의 경우 ‘충분한
과학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may(～수 있다.)'조동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7> 미국 ‘NLEA 승인 건강강조표시’의 예와 근거 행정법규
구 분

표시/표현 모델

행정법규

생활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칼슘, 비타민 D와
21 CFR
적절한 칼슘을 섭취하면 골다공증의 위험을
골다공증
101.72
줄일 수 있다.
과일, 채소가 풍부한 저지방 식이는 여러 요
인들과 연관된 질병인 일부 암의 위험을 낮 21 CFR
과일, 채소와 암
출 수 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A, C 함량 101.78
이 높고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이다.
매일 25g의 콩단백질을 포함하는 포화지방
콩 단백질과
과 콜레스테롤이 낮은 식이는 심장질환의 21 CFR
심장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X에는 00g의 콩단백 101.82
질이 들어 있다.
주) 표시/표현 모델은 통상 각 행정법규의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어 있음.
자료 : FDA 홈페이지,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Subpart E’

한편 ‘구조/기능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s)’는 첫째, 인
체의 일반적인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나 식이성분의
역할, 둘째, 인체의 일반적인 구조나 기능을 유지하는 영양소나 식
이성분의 역할, 셋째,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양결핍증과
관련된 유익에 대한 표시를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약과 식품, 그리
고 식이보충제에 모두 표시가 가능했는데, DSHEA 이후 특히 식이
보충제 부문에서 세부적인 몇 가지 개념이 재정립되고 규정도 보완
되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내용은, 식이보충제의 경우 FDA의 사전
심사가 없어도 ‘구조/기능강조표시’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음
<그림 3-5>에서 보듯 그러한 내용이 FDA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았
으며, 제품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단
서(disclaimer)문구를 명기해야 한다는 점60)이다. 이는 ‘건강기능식
60) 정확한 Text는 다음과 같다. ‘This statement has not been evalu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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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름이 명기된 식별도안이 부착되는 우리
나라와 정반대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5> 미국의 식이보충제 단서 문구 표기 예시

자료: 직접 촬영

뿐만 아니라 DSHEA에서 일반식품을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식품의 경우에도 단지 ‘표시는 진실해야 하고 오인하도
록 해서는 안 된다’는 FDCA의 라벨링 관련 일반규정 하에 이러한
구조/기능강조표시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와 다
른 점61)이다. 게다가 일반식품의 경우는 단서문구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62).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21 CFR 101.93)
61) 곽노성 외(2007)는 이를 가리켜 ‘식이보충제에 대한 구조/기능강조표시가 법에
허용함을 명시하는 적극적 방식인 반면, 일반식품은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소극적 방식’(p.55)이라 분석하고 있다.
62) 이와 관련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 FDA does not require conventional
food manufacturers to notify FDA about their structure/function claims,
and disclaimers are not required for claims on conventional foods.
아래에 링크하는 FDA 홈페이지에서 일반식품의 구조/기능강조표시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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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제도적 표준과 비교하여 요약·제시하면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우리나라와 미국의 식이보충제 관련 표준 비교
구분
식이
보충제
원료

우리나라

미국

· 고시형 원료: 영양소(비타민 및 비타민, 무기질, 허브, 또는
무기질 + α) + 기능성 원료
다른 식물, 아미노산, 식이성분
· 개별인정형 원료
등의 식단보충용

건강강조
표시가능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전체

건강강조
표시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질병위험 감소 기능
('강조표시‘보다 ’기능‘에 초점)

제형

최초 제한 → 제한 폐지

기타

‘인정’ 및 식별도안
(국가 공인 뉘앙스)

· 건강강조표시(NLEA 승인,
FDAMA 근거, 조건부)
· 구조/기능 강조표시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일상식으로 오인되지 않아야
함.
구조/기능강조표시가 FDA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았음을
표기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복잡해보이는 미국의 식이보충제 표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능성의 존재 여부 문제와 기능성
표시 가능 여부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SSA로
대표되는 과학적인 판단63)을 가장 앞세우는 것이 미국 법제의 원칙
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과학’은 단지 어떤 성분을 분
http://www.fda.gov/Food/IngredientsPackagingLabeling/LabelingNutrition/ucm2
006881.htm
63) 사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서도 ‘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란 표현을 찾
아볼 수 있다. 즉 16조에서 기능성 원료와 관련하여 ’확보된 과학적 근거 자료
의 수준이 과학적합의(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에 이를 수 있을 정도
로 높을 경우‘에는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칼슘‘과 ’비타민 D'(이상, 골다
공증), 자일리톨(충치)만이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을 인정받고 있어, 미국의
SSA 근거 식품/성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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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거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좁은 개념이라기
보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과학적 방법론, 즉 ‘관찰과 실험을 통해 검
증가능한 객관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반증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새
로운 이론에 대한 끊임없는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과 유사한 관점
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SSA를 충족하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
성을 일반적인 식이 생활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는 맥락 위에서
비교적 신중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일상적으로 먹어온 식품과 식단에 내재하는 기능성의 잠
재력을 수용하고 있다. 후자, 즉 기능성 강조 표시 여부와 관련하여
서도 이러한 태도는 이어진다. 기본적으로 일반식품이든 식이보충제
든 모두 기능성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더불어 조홍식(2007)의 분석처럼 여기에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원칙64)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미국에서
는 식이보충제가 ‘필터 표준’이 아닌 ‘범주 표준’에 해당하는 식품군
이라는 점도 기억할 대목이다. 따라서 특별히 국가기관이 인정, 혹
은 인증을 하는 일도 없으며, 나름의 특성을 가진 하나의 식품 카테
고리로 보는 가운데 단지 그러한 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수정/보
64) 조홍식(2007)은 미국에서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를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몇 건의 판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미 연방 대법원 등 미국 사법부는 소비자에 대한 정부 부처의 ‘후견주의
(paternalism)적 접근’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흡사 최면상태로
상품구입을 권유받고, 따라서 항상 그릇된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
다’고 보아 수용할 수 없는 관점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어느 하나의 식품이 소
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유해함을 입증하지 못한 채로 유해성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 입장에서, 설령 영리적 목적의 표현이 일부 있다 하
더라도, 비영리적 표현보다는 엄격한 규제를 받을지언정 적어도 일정한 정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보호의 정도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
로써 향유할 수 있는 사익과 정부규제에 의해 창출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 사법부의 입장이다. 넷째,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합리적 선택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까지를 포함하여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라고 미국 사법부는 보고 있다. 조홍식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
라에서도 설령 기업계의 주장이 단지 보다 우호적인 규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동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시장 활동의 근원인 자유의 본체를
고민하는 차원에서의 ‘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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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해가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특별대우’가 없다 하여 관련 산업이
진흥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보건적 차원에서도 과학적 근거의 강
화, 상술한 신중한 표시/표현들이나 균형 잡힌 식단 자체의 끊임없
는 강조, 그리고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의 부여
등을 통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성을 낮춰가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3.5. EU의 관련 표준과 국내 법제의 비교분석
3.5.1. EU의 식이보충제 개념
EU에서 식이보충제는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s)로 불린다.
이는 ‘일상식단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양이나 생리효과를 가
진 영양소 또는 다른 성분을 농축한 것을 단일로, 혹은 혼합하여 어
떤 복용량(dose) 형태로 판매하는 식품’(Directive 2002/46/EC)을 뜻
한다. 복용량의 형태로는 ‘캡슐, 파스틸레스, 정제, 환약과 유사한 형
태, 분말봉지, 액상 앰플, 방울 분배병이나 유사한 액상 형태, 소량으
로 섭취되도록 고안된 분말’65) 을 동 지침66)에 명시하여 CODEX와
65) 이러한 식이보충제의 정의는 2조(Article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 ‘food supplements’ means foodstuffs the purpose of which is to
supplement the normal diet and which are concentrated sources of
nutrients or other substances with a nutritional or physiological effect,
alone or in combination, marketed in dose form, namely forms such as
capsules, pastilles, tablets, pills and other similar forms, sachets of
powder, ampoules of liquids, drop dispensing bottles, and other similar
forms of liquids and powders designed to be taken in measured small
unit quantities.’
66) EU내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규범은 크게 조약(Treaty), 규정
(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로마조
약, 파리조약, 유럽연합조약 등의 조약이 1차적 법원(法源), 집행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 지침, 결정 등이 2차적 법원으로 일컬어진다. 본 절에서는 주로
‘지침’과 ‘규정’을 다루게 되는데, 지침의 경우 EU 이사회가 전반적인 개념과 목
표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개별회원국에 위임하는 형식의 규범으
로서, 주로 회원국별로 국내적 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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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제형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이 지침의 1조에서 지
침이 다루는 대상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6조 2
항에서는 라벨링과 광고 등이 식품보충제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
거나 치료하는 제품인 것처럼 비치게 하지 말아야 함67)을 적시하여
의약품과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3항에서는 1일 권장량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과 함께 식품보충제가 다양한 식단의
대체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라벨링에 반드시 표기68)하도록 정하여
일반적인 식품과도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식이보충제와 관련된 표준이 ‘규정’이 되지 못하고 ‘지침’으
로 다뤄지는 것은 그만큼 식이보충제의 개념화, 표준화가 쉽지 않은
문제임을 방증한다69). 실제 지침 2002/46/EC에서도 비타민과 무기질
만 성분 규격을 밝힐 뿐 타 영양소나 성분에 대해서는 회원국별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식이보충제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도
본 지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다음 소절에서 보듯
‘식품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규정에 의하여 식품보충제의 기능성
표시 문제 역시 관리되기 때문이다.

3.5.2. EU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관련 표준
EU의 ‘식품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nutrition and health claims
부적절할 때 제정된다. 그러나 ‘규정’의 경우 별도의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모
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회원국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하여 각
국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차이가 있다(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2016).
67) 원문은 다음과 같다. : The labelling, presentation and advertising must
not attribute to food supplements the property of preventing, treating or
curing a human disease, or refer to such properties.
68) 원문은 다음과 같다. : the labelling shall bear the following particulars:
(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food supplements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a varied diet.
69)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능성 원료인 ‘알로에 베라’의 경우, 이탈
리아나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식이보충제의 원료로 허용되고, 불가리아나 오
스트리아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체코나 핀란드에서는 제형 제한 하에 허용
된다.(European Advisory Servic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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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on food)’는 규정 1924/2006(Regulation(EC) No 1924/2006)에
의하여 규율된다. 본 표준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모든 식품을 대상
으로 하며, ‘지침’이 아닌 ‘규정’이므로 EU 모든 회원국이 이 표준에
일률적으로 기속된다. 한편 동 규정의 13조 3항에 근거하여 이후에
제정된 규정 432/2012(Regulation(EU) No 432/2012)에 EU 회원국의
신청과 EU 차원의 심의를 거쳐 EU 전역에 ‘허용된 건강강조표시
목록’이 제시되고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할 때 EU의 ‘영양 및 건강강
조표시’ 체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강조표시(claims)를

살펴보면,

우선

EU의

표준이

CODEX 표준의 정의와 요건에 대한 검토 위에서 마련된 점70)이 주
목을

요한다.

식품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를

‘영양강조표시

(nutrition claims)와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로 대별할 수 있
으며,

‘건강강조표시’는

다시

‘일반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

other than those referring to the reduction of disease risk)와 ‘질
병위험감소 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로 나뉘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CODEX와 유사하다.
이 중 ‘영양강조표시’는 어떤 식품이 ‘에너지나 영양소, 기타 성분
등을 적정 수준으로, 혹은 더 많게나 적게, 공급하거나 가졌다는 사
실로 인해 유익한 특정의 영양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서
술,

암시,

혹은

내포하는

표시’를

뜻한다.

‘저포화지방(LOW

SATURATED FAT)’, ‘무설탕(SUGARS-FREE)’, ‘식이섬유의 원천
(SOURCE OF FIBRE)’, ‘비타민의 원천(SOURCE OF [NAME OF
VITAMIN/S])’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규정 1924/2006의 부록에서 표
시 문구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강조표시’는 ‘특정 식품군이나 특정 식품 또는 그 식품의 구
성물 중의 하나와 건강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서술, 암시, 내포하는
표시’로 정의되는데, ‘일반 건강강조표시’는 그 중에서 ‘성장, 발달 및
70) Regulation(EC) No 1924/2006의 서문(Whereas) (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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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기능에 대한 역할이나 심리학적, 행동학적 기능’ 등의 내용
을 묘사하거나 언급하는 표시를 뜻하며,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는
‘인체질병의 발전 과정에서 위험 인자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을
서술, 암시, 내포하고 있는 표시’를 가리킨다. 중요한 것은 두 표시
모두 라벨 속에, 혹은 광고 속에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이 요법과
건강한 생활양식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문구’가 있어야만
허용되는 표시들이라는 점(규정 1924/2006의 10조)이다. 다만 ‘일반
건강강조표시’와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는 심의 및 승인 절차가 각
기 다르다. 즉, ‘일반 건강강조표시’의 경우 앞서 언급한 규정
432/2012의 목록에서 허용하고 있는 요건과 문구에 부합된다면 별도
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의 경우 규
정 1924/2006의 15조, 16조, 17조, 19조에 제시된 절차대로 회원국
담당기관 및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유럽식품안전
청)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게 된다71). 두 표시가 ‘건강강조표시’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각각의 독자성을 또한 감안하여 서로 다른 절
차가 적용되는 것이다.
규정 432/2012의 목록에는 본 절의 검토 목적에 비추어 흥미로운
내용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이 목록이 ‘일반 건강강조표시’뿐 아니라,
‘영양강조표시’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규정상에서 16
개에 달하는 비타민-C의 강조표시 중 하나인 ‘혈관 기능을 위한 콜
라겐 합성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규정 1924/2006의 부록에 따라 ‘비
타민-C의 원천’이라는 ‘영양강조표시’를 한 식품의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일반 건강강조표시’다. ‘영양강조표시’에 의하여 영양소나 성분
이 특정되고, 이와 연동한 ‘일반 건강강조표시’ 목록에 의하여 그 영
양소나 성분의 역할이 서술되는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흥
71) 단, ‘일반 건강강조표시’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규정 432/2012과 별개로 새로
운 과학적 자료나 사적 연구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규정 1924/2006의 18조에
제시된 절차를 통해 EFSA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표시를 쓸 수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개별 인정형 원료’와 비슷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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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운 사실은, 1차 축·수산물인 ‘육류나 생선(Meat or fish)’이 ‘아
연이 함유된 식품과 함께 섭취 시 아연의 흡수율 개선에 기여’한다
는 이유로 그 자체로 동 규정의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상 살펴본 EU의 식이보충제 관련 표준은 ‘다양하고 일상적인
식이’의 강조나 식품 부문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규정이 식품보충
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 등에서 CODEX나 미국의 표준과 유
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식품보충제가 ‘필터 표준’이 아닌 ‘범주
표준’에 해당하는 식품군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좀 더 엄
밀히 평가하자면, 식품보충제의 제형에 제한이 있고, 식품보충제 관
련 지침과 ‘건강강조표시’ 관련 규정에서 식품보충제의 라벨링 내용
중 하나로 ‘다양한 식단’의 중요성을 명기하도록 굳이 이중으로 정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는 CODEX 표준에 보다
가까운 표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우리나라와 EU의 식이보충제 관련 표준 비교
구분

우리나라

EU

식이
보충제
원료

· 고시형 원료: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 α) + 기능성 원료
· 개별인정형 원료

영양소 또는 다른 성분
(단, 규격은 ‘비타민 및
무기질’만 존재)

건강강조
표시가능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전체

건강강조
표시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질병위험 감소 기능
('강조표시‘보다 ’기능‘에 초점)

· 일반(승인 불필요 + 심의
및 승인 필요)
· 질병위험 감소(심의 및 승인
필요)

제형

최초 제한 → 제한 폐지

제한(dose 형태로 판매)

기타

‘인정’ 및 식별도안
(국가 공인 뉘앙스)

균형 잡힌 식이요법과 건강한
생활양식의 중요성 표기 의무

3.6. 일본의 관련 표준과 국내 법제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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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일본의 식이보충제 개념
일본에서 ‘식이보충제’는, 우리나라가 그렇듯, 정제, 캡슐 형태의
식품을 가리켜 사용되는 용어이긴 하나 행정적 정의가 없는 개념이
다. 그보다 일본에서는 우리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어인 ‘보건
기능식품’이 법적으로 표준화된 식이보충제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건기능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 그
리고 ‘기능성표시식품’을 한데 묶어 일컫는 표현72)으로, 2001년 4월,
후생성에 의하여 관련 정책이 발표된 이래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정세영, 2003).
이 중 ‘특정보건용식품’은 ‘식생활에 있어서 특정 보건 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 대해 그 섭취에 의해 해당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을 일본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식품’(일본 ‘건강증
진법’ 제2조 제1항)으로 정의된다. 기본적으로 개별심사와 소비자청
의 허가를 핵심 절차로 삼는 가운데, 허가실적이 충분하여 심사가
면제되는 ‘규격기준형’, 관여성분의 질병위험 저감효과가 인정되는
‘질병위험 경감표시형73)’,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한정적인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등이 시장에 존재한다. 허가 절차는 까다로운 대신
에 제형에 제한이 없어 과자나 음료수로도 출시되며, 신선농산물 역
시 대상 식품이긴 하나 아직 허가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양기능식품’은

‘신체의 건전한 성장, 발달, 건강 유지에 필요한

72) ‘기능성표시식품’은 2015년 4월 이래 법제화되어 그 역사가 짧은 식품군이며,
그전까지는 ‘보건기능식품’이 단지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만을 가리
키는 용어였다. ‘기능성표시식품’의 법제화는 여러 측면에서 일본의 관련 표준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므로 본 절에서도 중요하게 다룬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일본의 관련 표준이 한층 더 복잡해졌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후술하는 본문에서 좀 더 자
세히 설명될 것이다.
73) 현재 인정되어 있는 관여성분은 칼슘(골다공증의 위험 저감)과 엽산(척추갈림
등 신경관 폐쇄 장애를 가지는 아이가 생기는 위험 저감) 뿐이다(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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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의 보급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일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으로 정의된다.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에 대해 적용되며, 규격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적합하
다면 별도의 심사나 허가 없이도 영양성분의 기능 표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의 고시형 원료 중 영양소를 원료로 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허가대상이 되는 영양성분은 2016년 8월 말 현재
20종74)으로 28종인 우리나라보다 적다. 또 대상 식품이 가공식품과
달걀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2015년 4월 ‘식품표시법’ 시행 이후

채

소, 과채, 축·수산물등의 신선식품75)까지 확대되었다76).
‘기능성표시식품’은 ‘사업자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
능성을 표시하는 식품’으로 정의되며,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2015년 4월에 처음 도입된 식품군이다. 식품 부문의 규제완
화 차원에서 2013년 6월 이래 총 8회의 검토회의를 거쳐 공표되었
는데, 이를 위해 미국의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 정책과
‘구조/기능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s)’ 개념을 주되게 참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T, 2015a; 식품안전정보원, 2015). 임상실험
으로 입증한 실험 데이터나 논문 등의 과학적인 근거를 사업자가
소비자청에 제출하여 신고 후 신체에 대한 기능을 표시할 수 있으
며, 식이보충제 형태의 가공식품,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 식품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하다(식품표시기준 제2조). ‘특정보건용식품’
보다 판매가 용이하고, ‘영양기능식품’보다 다양한 원료를 포괄한다
는 점에서 ‘규제완화’적 성격이 분명해 보이며, 이에 시행 1년도 안
된 2016년 3월 7일 기준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건수가 총 240
74) 아연, 칼슘, 철, 구리, 마그네슘,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A, 비타민
B , 비타민 B  , 비타민 B  , 비타민 B  ,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엽산,
비타민 K, n-3계 지방산, 칼륨(영양기능식품 표시기준)
75) ‘신선식품’의 정확한 일본어는 ‘생선식품(生鮮食品)’이나 우리말 어법에 맞게
연구자가 고쳐 썼다. 주로 ‘가공식품’과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며, 식품표시법
에 따른 식품표시기준(헤세 27년 내각부령 제10호)에서도 이 용어가 쓰인다.
76) 단, 신선식품의 경우 ‘식품표시기준’ 제21조에 의거, 영양성분 기능을 표시하려
면 보존방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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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식품안전정보원, 2016). 특정보건용
식품의 경우, 1997년 관련 제도의 시행 이래 2016년 4월까지 20년
간 총 1,251개의 상품만이 허가·승인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기능성표시식품제의 도입은 일단 관련 시장에 적잖은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대체로 ‘식품표시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그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우리와 비슷하게 여겨졌던 일본의 ‘식이보충제’ 표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찰된다.

3.6.2. 일본의 식품 ‘기능성강조표시’ 관련 표준
일본에서 식품의 ‘기능성’과 관련된 강조표시는 2015년 4월 이래
‘식품표시법’에 집약되어 운용되고 있다78). 식품에 대한 표시의 표준
이 하나의 법적 체계로 통일된 점이 일차적으로 CODEX나 미국,
EU와 유사해보이지만,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기존 법령 간
의 상충되거나 상이한 개념들79)을 정리하여 식품 표시 전반에 걸쳐
법적 안정성을 기한 의의는 있어도, 기능성이나 건강강조표시와 관
련하여서는 이를 하나의 법 안에 모았을 뿐 전술한 ‘보건기능식품’
분류에 종속된 성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정보건용식품
과 영양기능식품, 그리고 기능성표시식품이라는 각 식품군별로 각기
다른 표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특정보건용식품의 경우, 아래 <그림 3-6>에서 보듯 유일하게 ‘소
비자청 허가’라는 마크가 존재한다. 이 마크는 소비자청이 정한 규

77) 여기에는 3건의 신선식품과 ‘기타 가공식품’에 포함되는 콩반찬, 멥쌀, 정백보
리 등의 농산가공품이나 콩 발효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식품
안전정보원, 2016; aT, 2015b).
78) 그 전에는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 등에 의해 식품군별로 제각각의 표
시제가 존재했다.
79)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의 구분이 JAS와 식품위생법 간에 상
이하였으나, ‘식품표시법’에서는 이를 JAS법에 기초하여 통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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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맞는 원료 성분을 사용했거나, 영양학·의학적인 실험 데이터
등을 개별적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정해진 기능성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데, 다만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인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가 반드시 확증된 것은 아니다.’는 서술이 조건부로 붙는다.

<그림 3-6> 특정보건용식품(조건부 포함) 마크 및 사용 예(우롱차)

영양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에 라벨링한 1일 권고섭취량 속 영양소
의 양이 정부가 정한 상·하한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신청이나 신고 없이도 ‘특정질병이나 증상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
다’는 의약품 오인 방지 문구 등 특정 주의사항과 함께 ‘영양기능식
품’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영양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이 되는
영양성분이 비교적 과학적 근거가 널리 인정되고 확립된 것들이지
만 별도의 로고는 없으며, 우리와 달리 특정보건용식품과도 구분되
고 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80) 사업
80) 물론 그렇더라도 사후적인 단속이 있기에 기능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 하나는, 이처럼 규제
완화적인 성격을 지닌 ‘기능성표시식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우
리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기준보다 과학적 근거를 더 엄밀히 갖춰야 한다는 사
실이다. 각주 33)에서도 언급하였듯, aT(2015a)에 발표된 사토 다이고의 분석
에 따르면 고려인삼의 경우 국내에서 인정받는 기능성 여섯 가지(혈압, 피로, 인
지기능, 혈당치, 면역, 항산화) 중 임상시험의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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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별심사를 받은 제품이
아님을 알리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하며, 이밖에도 질병의 치유 목적
이 아님을 알리는 문구,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에 관한 문구 등이
함께 삽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선식품이나 단일농수산물을 원재료
로 투입해 가공하는 경우에는 기능성 관여성분이 표시된 수치에 미
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문구 역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
이상 살펴본 일본의 식이보충제 및 식품의 기능성 강조표시 관련
표준을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요약·제시하면 다음 <표 3-10>
과 같다.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각각이
우리의 ‘건강기능식품’과 겹치는 동시에 조금씩 상이한 컨셉을 가졌
다고 할 수 있다.

<표 3-10> 우리나라와 일본의 식이보충제 관련 표준 비교
구분
식이
보충제
원료

우리나라

일본

· 특정보건용식품: 기능성 원료
· 고시형 원료: 영양소(비타민 및 · 영양기능식품: 비타민 및 무
무기질 + α) + 기능성 원료
기질(농축 및 추출물뿐 아니
· 개별인정형 원료
라 신선식품도 포함)
· 기능성표시식품: 기능성 원료

건강강조
표시가능
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건강강조
표시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질병위험 감소 기능
('강조표시‘보다 ’기능‘에 초점)

영양소 기능, 일반 기능, 질병
위험 감소 기능, (허가 필요
여부가 식품군 별로 상이)

제형

최초 제한 → 제한 폐지

제한 없음.

기타

‘인정’ 및 식별도안
(국가 공인 뉘앙스)

· 소비자청 소관
· 국가의 개별심사를 받지 않
았음을 표기(기능성표시식품)

그런데 이러한 표준은 미국이나 EU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 보
준에 적합한 기능이 ‘혈압’ 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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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우선 미국의 경우 FDA, 그리고 EU의 경우 EFSA 등 식품과
의약품 담당 기관이 관련 표준을 관할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소
비자청’이 관할 기관이라는 점81)이다. 이는 관련 표준을 소비자 입
장에서 접근하여 안전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소비자 혼란 역시 줄
여보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식품표시법’ 역
시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결실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오히려 일본의 관련 표준은 더 복잡해졌다는 사실이다. 이
는 특히 ‘식품표시법’으로 인하여 엄밀하게는 새롭고 포괄적인 ‘기능
성표시’ 제도가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능성표시식품’이라는 새로운
식품 카테고리가 생겨났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개념적으로는 어떨
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
능식품’, 그리고 ‘기능성표시식품’이 개별 식품군 범주로 시장에 함께
존재하는 가운데 각기 다른 표준의 표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
소비자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본 장의 1절에서
논의한 ‘경로의존성’, 혹은 ‘잠금효과’의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관
련된 제도적 표준의 출발이 CODEX 표준과 많이 상이했던 기반 위
에서 새롭게 표준을 다듬어 가자니 정책이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식품표시법’ 시행 이전 일본의 식이보충제 관련 표
준이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표준과 매우 유사했다는 사실을 감
안할 때, 일본의 신법 시행이 CODEX 기준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조치며, 건강강조표시 대상으로 신선식품까지 보다 명시적으로 고려
하는 등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표준의 변화와 조정 없
이 단지 몇 가지 표준이 부가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표준이 형성될
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역효과는 우리로서도 깊이 고민해 봐야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81) 일본에서도 원래 후생노동부의 관할 업무였으나 2008년 내각부 산하에 소비
자청이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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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결
우리나라에서 식이보충제 관련 표준은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목적을 내세운 정부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한 법
률’의 형태로 정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독특한
식품 카테고리가 구성되었고, 그러한 식품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
는 원료에 대한 기준이나 그러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허가 요건,
그리고 그러한 식품일 경우 표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식별도안 등
의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를 산업조직론적 시각으로는 제도
적 표준에 의해 ‘건강에 기여하는 품질’ 측면에서 식품산업 내 ‘수직
차별화(vertical differentiation)'된 시장이 열린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본 장의 1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비자의 기대효
용, 혹은 수요의 증가는 제도적 표준의 수준에 연동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건기식법이 표방하는 목적이나 시장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때 국내의 관련 제도적 표준이 그 중요성과 무게감
에 걸맞게 정교한지는 다소 의문이다. 우선 타 식품군이나 의약품
등과 명쾌하게 구분하기 힘든 지점이 존재한다. ‘특수용도식품’과 ‘건
강기능식품’의 개념이 다소 겹치며, 같은 종류의 제품이 ‘건강기능식
품’으로 제조될 때도 있고, ‘일반의약품’으로 제조될 때도 있다. 건강
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의약품의 ‘효능·효과’ 역시 문자적으로는 다르
게 정의하여도 실제 내용적으로는 유사성을 보이며, ‘기능성’을 세분
화하여도 내용과 인정기준, 그리고 실재하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힘든 현실 등에서 문제점이 엿보인다. 특히 ‘등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이런 정보에 예민하기 마련이고 또 행정당국
이 라벨링과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쉽게 소비자
에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제도를 운용해오다 최근에
이르러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를 이유로 ‘등급 단일화’ 및 ‘기능성 등
급 표시 삭제’를 단행하게 된 것은 매우 석연치 않은 일로 다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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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함께 본 표준이 가진 진입규제적 성격이나 사업자단체에
의한 광고·심의의 문제도 본문에서 지적한 바대로다. 상황이 이렇다
면 본장의 서두에서 설명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의 완
화’에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요청되게 된다. 요컨대 국내 제도적
‘표준’의 이러한 양상은 소비자 보호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한 차원에서 보다 주효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국내 시장의 이러한 양상이 시장이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
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거나 시장경제 자체의 특성에서 기
인하는 것일 뿐, 큰 틀에서는 연관된 국제적 규범의 주된 흐름을 감
안함으로써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모른다.

이에

CODEX, 미국, EU, 일본 등의 사례와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하였으
나, 이를 통해서도 국내의 제도적 표준이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설계
되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검토한 표준들 대부분은 기본적
으로 일반적인 식품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타 식품군과 병렬적으로 비교·구분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식품군으로서 ‘식이보충제’ 관련 제도적 표준
을 수립·운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 사회에 식품의 본래적 특성
에 따른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 및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 표준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가운데 식품의 부류에 따라 이
를 어떻게 표현하고 소비자에게 전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식이보충
제’ 관련 제도적 표준 역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식이보충제를 보통의 농식품이나 식이와 구분하는 양상 역시 우리
처럼 ‘수직적 차별화’의 맥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식사나
영양 섭취를 대체할 수 있는 종류의 식품으로 여겨서는 안 됨을 전
제하는 맥락에서 그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애초 ‘건
강기능식품’이라는 하나의 프리미엄 식품군을 창출하여 이 식품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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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의 가치를 독점적으로 소유·표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디자인
한 후 바로 그 제도와 식품군을 기준으로 여타의 농·수·축산물 포함
일반식품의 ‘기능성’ 관련 서열을 가늠하게 되는 국내 시장 체계와
는 판이한 양상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분석결과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국내 식이보
충제 시장의 성장이나 소비자의 식이보충제 활용도 및 인식 제고
양상에 비추어볼 때 크게 당혹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이어
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법률적·제도적 갭(gap)의 연원과 이유를 경제
학적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이론적 배경 위에서 재배치하는 한편으로,
적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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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준화’를 위한 정책

4. 규제이론 관점에서의 고찰
4.1.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방법론 개관82)
경제학에서 ‘규제(Regulation)'를 다루는 가장 오래된 방식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와 관련 있다. 불완전경쟁이나 정보비대칭성, 공
공재, 외부효과 등의 이유로 시장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평
성이 적절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바로잡는 데서 규제의 근거를 찾는다. 이는 경제학뿐 아니라 행정
학, 정책학 등의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공익이론(the public interest
theory)'으로 불려왔는데,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실증 차원의 여러 사
례연구들이

이뤄지면서

흔히

‘실증화된

규범

이론(Normative

Turned Positive Theory: NTP 이론)’, 혹은 ‘실증이론으로서의 규범
적 분석(Normative Analysis as a Positive Theory: NPT 이론)'으
로 불리고 있다(Viscusi et al. 2005).
그러나

규제의

근거를

이러한

‘공익’이

아니라

사익(private

interest)에서 찾는 이론도 있다. Stigler(1971)는 직관적으로는 피규
제자가 규제를 싫어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규제가 그들의 수요에 의
하여 취득되는 것이라며 ‘산업, 혹은 기업이 언제, 왜,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The state)를 사용하는지, 혹은 어떻게 국가의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그러한 산업이 선발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경제학
적 규제이론의 주 목적임을 천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
82) 본 절은 Laffont and Tirole(1991, 1993), Viscusi et al.(2005), Dal
BÓ(2006), Bowrey et al.(2007), Veljanovski(2010) 등의 논문과 저서에 서술
된 분류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국내에서도 최병선(1992), 허성욱(2008),
김상헌(2010) 등이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병선(1992)의 경
우 행정학이나 정책학적 차원의 ‘규제’이론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는 하지만 경제
학적 방법론에 대하여는 다소 단순한 수준의 소개에 그칠 뿐 아니라 출판연도
가 이른 관계로 이후의 방법론적 발전상이 생략되어 있고, 허성욱(2008)과 김상
헌(2010)은 Viscusi et al.(2005)에서 정리된 내용의 일부를 국문으로만 바꾸어
서술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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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 부문에 잠재적인 ‘자원’이거나 ‘위협’이다.
국가는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국가의 이러한 힘은
이익집단들의 관심과 로비가 향하는 대상이 된다. 즉 우리가 시장에
서 관찰하는 사실들이 각 산업체의 시장 내 순수한 ‘이윤극대화' 행
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Olson(1965)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이론을 기반으로 이처럼 Stigler가 본격적으로 발전시켰고,
이후 Peltzman(1976)과 Becker(1983) 등에 의하여 더욱 확장된 이
이론을 경제학 전통 속에서는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라 부른
다. 물론 이들 학자들 간에도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이들 연구가
대체로 ‘이익집단들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수요에 따
라 규제가 공급된다.’는 가설의 토대 위에서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이익집단들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자신들에게로 경제적 이
익을 이전시킬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Viscusi et al.(2005)과 Veljanovski(2010)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
러한 포획이론의 아이디어와 시각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되 구체
적인 각 사례의 분석 결과에 따라 규제가 특정 이익집단의 편익을
위한 것인지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지를 검증하고
논하는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관점에서의 연구가 최근 관련 연구의 대종(大宗)을 이
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규제의 성격이나 내
용이 바뀌기도 하고, 이익집단들 간의 역학관계나 정부의 기조, 산
업계 여건 등도 변화하는 가운데 실증적인 검토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는 것이다. 가령 NTP이론이 ’규제 완화(deregulation)'를 시장
실패가 보정된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데 반해, 포획이론과 ‘규
제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은 규제로 이익을 얻어온 집단의 상대적
영향력이 여하한 이유로든 감소되는 경우에 규제가 완화된다는 기
본 가정 위에서 상황을 실증적으로 검토· 분석한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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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affont and Tirole(1993)은 이러한 포획이론의 아이디어를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하여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의 견해와
‘버지니아 학파(Virginia school)’의 견해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전자
는 상기한 학자들84)에 의하여 ‘포획’ 행위와 그로 인한 시장 왜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후자는 Tollison, Tulloch 등에 의하여 이
익집단이 그러한 ‘포획’에 집중하는 근거로 ‘지대(rent)'이론을 정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발전시켜온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Laffont과 Tirole은 그 때까지의 ‘포획이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이들 이론이 정보의 비대
칭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규제기관이 피규제자(기
업이나 산업 부문)와 관련된 모든 정보, 가령 비용 구조, 기술력, 영
업능력, 노력이나 의지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므로, 피규제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는
데, 바로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의 존재가 ‘지대’의 원인이 된다는 것
이다. Laffont과 Tirole에 따르면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정보가
대칭적이라면 규제자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공평한 규제 수단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지대’가 생기지 않고, 이에
따라 피규제집단에 의한 ‘포획’의 유인(incentive) 역시 사라지게 된
다. 둘째로, 이들은 포획이론에 기반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는 학자
들이 규제의 수요 측면, 즉 이익집단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규제의 공급자인 국가기관이나 정치가 등에 대한 분석
에 소홀함을 지적한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포획이론이 규제 공급
측을 국가나 ‘정부(Government)', 혹은 ’입법부(Legislator)', '규제자
(Regulator)' 등 단일한 주체로 상정한 데서 나아가, 기업(firm)과 대
83) 이러한 관점은 분명히 규제와 정부개입(government intervention)에 대한 중
대한 진전이기는 하나, 실증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Viscusi et al.,2005, p.393).
84) Stigler, Peltzman, Becker 등은 모두 시카고대학의 교수들이다. 본문에 언급
하지는 않았으나 포획이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법경제학자 Posner 역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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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agent)과

의회(Congress)를

시장

행위자로

가정한

3단계

(three-tier hierarchy) 모델을 제시한다. 즉 규제 공급 측을 규제집
행 기관을 가리키는 ‘대리인’과 규제법령을 만드는 ‘의회’로 구분함으
로써 보다 현실에 가까운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이밖에도

신제도경제학의

맥락에서

Williamson(1985),

North(1990), Levy and Spiller(1994) 등에 의해 제안된 ‘거래비용 접
근법(transaction cost approach)’도 최근의 규제 관련 연구에 도입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거래 쌍방 간의 발견, 계약, 감
시 및 계약의 이행 촉구 등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시장 안
에서 정부는 규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이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
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Veljanovski(2010)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법은 특히 망(Network)산업 분야에 자주 적용되
는데 이는 동 산업이 '자산의 특정성(asset specificity)'85)이 높고,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있으며, 생산물이 많은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거의 필수적
인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보일 때가 많고
정부의 개입 역시 활발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상 살펴본 여러 경제학적 방법론 중 ‘공익이론’과
‘포획이론’, 그리고 Laffont과 Tirole이 발전시킨 ‘3단계 모델’을 중심
으로 건기식법과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역사와 구조를 분석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포획이론’과 ‘3단계 모델’ 두 방법론의 적용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 이는 앞선 법제 분석을 통하여 단순히 ‘공익’적 관점
에서만 이 법제와 시장을 검토하여서는 여러 논점들이 충분히 드러
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최근의 규제 관련 경제학적 연구
가 대부분 기본적으로 ‘포획’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행된다는
85)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은 Williamson이 창안한 개념으로 특정 거래를
위하여 투자된 자산이 그 거래에 특정화되어 있고 매몰비용에 가까운 성격의
것이라 다른 거래들을 위하여 전용될 수 없는 정도를 뜻한다. 자산특정성이 높
을수록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거래비용 역시 증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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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86)에 기인한다. ‘포획이론’을 통해서는 건기식법의 도입이 농산
가공품이나 한약, 혹은 농업이나 한의학계 등에 미친 영향이, 그리
고 ‘3단계 모델’을 통해서는 생산자-소비자 뿐 아니라, 입법부-행정
규제당국, 혹은 행정규제당국-생산자 간의 정보비대칭 가능성이 검
토될 것이다. 또한 독자적인 절로 따로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거래
비용 접근법’, 혹은 신제도경제학적 관점과 개념들도 필요에 따라
일부 다뤄질 것이다.

4.2. 공익이론의 적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일차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
며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법 제1조에서 ‘...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
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데서 우선 확인된다. 또
한 이는 건기식법의 ‘제정 이유’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전문을 옮겨
오면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
品)의 안전성(安全性)과 기능성(機能性)을 평가하고 유통질서(流通
秩序)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
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한 허가제(許可制) 및 신
86) 본문에서 언급하였듯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이 실증연구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획이론’의 연장선상에 있고, Laffont과 Tirole의 모델 역
시 정보경제학적 아이디어 등을 더하여 포획이론을 심화한 케이스로 볼 수 있
다. 사실 현대경제학계에서는 어찌 보면 실증적 증거와는 다소 별개로, 경제학
자들 간 규제의 ‘포획’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규제에 대한 어떤 거부
감과 더불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도 비친다. 예를 들어 201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Oliver Hart의 경우에도, 회계 부정(Accounting Fraud)을 해소하여
미국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사베인-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을 규제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제 일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규제란, 다른 유효한 해결방안이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시장의 성과가 불만족스러울 때면 대중의 압력에
의하여 도입되는 인기영합적인 반응에 불과하다.(Hart, 2009, 지광석·김태윤,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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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申告制),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등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행위
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건기식법 제정 이전에는 관련 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유통질서 역시 바로 서지 않아 소비자 보건이나 산
업진흥적 차원에서 모종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정부가 법 제정을 통
하여 이에 개입한다는 행간이 읽힌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법 제정의
의의는 특히 이 법을 애초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87)한 시점의 ‘제안이유’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일부를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불규칙한 식생활, 영양의 불균형 등 식생활에 의한 만성 퇴행성 질
환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로 국민 총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국민 건강 및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 건
강기능식품은 일상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급하여 국
민의 영양 개선과 인체의 생리적 기능에 작용하여 건강 증진 및 식
생활에 의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주어 국민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줌.
(중략)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능성 신소재·신물질 연구 개발에 대
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미국, 일본의 건강보조식품이 세계 시장
의 50%를 점유하고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어 WTO협상
의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식품 산업의 보호와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
급히 필요함.
현행 식품위생법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에 한하
87) 건기식법은 2002년 8월 26일에 제정되었으나, 최초 발의는 2000년 11월 29
일에 21명의 국회의원에 의하여 이뤄졌다. 대표발의자는 ‘구주제약’ 창업자이자
25, 26, 27대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故 김명섭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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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식품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광고 사전 심의를 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소위 건강식품류(예: 동충하초, 아가리쿠스, 다시
마, 일반 버섯류 등)의 경우 현행법상 그 식품의 유용성을 표시·광
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의약품의 오인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피해 발생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
을 주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르면 크게 ① 흐트러진 식생활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국
민건강 문제의 해결, ② 식품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부
가가치산업 육성, ③ 식품위생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
고가 상존하므로 소비자 보호 필요 등의 이유로 법안이 발의된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령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졌는지는 다소 의구심이 남는다.
가령 ②의 경우 앞선 장에서 살폈듯 미국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적
이 없으므로 근거가 부적절한 면이 있고, ③의 경우 역시 식품위생
법을 정비하거나 더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독자적인 법을
필요로 하는 명분으로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26차례에 걸쳐 이뤄진 건기식법의 개정역사를
통해서도 정부 부처 조직 개편이나 관련 법 개정 등의 행정적인 이
유로 인한 개정을 제외하고는 개정사항의 대다수가 규범적인 논리
를 그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정리해보면
<표 4-1>과 같다88).

<표 4-1> 건기식법의 주요 개정 연혁
개정일자

개정사항

개정이유

88) 법 시행령의 경우 22차례, 시행규칙의 경우 31차례 개정되었고,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고시도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여기서는 법률의 개정사항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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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4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형표시 도입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건강식
품과의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함.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제고
도입
하기 위함.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
기능성 표시ㆍ광고
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함으
2012.10.22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로써 허위ㆍ과대ㆍ비방광고 근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
절에 기여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이력정보
추적을 통한 원인규명, 판매차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2013.8.13
단, 회수 등의 조치가 제대로
등록의 의무화
이루어지게 하여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
2008.3.1

2014.1.28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의
경우에도 식약처에 신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
을 보호하기 위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이 중 ‘도형표시’ 도입은 3장에서도 검토하였듯 건강기능
식품 업체에 힘을 실어준 측면이 크다고도 볼 수 있고, ‘기능성 표
시 · 광고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한 조치 역시 3
장에서 검토한 맥락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단체에 위탁된 심
의가 오히려 법률화되면서 어떤 면으로는 부적절한 권위가 제도적
으로 더욱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다.
사실 이처럼 대외적으로 표방된 바를 통하여 실제 목적과 효과를
가늠하는 일은 다소 순진한 접근법일 소지가 크다. Viscusi et
al.(2005)이 지적하듯, 실제 시장실패가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떤 종류
규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항상 그 수요대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입법부와 행
정부 등을 거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하여 규제가 도입되
는데, 그 과정은 대개 최종적으로 표방되는 명분이나 목적이 무엇이
든 간에 각 이익집단들의 조직 논리가 구체화되고 포장되고 경합하
는 장으로 펼쳐지기 마련이다. 심지어 이 점에서는 '규제자'조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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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어지는 절에서 검토하는 ‘포획이론’의 관점
이다89).

4.3. 포획이론 및 경제학적 규제이론의 적용
4.3.1. Stigler/Peltzman 모델의 적용
Peltzman(1976)이

제시한

이른바

‘Stigler/Peltzman'

모델은

Stigler(1971)의 아이디어를 수리적으로 잘 형상화했을 뿐 아니라 규
제에 대한 일반이론90)을 지향하는 만큼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현실 설명력을 보여준다.
이제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가 있는 한 시장을 가정해보자. 이 시
장에서 정부는 정책을 통해 기업의 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그 결과 기업이나 소비자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즉 규제당국의 정치적지지 목적함수는 아
래 식 (4-1)과 같이 M(P, π)로 나타낼 수 있다.
(4-1) M = M(P, π),
여기서 P = 재화의 가격, π = 생산자(기업)의 이윤,
MP < 0, Mπ > 0
즉 P와 π는 각각 규제받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수준과
기업이윤을 뜻하며,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에 의한 정치적
지지가 낮아지고, 기업이윤이 증가하면 기업에 의한 정치적 지지가
높아지므로, M(P, π)은 P에 대하여는 감소함수, π에 대하여는 증가
89) 3장 1절에서 ‘표준화’가 ‘집단적 합의’에 의하여 이뤄질 때 단순한 ‘조정’ 이상
의 정치적 이해구조나 활동이 생겨날 수 있음을 우려한 사실 역시 유사한 맥락
으로 볼 수 있다.
90) Peltzman은 이 모델을 포함한 논문을 발표하며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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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라고 할 수 있다91). 또한 비용과 규제에 대한 수요조건이 이 모
델에서 제약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아래 식 (4-2)와 같이 시장에서
실현되는 기업의 이윤함수로 요약된다.
(4-2) π = f(P, C),
여기서 C = C(Q)로 Q만큼의 생산에 따른 비용을 의미,
fP ≥ 0, fC < 0, fPP < 0
이제 규제당국이 자신이 얻는 정치적 지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래 식 (4-3)과 같이 라그랑지안 함
수를 극대화하는 문제로 환원된다.
(4-3) L = M(P, π) + λ{π-f(P, C)}
⇒ F.O.C. ∂L/∂P = MP - λfP = 0, ∂L/∂π = Mπ+λ = 0
∴ Mπ = -λ = -(MP/fP)
따라서 화폐단위로 환산된 기업이윤의 한계정치적생산(marginal
political product)이 가격(P)에 따른 한계정치적생산과 기업이윤의
비율과 같을 경우 규제당국은 극대화된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
게 된다. 나아가 이 식이 성립하려면 MP가 0보다 작고, M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fP는 0보다 커야만 한다. 즉 정치적 균형은 fP = 0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독점가격이나 카르텔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
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4-1>과 같다. M1, M2, M3 등은

규제당국의 이른바 등지지곡선

(iso-majority curves)으로, 좌상향으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규제당국은 업체의 이윤함수 π(P)
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자신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가격
91) Peltzman은 이에 더하여 P가 더 낮고 π가 더 높을수록 정치적 수익이 체감하
는 MPP < 0, Mππ < 0 가정 역시 도입하고 있으나, Peltzman 자신이 언급하듯
이 가정이 분석에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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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선택될 수 있도록 규제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다. 업체 입장에서도 이는 자유경쟁가격(PC)에서의 이윤 수준보다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이므로, 현재의 시장가격이 독점가격보다
는 자유경쟁가격에 가까울수록 규제를 수요함으로써 P*를 실현하려
는 인센티브가 강해지게 된다92).

<그림 4-1> Stigler/Peltzman 모델의 도시

이러한 Stigler/Peltzman 모델의 주요 시사점 하나는 규제당국의
정치적 지지와 기업의 이윤이 고려된 규제 도입 환경에서 재화의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일 때에 비하여 상승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교
롭게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가격 변화 추이가 이러한 예측에 부합
하는 걸로 확인된다. <그림 4-2>에서 보듯, 건강기능식품 생산자물
가지수93)(Producer Price Index; PPI)가 건기식법이 도입되고 시행
92) 물론 이는 독점적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기업의 진입
을 통해 독점가격보다 낮은 시장 균형가격이 형성되고, 규제당국이 이로써 더
높은 정치적 지지를 얻게 되는 메커니즘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93) 현재 관련 식품군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통합된 체계 하에서 PPI가 공표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지수가 엄밀하게 2003년 이전에는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으
로 공표되었다. 즉 건기식법이 생기면서 식품군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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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004년 즈음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전까지의 지속적인 감소세에
서 이후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전환된 사실이 그래프의 궤적만으로
도 뚜렷이 드러난다.

<그림 4-2>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이러한

변화가

계량경제학적으로도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고자

Chow(1960)가 제안한 단절점 검정(Chow test)을 실시하였다.

이는

F-검정의 일종으로, 아래 식 (4-4)에서 보듯 자료를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비제약 모델과 시점 구분 없이 통합한 제약 모
델94)로 나누어 회귀식을 추정한 후 통계적 검정을 통해 이들 데이
터 셋 통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Davidson․MacKinnon,
2004; Wooldridge, 2006). 단절점이 존재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그
시기를 전후로 검토 대상이 된 시장에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
실제 군(群)을 이루는 세부 식품 역시 바뀌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연속성은 판
단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실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건기식법으로 인하여 일종의 ‘진입장벽’이 생기고, 이에 따라 카테
고리 내 품목 자체가 바뀌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94) 시점에 관계없이 계수들이 동일하도록 제약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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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4-4)

      

for all observations. 단,  ∼    

      

for n1 observations(group 1). 단,  ∼    

      

for n2 observations(group 2). 단,  ∼    

이 때 귀무가설은    와    이며, 검정통계량은 다음 식
(4-5)와 같다. 여기서 K는 독립변수의 수를, SSER은 시점구분 없이
통합한 제약모델의 잔차제곱합(residual sum of squared errors)을,
SSE1과 SSE2는 기준 시점 전후 두 비제약모델의 잔차제곱합을 각
기 뜻한다95).

(4-5)

       
            
        

비제약모델인 두 회귀분석의 결과가 아래 <표 4-2>와 <표 4-3>
에 나와 있다. 처음의 회귀분석은 건기식법 시행규칙의 시행 및 당
시 기존 영업자에게 주어졌던 6개월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4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 회귀모델은 2005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분기
별 건강기능식품의 PPI96)며, 독립변수로는 t-1기의 PPI와 추세
95) 일반적으로 관측치가 N개고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가 K개, 그리고 귀무가설
에 포함된 제약이 J개라고 할 때의 F-통계량은

   
와 같이

     

구해지며, 귀무가설이 참인 경우 통계량 F는 J분자 자유도와 (N-K-1)분모 자유
도를 갖는 F-분포에 따른다(Hill et al., 2007). 본문의 식 (4-5)에 소개된 챠우
검정 공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비제약모델의 잔차제곱합 SSEU 는 두 비제약모
델의 잔차제곱합인 (SSE1 +SSE2)로 대체되었으며, (K+1)도 제약모델이 절편을
포함하여 각 계수 당 하나씩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J 를 대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모 자유도 역시 두 표본자료의 크기 (n1+n2)에서 비제약 모델의
두 회귀분석에서 추정된 계수의 수 2(K+1)을 뺀 것으로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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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를 포함하였다97). 각 회귀분석의 결과, 두 회귀모델에서 전기
PPI가 모두 1% 오차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기식법
시행 이후에는 추세 변수도 10% 오차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다.

<표 4-2> 건강기능식품 PPI의 AR(1) 추정 결과(1995~2004)
변수

계수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절편

17.234

8.740

1.97

0.056

t-1기 PPI

0.817

0.091

9.01

0.000

추세

-0.026

0.019

-1.34

0.190

<표 4-3> 건강기능식품 PPI의 AR(1) 추정 결과(2005~2016)
변수

계수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절편

15.345

5.750

2.67

0.011

t-1기 PPI

0.825

0.071

11.71

0.000

추세

0.035

0.021

1.69

0.099

제약모델은 앞선 두 비제약모델과 동일한 변수들을 사용하지만,
두 데이터 세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그림 4-2>의 그래프로 미루어 짐작되는 단절점(break
point) 전후 전기 가격 및 추세가 미치는 영향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아래 식 (4-6)과 같이 단절점 더미변수 및 전기가격과
더미의 상호작용항, 그리고 추세와 더미의 상호작용항 등을 포함한
AR(1) 시계열모델을 구성하였다98).
96) 시계열의 수를 늘려 자유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1995년 1분기 ~ 2016년 2
분기 간 분기별 데이터(n=85)를 사용하였다.
97) 그래프 모양을 고려할 때 yt와 yt-1이 시간추세를 공유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에 설명변수에 선형추세를 포함하였고, 그 결과 t-1기 PPI 추정계수의 절대
값이 1보다 작게 나타나 이 시계열이 추세 안정적(trend stationary)인 자료임
이 판명되었다.
98) 물론 단순히 자료만 통합하여 비제약모델과 같이             를
추정한 후 식 (4-5)의 검정통계량을 적용하여도 된다. 그러나 모델을 식 (4-6)
과 같이 세우면 dt=0, 즉 단절점 이전에는 식이               가 되
고, dt=1, 즉 단절점 이후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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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단, t는 추세, dt는 단절점 더미로
2004년 4분기까지는 0, 이후는 1
이 모델의 추정 결과는 아래 <표 4-4>와 같으며, 챠우검정은 식
(4-6)의       을 귀무가설로 두고 이를 검정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검정 결과 F-통계량이 5.01, Prob>F는 0.0031로 귀무가설이
1%의 오류 수준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05년 1분
기 전의 데이터와 후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리임을 뜻한다. 따라서 건기식법이 도입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하였다
는 결론이 가능하다.

<표 4-4> 단절점 더미 포함 건강기능식품 PPI의 AR(1) 추정 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t-통계량

유의확률

절편

17.234

9.124

1.89

0.063

t-1기 PPI

0.817

0.095

8.63

0.000

추세

-0.026

0.020

-1.28

0.204

단절점 더미

-1.889

10.686

-0.18

0.860

더미*t-1기 PPI

0.008

0.117

0.07

0.943

더미*추세

0.060

0.028

2.14

0.036

특히 <표 4-3>에 나타난 추세변수의 추정계수(0.035)나 <표
4-4>에서 추세변수의 추정계수(-0.026)에 더미와 추세의 상호작용항
계수(0.060)를 더한 값을 고려해보면 단절점으로 삼은 2005년 1분기
를 분기점으로 하여 이전과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세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지하다시피 2005년 1분기 이후 건강기능식품
P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건기식법에서 연유한 가격 추
되어 단절점 전후로 계수의 변화를 분석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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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 일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건기식법이 도
입됨에 따라 이전에 비하여 품질기준이 엄격해지고 생산공정이 까
다로워졌거나 보다 고부가가치 소재를 사용한 고차 가공이 활발해
졌기에 불가피했던 일로 볼 수도 있다. 챠우검정은 기본적으로 ‘구
조변화’의 발생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 그러한 구조변화의 원인
을 낱낱이 밝혀주는 기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제도적
‘표준’의 상황 하에서라면 잠재적으로 ‘기능성’을 표방할 수도 있는
식품이나 업체가 일종의 진입 규제상황에 처하여 시장의 ‘완전경쟁’
적 특성이 바래지면서 빚어진 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시장
가격이 어느 단계에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2004～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추론을 더욱
뒷받침한다. 어느 쪽이든, ‘건기식법’의 시행이 가장 바탕에서 ‘구조
변화’의 분기점이 된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4.3.2. Interest Group Competition 모델의 적용
Becker(1983)가 제시한 이른바 ‘Interest Group Competition' 모델
은 규제가 더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의 후생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전제 하에 이익집단 간 경쟁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어느 시장99)에 1과 2라는 두 이익집단
99) 여기서 본 모델의 검토를 위한 관련 시장(relevant market)의 범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이론상으로 관련 시장의 획정방법에 관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 경제학자들은 관련 시장 자체
를 주어진 외생변수로 취급한다. 그러나 실증 연구에서는 어떤 상품과 생산자로
관련 시장이 구성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법경제학적으
로 ‘소송’이나 ‘증거’ 등의 이슈와 결부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
기서는 관련 시장에 대한 Stigler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암묵적으로 따른다. ‘관
련 시장은 장기 대체적 관계에 있는 최대 지역과 최대 생산활동을 포괄하여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상품 A 또는 지역 A로부터 상품 B 또는 지역 B로 큰 규
모로 수요이전이 된다면, 그 두 상품 및 지역은 관련 시장으로 묶여져야 한다.
즉, 공급과 수요에 있어 장기 교차탄력성을 가진 모든 상품과 사업자는 하나의
관련 시장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Viscusi et al., 2005에서 재인용하였으
며, 원문은 Stigler, 1955에 있다.) 다만 그렇더라도, 산업조직론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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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자. 각 집단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
쳐 서로로부터 자신에게로 부를 이전시킴으로써 각자들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 각 집단이 규제당국에 가할 수 있는 영향력(pressure)
은 집단 내 멤버의 수와 가용자원의 함수이며, 이로써 이익집단이
얻을 수 있는 후생의 증가분(T)은 자신의 영향력(1집단일 경우, P1)
과 타 집단의 영향력(P2)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T=I(P1, P2)로 표현
되며, 이 때 I는 이익집단 1의 ‘영향력 함수(influence function)’로,
P1에 대하여는 증가함수, 그리고 P2에 대하여는 감소함수라 할 수
있다. 다만 P1과 P2는 타 이익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의미하
므로, 그 총합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Becker는 이 때 규
제로 인하여 이익집단 1에게 T만큼의 이익이 증가하려면 이익집단
2로부터 (1+x)T (단, x≥0)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며, 이 경우
xT는 사회적인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된다.
아래 그림 <4-3>이 이러한 두 이익집단의 정치적 균형을 보여준
다. 규제당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내부자원의 사용이라는 비용
을 필요로 하므로, 각 이익집단은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
기보다는 다른 이익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보아 상대적
인 영향력의 크기 관점에서 자신들이 행사할 영향력의 수준을 결정
하게 된다. 그림에서 Ψ1(P2)는 이익집단 2의 영향력(P2) 변화에 따른
이익집단 1의 최적 영향력 크기를 나타내는 ‘최적대응함수(best
response function)'로 P2에 대한 증가함수로 나타난다. 이 경우 ’정
치적 균형(political equilibrium)'은 ‘두 이익집단이 더 이상 자신들
의 영향력에 관한 현재의 결정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각 영향력 수
준의 조합인 (P1*

,

P2*)’로 정의된다.

Schmalensee의 지적처럼 시장획정 문제는 ‘물리학처럼 정확한 측정방법을 갖
고 있는 분야가 아니며, 경제학자는 탄도학자나 지문감식 전문가가 하는 정도의
확신을 갖고 감정하기도 어려우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Schmalense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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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Interest Group Competition 모델의 도시

이 모델이 내포한 몇 가지 시사점 중 본고의 검토 대상인 건강기
능식품 시장을 고려하여 검토해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
일 어떤 이유로 이익집단 2가 이익집단 1의 영향력에 대한 자신들
의 영향력의 크기를 근본적으로 늘리려 한다면, 이는 이익집단 2의
최적반응곡선을 Ψ2(P1)에서 Ψ20(P1)으로 끌어올려 (P10

,

P20)에서 새

로운 균형점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그림에서 보듯 이
익집단 2는 물론 이익집단 1 역시 자신들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이
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영향
력 증가의 크기는 이익집단 2의 경우가 이익집단 1보다 더 큰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런데 앞선 가정으로 인하여 이익집단 2로서는 규제
로 인한 자중손실 X가 작을수록 더 이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
질 것이다. 이익집단 2가 규제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하여 이
익집단 1에서 발생하는 자중손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이
익집단 1이 규제 저지를 위하여 이익집단 2가 규제를 추구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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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
를 들어 자연독점 시장과 완전경쟁 시장이 있다면, 자중손실이 더
적은 자연독점 시장에서 이익집단 2의 영향력 증가로 인하여 규제
가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100)이다.
물론 이는 앞서 Stigler/Peltzman 모델에서 규제 이전이 보다 완
전경쟁에 가까운 상태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던 사실에 배치된
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건기식법 이전의 건강보조식품과 건기식
법 이후의 건강기능식품을 비교하는 맥락에서 검토되었다면, 여기서
검토해봐야 할 시장은 바로 ‘한약’ 시장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탄생이
기존의 건강보조식품 사이에서 수행된 일종의 진입규제와 관련이
있는 한편으로, 한약을 제조하는 한의학 시장의 관점에서는 한의사
집단에 의하여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101)되던 건강 관련 섭취물을 건
강기능식품이 대체하기 시작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표
적인 예로 인삼(홍삼)을 들 수 있다. 본래 주요 한약재의 하나로 받
아들여진 인삼이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소재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아예 독자적인 건강기능식품의 지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오(2015)에 따르면 ‘한약소비 감소현상에는 홍삼과 같은 건강기
능식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을 의료이용자가 한약 대신 소비
하는 행동이 내재’해 있으며, 더 이상은 ‘홍삼을 보약 대용으로 복용
하는 의료이용자들이 낯설지 않’다.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현재 한
약제제 시장의 5배를 넘어서고 있으며(손창규, 2014), 보건복지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약 소비량이 2011～2013년 3년 간 정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5). 이성오(2015)가 진단하

100)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차원의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얼핏
‘공익이론’과 유사하게도 비치나, Becker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규제의 존재와
수준이 각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하여 정해지는 논리에 주
목한다는 점에서 공익이론과 다르다(Viscusi et al., 2005).
101) 물론 이러한 독점 행위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적으로 정당화
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를 위한 산물이 아닌 ‘식품’이라는 논리로 이러
한 직업적 독점 시장에 균열을 낼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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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이처럼 한의학이 위축되는 현상의 배경으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논리가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이다.
사실 한의학계가 이런 상황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난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건기식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과정
에서 한의학계의 반대가 특히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2001년
처음 발의 당시 ‘한약의 오남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며...
약사법상 조제가 금지된 한약처방을 약국 등에서 취급하기 위한 편
법적 법안으로 의심’된다는 성명(약업신문, 2001년 3월 16일)을 대한
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적이 있으며, 수정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그렇
지 않아도 식품으로 둔갑한 한약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냐’(민족의학신문, 2003년 3월 17일)는 우려나
‘건강기능식품이란 이름아래 약국에서 한약을 합법적으로 취급하려
는 내막이 숨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민족의학신문, 2003년
3월 18일)는 의혹102) 제기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103).
동질적인 상품을 가정한다면, 즉 전통적인 한의학 제제와 건강기
능식품의 질적 차이가 없다면, 건기식법에 따른 이러한 변화가
Interest Group Competition 모델이 내포하는 의미처럼 동 시장에서
한의학 제제의 독점적 지배 양상에 균열을 가져왔고, 그 결과 소비
자의 후생도 증진시킨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
기에서의 일차적인 관심은 하나의 규제로 인해 한 집단의 부(富)가
102) 앞서 각주에서 한 차례 언급하였듯, 건기식법(안)의 대표발의자가 한 제약회
사의 창업자이자 약사 이익집단의 장(長) 출신이라는 점이 그러한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103)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한의학계와 식품업계, 제약업계 등의 논쟁과 반박,
재반박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기사나 기고문들은 본고의 3장에서 살펴본 외국
의 제도적 표준 체계를 다소 왜곡하여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진위나 어느 한 측의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건강기능
식품’의 탄생 배경에 그만큼 간단하지 않은 갈등과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쟁이 한창일 무렵에는 건기식법의 여파가 자신
에게 미칠지 몰라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행적인 영업을 계속 하다 정
작 건기식법 제정 이후 뒤늦게 그러한 영업 행위가 새로운 현행법상 ‘범법’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집단도 있다. 바로 농가나 이에 준하는 단위/규모의 가공/
판매업자들이다. 이어지는 소절에서 이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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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집단으로 이전될 수 있는 논리와 그 과정 자체에 있다.

4.3.3. ‘포획’의 주체와 결과적 ‘배제’ 대상에 대한 검토
본 소절에서는 ‘포획’의 주체, 즉 이런 방식의 규제를 수요한 측과
이로써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하여 좀 더 자
세히 검토하고자 한다104). 이는 ‘포획이론’이 이해집단 간에 이익상
충 및 역학 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포획의 주체로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집단은 앞서 몇 차례
암시하였듯105) ‘약사단체’ 및 제약업계다.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되었
던 ‘건기식법’의 대표발의자가 약사 출신이자 제약회사의 창업자인
데, 당시 언론 보도(의약뉴스, 2004.10.3.)나 약사회 공고(부산광역시
약사회, 2004.8.25) 등의 자료에 따르면 그는 ‘국회에서도 약사 직능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에 일익을 담당’해왔으며,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의 약국 취급 문제에 대한 예외조항을 발의하여... 약국 취급의 간
편함’을 추구하는 등 한마디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약사의 대
변인 역할’106)을 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그런데 상술한 보도와 공고
에 따르면 그가 창업한 제약사가 ‘의사회의 미움을’ 사서 ‘약품 처방
제외 위기’를 맞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기식법이 얼마나
첨예한 이해관계의 갈등 속에서 태동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
라고 할 수 있다.
104)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경제학적 사실 분석의 과정일 뿐 가치 판단이나 사회윤
리적 진단의 사전적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105) 주 26)과 87), 그리고 102)에서 관련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106) 본고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원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란 특
정 집단이 아닌 대중을 상대로 펼쳐야 하기 때문에 약사가 구의원이거나, 시의
원이거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약사의 권익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이 정치인은 표를 의식해야하기 때문에 정치꾼들은 카멜레온처럼 변신과 거짓
말을 일삼아야만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명섭 前 국회
의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약사의 대변인 역할을 해 왔다. 그 결과 약사
회는 음으로 양으로 많은 덕을 보았지만...(하략)’
(링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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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약사단체나 제약업계가 ‘건기식법’, 혹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가진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이는 2000년에 실시된 ‘의약분
업’과 떼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의약분업이 약국과 제약업체에 미친
영향은 심대한데, 특히 ‘동네약국’이나 ‘일반의약품’ 시장의 위축이
컸다(박민정, 2006). 최병철 외(2009)는 이런 상황에서 ‘분업초기 의
료기관 주위로 약국이 몰리면서 약국 포화상태’를 빚게 되자 약국들
의 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테마경영이 부각되고 ‘특히 처방전
이 적은 동네약국의 경우 경영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이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게’된 것으로 분석한다.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
는 ‘전문의약품’에 비하여 ‘일반의약품’ 매출이 감소하면서 활로를 모
색하던 제약업체 측에 ‘건강기능식품’이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시장
으로 떠오른 것도 물론이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둘 때 건기식법이 ‘의원입법’으로 도입되었다
는 사실 자체도 포획이론의 관점에서는 주목을 요한다. 이혁우 외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심사가 제
도화되어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분석, 규제내
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등의 평가항목에 의한 체계적인 규제심사
제도’가 존재하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이런 체계와 절차가 상대적
으로 매우 미비하다107). 특히 법률안 준비 단계에서 정부입법의 경
우 필히 거쳐야 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생
략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이해관계가 고르게 고려되기 힘든 구조
107) 이들의 연구와 국회(2008)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심사 이전 법률안 준비 단
계에서 정부입법의 경우 9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원입법은 4단계로 마무리
된다. 이들은 이러한 두 입법과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뒤, 의원입법의 경우
‘법률안의 규제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입법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특히 의원입법은 ‘논리보
다는 이해에 기반을 둔 정치적 논리가 작용되기 쉬운 까닭에... 사회적비용이 막
대한 규제안이라도 입법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규
제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규제안들이 의원입법의 경로를 통해 우
회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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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가 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포획의 주체로 생각해볼 수 있는 집단은 제도적 표준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은 물론 앞선 맥락의 연장
선상에서도 유의미한 집단인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사업자단체 자체
다.

포획이론의

기본

아이디어

중

하나인

Olson의

‘집단행동

(collective action)’ 이론에서는, ‘집합재에서 얻는 이익을 둘러싸고
집단에 소속된 ①회원 간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②소규모 집단에서
집합재108)가 공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수리적으로 증명
해보이고 있는데(Olson, 1965), 2014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총 460개소 중 생산실적 기준으로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CR3)이 38.2%, 상위 5개 기업의 시장점유율(CR5)이 45.0%(한국건
강기능식품협회, 2014)로 나타나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그
러한 집단에 가까울 수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법령에 의하여 광고·표시의 심의
를 행할 뿐 아니라, 건기식법 공표와 거의 동시에 ‘식품전문시험·검
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부설기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을 통하여 2015
년 기준 약 50,000건의 분석 업무를 수행(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
관지 ‘건식투데이’, 2015/2016 겨울호)하며 수수료를 취득할 만큼, 동
법에 의하여 단순히 규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동법의 운용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행위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포획의 주체를 넓게, 혹은 근본적으로 고찰해보면
영양학계와 소위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적 사고의 프레임이
이들 단체가 공유하는 지식이나 사고의 저변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108) ‘집합재(collective good)'는 ’공공재‘를 보다 이론적인 견지에서 고찰하는 차
원에서 Olson이 창안한 용어이다. 이는 그 집단 내의 누구도 집단의 목적을 달
성함에 따라 얻어지는 혜택이나 만족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령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명칭이 제도화되면 그 명칭을 부여받음으로써 얻는 혜
택은 그 명칭을 공식화하기 위해 누가 더 노력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집단
내 모든 업체들에게 돌아간다. Olson에 따르면, 엄밀히 보아 사회의 어느 집단
에 공공재인 재화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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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태선(2016)에 따르면 ‘유해한 외부물질이 우리 몸에 침입하여
병에 걸리게 된다는 미생물학’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반대로 우리 몸에 있어야 할 성분이 부족하여 질병에 걸리게 된다
는 ‘비타민 학설’은 분명코 패러다임 전환형 사고였으며 근래에 영
양학의 근간’이 되기에 이르렀다. 식품의 3차 기능 역시 이런 맥락
에서 대두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109).
이러한 사고 프레임이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이해에 친화성을 가
지는 것은 권오란(2016), 박태선(2016) 등에서 알 수 있듯, 무엇보다
인간의 건강이나 취식 행위를 특정 ‘성분’의 과부족 문제로 환원시
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에 따르면 1차 농산물 등
우리가 전통적으로 섭취해 온 ‘음식’은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의 혼
합체로서,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그 중 좋은 성분만을 추출하
고 농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공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하다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포획’으로 인하여 배제되는 집단, 혹은 분
야가 생겨나는데, 농업이 바로 그러하다. 농업계는 앞서 살펴본 한
의학계와 다르게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건기식
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던 무렵에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
하고 뒤늦게 대응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산야초나 유기농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농가공’ 형태로 만들어 판매해온 ‘자연음료’가 건
기식법 시행 이후 인정받은 원료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109) 이는 ‘비타민 학설’. 혹은 보다 넓게 ‘예방의학’이 현대의학의 주류 패러다임
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진목(2007), 안형식(2013), 명승권(2015) 등이
잘 지적하고 있듯 예방의학은 그 착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단학’이
나 ‘근거 중심의학’ 차원에서 행해지는 혹독한 비판을 헤쳐가야 하는 단계에 있
다. 이러한 학설에 보다 관대하고 그 홍보에 상대적으로 열심인 주체는 국내외
막론하고 식이보충제 업계나 영양학계 등인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참고로 대한
의사협회에서는 특정 영양소나 성분에 치우친 관점으로 방송 등에서 지나치게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의료인을 ‘쇼닥터(show doctor)’라 규정하며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두고 이들을 선정 및 경고하는 활동을 2015년부터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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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못하고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생산 중
단의

위기에

놓이게

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으며(주간동아,

2004.6.2.), 이후 쌀110), 농산물가공식품, 자두, 대추, 배즙, 뽕잎차 등
여러 농산물/농산가공품이 실정법 위반111)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었다(농민신문, 2010. 5.23). 물론 이후 어느 정도 법적
조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제 판례가 농가의 생산 및 판매 권리
를 보호하는 쪽으로 축적되기 시작하였지만, 법이 변하지 않는 이상
문제의 소지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단순 ‘배제’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는 오
히려 농업계가 이러한 제도적 표준에 적응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 5일 부로 ‘마늘’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2등급)가 되었다. 마늘 안의 ‘알리신(allicin)’이라는 지표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0.6～1g 마늘에 알리신이 10mg/g 이상 함유되어 있
다면 그 마늘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혹은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미 마늘의 그러한 성
분과 특성을 근거로 한 ‘일반의약품112)’이 존재했다는 사실인데, 일
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보다 의약품의 허가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
운 것을 고려해 볼 때 ‘기능성 인정’ 시점이 너무 늦지 않느냐는 점
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늘’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농산물을 ‘건강
기능식품’이라는 특수하고 인위적인 개념의 식품군으로 지칭하기가
일반적인 언어습관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검토한 EU의
110) 이 쌀은 농촌진흥청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개발하여 보급’한 ‘고아미
2호’였다.
111) 이러한 제재는 건기식법만이 아니라 식품위생법(법 13조 및 시행규칙 8조)도
관련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6장 결론부에서 설명한다.
112) 조아제약에서 생산하는 ‘콰이포르테정’으로, 캡슐 코팅을 제외하면 100% 마
늘을 원료로 한 약품이다. 이 제품은 2013년에 출시되었는데, 독일에서 30년
이상 판매되어온 ‘콰이포르테’의 이미테이션 제품이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허가
시점을 고려하면 마늘의 효능, 혹은 기능성이 의약품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훨씬
더 거슬러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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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표준을 바탕으로 가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경우 마늘을
‘source of allicin’으로 표기한 후, 알리신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다. 즉 마늘이
나 마늘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이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00g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 핵심이며 문장 역시 자연스럽
게 구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단 ‘마늘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전제 위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대중의 직관에 쉽게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113).

4.4. Laffont과 Tirole의 3단계 모델114)의 적용
4.4.1. 모델
본 모델은 의회(주인)/감독기관(대리인)/기업이라는 3중 관계115)를
113) 참고로 앞선 장에서 검토한 외국의 주요 표준(코덱스와 미국, 일본)에 따라
가상의 표시 문구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코덱스: 알리신’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마늘(혹은
마늘가공품)은 알리신을 00g 함유하고 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식사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미국: ⅰ. 과일, 채
소가 풍부한 저지방 식이는 여러 요인들과 연관된 질병인 일부 암의 위험을 낮
출 수 있다. 마늘은 알리신의 좋은 공급원이다. ⅱ.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은 ….
좋다. 특히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마늘을 전통적으로 천연
해독제라 생각해 양념원료로 오래 사용해왔다. (일반식품은 여기까지. 식이보충
제의 경우)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이 제품은… 아니다.’
추가 ③ 일본(‘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가공도 불문):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알리신 함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나, 신선식품이므로 알리신 수치가 이와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이
내용이 소비자청의 개별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114) Laffont과 Tirole은 Tirole(1986), Laffont & Tirole(1991), Laffont &
Tirole(1993) 등에서 이러한 3단계 모델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밖에
도 spiller(1990), Dal BÓ(2006) 등이 구체적인 가정과 수식을 다소 달리 할
뿐 함의가 유사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본 절에서는 이 중 선행연구들
의 기반 위에서 가장 나중에 발표된 Dal BÓ(2006)의 표기(notation)와 논리에
주되게 근거를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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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둔다. 편의상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기업을 가정116)하
지만, Laffont & Tirole(1991)에 따르면 결속력이 강한 산업 부문(a
cohesive industry)을 가정해도 무방하다. 핵심은 의회와 기업 간 완
전한 정보(full information) 하의 최적계약(first-best contract)과 정
보 비대칭 상황에서의 차선최적계약(second-best contract)이, 모델
에 규제당국(감독기관)을 포함하였을 때 그 역할과 주요 파라미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점이다. Dal BÓ(2006)가 새롭게 정리한 Laffont & Tirole의 3
단계 모델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적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발은 의회를 주인(principal),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117)을 대리
인(agent)으로 상정한 2단계 모델이다. 우선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의 영업이윤을 π(p) = q(p)·p-C(q(p))라 할 수 있다. 이 때 q(p)는
수요함수, p는 가격을 가리킨다. C의 경우 고정비용 F를 포함한
F+qc로 정의되는데, 이때 한계비용 c는 {cl, ch} 둘 중 하나의 값을
가지며, 0≤cl≤ch 의 순으로 크다. 이러한 한계비용은 외부여건이나
경험, 자본력, 보유 인적자원 등에 의하여 외생적으로 결정118)되며,
115) 그러나 이러한 3중 관계의 구체적인 당사자를 본문에 쓴 대로만 국한할 필요
는 없다. 가령 Armstrong and Sappington(2005)은 정부(government)/규제자
(regulator)/기업(firm)으로 분석을 수행하며, Dal BÓ(2006)는 나아가 이를 시
민(citizens)/정부(government)/기업(firm) 차원에서도 고찰할 수 있음을 언급하
고 있다. 의회(Congress)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본문의 의회/감독기
관(행정부의 규제당국)/기업 구조도 마찬가지 맥락이라 봐야 할 것이다.
116)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의 경우, 해당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
는 업체가 고시형 원료로 전환할 수 있기까지의 3년 동안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 즉 관련 시장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전체로 보면 차별화된 재화들 간
의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이 펼쳐지는 것이며,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개별인정형 원료로 제조한 식품만 놓고 보면 독점이라는 설명이 가능
한 것이다. 이 중 ‘독점’ 아닌 ‘독점적 경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독점적 경쟁
이론의 일반적인 결론처럼 해당 업체가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본 절의 논의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럽
다.
117) 가정 상 단일 기업만을 고려하나, 복수의 기업을 고려하든 동종 업계의 평균
적인 수준이나 업계 전반을 고려하든 논리 전개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118) 예를 들어 주로 의약품을 만들던 회사는 기존의 설비나 인력에 큰 변화를 주
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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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을 가리키는 cl가  확률로 나타나고, 고비용을 가리키는 ch가
    확률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의회는 이러한 기업에게 소비자의 조세를 원천으로 필요 시 T만
큼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의회가 극대화하길 원하
는 사회적 후생 S는 간단히 아래 식 (4-7)과 같이 소비자잉여 s(p)
에서 기업이전분 T를 뺀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4-7) S = s(p) - T
만일 의회가 기업의 비용구조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면, {[T=F, pl=cl], [T=F, ph=ch]} 조건으로 시장균형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 것119)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의회가 기업의 한계비용을 완
벽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계비용이 낮은 기업이 자신의 한
계비용이 그보다 높은 것처럼 주장하여 더 많은 보상을 취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는 아래 식 (4-8)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상황에서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자신의 정보우위로 인하여
q(ph)Δc 만큼의 지대(rent)를 얻게 된다.
(4-8)

                  
     ≡ 

그러나 앞서 본 실제 현실 사례처럼 영농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건강식품
류’를 가공해온 농민이나 농업인단체는 제도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
을 치러야 함이 불가피할 것이다.
119) 기업의 고정비용(F)을 조세(T)이전으로 보장해주는 이러한 논리는 자연독점
상황을 가정하기에 유효하다. 다만 본 절에서 다루는 상황에 맞게 다소 변용한
다면, 이를 제도변화로 추가된 고정비용(f)과 최대 그만큼을 지원해주는 조세이
전(t)만 고려하여 {[t=f, pl=cl], [t=f, ph=ch]}조건을 완전정보 하 최적계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f는, 가령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전에 없던 제
도의 홍보나 인정 절차 등에 들여야 하는 비용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의회의 결의와 행정부의 집행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제도 홍보나 인정 수수
료 감면 혜택 등을 국민보건 증진 등을 명분으로 하는 조세이전(t)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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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Δc는 (ch-cl)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대리인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주인에
게 사실대로 보고하게 하고, 주인은 이에 근거해 대리인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계획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보상계획을 제시함
으로써 자신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영환, 2005)이다. 따라
서 기업이 자신의 감추어진 정보를 의회에 진실하게 보고하는 편이
곧

그 자신에게도

가장 유리한 계약,

즉 '현시장치(revelation

mechanism)'를 포함하는 계약구조120)가 요청된다.
이러한

‘정보비대칭

상황에서의

최적계약(Optimal

Contrac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즉 '차선최적계약(second-best
contract)'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될 수 있다121). 우선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한 ‘참여제약조건(participation constraint)’과 ‘유인
합치제약(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은 저비용 기업과 고비
용 기업의 경우에 각각 다음 식 (4-9) 및 (4-10)과 같다. 각 비용구
조 하에서 기업의 이윤이 음(-)이어선 안 되며, 기업은 자신의 비용
을 감추거나 속일 때보다 그러지 않을 때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
어야 한다.
(4-9)
(4-10)

    ≥ 
    ≥ 

    ≥    
    ≥    

이 때 의회는 아래 식 (4-11)의 극대화를 원하게 된다.

120) 정보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시원리(revelation principal)’라 한다.
121) ‘정보비대칭 상황에서의 최적계약’이 본 절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모델은 아
니나, 규제당국을 포함하는 3단계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할 필요가 있어 본문에 간략히 정리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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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그런데 식 (4-10) 중 ‘참여제약조건’은 Th≥F-q(ph)·(ph-ch)를 의미
한다. 다만 고비용 상황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저비용 기업
이 자신의 실제 비용부담 수준을 속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Th=F-q(ph)·(ph-ch)로 계약조건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식
(4-9)의

‘유인합치제약’과

식

앞선

식

(4-8)을

결합하면

T l≥

F-q(pl)·(pl-cl)+q(ph)Δc가 되는데. 여기서도 의회는 가능한 한 이 조
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기업으로의 이전분을 최소화하기를 원할 것
이므로 Tl=F-q(pl)·(pl-cl)+q(ph)Δc로 계약조건을 확정하게 될 것이
다. 이 때 pl > cl 이면 기업으로의 이전분 Tl가 다소 감소하는 대
신,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도 함께 감소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따라서 의회는 pl = cl 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며, 이를
앞선 식에 대입하면

Tl=F+q(ph)Δc가 된다. 이상 본 단락에서 논의

한 내용을 식 (4-11)에 적용하면 다음 식 (4-12)와 같이 쓸 수 있다.
(4-12)

                  

식 (4-12)의 극대화 문제를 풀기 위한 일계조건은 다음 식 (4-13)
과 같으며, 이를 정리하면 식 (4-14)가 도출된다.
(4-13)

 ′         ′         

(4-14)


     

 

이처럼

의회와

기업

간

정보비대칭

(second-best contract)은 Πh=0,

하에서의

차선최적계약


Πl=q(ph*)Δc,       ,

 

pl*=cl에 부합되게 제안된다. 이 경우에 저비용 기업 입장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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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비용부담 수준에 대한 정보를 감추지 않는 편이 더 이익이 되
며, 사회적으로도 저비용 기업의 지대 q(ph)Δc가 q(ph*)Δc로 감소122)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지대를 완전히 회수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완전정보 하에서의 계약보다는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불가
피하다.
의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 사이에서 규제당국(regulator)123)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강조하는 3단계(three-tier hierarchy)
모델이 바로 이 지점에서 대두된다. 즉 의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할 주체로서의 규제당국이
기업과의 공모(collusion)124)를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지대
나 사회적 후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Laffont & Tirole(1991)에 따르
면, 규제당국에게는 의회에 없는 ‘시간과 자원과 전문가’ 등이 있다.
이제 규제당국이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의 비용구조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r)한 후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고 하자125). 보고
상황은 {cl,}, 즉 저비용임을 보고하거나 비용에 관련된 보고 자체
를 생략하는 경우, 둘 중 하나로 구성된다. 이 때 기업은 규제당국
의 진실한 보고를 막아야 자신의 지대 감소를 막을 수 있으므로 규
제당국을 포획하고자 나설 인센티브를 가진다. 이러한 포획에 드는
비용을 금전으로 환산하였을 때, 기업은 규제당국으로 이전하는 순
비용 1원 당 조직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포함된 (1+)원만큼을 지출
122) 수요함수의 정의에 의해 q(ph) > q(ph*) 이므로 q(ph)Δc > q(ph*)Δc도 성립한
다.
123) Laffont과 Tirole은 규제당국의 대리인적 지위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을 분명
히 하기 위하여 규제당국을 ‘agent'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리
서술상의 편의와 좀 더 현실적인 설명을 위하여 ’regulator'를 채택한다.
124) 3단계 모델에서는 규제당국에 대한 기업의 포획(capture) 현상을 보통 규제
당국과 기업의 ‘공모(collusion)'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양자가 실제로 크게 다
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나, 개념적으로 ’공모‘가 좀 더 포획당하는 측의
이해관계도 강조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125) 이는 물론 규제당국의 급여를 의회가 직접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대
의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의회가 규제당국이 계획한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함으로
써 그 안에 포함된 급여에 대한 권한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다. ‘보고’ 역시 마
찬가지로 의회와 규제당국의 일반적인 역할론의 맥락에서 이해함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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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규제당국이 저비용 기업에 대하여
진실하게 보고하려면 아래 식 (4-15)에서 보듯, 규제당국이 수령하
는 급여가 저비용 기업이 포획에 들이는 비용을 상회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15)

 
≥ 


이에 따라 규제당국이 기업과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의회 보고 시
기업의 비용부담 수준에 대한 내용을 생략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규
제당국은 기업의 비용부담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생략하거
나, 아니면 기업의 실제 한계비용을 간파하지 못하여 그리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규제당국이 보고를 생략하였는데 실제
기업의 비용구조가 저비용일 확률()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4-16)과 같다. 여기서 는 규제당국이 기업의 저비용 구조를 인식
할 확률을 의미하며, 와 더불어 본 모델의 주요한 파라미터라 할
수 있다.

(4-16)

  
  
≡            
     
  

이제 의회가 기대하는 사회후생(expected social welfare)은 아래
식 (4-17)과 같이 작성될 수 있다. 이는 상술한 식 (4-11)을 규제당
국이 저비용 기업을 인식할 확률 및 이를 진실하게 보고할 확률 등
을 고려하여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4-17)

             
        

앞선 논의들과 식 (4-15) 등을 적용하면 식 (4-17)은 다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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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로 고쳐 쓸 수 있다.
(4-18)
 
                

             
식 (4-18)의 최적화 일계조건은 다음 식 (4-19)와 같이 도출되며,
이는 다시 식 (4-20)의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

(4-19)

(4-20)

′ 
       ′ 

       ′        

′                
 

끝으로 식 (4-20)에 식 (4-16)을 변용한 1-μ = (1-)/(1-)를 대
입하면, 아래 식 (4-21)과 같이 기업과 규제당국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고비용 기업의 균형가격을 구할 수 있다.

(4-21)




           
  

 

이 식 (4-21)의 결과를 앞선 식 (4-14)와 비교해보면, 식의 전반부


는 같으나       가 추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는 음(-)의 값을 지니므로, 설령 기업과 규제당국 간의 공모가 있다
하더라도 ph는 단순히 정보비대칭 상황에서의 차선최적계약일 경우
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만 ‘포획’ 파라미터인 가 0에 가까우면 가까

울수록     도 0에 근접하여 이러한 감소 효과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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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이 규제당국을 포획하기 쉬울수록 규제당국의 존재에도 불
구하고 ph가 애초의 단순 정보비대칭정보 상황 하 균형점으로 수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 무한대로 커지면, 즉 여하한 이유로든 기
업에 의한 규제당국의 포획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면,


   



가 1에 수렴하고 식 (4-21)도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게 된다.

(4-22)




               
  



식 (4-22)는 규제당국이 기업에 포획되지 않을 때, 이 계약의 성
패가 규제당국이 지닌 정보의 질, ‘'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가 0이라면, 즉 규제당국이 기업의 저비용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다
면, ph가 단순 정보비대칭 상황의 균형점과 다를 바 없어진다. 그러
나 가 1이라면, 즉 규제당국이 기업의 저비용 구조를 항상 완벽히
인지한다면, ph는 ch와 같아져 완전정보 하의 최적계약(first-best
contract)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결론이 ’3단계 모델‘의 가장 핵
심적인 시사점으로, 결국 기업에 의한 규제당국의 포획 가능성, 혹
은 여건과 피규제 기업에 대한 규제당국의 정보력, 혹은 전문성이라
는 두 파라미터 와 의 양상에 따라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달라진
다고 할 수 있다. 포획이 어렵고 규제당국이 기업의 비용구조를 잘
알수록 사회적 후생이 커짐은 물론이다.

4.4.2. 적용
지금까지 살펴본 ‘3단계 모델’에 따르면 파라미터 와 의 크기가
한 사회, 혹은 시장에서 규제 포획의 가능성과 사회적 후생의 크기
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 모델이 규제당국이 의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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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과 자원과 전문가’를 갖고 있다는 현실 경험칙에 의거한
전제 위에서 성립함을 고려하면, , 즉 규제당국이 기업의 저비용구
조를 인지할 확률은 대체로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소절
에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의 크기, 즉 포획에 드는 거
래비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3단계 모델의 적용을 논하려 한다.
우선 생각해볼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존재하고 영향을 미
치는 ‘제도’가 상당 부분 규제당국의 ‘고시(告示)’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용어사전(2015)에 따르면 본래 ‘고시’는 ‘행정주체가 정
립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뜻하는 ‘행정규칙’126) 중 하나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정하기 위한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의 형식을 띠지만 이의 근거가 되는 법령(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결합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127)가 있는데, 이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 하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고시는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그럼
에도 법 규범의 서열체계상 ‘고시’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보다 하
위 법원(法源)이므로 보다 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개정될 수 있
다는 점이다. ‘법령’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즉 ‘고시’ 제·개정
시의 차이를 분석하여 다음 <표 4-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 개별 부처 단위를 넘어 보다 전반적인 행정부 차원에서
‘규제 요소’에 대한 검토를 행하기 위한 목적의 ‘국무조정실 사전규
제 심사’가 법령의 경우는 필수지만 고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비슷한 의미가 있는 법제처 심사 역시 법령은 공표 전에 필해
야 하나, 고시의 경우에는 필요 시 선택적으로 ‘검토’를 요청할 뿐
원칙적으로 사후심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령이나 고시 확정
126) 훈령, 고시, 예규 등이 이러한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다른 말로는 ‘행정명령’
이라고도 한다.
127) 엄밀하게는, 이는 법학계 내부에서 다수학설이 그렇다는 것일 뿐 꼭 객관적
으로 그러한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준현(1995)에서 행정
규칙 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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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결재 소관 역시, 법령은 장관 결재지만 고시는 최고일 경우 차관
결재일 뿐, 경우에 따라 국장이나 과장 전결로도 확정이 가능하다.
또한 법령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가져야 하나, 고시는 동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만 가
지면 되는 큰 차이가 있다.

<표 4-5> ‘법령’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제·개정 과정의
차이
구분

법령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규제’ 요인이 없다고 판단 시
부처 내부 법무 담당 선에서
자체 종결
‘필요하다고 판단 시’ 법제처에
공표 전 법제처의 사전 심사를
법제처 심사
사전 ‘검토’ 요청이 가능하며,
필해야 함.
공표 뒤 법제처 사후심사 必
확정 시
최고 차관 결재 (경우에 따라
장관 결재
결재 소관
국장이나 과장 전결)
규제 심사

국무조정실의 사전규제
심사를 필해야 함.

예고 기간

입법예고 40일 이상

행정예고 20일 이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 「법령 재·개정 업무편람」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
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필자 작성

이로 미루어보면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요하는 규제를
‘법령’보다는 ‘고시’에 반영해내는 편이 상대적으로 포획 시의 거래비
용이 적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규제 심사’ 부문은 제도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인지와 주의 수준이 이로써 달라
질 수 있는 문제며,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여러 이
해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예고 기간’ 역시 짧을수록 산업
계가 수요하는 규제를 보다 빠르고 손쉽게 제도화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차이로 다가온다.
일례로, 최초 의결기구로 출발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건강기능식
품 기능성 심의위원회’가 ‘식약청 고시 2007-51호(2007.7.11.일)’의 제
9조에 의하여 자문기구로 전환하면서 기능성 원료의 최종적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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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허가가 전적으로 식약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에 놓이게
되는 큰 변화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생긴 일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조윤미(2015)는 ‘전문가들이 기능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새
로운 제품의 기능성 허가가 적어지자’ 자문기구로 전환하였다는 언
급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연도별 인정 건수의
차이로 확연히 드러난다. 즉 건기식법 출범 초기인 2004년과 심의위
원회가 자문기구로 바뀐 2007년을 제외한 2005년과 2006년에는 연
평균 26건의 기능성 원료만이 인정받았을 뿐이지만, 자문기구 전환
이후인 2008년～2014년에는 연평균 62건의 기능성 원료가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자문기구 전환 이후 바로 이듬해(2008년)와 그 다음
해(2009년)에 각각 84건과 97건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 건수가 이전
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늘어난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기능성 원료의
인정 및 허가와 관련된 식약처(청) 권한의 증대와 무관하지 않으리
라는 심증을 뒷받침한다128).

<그림 4-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건수 변화 추이

128) 참고로 고시 제2007-51호에 명기된 바, ‘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인
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하도록 개정한 이유는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이다.
그러나 보통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표방하며 국가기관의 권한을 강화할
시 인·허가 요건이나 환경이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일반적임에 비추어볼 때, 고
시 개정 직후 인정 건수가 급속히 늘어난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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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5),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또 한편으로 짚어볼 점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치는 하나의 제도가 법령이 아닌 고시의 형태로 공표되는 근거에
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129)에 따르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법
령의 위임을 받아 이뤄지며, 내용적으로는 ‘극히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는 사안으로 제한된다. 그러한 사안이기에 법령에 의하여 위임
되는 것이다. 이를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에 비추어 생각하면 기능
성 원료의 규격이나 과학적 분석 방법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화130) 하는 조
129) ‘헌재 2004.10.28 결정, 99헌바91’에서 이와 관련된 문장을 발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
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
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
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
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 정립의 권
한을 갖게 되고...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
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
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
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밑줄은 필자가 표시함.)
130)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소 다른 관점에서도 짚어볼 문제가 있다. 건기식법에
규정된 ‘심의위원회’는 두 개로,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제27조)며,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제16조3항)다. 그런데
전자의 심의 행위는 고시 개정 이후 단순히 자문의 성격을 가질 뿐 건강기능식
품 인정의 소관이 실질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는 반면, 후자의 심의 행위
는 그 업무 자체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법령에 의해 ‘위탁’받아 독자적으
로 의결하고 집행하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즉, 기업으로서는 복수의 외부 전문
가들에 의한 ‘기능성’ 심의에 이전보다 덜 신경을 써도 되고, 표시·광고 문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회원사로 있는 사업자단체의 심의만 받으면 되는 친기업적인
제도적 환경 하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자체의
옳고 그름을 쉽게 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산업진흥적 차원에서는 몰라도 국
민보건적 차원에서는 의미가 다소 퇴색하는 제도 환경이라는 지적은 가하리라
고 본다. 이는 만일 본 소절의 ‘3단계 모델’을 본문에서와 다소 달리 ‘식품의약
품안전처-(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으로 구조
화하여 이해한다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회원사 기업 간의 '공모(collusion)'
가 비교적 쉬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즉, 가 0에 가까워짐.)에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확률이 높다고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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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앞선 장의 <그림 3-3>에서 보았듯 ‘건강기능식품’ 식별도안
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름을 넣는 일이나, 최근 행정예고131)된 ‘기
능성 등급제 폐지’ 같은 사안들이 과연 그러한 ‘극히 전문적인 식견’
을 요하는 일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이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는 ‘고시’의 일견 모순적인 성격을 잘 활용한
바, 행정적인 사안을 변경하는 단순 조치로 비칠 수 있는 한편으로
실제로는 ‘법규명령’으로 국민·소비자 일반을 규율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 이상으로 크고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적 결정이 이러한 ‘고시’
형태로 제·개정되는 사실이 더욱 중하게 여겨지는 또 하나의 이유
는, Aoki(1996)가 비교제도분석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정부-기업 간
관계를 고찰하여 내린 결론인 ‘관계의존형 정부’ 시스템이 우리나라
에도 상당 부분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는 ‘행정부 각 부처의 관할영
역이 엄밀하게 구획지어져 있으며, 각 부처와 그 관할 하의 민간기
업, 사업자단체 간에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관
계의존형 정부의 구조적 핵심으로 보는 가운데, 이런 구조가 정부
주도하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복무하고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
를 용이하게 했는지를 분석한다. 그런데 이는 김병연(2013), 이영훈
(2014), 이근(2015), 조성훈(2016) 등 국내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한국
의 경제체제를 논하며 내리고 있는 결론과도 일맥상통한다132). 김병
131) 2016년 11월 21일에 예고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15’를 가리킨
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이상’ 원칙에 따라 12월 11
일까지 받았다.
132) 흥미롭게도 이들 연구는 모두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발표되었
다. 김병연, 이영훈, 이근은 동 학부의 교수들이며, 조성훈은 박사과정생이다. 물
론 이들이 한국의 경제체제를 논하게 된 학적 배경이나 동기는 다소 상이하다.
김병연의 경우 ‘경제체제’와 ‘이행기 경제’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의 연장선상에
서 한국 경제구조를 논하며, 이영훈은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지난 역사에
대한 문헌학적·경제사적 연구의 오랜 경험 속에서 한국의 경제구조를 논한다.
이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추격 전략’에 대한 그의 오랜 연구의 한 결론으로
지난 시기 한국의 경제구조와 앞으로의 전망이 논해지며, 조성훈은 이들 선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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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013)은 한국과 일본의 ‘시장 대 비시장 조정 메커니즘’을 미국식
의 ‘거의 시장’이나 유럽식의 ‘시장과 정부-시민-기업 관계’에 대비
하여 ‘시장과 정부-기업-각종 인맥관계’로 분류하며, 이영훈(2014)은
한국의 정부규제를 ‘관료들의 선호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에 역사적
으로 배태한 요인에 의해 초래되고 강화되었다’고 지적133)하며 ‘국가
주의 시장경제’의 산물로 본다. 이근(2015)은 한국이 ‘권위주의적 국
가 개입과 일본을 모방함’으로써 선진국을 성공적으로 추격했다고
보며, 조성훈(2016)은 한국이 ‘국가주의 시장경제와 유사한 면모를
많이 보이’면서도 ‘각 분야의 제도적 혼종이 야기하는 비효율성’ 등
으로 인해 어느 이론과 데이터로도 분석하기 복잡한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문제는 이런 ‘관계의존형 정부’ 시스템은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
고 Aoki(1996)가 지적하듯 ‘부패의 가능성이 큰 것이 약점’이라는 점
이다. 그에 따르면 이런 시스템은 ‘정부-기업 간의 장기적 관계에
기초하는 규칙변경의 여지를 이용하여 장기적 관계의 당사자에게만
연장선상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의 일환으로 영·미권과 한국 경제구조의 차
이를 논하고 있다. 이영훈을 제외하면 이들 연구는 대부분 Aoki가 평생 천착한
작업과 유사한 비교제도 분석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이근 교수는
Aoki(1996)의 한글번역판 대표역자이기도 한 만큼 학문적 관심사와 접근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133) 이런 지적의 근거 중 하나로 이영훈은 2014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상품
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표를 들고 있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규제
수준이 높은 나라라는 것이다. 실제 당시 OECD 자료(아래 그림 참조)를 찾아보
면 이영훈의 인용이 정확함을 알 수 있다.

주) PMR 지표는 0과 6사이에 존재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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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가능한 정보를 정책결정에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에게 있
어서 자기가 속하는 업계를 관할하는 부처/기관이 관료조직의 유일
한 접촉창구’인 만큼 ‘소수 관계자가 결탁하여 규제 등의 수단으로
신규 진입이나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포획의 거래
비용()이 매우 낮아지는 시스템인 것이다.
또한 이는 규제당국과 산업계 간의 ‘공모(collusion)' 가능성을 염
두에 둔 ‘3단계 모델’에서 비근한 사례로 언급되곤 하는 ‘회전문 현
상(revolving door phenomenon)'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적 환
경이기도 하다. ‘회전문 현상‘은 ‘규제 담당자가 규제 대상 부문으로,
혹은 규제 대상 부문에 몸담은 이가 규제 담당자로 돌아가는 현상’
(Stiglitz, 2012)으로 Stiglitz(2012)는 이런 회전문 현상이 포획134)을
더 용이하게 함을 논한 바가 있다135).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관련하
여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2005년～2014년 간 10년에 걸쳐 식품의약
품안전처(청) 출신 퇴직자의 62%가 이익단체 및 관련 협회, 산하 기
관 등에 재취업한 사실136)이 확인된 바 있다. 이 무렵 ‘백수오 복합
추출물 사태’와 관련하여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심의위원회의 간부
가 백수오 복합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밝
혀져 규제 대상이 바로 규제 담당이라는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

134) Stiglitz(2012)는 나아가 비금전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포획
(cognitive capture)'의 개념도 소개하고 있다. 이는 '규제자의 사고방식이 규제
대상의 사고방식에 포획되는 것'을 가리키며,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연방
준비제도이사회 인사들이 '금융권에 대한 타고난 친밀감을 토대로 동일한 사고
방식을 공유'하는 상황을 예로 든다(pp. 140~141). 이런 관점을 본고에서 다루
는 사례에 적용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 산업계 관계자들이 동
일하게 공유하는 ’식품공학적‘, 혹은 ’성분 중심적‘ 사고가 포획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5) 이 밖에도 ‘회전문 현상’과 규제 포획의 관계에 대하여는 Berry(1979),
Adams(1981), Cohen(1987), Laffont·Tirole(1993), Che(1995),
Leaver(2002) 등 여러 연구자가 다룬 바 있다.
136) 이는 2014년 5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실에서 발표한 통계로, 당시 많은 보
도가 뒤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일정 부분 시인하였던 사안이다. 당
시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한 이사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기준과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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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이상 살펴본 거래비용은 포획을 위한 탐색, 협상, 감시 및 유·무형
의 계약 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성격을 띤다.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비용 요인으로 이러한 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조
직화’에 소요되는 ‘조직비용’이 있다. 이는 앞서도 Olson(1965) 등의
논리를 빌어 논하였듯 사업자 단체로서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존재를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건강기능
식품 시장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백수오 복합추출
물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불신은 해당
품목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동종 업계 전
체 품목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기 마련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는 백수오 복합추출물이 아닌 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일인 것137)이다. 따라서 당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를 산업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소비자 소통 및 신뢰 회복을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여 ‘고객만족추진단’을 출범138)시키는 결속력과 결단력을 보여
주었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관지 ‘건식투데이’, 2015년 가을호).
결국 본 소절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시장
자체의 특징에 의해서든 법 규범 등의 제도적 구조나 한국 경제발
전의 특이성이라는 보다 역사적인 차원의 배경에 의해서든 기업이
규제당국을 포획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파라미터()가 낮은 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3단계 모델’에 의해 이런 구조 하에서는 기업과
규제당국의 ‘공모’에 대한 우려가 이론적 정당성을 지닌다.
137) 최근의 사례로 도요타 자동차의 대량 리콜 사태가 현대자동차 등의 매출 증
대를 불러온 예를 들 수 있다.
138) 참고로 당시 고객만족추진단의 단장은 2010년~2014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이가 맡았다. 이
전까지 과장되거나 허위인 표시와 광고를 심의하다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홍보하게 된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으로
이를 3장의 각주 32)에서 언급한 ‘근연 관계’나 앞서 서술한 ‘회전문 현상’의 한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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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앞선 장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국내 제도적 표준의 양상이
소비자 보호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해당 산업의 진흥 측면에 기울
어져 있음을 논하였다. 본 장에서 검토한 경제학적 규제 이론에 따
르면 여러 국내적 정황이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 Stigler/Peltzman 모델이 예측하듯 건기식법 제정 이후 건강기능
식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그 전과 다르게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또한 Interest Group Competition 모델이 시사하듯, 한의학
계, 식품업계, 제약업계 등의 주요한 이해 관철의 장이자 수단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가진 의미도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이런 상황
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적 결정의 많은 수가 하위

법원(法源)으로 제·개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고시’를 통하여 이뤄지
거나, 역사적·제도적인 연원을 갖는 ‘관계의존형 정부’ 시스템이 특
수한 국내적 관성으로 구조화되어있거나,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공동
이해나 결속력, 사업자단체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업계의 조
직화에 드는 거래비용이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건강기
능식품 시장은 Laffont과 Tirole의 3단계 모델이 우려하듯 ‘포획’, 혹
은 규제당국과 산업계 간 ‘공모’가 발생하여 사회적 최적계약수준이
흐트러지기가 쉬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139).
139) 특히 3단계 모델과 관련하여, 선진 각 국과 우리의 시장구조, 혹은 제도적 환
경을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우리가 ‘포획’에 용이한 여건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고시’처럼 주요 표준을 행정규칙에 담는 체계는 지극히 이례적이
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은 법령(EU는 ‘규정’)과 그에 부속하는 문건에 주요
표준이나 표준문안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이 ‘조건부건강강조표시’를 FDA 프로
그램 상에서 허용하는 체계가 우리의 ‘고시’와 그나마 유사하나, 그 범위나 영향
력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역할이나 결속력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는 ‘표시․ 광고에 대한 심의’를 사업자단체가 하지만, 미국이나 EU는 ‘표현
의 자유’를 원칙으로 법령에 표준문안을 제시하되 사후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일본은 ‘소비자청’이 관할하여 생산자측 입장과 거리를 둔다. 나아가 ‘국제식이
보충제연맹’에 우리나라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단 한 곳이 대표성을 띠며 가
입해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공히 세 단체가 가입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들
국가에서 ‘식이보충제’ 관련 기관의 범위는 우리보다 더욱 넓고 다양하여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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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포획’을 위시한 경제학적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는 의원입법에 의하여 행정입법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제정된 법으로 공식화된 후, ‘고시’에 의하여 순차
적으로 ‘식별도안’을 도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소비자 인지도를 확보해왔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타 농식품군이 ‘건강강조표시’의
활용에 강력한 제약을 받는 동안, 혹은 몇 건의 판례로 조금씩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는 동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대한 ‘기능’을 가진
유일한 식품군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비춰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는 이러한 과정이 누군가의 직접적인 기획이나 의도에 의하여 일사
천리로 진행되어왔을 것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Kay and Vickers(1988)가 영국의 여러 규제 정책을 분석한 후 내린
결론처럼, ‘시장실패라는 합리적 동기에 의하여 도입된 규제라 할지
라도, 그 규제의 범위는 자주 시장실패와 별개로 너무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 문제로 확장되어 버리는 것’140)임에 대한 주의
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 혹은 식별도안은 소비자들의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제 외국과 달리 일반적인 농식
품에 잘 허용되지 않는 국내의 ‘건강강조표시’ 체계는 또 시장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문이지만
‘규제 포획’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포획의 간접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질문이 된다. 다음 장
에서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적으로 결집된 힘이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미국을
예로 들면, 일반적인 보충제 계통 단체 한 곳, 허브 보충제 단체 한 곳, 그리고
알로에 단체 한 곳이 각기 국제식이보충제연맹의 회원단체로 가입해 있다.).
140) 다음 원문을 다소 의역하였다. : ‘The normal pattern is that market
failure provides the rationale for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but the
scope of regulation is then extended to a wide range of matters which
are the subject of general or sectional interests,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ny element of market failure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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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강조표시’와 ‘건강기능식품’ 표시의 효과 분석
5.1. 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규제 포획’에 대한 계량 분석은 크게 ‘포획’이라는 결과에 주목하
는 방식과 ‘포획’의 영향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가령 ‘포획
이론’의 선구자인 Stigler(1971)는 동 논문에서 철도산업계에 의한
주(州)별 트럭 운행 및 적재량 제한 사례를 종속변수로 두고 주별
화물수송용 철로의 길이, 주별 대형트럭의 인구 당 대수, 고속도로
시스템의 질 등을 설명변수로 삼아 분석하거나, 미용사나 변호사 등
의 면허 규제 사례를 인구 당 해당 전문 인력의 수나 도시화 수
준141)에 회귀하여 논함으로써 전자 유형의 대표적인 분석법을 보여
주었다. 후자의 경우 개업의(Physician)의 자격이 주(州) 내로 제한
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연방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
를 비교․분석한 Leffler(1978)나 Paul(1982)의 연구 등에서 규제가
있는 주에서의 개업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은 사실을 짚은 예가 대표적이다.
이런 흐름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김영덕(2016)은 전자의 방
식을 활용하여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이라는 규제의 포
획 가능성을 업종별 배출량당 부가가치, 온실가스 초기배출량, 연구
개발비, 시장집중도 등의 설명변수를 통해 가늠하고자 하였고, 김상
헌(2010)은 후자의 방식을 활용하여 헤리티지 재단이나 세계경제포
럼 등에서 발표하는 각 국의 규제수준, 혹은 이익집단의 영향력 지
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삼아 각 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코자 하였다.
141) 도시화(Urbanization) 수준은 이런 유형의 연구에서 ‘조직 결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의 대리변수로 자주 쓰인다. 도시화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거래비용
은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는 인터넷 보급률이나 스마트
폰 사용률 등이 변수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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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방식을 택하든, 이런 유형의 연구에는 관련 데이터의 뒷받침
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하나의 규제가 도입 여부에
차이가 있거나 그 수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손쉽게 패널데이터가
구축되는 편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도 이런 탓에 대부분 국제
거시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산업 부문을 분석할 때도 중분류나
소분류 수준의 여러 산업이 비교 가능할 때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
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보다 세부적인 산업 영역과 매우 구체적인 사례
를 다룰 뿐 아니라 정량적인 측면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 레벨의
데이터까지 필요로 하는 관계로 계량 분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후자, 즉 규제포획의 영향을 규명하는 방식에 집
중하되

행동경제학적

아이디어를

일부

차용한

‘실험적

방법론

(Experimental method)’을 활용하고자 한다. Lunn(2014)이 OECD
보고서에서 잘 정리하고 있듯,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정부규제에 의
해 야기되는 시장의 창의성과 개방성 제한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규
제방식의 개발을 위하여 행동경제학적 시각의 활용에 힘쓰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관점은 정부가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로서 국
민들이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특히 ‘작위/부작위 명령, 금전적 징벌/유인 등 전통적 규제방식보다
는 정보제공, 선택구조 변경 등의 정책수단의 활용가능성’을 확대하
는 방식이 바람직하게 인식되고 있다.
제도․정책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본 장은 행동경
제학적 개념의 하나인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142)나 Roe,
Levy, and Derby(1999), Patrik et al.(2015) 등에 의하여 식품 부문
의 건강강조표시, 혹은 에코 라벨(eco label)을 분석하는데 사용된
142) 행동경제학의 선구자인 Kahneman(2011)에 따르면 ‘프레이밍 효과’는 ‘표현
이 믿음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이를 접하는
표현에 따라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고의 주된 논의
중 하나가 ‘식이보충제’의 국내적 표현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에 대한 강조
인 만큼 이를 ‘프레이밍 효과’의 개념으로 분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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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광 효과(Halo effect)'143)의 개념을 활용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제도적 표준이 갖는 효과144)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인지심리학적 해석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내재된 비합리적
요소를 분석하는데 특히 용이한데, 본장에서는 이를 위해 다소 실험
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체크한다.
즉 이들 개념에 정초하여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건강강조표시의 효
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시장에 현시되지 않은 데이터를 소비자의 ’
진술(statement)'을 토대로 확보하여 그리 하는 방법을 택한다. 만일
‘건강강조표시’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을 때 소비자의 구매의
사가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역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농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이상은 ‘건강강조표시’와
관련된 제한으로 인하여 마케팅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으며, 보
다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한되었다는 가설을 간
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소
143) ‘후광효과’는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휴리스틱
(heuristic)'의 일종으로, 휴리스틱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직감적이고 편의적인 방법을 뜻한다. 이
러한 휴리스틱은 이른바 ’알고리즘(algorithm)‘과 반대되어, 혹은 상보적으로 인
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후광효과는 이 중 어느 상품이 가진 하나,
혹은 일부의 긍정적인 특성으로 그 상품의 전부를 긍정적으로 일반화하는 경우
를 가리킨다. Roe, Levy, and Derby(1999)의 실험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
건강강조표시‘가 있는 어느 상품을 선택 시 은연 중 건강강조표시에 높은 가중
치를 부여한 나머지 그 표시 이외의 영양표시나 심지어 건강 상의 주의를 요하
는 표시까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44) 한편으로 여기서 ‘편익’이나 ‘영향’이 아닌 ‘효과’를 분석한다는 개념은 법경제
학적인 논의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익의 균형성을 논할 때 어떤 법률로
인해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비용을 능가할 때 그 법률을
합헌으로 보는 것이 법경제학적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익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내지 공통의 분모가 없다는, 이른바 ‘통약불가능성
(incommensurability)'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럼에도 상충되는 법익이 동일한
종류의 것일 때는 통약불가능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으며(Posner,
2003), 통약불능이 반드시 비교불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김일중·김두얼,
2011). 본 장에서 통계·계량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는 하나 이로써 엄밀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따른)비용-(표현의 자유 독점에 따른)편익이 계산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
과’라는 표현을 본 장의 제목과 본문에서 주로 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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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런 맥락에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와 이 용어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관명이 명기된 식별도안으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표
시는 국내적 제도의 산물이다. 건기식법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
도적 지원과 잠재적으로 ‘건강강조표시’ 표기가 가능한 일반 농식품
에 대한 제도적 배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본 장에서 그 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5.2. 실험설계 및 연구방법
‘건강강조표시’와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소비자의 관련 식품 구매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비자를 주어지는 정보량
이 각기 다른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145)한 후 그 결과
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연구의 목적에 들어맞
을 뿐 아니라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변수 외 기타 변수의 통제
가 용이하도록 대상 품목의 선정이나 관련 설명 등에 세심히 접근
하고자 하였다.

5.2.1. ‘건강강조표시’ 관련 실험설계 및 연구방법
‘건강강조표시‘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통차 중 하나인 ’생강
차‘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과 선호를 조사하였다. 대상 품목으로 생
강차를 고른 이유는, 첫째, 어느 정도 건강과 관련된 식품이어야 조
사가 효과적일 수 있으리라 예상해서다. 그렇다고 너무 건강 목적으
로만 섭취하는 식품군이면 ’건강강조표시‘가 이미 그 식품군에 라벨
145) 실험적 방법론에서 흔히 쓰는 개념을 인용하면 이를 ‘통제집단(control
group)’과 ‘실험집단(experimental group)’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실험집단’
은 연구의 이유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설명변수에 실험적 처치를 받는 집단으
로, 본 실험에서는 ‘건강강조표시’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관련하여 ‘보다 많
은 정보량’이 제공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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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핵심적인 정
보로 느낄 수 있으므로, 기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충족하
는 ’차‘류 가운데서 품목을 정했다. 둘째, 그럼에도 예컨대 ‘녹차’처럼
광범위하게 음용되고 있는 차인 경우에는 이미 소비자들의 구매 패
턴이 상당 부분 굳어졌고 무의식 결에 관련 상품의 표시 내용에도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보다는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잘 마시지 않아 설문을 통해 그룹별로 주어
지는 정보량이 주요하게 기능할 수 있는 ‘생강차’를 골랐다. 셋째,
‘생강차’는 주원료인 ‘생강’이 가진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건강’ 관련
기능이나 용례가 있고 그 맛도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인터넷 조사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설명하기가 쉬운 품목이
라 판단했다. 넷째, 본 조사에서 핵심은 두 그룹별로 ‘건강강조표시’
와 관련된 정보량을 달리 하였을 때의 차이를 보는 것인데, 이 때
‘정보량’을 아무 근거 없이 달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그룹은 국
내에서 현재 판매되는 생강차에 쓰인 문구를 중심으로, B그룹은 이
에 더하여 외국에서 판매되는 생강차에 쓰인 문구를 추가하여 설문
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국내 판매 제품과 비교가 용이한 외국의 제
품이 필요했으며, 이에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아래 그림 속 생강
차(Ginger tea)와 건강강조표시를 조사 설계 시 응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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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미국의 티백 생강차와 후면 라벨링 사항(예)

주) 후면의 문구 중 ‘Herbal Power'와 ‘Reason to Love’라는 소제목 아래의 내용
들이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에 해당하며, 이는 이미지에서 보듯 별표(*)가
붙여진 뒤 다른 면에서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단서문구로 부연되고 있다.
자료: 직접 촬영

이상의 이유로 설문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생강차와 관련된 질
문146) 중 핵심적인 문항은 7번의 ‘방금 설명 들으신 생강차를 겨울
철 목 관리 등의 용도로 구매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생강차를 얼마나 자주 드실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이에
대하여 더 높은 번호를 고를수록 생강차를 자주 먹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변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 때 중요한 사실은 두 그룹에 제
시한 ‘설명’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A그룹에게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 ‘생강차’에 표기된 문구를 혼합한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B그룹에게는 이에 더하여 <그림 5-1>의 미
146) 전체 설문 내용은 부록에 따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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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품에 표기된 ‘건강강조표시’147)를 추가한 설명을 제시하였
다148). 각 그룹에 제시된 설명은 아래 <표 5-1>과 같으며, 이 외에
두 그룹에게 제시되는 정보는 동일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표 5-1> 생강차 관련 A, B 두 소비자 그룹에 제시된 설명
A그룹에 제시된 설명
<맛> 생강과 꿀, 대추 등
이 어우러져 달콤씁쓰름
한 향과 맛이 좋은 차입
니다.

B그룹에 제시된 설명
<맛> 생강과 꿀, 대추 등이 어우러져 달콤씁스
름한 향과 맛이 좋은 차입니다. 세계 여러 문화
권에서 이 차를 주로 식사 전후에 즐깁니다.
<원료> 주요 원재료(생강, 꿀, 대추 등)는 국산

<원료>

주요

원재료(생 100%며, 설탕 걱정 없이 구수하게 즐기면서 온

강, 꿀, 대추 등)는 국산 기를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100%며, 설탕 걱정 없이
구수하게 즐기면서 온기
를 충전하실 수 있습니

<권장이유> 생강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간
헐적인 소화불량 완화, 메스꺼움 방지 등에 도움

147) 참고로, 미국 생강차에 표기된 ‘건강강조표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설문에
서는 이를 일차적으로 한국어로 직역한 후, 문맥에 맞게 의역하거나 구성을 다
소 달리 하였다. 예를 들어 ‘Reason to Love'의 내용을 한국어로는 용례를 고
려하여 ’권장사항‘의 내용으로 적었다.
- Herbal Power :Gets the digestive juices flowing, relieves occasional
indigestion and prevents nausea associated with motion.*
- Reason to Love : While ginger certainly has a reputation for being spicy,
this organic ginger tea is a bit milder than you might expect, with a nice
pungency and a bit of ginger's sweet undertones. Used in China for at
least two thousand years as a digestive aid, as well as to relieve
nausea, most cultures around the world have acquired fond feelings for
ginger-both for its taste and for its soothing properties. We love this
warming, spicy tea as a before or after meal treat, and for its ability to
promote happy and healthy digestion.*
- * : This statement has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148) 일반적인 농식품의 ‘건강강조표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국내 사정상 시중
에 판매 중인 생강차 포장의 문구는 ‘온기충전’, ‘계피, 모과, 수국 등이 어우러
져 향과 달콤한 맛이 좋은 차’, ‘명인이 만든 차’처럼 맛이나 향, 추상적이고 일
반적인 기능, 생산자의 기술에 대한 표현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부득
이하게 두 제품의 표기 내용을 혼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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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에 제시된 설명

B그룹에 제시된 설명
을 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적어도 2천년

다.

동안 소화를 돕거나 메스꺼움을 완화하기 위해

생강을 먹어 왔으며, 세계 각지에서 특유의 맛과
티백 건강한 소화 등의 기능으로 사랑받고 있는 식품
녹차와 비슷한 가격이며, 이 바로 생강입니다. 다만 이는 식품의약품안전
<기타>

일반적인

티백 형태로 간편히 먹을 처의 공식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위생기준을 <기타> 일반적인 티백 녹차와 비슷한 가격이며,
준수하여
다.

생산되었습니 티백 형태로 간편히 먹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법에 따른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습
니다.

주 1) A그룹의 설명은 ‘쌍계명차’의 ‘온기충전 계피생강차’와 ‘샘표’의 ‘도라
지 생강차’에 표기된 내용을 혼합한 것이다.
주 2) ‘일반적인 티백 녹차와 비슷한 가격’이라는 조건은 가상적인 것으로 두 그룹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똑같이 완화하기 위하여 삽입하였으며, ‘식품위생기준을 준
수하여 생산되었’다는 조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라벨링 사항이 아니지만 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두 그룹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쪽 설문에 모두 삽입하였다.

이러한 정보량, 혹은 정보 내용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가 희망하는
구매/섭취 빈도의 차이는 소비자 그룹별로 각 답변문항을 선택한 비
율을 검정하여 분석하였다.

5.2.2. ‘건강기능식품’ 표시 관련 실험설계 및 연구방법
‘건강기능식품’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 자체와 ‘식품의
약품안전처’ 명칭이 명기된 ‘건강기능식품’ 식별도안을 모두 포함한
표현이다. 앞선 장들에서 살펴보았듯 이 용어와 식별도안은 우리나
라에 고유한 것으로, 이러한 표시를 제도적으로 정식화한 조치는 아
마도 그러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동 식품군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장에서는 이를 실험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건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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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를 제공한 두 소비자 그룹의 구매의향 유무 비율의 차이
및 WTP(Willingness to Pay: 지불의사금액)를 구하여 대비함으로써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두 그룹 모
두에게 아래 <표 5-2>의 설명을 공통적으로 숙지하게 하였다.

<표 5-2> ‘건강기능식품’ 표시 관련 두 소비자 그룹에 제시된 공통
설명
○ 고열량 · 고지방 음식이나 술, 가공식품 등의 소비가 늘면서 많은 현대인이 고
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수축되는 경우가 많은 겨울철에 이러한 혈관 질환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당부입니다.
○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늘’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식약처 고시 2016-63호). 마늘에 함
유된 '알리인(Alliin)'이라는 성분이 이런 기능을 가진 지표성분입니다. 간에서
지방을 만드는 효소 활동을 막아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며,
이로 인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농도를 감소시켜 혈행을 개선한다는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일일섭취량은 마늘 분말 기준
0.6~1.0g입니다.
○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J 제약에서 ‘**포르테’라는 이름의 ‘일반의약품’
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늘에서 추출한 '알리인(Alliin)'을 주 성분으로
하는 이 약의 평균가격은 한 달 복용량(30정) 기준, 약 1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후 어느 제약업체나 식품업체가, ‘**포르테’라는 약이 다소 비
싸고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똑같이 마늘을
원료로 한 ‘식이보충제’를 출시할 예정이며 그 특성이 A그룹의 경우
아래 <표 5-3>과 같고, B그룹의 경우 <표 5-4>와 같다고 할 때,
이를 ‘(한 달 섭취량 기준) 4천원’에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제시금액이 일정액 올라도 구매 의향이 있는지를 조
사하였다. <표 5-3>과 <표 5-4>는 다른 모든 내용이 같되, <표
5-4>에 아무 설명 없이 ‘건강기능식품’ 식별도안을 삽입하고,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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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제’란 용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바꾼 차이가 있다.

<표 5-3> ‘건강기능식품’ 표시 관련 A 소비자 그룹에 제시된 특성

<제품 특성>
○ 하루 한 정을 물과 함께 삼키면 되는 태블릿 형태의 식이보충제(마늘 향이 전
혀 나지 않음.)
○ ‘마늘’은 물론, ‘배변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리 식이섬유’ 성
분도 포함하며, ‘마늘’과 ‘보리’는 모두 국산 농산물을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일권장량을 지킨 천연추출성분이 주원료이므로, 비타민
제 등 타 식이보충제와 함께 먹어도 무방함.
○ 약국은 물론, 드럭스토어형 매장(예: 올리브 영, 왓슨스 등), 마트, 백화점, 인
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08-73호에 따라 제조허가 자격을 취득한 업체가 생
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42호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실시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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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건강기능식품’ 표시 관련 B 소비자 그룹에 제시된 특성

<제품 특성>
○ 하루 한 정을 물과 함께 삼키면 되는 태블릿 형태의 건강기능식품(마늘 향이
전혀 나지 않음.)
○ ‘마늘’은 물론, ‘배변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리 식이섬유’ 성
분도 포함하며, ‘마늘’과 ‘보리’는 모두 국산 농산물을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일권장량을 지킨 천연추출성분이 주원료이므로, 비타민
제 등 타 영양제와 함께 먹어도 무방함.
○ 약국은 물론, 드럭스토어형 매장(예: 올리브 영, 왓슨스 등)이나 마트,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코너,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08-73호에 따라 제조허가 자격을 취득한 업체가 생
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42호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실시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

주) 본
나
때
식

표 속의 표현을 제외하고는 설문에서 이 문항이 나오기까지‘건강기능식품’이
‘건강식품’ 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목적에 비추어 볼
그러한 용어의 반복된 사용이 핵심 문항에 답하기도 전에 벌써 피설문자들의 의
속에 일정한 편의(bias)를 야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매의사’를 두 가
지 관점, 즉 구매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만일 그렇다면 얼마에 구매
하겠는지에 대한 지불의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두 소
비자 그룹 내에서 설문에서 제시된 식이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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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에 구매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가 나뉘
게 된다. 소비자 그룹에 따라 이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차적으
로 검정하는 것이 본 분석의 목표다. 다음으로 두 소비자 그룹 내에
서 구매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의 자료를 근거로 지불의사금액의 차
이를 살펴보려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각 소비자 그룹의 WTP 자
체가 아니라, 두 소비자 그룹 간 WTP의 차이다. 앞선 생강차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만일 다른 상황이나 설명이 거의 동일하고 단지
‘건강기능식품’ 표시만 단순히 추가적으로 제시되었을 뿐인 문항을
접한 소비자 그룹의 WTP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 그룹보다 높게 나
타난다면, 이는 같은 성분으로 같은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에 힘입어 일정 수준 더 높은 수익을 기
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
은, 이러한 방식이 예를 들어 특정한 ‘환경표시제’의 경제적 효과 등
에 대한 일반적인 추정과는 함의를 달리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환
경표시제’와 같은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때는 보통 단순히
표시나 인증 사항 자체만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시나 인증이 보장하는 차별화된 공정이나 제품의 내용이 함께 고
려되기 마련인데 비하여, 본 장의 실험은 두 소비자 그룹에 각기 제
시한 제품과 상황의 ‘차이’를 최대한 통제하고 오직 ‘건강기능식품’
표시의 유무 여부만이 다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관련
문항에서 식이보충제,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이미지 사진으로 어떤
브랜드 표시도 없는 일반적인 태블릿 형태의 제품을 제시한 것 역
시 그래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표시의 존재를 굳이 강조하지 않
고 소비자에 따라서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을 만큼 별다른 설명
을 부가하지 않음으로써, 실험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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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료와 변수
본

분석을

위해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

(Embrain)'에 의뢰하여 12월 15일～22일 간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20～50대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149)하였다. 총 설문대
상자는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할당된 944명으로, 추가지불 의사를
묻는 1차 제시금액에 따라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품 구매
의사 자체가 없는 소비자를 제외하면 그룹 당 170명 내외의 샘플을
확보하였다. 각 그룹은 다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정보 수준에 따라
앞 소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각각 80～90명 내외의 A그룹/B그룹
으로 구분된다.

<표 5-5> 설문참여자 기본현황
단위 : 명, %

구 분
성별
결혼

나이

교육

가구

빈도

비중

남

476

50.4

여

468

49.6

미혼

408

43.2

기혼

536

56.8

20대

238

25.2

30대

234

24.8

40대

237

25.1

50대

235

24.9

고졸 이하

181

19.2

전문대 졸

156

16.5

대학 졸

516

54.7

대학원 졸

91

9.6

49만원 이하

8

0.9

149) 60대 이상은 인터넷 조사에 대한 익숙함이나 보다 민감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연령임을 감안하여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의 경우 드럭스토어형 매장의
활성화 수준이 서울과 비서울 지역에서 다소 차이가 나고, 또 본 연구의 목적상
지역 변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소비자의 동질성을 가능한 한 높
이는 차원에서 서울 지역 소비자로만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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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득

비타민제
섭취 경험

빈도

비중

50~99만원

8

0.9

100~199만원

59

6.3

200~299만원

131

13.9

300~399만원

217

23.0

400~499만원

169

17.9

500~599만원

126

13.4

600~699만원

81

8.6

700~799만원

48

5.1

800~899만원

34

3.6

900~999만원

18

1.9

1,000~1,499만원

32

3.4

1,500~1,999만원

4

0.4

2,000만원 이상

9

1.0

있음

752

79.7

없음

192

20.3

주)‘섭취 경험’은 정확히는 ‘지난 1년 내 섭취 경험’을 뜻함.

이렇게 수집된 자료로 앞 소절의 연구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소
비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변수 및 건강에 대한 태도 변수
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일컫는 전통적인
수요 또는 소비행동이란 효용가치가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
로, 보통 가격과 소득의 함수로 개념화된다. 그러나 Albisu, Gracia, and
Sanjuán(2011)의 Review 논문이 잘 설명하듯 식품산업이 발달하고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경제학적 변수만으로는 소비
자들의 이질적인 식품소비 패턴을 설명하기가 점차 여의치 않아졌
다. 이는 한편으로는 예산 제약 하 소비자의 선택 문제를 재화나 서
비스를 이루는 특성들로부터 얻는 효용으로 풀어내는 ’헤도닉(Hedonic) 가
격함수‘(Teisl and Brian, 1998; 이계임·최지현, 2000)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개별 소비자의 이질성(heterogeneity)150)을 나타낼 수
150) 가령 소비자가 채식주의자인 경우나, GMO와 같은 생명공학 부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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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변수를 채택하거나 그러한 이질성에 따라 소비자를 그룹화한
후 소비자별 선택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Teratanavat and Hooker 2006, Daunfeldt et al. 2011, Teisl 2011).
식이보충제 섭취의 결정요인을 소비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관
련 변수 및 건강 관련 변수에 회귀하여 분석하는 작업 역시 이런
맥락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우선 ‘식이보충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속성에 특화된 식품으로, 소비자가 이러한 식품으로부터 얻는 효용
의 구조는 다른 식품군으로부터 얻는 효용의 구조와는 다르리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식품 소비 분야에서 그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의 영향이 실증되어 온 바,
이는 식이보충제 소비와 관련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Kim, Nayga
and Capps(2000, 2001), Verbeke(2006), Lyly et al.(2007), 박재홍·유
소이(2010), 진현정·우희동(2012) 등에 따르면 성별, 연령, 소득 등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식이보충제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만족
도, 종합 비타민제의 복용 여부 등 건강 관련 변수들은 소비자의 심
리적 관심이나 라이프스타일의 일단을 보여주는 대리변수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변수들 역시 김종의 외(2013), 박미성·안병일(2014),
민선형·김규호·임정빈(2016) 등의 연구에서 드러나듯 종래의 인구·사
회통계적 변수들만으로 설명될 수 없었던 소비자 행동의 이유를 설
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6>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속성
구분

변수명

변수속성(변수 값)

인구·사회
경제적
특성

성별

남자: 1, 여자: 2

연령(만 나이)

평균 39.2세, 표준편차 11.2

결혼 여부

미혼: 1. 기혼: 2

이질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등은 전통적인 식품소비 모형만으로 분석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Lusk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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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 관련
태도

변수명

변수속성(변수 값)

교육수준

고졸 이하면 1, 아니면 2

가구소득

저소득에서 고소득 순으로 14단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리커트 7점 척도
(매우 무관심 0 ~ 매우 관심 7)

건강에 대한 만족도

리커트 7점 척도
(매우 불만족 0 ~ 매우 만족 7)

비타민제 섭취 경험

경험이 있으면 1, 아니면 2

5.4. 분석결과
5.4.1. 소비자 구매의사에 미치는 식품 ‘건강강조표시’의
효과
설문 결과, 일단 빈도만 보았을 때 미국의 생강차 제품에 표기된
‘건강강조표시’에 준하는 설명을 추가하여 제시한 B그룹이 현재 국
내에서 생산되는 생강차 제품의 표기 사항만을 접한 A그룹보다 생
강차 구입 및 음용 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A그룹은 총
483명의 14.5%에 달하는 70명이 구입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으나, B
그룹의 경우 총 461명의 10.4%인 48명만이 그러한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B그룹은 총 인원이 A그룹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생강
차를 ‘매일 한 번’(80명) 먹겠다는 소비자와, ‘매일 두 번 이상’(10명)
먹겠다는 소비자의 수가 같은 답변 문항에 A그룹이 각기 73명, 7명
만 답한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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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A그룹과 B그룹의 생강차 구매 및 음용빈도에 대한 의향

주) ‘1: 구매의사 없음, 2: 한 달에 한 번 정도, 3: 2주일에 한 번 정도, 4: 1주일에 한
번 정도, 5: 1주일에 두 번 이상, 6. 매일 한 번, 7. 매일 두 번 이상’

다만 문항별로 A, B 두 소비자그룹의 선택 비율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검정151)하면 1번 선택문항, 즉 ‘구매의사 없음’의 경우에만
A그룹이 B그룹보다 5% 유의수준에서 선택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고, 나머지 문항에서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식품의 구매, 혹은 섭취 의향을 ‘구매
자체’에 대한 결정과 구매, 혹은 섭취 ‘빈도’에 대한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때, 식품의 ‘건강강조표시’가 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151) A, B 두 소비자그룹이 각각 nA명과 nB명이라 할 때, 각 그룹 소비자가 1번부
터 7번 중 하나의 문항을 선택하는 비율(pAi, pBi)의 추정량은 각각


   
  (단, Xi는 i번째 문항을 선택한 소비자의 수를
뜻하며, i = 1, 2,..., 7)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표본크기 nA와 nB가 충분히


 

  
 

크디면, 검정통계량    단 




  
  


  
를 통하여, 귀무가설을 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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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같은 상품이라도 ‘건강강조표시’
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소비자가 구매/비구매 중 ‘구
매’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데, 구매 및 섭취 횟수는 보통 실제 먹어본 후
맛에 대한 평가나 기타 신체상에 혹은 생활상에 느껴지는 변화에
의하여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매 결정 자체는
과거의 경험, 가격, 디자인, 라벨링 내용(정보) 등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이나 디자인 등 다른 변수가 통
제된 상황의 본 설문에서는 두 소비자 그룹이 접한 라벨링 내용(정
보)의 차이, 즉 ‘건강강조표시’ 유무 여부의 차이가 ‘구매의사’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7> 소비자그룹 간 생강차 음용 의향 수준의 비율검정 결과
선택
평균 표준
그룹
문항
비율 오차
1
2
3
4
5
6
7

A
B
A
B
A
B
A
B
A
B
A
B
A
B

0.145
0.104
0.170
0.182
0.079
0.076
0.190
0.161
0.251
0.282
0.151
0.174
0.014
0.022

0.016
0.014
0.017
0.180
0.012
0.123
0.018
0.017
0.020
0.021
0.016
0.018
0.005
0.007

95%
신뢰구간
0.114
0.076
0.136
0.147
0.055
0.052
0.155
0.127
0.212
0.241
0.119
0.139
0.004
0.008

0.176
0.132
0.203
0.217
0.103
0.100
0.225
0.194
0.289
0.323
0.183
0.208
0.025
0.035

P-value
검정
통계량 H0:PA≥PB H0:PA=PB H0:PA≤PB
(z)
HA:PA<PB HA:PA≠PB HA:PA>PB
1.895

0.971

0.058

0.029

-0.502

0.308

0.616

0.692

0.158

0.563

0.874

0.437

1.209

0.887

0.227

0.113

-1.094

0.137

0.274

0.863

-0.933

0.175

0.351

0.825

-0.831

0.203

0.406

0.797

주) ‘1: 구매의사 없음, 2: 한 달에 한 번 정도, 3: 2주일에 한 번 정도, 4: 1주일에 한
번 정도, 5: 1주일에 두 번 이상, 6. 매일 한 번, 7. 매일 두 번 이상’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특수한 가상의 상황에 대한 설명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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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온 것이고 인터넷 설문이란 한계도 고려할 때 설문대상자들의
응답을 그대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그러한 한계나 무리함이 A그룹과 B그룹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 값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결과 값의 차이
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4.2. 소비자 구매의사에 미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의
효과
5.4.2.1. 분석모형
설문에서 제시된 4,000원을 기본 값으로, 이 이상 얼마나 더 추가
적인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s: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CVM 분석에는
지불의사에 대한 질문방식의 문제나 시작점 편의(starting point
bias)152), 무응답 편의(nonresposse bias)153),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154),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155) 등의 몇 가지 이
152) 이는 주로 ‘입찰게임 방식’이나 ‘개방형 질문’에서 생겨난다. 입찰게임 방식은
제시금액을 계속 높여서 질문하다 응답자가 부정적 대답을 하면 질문을 종료하
는 방식인데, 별도의 계량분석 없이 지불의사를 도출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설
문자에 의해 최초 제시된 금액의 영향이 큰 ‘시작점 편의’의 문제가 있다. ‘개방
형 질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직접 지불의사금액을 쓰게 하는데, 이
는 다시 응답자별로 지불의사가 매우 큰 격차를 가지고 이로 인하여 분석결과
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낳는다.
153) 설문조사 시 낮은 응답률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의로, 가령 무응답자가 특정
한 개인특성과 결부되어 있다면 응답결과에 기초하여 전 국민의 평균 지불의사
를 계산할 경우 이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은 조사 설계 시 주의를
기울여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나, 엄영숙 외(2012)는 WTP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과 쟁점을 검토한 후 무응답률이 30% 이상일 시 이를 모
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154) WTP가 높은 사람이 응답비율 역시 높다거나, 조사 여건에 따라 특정한 특성
의 개인들 위주로 조사가 수행됨으로써 빚어지는 편의다. 주로 우편조사의 경우
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155) 응답자가 경우에 따라 자신의 지불의사를 전략적으로 축소, 혹은 과장하여
대답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실제 지불의사가 없더라도 조사에 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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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쟁점이 있는데(Carlsson Fredrik, 2013),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
란을 감안하여 최근 이런 종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질문
방식인 투표모형(referendum model)156) 중에서도 투표모형의 장점
이

극대화되고

표본

수

확보에

용이하다고 평가받는

‘이중

(double-bounded) 투표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처음에 제시
한 추가 금액에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하는 응답자에게는 그
금액의 1/2 정도의 좀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재차 질문하고, 지
불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에게는 그 추가분의 약 2배 정도의 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재차 질문하는 방법이다(Haneman, 1984;
carson, 1989). 이중투표모형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단순 투표
모형보다 더 효율적인 분석모형인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예-아니
오’나 ‘아니오-예’로 응답한 사람의 경우, 지불의사가 두 금액사이에
놓여있으므로 이러한 응답 자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
로 ‘아니오-아니오’ 또는 ‘예-예’로 응답한 경우, 범위를 알 수는 없
지만 단순 투표모형에 비해 더 분명히 지불의사의 상한값과 하한값
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표모형과 동일한 수의 설문대상
자를 조사하여도 응답결과는 두 배가 되어 계량분석에 사용되는 관
측치의 수가 늘어나는 것 역시 이 방법의 장점이다(권오상, 2007).
이러한 이중투표모형은 추정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Hanemann

et

Cameron

and

al(1991)의

구간자료모형(interval

Quiggin(1994)의

data

model)과

이변량양분선택모형(bivariate

dichotomous choice model) 구분되는데, 이변량양분선택모형의 경우
서는 일정액의 지불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156) Bishop and Heberlein(1979)에 의해 처음 고안된 질문방법으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CS(compensating surpils: 보상잉여)를 직접 계산하여 대답하기는 힘들
어도 조사자에 의해 어떤 금액이 제시되었을 때 그에 대하여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각 집단별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여 얻어진 응답결과를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계량분석함으로
써 응답자들의 CS를 구한다. 이 모형은 응답이 간단하여 무응답률을 낮출 수
있고, ‘예, 아니오’의 대답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띠므로 시작
점 편의를 줄이며, 자신의 지불의사를 직접 말하는 경우보다 전략적 편의도 줄
어드는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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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과 두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서로 다른 지불의사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좀 더 세련된 분석법이지만, 실제 두 응답에서 지불의사가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다르게 추정되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가 문
제가 된다157). 반면 구간자료모형은 제시금액의 순서와 관계없이 두
번의 질문에 답할 때의 지불의사가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므로 이
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간
자료모형을 이용하여 이중투표모형을 추정한다.
이제 1차와 2차 질문에 대한 개인 i의 지불의사를   라고 하
면, 지불의사함수는 식 (5-1)과 같다.
(5-1)

    
     

     

여기서 는 각각 1차 질문과 2차 질문에서의 설명변수벡터를 뜻
하며, 오차항  와  은 관측되지 않는 다른 변수들이 확률변수
로 포함된 것으로 각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를 따른다고 가
정한다. 그런데 이중투표모형은 질문방식 상 피설문자의 1차 응답과
2차 응답에서의 지불의사금액을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단지 제시
금액에 대한 양분선택응답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와

를 각각 첫 번째 제시금액과 두 번째 제시금액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제시금액( )에 지불의사가 있으면    , 없으면    이고,
두 번째 제시금액( )에 지불의사가 있으면    , 없으면   
이므로, 두 응답의 결과 (    )=(1, 1), (1, 0), (0, 1), (0, 0)의 4

157) 실제 이런 경우 주로 첫 번째 제시금액만으로 프로빗 모형 등을 통해 WTP
를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두 번째 제시금액이 첫 번째 제시금액과 그
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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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경우로 정리될 수 있다. 이제 응답자가 첫 번째 제시금액과 두
번째 제시금액에 모두 지불의사가 있는 (     ,     ) 경우의 확
률은 다음의 식 (5-2)와 같다.
(5-2)
Pr       Pr   ≥     ≥  
 Pr ≥     ≥    
  
  
     
 Pr ≥    ≥        





(여기서   
= 상관계수,



 = 표준정규누적밀도함수임.)

여기서 구간자료모형은      로 동일하고 확률변수 역시

    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므로,    이면서    (예예) 인 응답의 경우    에 따라 식 (5-3)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
고,    이면서   (아니오-아니오)인 응답의 경우에는   
이므로 식 (5-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3)

P r     ≥       ≥    P r     ≥  

(5-4)

P r                P r      

결국 번째 응답자의 우도함수 는 다음 식(5-5)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5-5)   Pr   ≥  × Pr     ≥   
× Pr     ≥   ×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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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률변수  가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면 식 (5-5)를 각 응답유형에 따라 식 (5-6)과 같이 추정 가능한 우
도함수로 전환 할 수 있다.
(5-6)

Pr      Pr  ≥  
  
     

Pr       Pr     ≥   
  
  
      


Pr       Pr     ≥   
  
  
      


  
Pr       Pr         


끝으로 최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과 
 을 추정하여 아래 식
(5-7)과 같이 평균 WTP를 추정할 수 있다158).
158) 본문의 설명방식은 ‘확률지불의사모형(random willingness to pay model)'으
로 불린다. 투표모형을 이와 다소 다르게 ’확률효용모형‘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가령 어떤 개인 i에게 ti 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식이보충제를 구입할 수 있다고
물어보았다고 하자. 이 개인의 소득을 제외한 특성을 si라 하고 소득을 m이라
하면, 미구입 시 이 개인이 얻는 만족도는           로, 구
입 시 만족도는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응답자는    일 경우 식이보충제를 구입할 것이다. 이제 두 확
률변수 값의 차이를  , 확률변수를 제외한 효용함수부분의 차이를
              라 하자. 가 확률지불의사모형과 마찬가지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이 식이보충
제를 구입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     ) = Pr(      ) =      


 
이제 앞서 확률지불의사모형의 찬성확률      와 확률효용모형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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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4.2.2. 분석결과
우선 A그룹의 경우 설문에서 제시한 ‘식이보충제(건강기능식품)’
를 4,000원에 구매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가 전체(483명)의 29.4%인
142명인 데 비하여, B그룹의 경우 같은 가격과 공정의 ‘건강기능식
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가 전체(461명)의 24.1%인 11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매 의사 유무 비율은 아래 <표
5-8>에서 보듯 통계적으로도 소비자 그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5% 유의수준에서 B그룹이 A그룹보다 마늘
식이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일단 구매해볼 의사를 내비칠 확률이
높은 것이다.

<표 5-8> 마늘 식이보충제(4,000원) 구매 의사 유무의 비율검정 결과
그룹 인원

평균 표준
비율 오차

95%
신뢰구간

A

483명 0.706 0.021 0.665 0.747

B

461명 0.759 0.020 0.720 0.798

P-value
검정
통계량 H0:PA≥PB H0:PA=PB H0:PA≤PB
(z)
HA:PA<PB HA:PA≠PB HA:PA>PB
-1.845

0.033

0.065

0.968

이어 4,000원 제품의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가적
인 지불의향을 조사하였다. 본 설문에서 제시한 지불의사 금액별 응
답 분포는 다음 표 <5-9>과 같다.

  
확률      를 비교하면, 추정파라메터의 의미는 달라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cConnell(1990)은 따라서 투표모형에서 이들 두
가지 접근법이 동일한 분석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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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가상의 식이보충제에 지불의사 금액 응답 분포
단위: 원

1차 제시금액 2차 제시금액
5.000
4,500
4.250
6.000
5.000
4.500
7.000
5.500
4.750
8.000
6.000
5.000

응답형태

응답자
A그룹

B그룹

계

예-예

66

73

139

예-아니오

14

10

24

아니오-예

1

2

3

아니오-아니오

5

4

9

예-예

52

63

115

예-아니오

25

20

45

아니오-예

6

2

8

아니오-아니오

9

4

13

예-예

42

41

83

예-아니오

30

31

61

아니오-예

6

5

11

아니오-아니오

3

5

8

예-예

46

46

92

예-아니오

23

32

55

아니오-예

6

6

12

아니오-아니오

7

6

13

계

341

350

691

이제 구간자료모형으로 ‘건강 관련 변수’들의 포함여부에 따라 구
분 가능한 두 개 모델에서의 소비자 지불의사 결정요인을 추정159)하
였다. 모형 추정 시 모델 1과 비교하여 모델 2에 변수를 추가함이
유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도비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모델 2
에 추가된 변수의 계수가 ‘0’이라는 제약의 타당성을 검정한 것으로,
159) 본 추정은 설문 응답자 총 944명 중 설문에서 제시한 가상의 식이보충제에
대한 구매의사가 없는 253명을 제외한 691명의 자료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엄
밀하게는 ‘가상의 식이보충제에 대한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것으로, 이는 이어지는 추가 지불의사금액의 계산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구매의사 자체가 없다면 ‘추가 지불의사금액’도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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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약이 유효하다면 제약을 받은 우도함수와 비제약 우도함수
는 같아야 한다. 검정 결과, LR chi2(3)=10.90, Prob>chi2 =0.0123
로 5% 유의수준에서 두 우도함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따라서 건강 관련 변수들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는 것이다. 추정 결과, 인구․사회경제적 변수 중
에서는 만 나이와 가구소득160)이, 그리고 건강 관련 변수 중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설문에서 제시한 제품
의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결
혼여부, 교육수준, 비타민제 복용 여부 등은 두 모델 모두에서 유의
하지 않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에 따른 소비자 그룹 구
분 역시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볼
때, 앞선 생강차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표시가 우선은 구
매의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0> 가상의 식이보충제에 대한 지불의사 모델 추정 결과
구분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변수

설명변수

모델 1

모델 2

추정계수

t-통계량

추정계수

t-통계량

성별

236.8

1.32

224.9

1.26

만 나이

32.3***

3.16

29.4***

2.89

결혼여부

-49.8

-0.22

-33.8

-0.15

교육수준

-85.8

-0.37

-96.8

-0.43

160)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
리고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나 본 모형에서는 성별이나 결혼 여부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설문에서 제시한 가상의 제품이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등에 대한 기능성
을 가지고 ‘마늘’을 원료로 했다는 점에서 성인 남성의 구매 수요에 좀 더 부합
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의 관심이 덜 하나 설문에서
채택한 제품의 성격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결혼 여부’의 경우 기혼자는
실제 식이보충제를 다른 가족이 챙겨줘서 먹는 경우도 많을 텐데 본 설문에서
는 ‘본인의 직접 구매’ 의사만을 물었기에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별성이 두드러
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점들이 본 설문에서 아쉬운 점이기는 하나,
실험의 성격과 연구목적상 ‘마늘’이란 원료나 ‘본인의 직접 구매’의사가 중요하
였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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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
관련
변수

설명변수

모델 1

모델 2

추정계수

t-통계량

추정계수

t-통계량

가구소득

137.6***

3.60

133.6***

3.41

건강 관심도

-

-

224.7**

2.36

건강 만족도

-

-

-202.1**

-2.44

비타민제 복용 여부

-

-

-87.8

-0.36

소비자 그룹

281.9

1.59

266.3

1.52

상수

1,479.25**

2.26

1,274.2

1.41

주) ***: p<0.01, **: p<0.05, *: p<0.10

비록 소비자 그룹 구분이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아니었어도, 이러한 추정 결과를 토대로 A그룹 소비자와 B그룹
소비자를 구분하여 각 그룹의 추가지불의사 금액을 계산161)해 보면,
<표 5-11>에서 보듯 B그룹의 지불의사액이 모델 Ⅰ의 경우 약 184
원, 모델 Ⅱ의 경우 약 173원 정도 A그룹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162). 대략 최초 제시한 금액인 4,000원보다 추가적으로 87%
정도나 더 지불할 수 있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는 예시 설명에서
비슷한 성분의 ‘약’이 10,000원이라는 조건을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추가로 꽤 많은 액수를 지불하더라도 약보다는 현저히 낮은 가격이
라고 인식한 데서 연유한 결과로 추측된다.

161) 이 때 WTP의 분산과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이 델타방법(Delta method)으로
구해진다. 이 때 
는 제시금액의 계수추정치, 
는 효용함수부문의 차이 에

서  를 제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우측 하첨자는 편미분을 뜻한다.

  
  
 
  
  

 
 







 
   
 

  
 

 
  

따라서 100(1-α)% 신뢰구간은 
 ±  

 가 되고,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함수이다.
162) 물론 이 금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연구 목
적에 비추어 본문에 언급하진 않으나 추가적인 분석 결과, 여성에 국한하면 A
그룹보다 B그룹일 경우 지불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WTP를 계산해보면 여성일 경우 B그룹의 지불의사액이 A그룹보다
평균 259원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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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소비자 그룹별 가상의 식이보충제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
단위: 원

구 분

최초
평균
표준오차
제시금액 지불의사액

모델 A그룹
Ⅰ B그룹

4,000

7,289.1

148.3

4,000

7,473.2

143.6

모델 A그룹
Ⅱ B그룹

4,000

7,298.3

147.8

4,000

7,470.9

142.7

95% 신뢰구간

유의성 검정

6.998.6 7.579.7 chi2(1)=2.53
Prob>chi2
7.191.6 7.754.7
=0.1115
7.008.6 7.558.1 chi2(1)=2.30
Prob>chi2
7.191.3 7.750.5
=0.1294

B그룹과 A그룹의 차이가 173원～184원 정도로 나타나지만 애초
소비자 그룹 변수가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구매의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는 ‘건강기능식품’ 용어
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칭이 명시된 ‘식별도안’의 후광효과, 혹은
프레이밍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원료, 같은 공정을 거친
제품이라도 ‘식이보충제’라 지칭하고 별도의 ‘식별도안’이 없는 경우
에 비하여 현행과 같은 식별도안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확
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였고 언어
와 이미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설문의 한계는 여기서도 유효하
지만, 그러한 한계가 또 다시 두 그룹에 공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그룹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차이는 모형이나 실험 조건을 달리
하여도 어느 정도 본 설문결과와 유사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5.5. 소결
본 장에서는 ‘규제 포획’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
는 제도적 표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적 방법론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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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여러 제약 상 실제 소비자 집단을 모집하거나 가상의 제품,
포장지 등을 제작한 연구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인터넷 조사에 의존
해야 했지만, 설문 내용과 표현을 최대한 통제하고 의도적으로 구성
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는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설문 대상 소비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처치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였으며, ‘건강강조표시’ 정보와 ‘건강기능식품 표시’ 정
보의 질적․양적 차이가 그룹 구분의 핵심이 된다. 두 정보 모두 B
그룹이 더 많거나 충실한데, 이는 ‘건강강조표시’ 측면에서는 일반
농식품이 국내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간 자유롭게 행할 수
없었던 기회를 의미하며, ‘건강기능식품 표시’ 측면에서는 건강기능
식품이 국내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역으로 배타적인 자유를 향
유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두 정보 모두 질적․양적으로 충실한 경우에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강차’에 표기 가능한
가상의 라벨링 내용을 가정했을 때 소비자들이 ‘건강강조표시’를 충
분히 활용한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마
늘을 원료로 하는 같은 종류의 식이보충제라 하더라도 ‘건강기능식
품 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구매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내의 현행 ‘건강기능식품’ 표준이 지금까지 살
펴본 제도적 양상 자체로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되
어 있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농식품 시장의 성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163). 이런 상황에서 ‘제도’의

163) 법경제학자 Scherer는 한 제도의 영향을 논할 때 공급 측면에서 기존의 공장
이나 장비, 노동력 등에 상당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아도 단기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면 이를 직접적인 관련 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시장진입조
건으로서의 잠재적 경쟁을 논할 때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Scherer, 1980). 이를 적용하면 건기식법이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친 것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군에 진입하기 어려운 일반 농식품 시장에
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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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유의하지 않고 가령 미국과 국내 식이보충제의 경쟁력이나
유럽과 국내 농식품의 경쟁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 같은 상품이라도 서로 다른 시장 체제에서 이
익집단 간의 다양하고 특수한 경쟁 양상이 낳은 상이한 제도적 뒷
받침, 혹은 억압을 받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어지는 결론부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강조표시’의 제도적 표준
과 관련하여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한편으로, 이에 좀 더 깊
이 천착하여 향후 정책적 방향을 논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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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요약
본고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의 제도적 배경과 변
천, 그 영향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의 현실과 난맥상을 분석한 독자
성이 있다. 분석 과정에서 법경제학, 비교제도 분석, 신제도주의 경
제학 등 ‘제도’ 연구에 대한 경제학적 전통 속에서 분석의 틀과 여러
개념을 차용하였으며, 특히 국내 농업 부문에는 그간 다소 위협적인
사고방식으로도 여겨져 온 시카고학파 중심의 ‘규제 이론’을 오히려
농업․농산물의 새로운 시장 기회와 가능성을 창출하는 근거로 활
용한 사실 역시 본고가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홍삼이나 비타민류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인지도와 ‘개별인정형 원료’들의 부침으로 대표되는 역동
적인 활력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이러한 성장은 제도적 환경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구미 각국과는 상이한 내용과 강도로 식이보
충제 부문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법적 표준을 확립한 국가로, 특
히 건강기능식품만이 식품의 ‘기능성’이라는 가치를 독점적으로 소
유․표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구조는 관련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인식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의 내용이 타 표준과 상충되고, 내부적으로도 불분명하
고 모순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적 관점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는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국내의 식이보충제 제도적 표준이 이처럼 특수한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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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데는 ‘규제 포획’을 중핵으로 하는 경제학적 규제 이론으로 접
근 가능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 건강기능식품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 추세, 한의학계와 식품업
계, 그리고 제약업계와 농업계 등의 이해가 상충되는 장이자 수단으
로서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의미, 규제당국과 관련 산업계 간 ‘공
모’의 발생 가능성 및 여건 등이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는
규제의 범위나 양상이 시장실패의 보정이라는 애초의 공식적인 도
입 의도를 벗어나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결론
으로 귀결된다.
이에 넷째, ‘규제 포획’의 결과라는 시각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제도적 표준의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건강강조표시’의 측면에서
일반 농식품이 그 동안 ‘건강’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홍보할 수 없었
던 사정이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반대로, ‘건강기능식품 표시’ 측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그 간
배타적으로 향유한 ‘기능성’ 관련 표시 체계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
매의사나 지불금액 등에서 일정한 추가 이득을 얻어온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여러 정황과 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건강
기능식품 시장의 상황이 경제학적 규제 이론이 가정하거나 설명하
는 상황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의 한계, 즉 자료의 제약
으로 보다 많은 계량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본문에서 중요
하게 고려한 ‘규제 포획’의 가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몇
가지 정황 증거와 간접적인 정량분석 결과에 의존한 점, 주로 ‘건강
강조표시’ 차원에서 건기식법의 특수성과 한계,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R&D나 수입 등 관련 산업의 다른 양상과 이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거의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식이보충제 부문 및 건강강조표시 이슈와 관련된 제도적 표준화의
핵심이 건기식법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해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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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이어지는 보론(補論)에서 이러한 판단의 중요성과 의
미를 연관 법 분석을 통한 보충적인 관점으로 한 번 더 짚은 후, 바
람직한 제도적 표준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다.

6.2. 보론
6.2.1. 식품위생법과 건강강조표시의 문제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제1조) 1962년에 최초 제정된 법률164)이다.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표시, 검사 등 식품과 관련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정의와 기준,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제
도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 살폈듯 ‘건강기능식품’ 역시
독자적인 건기식법으로 그 개념과 요건, 규격 등이 정립되기 이전에
는 ‘영양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이름으로 식품위생법의 규
율 하에서 관리되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건기식법과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기능성’, 혹은
‘건강강조표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로 겹친다고 보기에도, 상충된
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규정을 각기 갖고 있다. 즉, 건기식법에서의
‘기능성’을 본고 전반에 걸쳐 논해 왔거니와, 식품위생법에는 이와
유사한 ‘유용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기식법에
서 ‘기능성’이 ‘제3조(정의)’에서 곧바로 정의되고 있는 것과 달리, 식

164) ‘식품위생법’은 엄밀하게는 일제 시대의 조선총독부령와 해방 공간에서의 미
군정령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동 법의 변천과 발전 및 관련 식품행정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유진식, 2010). 본고의 주제도 멀게는, 혹
은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고찰 가능한 부면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
는 논점을 좁히기 위하여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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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생법의 ‘유용성’은 <그림 6-1>에서 보듯 주의 깊게 찾지 않으
면 지나치기 쉬운 법적 편제 하에, 매우 독특한 형태로 위치한 차이
점이 있다. 우선 동 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내용을 근거로 동 법 시행규칙 제8조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가 작성되어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나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
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ㆍ광고’가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예외
사항으로 ‘별표 3’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
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유용성’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는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으로,
예를 들어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
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등이 해당된다165).

<그림 6-1> 식품위생법 상 ‘유용성’개념의 위치
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시행규칙 제8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

시행규칙 제8조의 예외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 1. 유용성

입법사(立法史)적으로 이러한 ‘유용성’은 건기식법 이전인 1989년
부터 존재해왔으며, 애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
류’만이 적용대상식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랬던 것이 이후

165) 그러나 이는 곧 이어 본문에서 설명되는 조홍식(2007)의 분석처럼 그 ‘불비
함과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큰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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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의 개정을 통해 특수영양식품만 해당되는 방향166)으로 축
소되었다가, 다시 2006년 12월의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이 일반 식
품 전체를 규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기능성’ 개념이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현 체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기식법은 이에서 나아가 독자적이고 좀
더 상위의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이전 식품위생법상 ‘유용성’ 개
념의 위상과 의미를 질적으로 제고한 의의가 있다. 다만 ‘유용성’의
함의나 적용범위가 완전히 다 건기식법으로 옮겨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혹은 건기식법의 ‘기능성’이 ‘유용성’의 개념이나 범위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문제가 생긴다. ‘질적 전환’으로서
의 건기식법에 더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별표 3’ 역시 일반식
품으로의 확대적용이라는 ‘양적 전환’을 겪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이는 일반적으로 식품 중 건강에 대하여 기능을 갖
지 아니한 식품은 없다는 상식적인 사실에서 유래한다. 신체에 작용
하는 속도의 차이, 강도의 차이, 직접성의 차이, 장기적 영향과 단기
적 영향의 차이, 작용 범위의 차이 등이 있을 뿐 모든 식품은 건강
에 대한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간이 오랜 기간 섭취하
며 무수한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식용방식을 다듬어온 결과 어찌
보면 비공식적인 ‘임상’과 ‘통계’적 근거를 갖춰온 셈이나 마찬가지인
농산물 부류에도 이는 당연히 해당되는 논리라 하겠다. 세계 주요국
에서 ‘식이보충제’나 ‘기능성식품’ 등의 용어를 보다 선호하는 것은
이런 부류 식품의 차별성을 논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농식품 전반에
대하여 상술한 인식을 기본으로 삼는 바탕 위에서 관련 산업을 발
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식품의 ‘유용성’이나 건강기
능식품의 ‘기능성’을 구분하여 표현하지만, 가령 영어권에서 food는
166) 2004년 1월은 건기식법의 시행규칙이 마련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건강보조식품’과 ‘인삼류’의 ‘유용성’이 건기식법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으로 변모․ 흡수되고, ’특수영양식품‘만이 식품위생법에서 ’유용성‘의 적
용대상식품군으로 남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 152 -

useful하고 supplement는 functional하다는 표현을 쓴다고 생각해보
면, 이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 구분법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구미 주요국에서는 식품도 식이보충제도 동등한 ‘health claim' 표준
의 적용 대상이며, 단지 이들 식품군의 물성이나 섭취방법 등 특성
에 따라 추가적으로 그에 맞는 세부 표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 ‘기능성’ 표
시에 대한 권한을 기본적으로 독점하는 가운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수많은 농식품을 건기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임의적으로
검토한 후 하나씩 제한적으로 그러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통과시
켜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건기식법에 의거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녹차추출물이나 마늘처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비로소 그러
한 표시가 가능해짐을 뜻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의거한다는 것
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어느
하나의 농식품이 ‘유용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별표 이전에 시행규칙 제8조
에서 2항 3호에 의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농업인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
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
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방식을 온전하거나 안정적인 ‘건강강조표시’로 보기에는 무
리가 있다. 우선 건기식법에 의거하는 경우, 이는 농식품 자체보다
는 그에 포함된 한 기능성 ‘성분’을 인정받는 것이며 그로써만 가치
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더불어 가령 비슷한 용도나 특성의
농식품이 속하는 식품군 자체가 달라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또
한 ‘유용성’에 따른 예외의 경우, 엄밀히 보아 그러한 특성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단지 같은 특성이라도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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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정이라는 점에서 그 판단이 매우 가변성을 띠는 문제가 있다.
실제 조홍식(2007)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듯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별표 3의 ‘유용성’ 관련 내용은 ‘법문상 그 의미 내지 적용요건
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건기
식법과 식품위생법의 조화 내지는 상충 요소의 애매모호함까지 감
안할 때 ‘현재와 같은 불명확한 기준 하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것을 작정하고 새로운 표시․광고를 시행할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
칙 제8조 2항 3호의 경우, 임의적이고 정치적인 협상이나 고려의 산
물이라는 한계167)가 있다.
사실 식품위생법 상의 ‘표시나 광고’ 관련 조항에 대하여 건기식법
제정

이전에

확정된

헌법재판소

판례(헌재결정례,

97헌마

108,

2000.3.30.)에 따르면, 그 무렵만 하더라도 식품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하여 비교적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문에 명시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아도 서술적 맥락
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다소 길지만 연구의 필요상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식품이나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도 경우에 따라 일정한 약리적 작

용을 할 수 있고, 사람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일정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과학적 연구성과도 축적되어 가고 있다. 칼슘, 마그네슘과 같
은 미네랄(Mineral), 그리고 비타민(Vitamin)은 주로 식품을 통하
167) 이 경우에 해당하는 품목들(메주~김치)과 그 요건으로 미루어볼 때 이는
2007년 12월에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식품품질인증 대상
품목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적절하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본문
에 소개한 조항이 2009년 8월 개정 시 처음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많
은 전통식품 중 왜 이 품목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조항
에서 예외적 대우를 받는지, 혹시 앞으로 이 품목이 외부적 사정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 지적하는 ‘한계’는 이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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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섭취되거나 그것에서 추출한 특정 영양소를 정제하여 섭취되는
데, 이들은 생명현상에 필수적인 유기물로서 그 섭취가 부족하거나
균형이 깨어지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영양학적으로도 식품영양과 질병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만성퇴행성질환의 경우 특히 식생활이 질병의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식품에 일정한
약리적 효능이 있다면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
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
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
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서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나 온당한 해석이
이러함에도 현재 농식품의 유용성이나 기능성, 혹은 health claim과
관련된 내용이 한편으로는 건기식법의 형태로 특수하게 제도화된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식품위생법 내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허위표시 등의 금지’ 맥락에서도 다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의, 다시 예외를 규정한 ‘별표 3’까지 가야 발견할 수 있는 궁색한
지위에 처해 있는 사실은 아쉬운 노릇이라고 하겠다.

6.2.2. 식품표시법(안)과 건강강조표시의 문제
식품표시법(안)은 개별법과 고시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표시 규
정168)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
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169)이다. 향후 식품표시와 관련된 가장 기
168)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3개 법령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4개 고시로
개별 운영되어 왔다.
169) 2016년 4월 21일 식약처 공고 제2016-155호로 최초 입법예고되었으나, 아
직 제정되진 못하고 각계의 이견을 조율 중인 단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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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이고 중요한 단일법의 위상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고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간략히 검토한 후 다음 소절에서 본고의 결론
및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식품표시법(안)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이 법(안)이 적어도 세 가
지 점에서 앞서 본문에 서술한 바와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 식품표시법을 제정하여 기존 3개 법령, 58개 기준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한 사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이를 통하여 ‘소비자 이해도 저해 및 산업체의 관련
규정 준수 비용 증가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표시
관련 규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포괄적
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식
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
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
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는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표시․광고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범
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을 확립’하고
자 한다. 셋째, 총 7장 38조로 이루어진 법(안) 중 한 개 장(제5장
소비자 교육 및 홍보)에서 두 개 조(제17조 및 제18조)를 활용하여
‘소비자 교육’에 공공이 기울여야 할 관심사항과 관련 규정을 적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사안은 3장에서 일본의 관련 법제를 정리하며 논한 바
있고 세 번째 사안은 다음 소절의 결론부에서 다루기에 좀 더 적합
하므로 여기서 두 번째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우선 여러 법
규에 산재한 식품표시의 ‘통합운영’이라는 형식 자체는 세계의 정책
흐름과도 일치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고시’ 수준에서
조정하지 않고 정식 법률화하는 점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더욱 중
요한 것은 통합 이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칫 사회적
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나 진입장벽 등의 현상을 기존의 고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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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더욱 강화된 법률 수준에서 공고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170)이다.
이 점에서 현 법(안)은 식품군별로 흩어져있던 표시기준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아뒀을 뿐 이들 기준을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일관되
게 구성할 수 있는 통합적인 원리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건강강조표시’ 원칙은 이전의 법적 사실에 비하여 나아
진 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적어도 일반 농식품의 건강강조표시에
보다 개방적인 ‘기능성표시식품’이라는 새로운 식품군을 만들어내기
라도 한 일본의 ‘식품표시법’만큼의 문제의식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제6조(표시사항)’의 1항 각 호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로
나누어 필수적인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 중 건강강조표시로
볼 수 있는 것은 3호 ‘건강기능식품’에만 해당하는 ‘원료의 일정량에
함유된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유정도와 기능성 표시 등’이 유
일하다171). 법(안)의 제9조가 ‘영양표시’에 관한 내용이기는 하나, 이
역시 세계적으로 최근 식품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를 함께 규정
하거나, ‘영양표시’를 규정한 기본 체계와 조화롭게 다시 별도의 ‘건
강강조표시’를 규정하는 추세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아직 논쟁 중에
있는 법(안)인 만큼 향후 이런 측면에서의 수정․보완도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6.3. 결론 및 제언
건강기능식품은 법이 표방하는 바만 보자면 ‘약’과도, 다른 식품군
과도, 분명히 구분되는 식품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적으로 그러한
170) 가령 4장의 <표 4-1>에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
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다루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논한 바 있다.
171) 건강기능식품은 이에 더하여, 기존 건기식법에서처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
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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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을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본고가
논의해온 맥락 속에서 이는 소비자의 무지보다는 식품군 자체의 제
도적 정의와 성격이 가지는 혼란 자체에서 기인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실제 제 외국 법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드러났듯, 식이보충
제(건강기능식품)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관련 시장 및 주체의
경계와 범위, 가능한 시장 행동의 양태 등이 정해지는 만큼 우리나
라의 관련 제도적 표준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슈․시장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약’도
‘일반식품’도 아니라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여건과 필요에 따라 약으
로도 식품으로도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 보건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를 요한다. 나아가 본문에서 분석한
‘포획’의 가능성이 있다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산업진흥
적인 차원에서도 오히려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억제되고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물론 특수한 제도적인 환경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현대인들이 그나마 가장
손쉽게 챙길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이며, 특히 특정 ‘성분’과 특정한
건강의 한 양상을 대응시켜 이해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사고에 설득
력 있게 다가가기 때문일 것이다.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
스 관리 등 기본적이면서도 현대인의 생활 패턴 상 실천이 쉽지 않
은 일들에 비교하여 생각해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성
분’기반의 건강기능식품은 앞으로도 그 시장이 더욱 성장할 가능성
이 클 뿐 아니라 현대인의 ‘식생활’의 주요한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다만

이른바 ‘백수오 사태’등을 통하여 관련 시장의 혼

란상이 크게 부각된 경험도 최근에 있거니와, 전술하였듯 최근 몇
년 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이전에 비하면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보건과 안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노정한 것은 물론, 소
비자의 신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새로운 목표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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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분명한 관계로 산업적 진흥 측면에서도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으로 현행 법제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재검토와 이로 인한 영향의 범위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사안들의 밀접성과 복잡성으로 인
하여 단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만 국한될 성격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이제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법안이 만들어져 논의가 진행 중인 ‘식품표시법(안)’에
‘건강강조표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현
대 사회와 식품 부문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고려할 때 현행 식
품위생법이 예외적인 맥락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유용성’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예외적인 식품군이 독점적으로 표시 권한을 갖
고 있는 ‘기능성’ 만으로는 일반 농식품의 광범위한 효용에 대한 현
실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영양표시’가 규율해온 사항들에 더하여 ‘건강강조표시’도 공
공복리의 관점에서 일상의 식문화와 과학적 근거 등을 결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체계를 만들어 공식화할 시점이다. 이는 국제적인 추
세에도 합치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를 좀 더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용
어인 ‘식이보충제’로 바꿈이 옳다. 이는 이런 종류 식품군의 ‘보충적’
인 용도와 기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이라
는 전제 위에서 다양한 모습의 농식품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
는 하나의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식이보충제를
아래 <표 6-1>과 같이 ‘영양소 보충제’와 ‘특정기능식품(약제타입/
일반식품타입’으로 구분하는 체계도 고려해볼만 하다. 3장에서 논하
였듯 현행 ‘영양소 기능’은 어색한 표현일 뿐 아니라 ‘생리활성기능’
등 타 기능과의 구분이 애매하고 원료 및 성분 측면에서도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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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능성’의 하나로 보기보다는 이를 함유한
제품의 용도 차원에서 분류함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172).

<표 6-1> 식이보충제 세부 체계(안)
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식이보충제 (구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보충제

특정기능식품
약제타입

일반식품타입

셋째, 첫 번째 제언 및 두 번째 제언은 결국, 관련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의 조정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지금처럼 개별 제품을 원료
에 결부시켜 ‘인정’한다는 의미173)가 소비자가 기대하는 종류의 행위
에 합치하는 것인지, 구조적으로 정부의 제한된 행정력이 과연 그러
한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필
요하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왜곡하
는 제도적 환경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리하고, 그처럼 명료하
고 합리적인 제도적 표준의 기반 위에서 이를 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시장 주체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에 공
공의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그리고 정부의 역할로 또 한 가지, 앞 소절에서 살펴본 ‘식
품표시법(안)’에도 일부 언급이 되고 있거니와, ‘소비자 교육’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식이보충제 표준과 관련하여 ‘기능성
관련 지식’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제는 과용 방지를 위한 ‘지식’,
보다 기본적인 식생활의 밸런스와 관련된 ‘지식’이 아닐까 한다. 예
172) 유의할 점은 이로써 ‘식이보충제’ 내에 ‘영양소 보충제’ 카테고리가 형성되더
라도, 일반 농식품이 ‘건강강조표시’ 차원에서 ‘영양소 기능 강조표시’를 하는 활
동이 배제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어떤 영양소를 많이 함유한 일반
적인 농식품을 여러 이유로 즐기는 한편으로, 특정한 ‘식이보충’ 용도로 ‘영양소
보충제’를 동시에, 혹은 별개로 선택할 수도 있는 구조를 뜻하는 것이다.
173) 일례로 의약품의 경우 ‘허가’ 품목이지 ‘인정’의 개념으로 다룰 수 있는 재화
가 아니다. ‘허가’의 중요성과 ‘인정’의 모호성은 이 모두를 고민해야 하는 보건
규제당국의 적절한 행정력 배분에 대하여 깊은 고민거리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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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정제된 형태의 ‘칼슘제’와 ‘철분제’는 함께 섭취할 시 부작용
이 있어 많은 의사들이 따로 섭취하기를 권하는 영양소174)다. 그러
나 이러한 정보는 자신에게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칼슘 건강기능식품’과 ‘철분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구입한 후 동시
섭취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이다. 즉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기능성’ 정보
가 온전히 제대로 전달되어 소비자의 이른바 ‘셀프 메디케이션(self
medication)175)’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다. 나아가 많은 연구는 특별히 의료적 처치를 요하는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을 전제하는 한, 같은 성분이라도 단순히 정제된 형태
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성분들과 함께, 혹은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의
미에서의 음식 형태로 섭취할 때 더 건강에 이롭거나 적어도 부작
용이 덜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법제에도 반영할 필
요가 있다. 요컨대 특정한 성분에서 보편적인 식문화, 식생활까지
‘소비자 교육’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와 ‘보건적 효용’의 제고를 실질화 함은 물론, 농식품 산
업 전반적으로도 생산 부문과 소비 부문의 시그널이 상호 선순환하
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언들과 본고의 종합적인 연구결과는 ‘건강
기능식품’ 및 ‘건강강조표시’ 제도에 대하여 정부 관계자나 관련 전
문가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소비자 역시 깊이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왜냐하면 이미 ‘건강기능식품’이
우리의 식생활 일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소비자로서는 주로 건

174) 이는 의료계나 관련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 언론에서도 종종 언급되
곤 한다. 아래와 같은 중앙일보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10704051908211
175) ‘self medication’은 원래 일본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치료비를 아끼고 스
스로 질병을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유행하게 된 용어로, 오늘날에는 병원 방문
등의 전문 기관에 의한 의학적 조치 외에 개인이 스스로 일상 속에서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보건 행위를 일컫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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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능식품 생산업체가 전해주기 마련인 ‘기능성 정보’뿐 아니라, 과
용방지를 위한 정보와 기본적인 식생활 밸런스와 관련된 정보 등도
공공의 장과 경로를 통하여 역시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정보는 시민과 소비자가 얼마나 궁금
히 여기고 국가에 요청하느냐에 따라 관련 시장 ‘제도적 표준화’의
구체적 항목과 내용으로 담길 수 있을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필요로 하고,
‘식품표시법’의 제정으로 식품 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려
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금이, 사안을 근본에서 검토하고 농식품
‘health claim’의 골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기다. 논의를 더욱 투
명하고 공개적으로 확장하여 관련 부처와 이해집단, 전문가 및 소비
자단체 등의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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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 문 지 >

식이보충제 시장 분석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소속으로 농식품 시장과 정책
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본 설문은 제 학위논문 주제 중 하나인 ‘식이보충제 시장의
특성 및 소비자 선호 분석’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작성자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각 문항에 정답은 없으며, 평소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이 연구에 많

은 도움이 되오니 각 항의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

분의 생각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본 설문에 할애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김규호
연락처: 02)880-4731
이메일: towind95@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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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평소 건강관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입니까? 관심정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7점에 가까울수록 관심도가 높습니다.)
평가항목

전혀
관심
매우
관심
반반 관심 관심
관심
없는
있는 있다 관심
없다
이다 편이다
없다
편이다
있다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1 ․․․․․․․․ 2 ․․․․․․․․․ 3 ․․․․․․․․ 4 ․․․․․․․․․․․ 5 ․․․․․․․․ 6 ․․․․․․․ 7

2. 귀하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7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혀
만족
만족
반반 만족 만족
만족
못하는
하는 한다
못한다
이다 편이다
못한다
편이다

평가항목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한다

1 ․․․․․․․․․․ 2 ․․․․․․․․․․․․ 3 ․․․․․․․․․ 4 ․․․․․․․․․․ 5 ․․․․․․․․ 6 ․․․․․․․․․․ 7

3. 귀하는 가공식품 등 포장되어 있는 종류의 식품 구매 시, 식품 포장에
붙어있는 표기내용을 얼마나 주의 깊게 읽으십니까?
① 표기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② 잘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① 표기내용을 확인하는 편이다.

④ 반드시 표기내용을 확인한다.

4. 귀하는 평소 식품 구매 시 다음 각 항목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
하십니까?
항목

1. 원산지
2. 영양성분
3. 칼로리(열량)
4. 식품첨가물
5. 브랜드/상표/제조사
6. 각종 품질인증 마크

어느 정도
전혀 중요하지 별로 중요하지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않다
않다
중요하다

1
1
1
1
1
1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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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다음은 전통차 중 하나인 생강차에 대한 귀하의 경험과 선호를 묻는
문항입니다.

5. 귀하는 분말 형태나 액상 타입의 가공식품인 ‘생강차’(오직 가공된
생강차만을 의미하며, 계피생강차, 대추생강차, 도라지생강차 등도 포
함합니다.)를 최근 1년 내에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는 최근 1년 내에 농산물인 생강으로 직접 끓이거나 가족이 끓여준
생강차를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7번 질문에 앞서 아래 설명(처음이 A버전, 나중이 B버전)을 먼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보신 후에 7번 질문
으로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러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가공된 ‘생강차’ 소비의 증대를 위해서는 녹차처럼
‘티백’ 형태가 널리 보급되어야 하며, 생강 특유의 지나치게 씁쓸한 맛 역시
소비자 기호에 맞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이에 모 업체에서 그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꿀과 대추를 첨가하고 티백 포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강차’ 제품을 출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맛>
- 주요 원재료(생강, 꿀, 대추 등)는 국산 100%며, 설탕 걱정 없이 구수하게
즐기면서 온기를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원료>
- 생강과 꿀, 대추 등이 어우러져 달콤씁쓰름한 향과 맛이 좋은 차입니다.
<기타>
- 일반적인 티백 녹차와 비슷한 가격이며, 티백 형태로 간편히 먹을 수 있습
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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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가공된 ‘생강차’ 소비의 증대를 위해서는 녹차처럼
‘티백’ 형태가 널리 보급되어야 하며, 생강 특유의 지나치게 씁쓸한 맛 역시
소비자 기호에 맞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이에 모 업체에서 그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꿀과 대추를 첨가하고 티백 포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강차’ 제품을 출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맛>
- 생강과 꿀, 대추 등이 어우러져 달콤씁스름한 향과 맛이 좋은 차입니다. 세
계 여러 문화권에서

이 차를 주로 식사 전후에 즐깁니다.

<원료>
- 주요 원재료(생강, 꿀, 대추 등)는 국산 100%며, 설탕 걱정 없이 구수하게
즐기면서 온기를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이유>
- 생강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간헐적인 소화불량 완화, 메스꺼움 방지 등
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적어도 2천년 동안 소화를 돕거나 메
스꺼움을 완화하기 위해 생강을 먹어 왔으며, 세계 각지에서 특유의 맛과 건강
한 소화 등의 기능으로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 바로 생강입니다. 다만 이는 식
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기타>
- 일반적인 티백 녹차와 비슷한 가격이며, 티백 형태로 간편히 먹을 수 있습니
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습니다.

7. 귀하는 방금 설명 들으신 생강차를 겨울철 목 관리 등의 용도로 구매하
실 의향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생강차를 얼마나 자주 드실 것

같습니까?
① 구매의사 없음

②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도 ④ 1주일에 한 번 정도
⑥ 매일 한 번

⑤ 1주일에 두 번 이상

⑦ 매일 두 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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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주일에 한 번

다음은 식이보충제와 관련된 귀하의 견해를 묻는 문항입니다.

8. 귀하는 최근 1년 내에 비타민(비타민-C, 비타민-D, 종합비타민 등) 관
련 식이보충제를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이제 다음 설명을 읽어보신 후에 9번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고열량 · 고지방 음식이나 술, 가공식품 등의 소비가 늘면서 많은 현
대인이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수축되는 경우가 많은 겨울철에 이러한 혈관
질환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당부입니다.
○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늘’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
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식약처

고시

2016-63호). 마늘에 함유된 '알리인(Alliin)'이라는 성분이 이런 기능
을 가진 지표성분입니다. 간에서 지방을 만드는 효소 활동을 막아 콜
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며, 이로 인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농도를 감소시켜 혈행을 개선한다는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권장하는 일일섭취량은 마늘 분말 기준 0.6~1.0g입니다.
○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J 제약에서 ‘**포르테’라는 이름의 ‘일반
의약품’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늘에서 추출한 '알리인(Alliin)'을
주 성분으로 하는 이 약의 평균가격은 한 달 복용량(30정) 기준, 약 1
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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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제 어느 제약업체, 혹은 식품업체에서 앞서 말씀드린‘**포르테’라
는 약이 다소 비싸고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똑같이 마늘을 원료로 한 식이보충제를 출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박카스 D’와 ‘박카스 F’가 성분이 비슷하지만 전자는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후자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식이보충제가 아래 사진 속 특성(처음이 A버전, 나중이 B버전)
을 지녔으며 관련 식품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격이 한 달 섭취량
기준(30정)으로 4천원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는 겨울철 한 달 정도의
섭취량을 구매하여 직접 드시거나, 가족, 지인 등에게 선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 문9-1 로 이동) ② 아니오( ☞ 문10 으로 이동)

<제품 특성>
○ 하루 한 정을 물과 함께 삼키면 되는 태블릿 형태의 식이보충제(마늘 향이 전
혀 나지 않음.)
○ ‘마늘’은 물론, ‘배변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리 식이섬유’ 성
분도 포함하며, ‘마늘’과 ‘보리’는 모두 국산 농산물을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일권장량을 지킨 천연추출성분이 주원료이므로, 비타민
제 등 타 식이보충제와 함께 먹어도 무방함.
○ 약국은 물론, 드럭스토어형 매장(예: 올리브 영, 왓슨스 등), 마트, 백화점, 인
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08-73호에 따라 제조허가 자격을 취득한 업체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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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42호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실시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

<제품 특성>
○ 하루 한 정을 물과 함께 삼키면 되는 태블릿 형태의 건강기능식품(마늘 향이
전혀 나지 않음.)
○ ‘마늘’은 물론, ‘배변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리 식이섬유’ 성
분도 포함하며, ‘마늘’과 ‘보리’는 모두 국산 농산물을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일권장량을 지킨 천연추출성분이 주원료이므로, 비타민
제 등 타 영양제와 함께 먹어도 무방함.
○ 약국은 물론, 드럭스토어형 매장(예: 올리브 영, 왓슨스 등)이나 마트,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코너,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08-73호에 따라 제조허가 자격을 취득한 업체가 생
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42호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실시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

9-1. 본 제품은 국산 마늘과 보리를 주원료로 사용함을 전제합니다. 그런
데 만일 이상기후 등 농사 여건의 영향으로 제품의 가격이 (제시금액
1)으로 책정된다면 귀하는 이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문9-2 로 이동)

② 아니오( ☞ 문9-3 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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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시금액 1만큼의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만일 제품의 가
격이 (제시금액2:Y)으로 책정된다면 귀하는 이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

습니까?
① 예( ☞ 문10 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10 으로 이동)

9-3. (제시금액 1만큼의 지불의사가 없는 경우) 그렇다면 만일 제품의 가
격이 (제시금액2:N)으로 책정된다면 귀하는 이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

습니까?
① 예( ☞ 문10 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9-4 로 이동 )

9-4. 귀하는 이 제품의 가격이 부득이하게 4,000원보다 조금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할 때, 1원이라도

추가 지불의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0원, 200원 등 인상폭이 적정하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① 예

○ 참고 :

② 아니오

제시금액(A버전과 B버전 공통)
마늘 성분 식이보충제
기준 소매가 : 4,000원

1차 제시금액
4,500원
5,000원
5,500원
6,000원

2차 제시금액
Y

5,000원

N

4,250원

Y

6,000원

N

4,500원

Y

7,000원

N

4,750원

Y

8,000원

N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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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건강식품류에 대한 소비 태도와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
다.

10. 건강식품류(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를 구매하기 위해 사
용하시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① 1만 원 미만

② 1-5만 원 미만

③ 5-10만 원 미만

④ 10-15만 원 미만

⑤ 15-20만 원 미만

⑥ 20만 원 이상

11. 귀하가 경험하신 건강식품류(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등)에 대해 만
족하십니까? 만족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7점에 가까울수록 만
족도가 높습니다.)
전혀
만족
반반
약간
만족하지 만족하지
하지않는
않는다
이다
만족한다
편이다
않는다

평가항목

만족
한다

아주
만족한다

가격 측면

1 ․․․․․․․․․․․․․․․․ 2 ․․․․․․․․․․․․․ 3 ․․․․․․․․․․․․ 4 ․․․․․․․․․․․․․ 5 ․․․․․․․․․․․․ 6 ․․․․․․․․․․․․ 7

효과 측면

1 ․․․․․․․․․․․․․․․․ 2 ․․․․․․․․․․․․․ 3 ․․․․․․․․․․․․ 4 ․․․․․․․․․․․․․․ 5 ․․․․․․․․․․․․ 6 ․․․․․․․․․․․ 7

종합적인 만족도

1 ․․․․․․․․․․․․․․․․ 2 ․․․․․․․․․․․․․ 3 ․․․․․․․․․․․․․ 4 ․․․․․․․․․․․․․ 5 ․․․․․․․․․․․․ 6 ․․․․․․․․․․․ 7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한 문장도 빠짐없이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2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22.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2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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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재 귀댁에서 함께 사는 가족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혼자 사실 경우 1명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명

24-1. 함께 사는 가족 중 18세 이하, 70세 이상의 가족이 있습니까? 동거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18세 이하 (

)명

- 70세 이상 (

)명

25. 실례지만 귀댁의 한달 평균 가구 총 소득과 귀하의 월 평균 총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세금 공제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 보기에서 각각 선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총 소득

1.
2.
3.
4.
5.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6.
7.
8.
9.
10.

개인 소득(용돈 포함)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799만원
800-899만원

11.
12.
13.
14.

900-999만원
1000-1499만원
1500-1999만원
20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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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aw and Economic Study on the 'Health
Functional

Food'

Institution

and

Agri-Food

'Health Claim'

Kim, Kyuho
Major in Agricultural & Resource Economic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lth

Functional Food' is a Korean expression of 'Dietary

Supplement'.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concept are specified in
the law in a form and content different from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This particular characteristic of Korea is a major reason
why the effect on the relevant market is also differentiated
This

paper

is

an

background, changes

attempt

to

approach

and effects of 'health

the

institutional

functional

foods'

economically. To this end, I actively took use of the economic
concepts and methodologies that have been analyzing 'institutions'
at various viewpoints. With the comparative analysis, I examined
specific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imilar systems
as well as clarified the implications of the differences. In addition
to reviewing the specific aspects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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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gulatory

theory,

I

verified

the

effects

of

them

empirically.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the growth of domestic health functional foods is largely
due to institutional conditions. However, it is analyzed that the
content of the related legal system is in conflict with other legal
system, neglects important values to the consumer compared to the
industrial significance and are unclear or mixed with contradictory
contents.
Second, the Korean specificity and ambiguity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legislation are based on overlapping or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food industr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pharmacist industry, the medical system, the oriental medicine
industry, and the agricultural industry. In particular, the health
functional foods industry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regulatory authority, are likely to share the viewpoint
that focuses more on 'ingredient(or component)' than on the
agri-food itself in relation to health. In this sense, the concept of
'regulatory capture' seems to fit well.
Third, the extent or aspect of regulation is beyond the original
intention of ameliorating market failure, resulting in irrational and
negative external effects. This can be summarized as the additional
benefits obtained by exclusively using the 'functional' label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 and as the disadvantages of the limitation of
the 'health claim' use for the general agricultural product.
In this paper, I first analyze the reality of the market. Then,
after establishing the appropriate theoretical hypothesis, I review
the reality in light of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such theory.
Finally, I support the possibility of coincidence between theo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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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on an empirical basis. In Chapter 2, I review the present
status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health functional
food market. In Chapter 3, I focus on revealing the specificity and
randomness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thr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major countries, and domestic
laws. Chapter 4 examines such exceptionality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Approaches to Regulation',
and Chapter 5 is verification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results of

Chapter 3 and 4 by statistical analysis and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based on the data collected by
survey . The last Chapter 6 consists of the conclusion of the main
research contents, limitations of research,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e above-mentioned study, it is
necessary to have a unique clause that can be the basis of 'health
claims', to change the term 'health functional foods' to 'dietary
supplement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market is to
be limited to the areas where it can actually perform well,
especially consumer education is important. Now that the relevant
markets are in need of new momentum, this is the best time for
social discussion.
This paper differs from the existing previous studies in that the
'institution' itself is not considered an exogenous variable but an
endogenous variable, and the intense analysis of its background,
changes and effects is conducted. In addition, this paper use the
"regulatory theory" centered on the Chicago school,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threat to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as a
basis for creating new market opportunities and possibilities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products. It is expect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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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various 'institutions' related to the agri-food market
would increase and the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real data
w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in the direct or indirect
extension of this research.

Keyword : health claim, dietary supplement, health functional food,
comparative law study, 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capture
theory, buying intention, Food labeling Act.
Student number : 2010-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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