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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원의 개요
1) 건강원(가공소)의 의미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되어 오늘에 이
르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라 하면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을 말하며 건강
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도 이러한 식품의 일종으로 식품위
생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질병의 치료․경감․예방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식품위생법
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
에 질병의 치료․경감․예방과 관련한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건강유지’, ‘체질개선’, ‘영양보급’ 등
과 같은 식품의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 증진에 관한 표현
인 유용성(기능성) 표현의 경우에도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표시된 식품군에 한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3).
건강보조식품 즉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
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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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농축․정제․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하는 곳이
바로 가공소 즉 건강원이다.

2. 업태의 일반 현황 및 전망
1) 기능성 식품의 일반 현황
식품의 가장 중요한 제1차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의 공급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성장에 의
한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우리들의 식생활은 향상되고
있다. 지난날의 영양 부족시대와 반대로 영양의 불균형과 과
잉섭취가 오히려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 제2차 기능은 기호성이다. 현대에는 식도락의 시대
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
근 식품 중에 존재하는 생체의 여러 계통을 조정하는 인자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이 갖는 생물활동
에 대한 조정기능은 영양, 맛의 뒤를 이어 3차 기능이라고 한
다. 식품의 3차 기능인 생체조절기능을 충분히 발현시키도록
제조된 것이 ｢기능성 식품｣이다. 현대 세계 각국에서는 수명
의 연장에 따른 인구 구성의 노령화, 비만, 암, 심장병, 고혈
압 등의 성인병이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음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풍조가 높아지고 있다.

가. 성인병과 국민 의료비의 증가
2000년경의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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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국12%, 프랑스 15%, 영국 14%, 스웨덴 16%, 서독
17%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찍부터 사회복지 혜
택이 잘 시행되었던 북유럽 국가의 경우 일본보다 노령자의
비율은 높으나 노령자의 증가 속도는 느린 편이다.
일본과 산업화의 진행이 빨랐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
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늦어져 커다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령
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전통적인 유교관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경 이 후부터는 75세 이상의 노
령자도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자의 증가와
더불어 암, 심장병, 뇌졸중 등의 3대 성인병과 노인성 치매,
질병에 의한 거동불능 환자 등의 증가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
하게 되었다.
고혈압 당뇨병을 포함한 성인병 환자의 수는 약 170만명으
로 전체 환자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리고 고혈압 경계영역(최고혈압 140～159mmHg)에 있는 사
람이 30세 이상의 약 24%(고혈압 환자를 포함하면 약 44%),
총 콜레스테롤치가 200～239mg/㎗인 사람이 약 34%(고혈압
환자를 포함하면 약51%)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실
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건강에 불안을 가
진 사람이 전체의 79%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건
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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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건강에 신
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66%이고, 그 가운데 64%가 식사와
영양에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병과 노인성 질환의 증가는 의료비와 연금 등 사회복
지비를 증가시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일본의 국민 의
료비는 1987년에 18조 759엑엔에 달하였고, 1993 년에는 24
조 3천억엔으로 그중 노인의료비가 7조 4천 5백억엔( 전년비
7.4% 증가, 노인 1인당 의료비 68만 5천엔)을 차지하였다. 이
는 인구의 고령화를 반영한 것으로 노인 의료비의 증가가 의
료비 전체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2,000년에는 의료비가 45조엔을 넘어서 GMP 의 5.85%를 차
지하게 되어 사회적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 상황에서 국민의 성인병, 노인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은 장수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들 성인병은 발
생하면 약으로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
에는 식생활 개선이 효과적이다. 기능성 식품이 질병의 예방
에 효과가 있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의료비를 억
제할 수가 있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질병의 내용이 감염증에서 식생활에 기인하는 성인병
으로 이행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가속화되는 시점
에서 국가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성인병이 단
지 노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의 식생활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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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생활 패턴의 변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된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외식기회의 증가와 가공식품의 이용
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10년 (1975～85년) 동안 외식의 비
율의 1.5배, 조리식품에 대한 지출 비용은 2배가 되었고, 이
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외식이란 한정된 메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영양의 불균
형을 초래하기 쉽고 가공식품은 가공 단계에서 주요 성분이
파괴되기 쉽다. 이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여
성이 취업률이 50%를 넘고 있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요리
가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다. 조리시간과 미량원소와의 관계
는 국민 영양조사 등에서 조리시간이 짧을수록 섭취 량이 적
어진다는 것이 밝혀졌고, 여성이 고학력화 역시 의식에 변화
를 가져와 식생활에서도 기존의 양식에 구애받지 않는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의
한 식생활의 혼란도 성인병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 성분, 형태, 구조는 다양하여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등이 단지 몇 g 함유되어 있다는
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생체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
는가와 같은 동적인 면을 고려하여 식품을 제조하고 소비자
에게 공급해야 건전한 식생활이 이루어져 국민건강을 증진시
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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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성 식품은 뒷받침하는 법률
영양 부족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시기인 1952 년에 일본에
서 제정된 영양 개선 법은 이제는 거의 잊혀진 법률이 되어
버렸다. 이 법률의 제 12조는 ｢판매를 하고자 하는 영양식품
에 있어 영양성분의 보급 표시, 또는 젖먹이요, 어린이용, 임
산부용, 환자용 등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한 표시를 하려고
하는 자는 후생대신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허가를 받은 식품은 특수 영양식품이라 하며, 이 허가를
받은 것은 특수 영양식의 인가표를 표시할 수 있었다. 그 무
렵의 일본은 식량이 부족하였고, 주로 곡류가 주식이었기 때
문에 국민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에 아미노산과
비타민 등을 첨가하는 강화식품은 대상으로 하였다.
그 후 식생활의 향상에 따라 식생활과 관련이 깊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비만증 등의 만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식품의 필요성이 높
아지게 되었다. WHO(세계보건기구)와 FAO(국제식량농업기
구)에서도 여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련된 식품규격을 검
토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국내외 정세로부터 일본에서도
1973년에 환자용 특별용도 식품의 표시 기준 등을 제정하게
되었다.
환자용 등 특별용도 식품은 환자의 식사요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가공을 하기도 하고, 특정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감소시켜 조정한다. 저염 식품, 저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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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저단백 식품, 감염식(減饜食) 조정용 조합식품 등이 이
에 속한다. 환자용 식품은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크게 해치
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특수영양식품으로서
표시인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특수영양식품으로서의 허
가표시도 없이 저칼로리 식품, 비타민 B1 강화 식품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위반이 된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건강식품의
상당부분이 이 영양개선법에 위반한 표시를 하고 있다. 기능
성 식품도 이 영양 개선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2) 기능성 식품의 전망
가. 생약재의 생물활성 검색 연구 현황
생약재의 기능성 식품으로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물활성 검색 연구현황은 (표 6)에 나타내었다.
기능성 식품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림수산부 지정 주요 재배 생약식물은 중심으로 강활의 항
균작용과 항산화작용, 길경의 향균작용과 혈청, 간장, 분변의
지질 함향에 미치는 영향, 결명자의 아질산염 소거작용, 구기
자의 항균작용과 간장장애 및 당뇨에 미치는 영향, 당귀의
항균작용, 목단의 항균 및 항산화 작용, 산수유의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오미자의 항산화 및 항균활성과 당뇨
에 미치는 영향, 독성과 알콜 대사에 미치는 영향, 혈청성분
에 미치는 영향, 패모의 항산화효과, 향부자의 항균작용, 황
금의 항암작용, 황기의 항산화효과 등이 보고되었다. 이외에
도 한방과 민간에서 약리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10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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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약을 대상으로 171종의 생물활성이 검색되어 135편의
노문에 보고되었다.
이것은 생약류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관심이 집
중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와 달리 활성분획
을 식품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추출물 수준의
활성 확인의 연구에서 더 진전된 결과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무척 아쉽게 느껴지며 기능성 식품의 과학적인 근거 제시라
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서도 유효성분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표 6>
식물명

생약류의 생물활성 검색 연구 현황
학

명

생 물 활 성

Propolis

유지산화억제효과

Roayl
jelly

면역독성에
영향

가시오갈피

유 효 성 분
추출용매별

미치는

Acanthopanaxs
항보체활성
enticosus
Thiamine 분해능
항산화작용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다당류
물추출액
에테르추출물,페
놀성물질
물추출물

가자

Terminalia
chebula

갈참나무

Quercus aliena 항균작용

감잎

소화효소활성저해,
항균작용
페놀성물질
돌연번이원성, 항돌연
Diospyros kaki
페놀성물질
변이원성
핵산분획
암성장억제효과, 항돌
연변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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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의 분획별

식물명
감초

강활

권백
금은화

길경

학

명

Glycyrrhira
uralensis
Ostericum
koreanum
Selaginella
tamariscina

생 물 활 성
균식억제효과

grandiflorum

75% EtOH 추출물

균주생육, aflatoxin
생성
CHCI3 추출물
과산화지질, 지방산
분포에 미치는 영향
세포성장억제작용

Lonicera japonica 항균작용

Platycodon

유 효 성 분

수침엑기스
물, 에탄올추출물

항균작용
혈청, 간장, 분변의
지질함량에 미치는
영향

물, 에탄올추출
물 saponin
EtOAc분획
EtOAc, BuOH
분획
MeOHex 가용부

꾸지뽕
나무잎

Cudrania
tricuspidata

항균활성
항염증활성

결명자

Cassia tora

아질산염소거작용

계피

Cinnamomum
항보체활성
cassia

구기자

항균작용
물, 에탄올추출물
Lycium chinense 간장장애 및 당뇨에
MeOH추출물
미치는 영향
간손상억제 및 재생 물, 80%메탄올,
효과
에테르추출물

녹각
녹나무

다당류

Cinnamomun
camphora

항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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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용기용매추
출물

식물명

학

명

생 물 활 성

유 효 성 분

느릅

Ulmus davidiana 항균작용

추출물 분획별

단삼

Salvia miltiorrhiza 항균효과

물, 에탄올, 핵산
추출물

닭의장풀

Commelina
communis

혈당강하효과

분말

당귀

Angelica gigas

균주생육, Aflatoxin
CHCI3 추출물
생성

대복피

Areca catechu

항보체활성 및 작용
다당류
약식

대황

Rheum palmatum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물추출물

두릅

Aralia elata

돌연변이 억제작용

가열즙

두릅나무
껍질

당뇨개선효과

MeOH추출물

두릅

항돌연변이효과

생즙

리기다

Pinus rigida

항균작용

추출물의 분획별

마황

Ephedra sinica S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물추출물

메꽃

Calystegia
japonica

혈당강하효과

분말

며느리배꽃

Persicaria
perfoliata

혈당강화효과

분말

모과

소화효소활성저해,
항균작용
페놀성물질
Dhaenomeles 돌연변이원성, 항돌연
페놀성물지
변이원성
sinensis
물추출물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목단

Paeonia
suffruticosa

균주생육, Aflatoxint
CHCI3 추출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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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명

학

명

생 물 활 성

유 효 성 분

목단피

Paeonia
suffruticosa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물, 에탈올 추출물
gallicacid,
epigallocatechin

목향

Saussurea
lappa

방부효과

epigallocatechin
gallic

미연

Copris japonica 항암작용

물, 용기용매 추
출물

민들레

Taraxacum
platycarpum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추출물의 분획별

방기

Sinomenium
acutum

균증식억제효과

백두옹

Pulsatilla
chinensis

균주생육, Aflatoxin
CHCI3 추출물
생성

백작약

Paeonia japonica

균주생육, Aflatoxin
CHCI3 추출물
생성

백출

Atractylodes
macrocephala

균주생육, Aflatoxin
CHCI3 추출물
생성

복분자

Rhus chinensis

면역세포 활성화에
물추출물
미치는 영향

봉출

Curcuma zedoaaria

균주생육, Aflatoxin
CHCI3 추출물
생성

부자

Aconitua ssp

항보체활성

다당류

붉나무

Rhus chinensis

황산화효과

순차용매추출물,
에탄올 추출물

비파엽

Eriobotrya
japonica

암유전자발현의 감소 올솔레산

빈량

Areca catechu L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물추출물

항산화작용

에테르추출물,페
놀성물질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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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tOH 추출물

식물명

학

명

참죽나무

생 물 활 성
항염증, 진통효과

유 효 성 분
메탄올추출물

천마

Gastrodia elata

국소적 관상순환기능 물, 50%
에 미치는 영향
EtOHcncnfanf

초피

Zanthoxylum
piperitum

항돌연변이, 암세포증 과피 MeOH
식어제효과
추출물

측백열매

Thuja orientalis 혈장콜레스테롤, 혈당 과피의 물추출물

치자

Gardenia
jasminoides

항균작용

칡뿌리

Pueraria
thumbergiana

소화효소활성저해,
페놀성물질
항균작용
돌연변이원성, 항돌연 페놀성물질
변이원성
MeOH추출물
항산화효과

컴프리

Symphtum
offcinale

항돌연변이 효과

케일

Kale

Hormone, 지질대사에
녹즙
미치는 영향

택란엽

Eupatorium
fortunei

항산화효과

욤매별추출물

토란대

Colocasia
antiquorum

Thiamine분해능

물추출액

토룡분

Eissenia foetida 성장혈액성분

토사자

Cuscuta chinensis 간기능장애개선효과 MeOH추출물

패모

Fritillaria
ussuriensis

항산화효과

순차용매분획

포공영

Taraxacum
mongolicum

항산화효과

용매추출물

해동피

Kalopanaxii
간기능장애회복효과 MeOH추출물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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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에탄올 추출물

생즙, 가열즙

시판제품

식물명

학

명

생 물 활 성

유 효 성 분

균주생육, Aflatoxin
CHCI3 추출물
생성

향부자

Cyperus rotundus

화살나무

Euonymus 민션 항보체활성

다당류

황금

Scutellaria
baiclensis

물, 유기용매추출물

황기

Astragalus
항산화효과
membranaceus

용매별추출물

황백

방부효과
Phellodendron
항균작용
amurense
항암효과

물, 에탄올추출물
물, 유기용매추출물

항암작용

나. 생약재를 이용한 음료의 유통현황
생약재를 이용한 음료류의 유통현황는 (표7)에 나타내었다.
강원도 태백농협에서 생산 유통하고 있는 고원-D, 늘푸른-D
등 8개회사 10여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 음
료류는 특수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고조, 재배기술의 향상 그
리고 국산 생악재의 선호도 증가 등으로 이들 유사제품의 생
산 및 유통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등 농민단체들이 생산 유통하고 있는 음료업
계에서는 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고 유사제품이 범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품질개선과 유통조직의 현대화로 이를 극복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음료는 갈증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품화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건강지향 및 기능
성을 추구한 다양한 제품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3 -

<표 7>
제품명

시중 생약음료류의 성분비교
제조원

주성분

부 성 분

기타성분

당귀추출액
1%

구연산
0.15%
구연산나트륨 0.03%
L-글루타민산 0.01%
고과당
9%

늘푸른-D 태백농협 천궁추출액

구연산
0.10%
구연산나트륨 0.03%
L-글루타민산 0.01%
고과당
9%

고원-D

구기자
액상차

택백농협

계피
구기자추출액 건강
비봉농혐 (고형분 5%) 대추
8.5%
고광당
구연산

영지엑기스
구기자엑기스
(주)운무원
오미자엑기스
구기영차
2.0%
식품
대추엑기스
(내용물 170㎖중)
벌꿀
대추엑기스
(주)운무원 당귀엑기스 2.5% 영지엑기스
당귀영차
(내용물 170㎖중) 벌굴
식품
고과당
영지추출액
영비천에이 일양약품(주) (고형분 7%)
0.6%

0.4%
0.05%
0.2%
5.5%
0.15%
0.2%
0.2%
0.6%
2.0%
6.5%
0.13%
1.5%
10%

벌꿀, 사과과즙 10%
정제수, 고과당

가시오가피추출액
오미자엑기스 (고형분 4%) 0.1%
사과과즙 10%
영비천골드 일양약품(주) 2.1%
(내용물 170㎖중) 벌꿀, 액상과당, 에탄올,
정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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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산, 비타민C,
L-글루타민산나트륨,
카라멜, 니코틴산아
미드, 비타민B6,
구연산나트륨
비타민C, 비타민B6,,
니코틴산아미드, 글리신,
DL-알라닌, 구연산
나트륨, 구연산
시클로텍스트린, 카라멜

제품명

제조원

주성분

부 성 분

구기자엑기스
운지추출물
(주)운무원
대추엑기스
(고형분 30%)
오미영차
식품
벌꿀
1.6%
고과당

운지천

기타성분
2.0%
3.2%
3.0%
5.3%

가시오가피추출물
(고형분5%)
2.0%
운지추출물
고얄제리
0.05%
광동제약 (고형분 30%) 벌꿀
0.01%
1.6%
액상과당
9.0%
D-솔비톨
2.0%
모과과즙
11%

사천칡즙 사천 Co

비타민C
0.03%
니코닌산아미드 0.01%
비타민B6, 0.003%
구연산
0.18%
구연산나트륨 0.075%
안식향산나트륨 0.05%
연화나트륨 0.03%
허브향
0.15%

칡(고형분 30%) 과당 10%, 설탕 5%
75%
정수 9%, 꿀 1%

산에산에 한일종합
칡즙 42%
설탕, 정제수
칡수
식 품
대추추출액
미원음료
대추향, 구연산, 안식
홈대추
(고형분 0.5%) 액상과당, 백설탕
(주)
향산나트륨
92%
영지추출액
미원음료
홈영지
(고형분 0.3%) 액상과당, 백설탕, 벌굴 구연산, 안식향산나트륨
(주)
88%

따라서 생약재를 이용한 음료의 개발에 있어서 건강을 생
각하고 기능성을 추구한다면 앞으로 생약음료의 시장은 장족
의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건강원의 일반현황 및 전망
인류가 식생활의 걱정에서 벗어나면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건강이며 그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 선호하는 것이
기능성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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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조들은 농경사회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피곤할 때
귀한 보약재를 복용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주위에는 쉽게 구
할 수 있는 동, 식물, 그리고 약초들로 건강식품들을 가정에
서 만들어 먹음으로써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나름대로의
비법을 터득하여 생활에 활용하여 왔던 것이다. 건강원업종
의 탄생 배경 또한 생활의 지혜에서 비롯되었으며 역사는 40
여년에 이른다.
현재 전국에는 약 23,000여 건강원이 영업하고 있으며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성업 중에 있다.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에 가입된 회원 업체의 수
지 역

업 체 수

지

역

업 체 수

서 울

약 3200개 업소

경

기

약 6000개 업소

부 산

약 1000개 업소

충 청 도

약 4000개 업소

대 구

약 600개 업소

강 원 도

약 1200개 업소

인 천

약 1000개 업소

경상북도

약 1000개 업소

울 산

약 600개 업소

경상남도

약 1000개 업소

광 주

약 400개 업소

전라북도

약 1000개 업소

대 전

약 300개 업소

전라남도

약 1000개 업소

제 주

약 600개 업소

기능성 식품군에는 건강식품과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특수
영양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건강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제
품은 기능을 지닌 식품 즉 건강한 신체의 유지 및 질병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의 전부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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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유망산업군의 한 분야인 health food 산업은 고객과 가
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초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부
재료를 이용하여 기능성 식품을 직접 가공하여 고객에서 즉
석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양질의 제품을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하여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업종이다.
현재까지의 건강원 업종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어둡고 침
침하며 약간은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근래와 와서 많이
밝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주고객층 역시 많이 젊어지고 있다.
건강원에서 취급하는 기능성식품의 대부부은 엑기스 형태
로 되어있고 현재 전국의 엑기스 제품 판매 통계를 파우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60팩 기준 약 60.000박스가 판
매되고 있는 무한대의 시장이다.
현재 건강원 업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형태 즉 즉석에
서 제품을 가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와 식품제조가공
업을 겸하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 진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정의는 매장에서만의 식품판매를 의
미하는 영업범위로 대단히 한정적인 영업이라고 할 수 있
으나 취급제품이 다양하며 식품위생법의 규제에도 다소 자
유스러운 영업형태로 현재 대다수의 건강원이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취급하는 제품으로는 오래 전부터 가공하여 판매하여오던
동물류와 민물류 그리고 과채류등이 있다. 그러나 근래와 와
서 많은 제품이 개발되어 취급하는 식품의 범위가 다양하여
시장 접근이 좀더 용이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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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물류중탕의 종류에서는 개나 염소에 국한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사슴과 타조등이 추가되어 가공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물개육등의 수입으로 상품군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과․채류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으로는 호박을 비롯하여 포
도, 당근, 사과, 알로에, 선인장 및 그 열매, 등 흔히 동네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음료 중 대다수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민물류를 이용한 중탕으로는 붕어 및 잉어, 그리고 미
꾸리지, 가물치등과 근래에 와서 양식기술의 개발과 수입으
로 인한 재료 보급이 용이해 지면서 자라를 이용한 중탕의
판매도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서 가시오가피나 두충, 인삼을 이용한 홍삼엑기스,
각종 한방차나 허브차등이 새로운 식품군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건강원의 영업범위라는 것이 단순하게 식품을 판매하
는곳이 아니라 동네에서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일조하는 지
역건강센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강원이 단순하게 농산물을 이용하여 엑기스를 가공하고
그 가공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든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으
며 근래에 와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식품의 개발에 대하여 연
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지식을 전달하며 각 기
능을 가진 다양한 먹거리들의 개발로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한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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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절차
1) 창업자의 적성분석
건강원 업종은 단순하게 분식점이나 통닭을 판매하는 매장
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적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업적인 마인
드로 출발하는 업종이 아니라 창업자의 기본적인 건강원업자
로서의 적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종이 건강원이다.
즉 창업자가 이것저것 고르는 여러 업종 중 한 분야가 아
니라 분명한 의지로 평생의 직업 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창
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창업자 본인의 자가진
단으로 평소 얼마나 열심히 살아 왔는지와 얼마나 베풀며 살
아왔는지를 진단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지나친 욕심이나
눈앞의 이익이 우선하다보면 건강원 창업에 실패하기 쉽다.
건강원의 경영에 필수적인 조건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건강을 판매한다는 자세가 우선
되어야 성공 가능한 업종이다.
또한 건강원을 창업하고자 하면 먼저 독자적으로 창업을
할 것인가와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정에 앞서 최소한 10여 곳 이상의 건강원을 벤
치마킹하여 기존 건강원을 운영실태와 시장조사를 하고 건강
원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하여 각 프랜차이즈 업체의 재무
구조를 비롯하여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독자적인 건강원 창업
독자적으로 건강원을 창업하고자 하면 먼저 중탕기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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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야 되는데 각 중탕기 마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모
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중탕기의 종
류로는 크게 나누어 고압방식의 압력중탕기와 옹기를 이용한
저압중탕방식 그리고 무압중탕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고압의 압력 중탕방식은 중탕가공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므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장점과 중탕의 맛이 진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고온의 압력으로 인하여 피중탕물
의 영양 파괴가 많을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옹기를 이용한 저온 중탕방식의 중탕기는 간접열을 이용하
여 장시간 중탕함으로 하여 중탕의 맛이 부드럽고 피중탕물
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공시
간이 오래 걸리므로 하여 객단가가 낮으며 옹기 주위에 채워
진 물로 인하여 작업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무압중탕방식은 가마솥을 이용한 방식과 스테인레스를 이
용하여 위 저온중탕방식과 유사하게 중탕하는 방법인데 근래
에 와서는 작업이 까다롭고 불편하여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
나 중탕의 맛과 효능이 좋다는 장점으로 종종 선택하는 경우
가 있다.
위 중탕기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창업하고자 하는 장소
와 경영 컨셉이라 하겠다. 즉 재래시장 부근이거나 유동인구
가 많아 점포의 넓이에 비해 작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객단가를 높이는 컨셉이 좋을 것이며 중탕종류 즉 높은 단가
의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경영컨셉이라면 중탕의 질
에 우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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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탕기의 선택이 완료되면 최대한 밝은 분위기로 점포의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추출기 및 포장기 등을 구입하면서 도
매업자를 통하여 지역의 재료 구입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순
서이다. 독자적으로 건강원을 창업하였을 때의 장점은 창업
자금이 절약되며 창업자의 생각과 취향에 맞추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건강원 경영에 대하여 자문
을 구할 곳이 없다는 것과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어떻게 가
공하느냐에 대하여 기술적인 지도를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나. 프랜차이즈 건강원 창업
근래에 와서 건강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으나 그 역사들은 아직 짧으므로 신중하게 잘 선택하는 것
이 좋다. 타 업종과는 달리 건강원의 체인점은 창업한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수년 전부터 생겨난 체인업체들이
있긴 하나 전문적인 체인 경영 시스템이 아니라 단지 창업을
도와주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가맹점의 관리가
재대로 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업체들이 다수 있으며 근래
에 와서 좀 더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한 프랜차이즈업
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회사의 외형을 볼 것이 아니라 시스
템에 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사
가 단지 체인사업을 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만들었는지 아
니면 체인점화 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경영을 한 경험이 있
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하며 선택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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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얼마나 호평을 받고 있는지 등을 체인본사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창업한 체인점등을 방문하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한 건강원을 방문할 때 고객의 입
장에서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
만 창업을 하기 위하여 구경을 왔다고 밝히고 방문하는 것도
그 회사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할 것이다. 이는 체인본
사에서 각 체인점의 경영에 애정을 가지고 충분한 수퍼바이
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면 친절하게 맞이하여 줄 것이며 그
렇지 않다면 아마 불친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체인점으로 창업할 때의 단점은 독자적으로 창업 할 때보
다 창업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장점은 창업준비를
위한 점포의 입지선정에서부터 설비 및 가공기술에 대하여
충분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건강원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동으로 홍
보를 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파워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것과
원부재료등의 구입에 공동구매를 하므로 원가를 절감하여 부
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본사가 경영을 대신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
의 체인점도 결국 경영의 주체는 가맹점주라는 것이다. 단지
원활하게 경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하여 주겠지만
매출에까지 직접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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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권 및 입지 분석
지형 지세 등 지리적 조건, 교통망 등 도로조건, 유동인구
와 거주인구의 분포도, 유동인구의 성격, 차량의 정체와 속도
등 전문적인 분석으로 입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5. 상권 및 입지 분석 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자금 조달 및 운용계획
창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금의 조달이다. 창업자
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업종을 찾게
되며 그로 인하여 자기자본과 차입자본으로 창업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자기 자본에 비하여 차입자본이
과다하게 많다 보면 창업 이 후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이
자 및 원금 상환의 부담으로 무리하게 경영하다 보니 심리적
으로 지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강원 업종은 氣식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라 항상 밝
고 쾌적한 분위기와 활기 찬 기운을 요구하는 업종이므로 심
리적으로 편안하여야 성공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최소한
70%이상의 자기자본과 나머지 자본에 대한 차입이 바람직하
다 할 것이다.
근래에 와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창업자금의 차입
이 비교적 수월하다 보니 많은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일시가
도래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가 많으므로 창업을
준비할 때 이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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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신고)가 및 관련제도
1) 신규 건강원 신고
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건물의 위치 등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다른 용
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또는,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판매하는 일정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
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작업장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
야하며,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함
- 급수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존용.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음
◦ 판매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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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다만, 상․하수도
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
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
을 갖추어야 함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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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예제)>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식품(
)영업 허가신청서
※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참조
①성
명
홍 길 동
②주 민 등 록 번 호
111234-4546789
신 ③주
소
거주지주소를 기입하세요.
(전화： 02-123-4567 )
청 ④ 명칭(상호) ○○○ 건강원
⑤영 업 의 종 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점포의 소재지 주소을 기입하세요. (전화：02-123-4567 )
인 ⑥소 재 지
⑦ 영업장 면적
전포의 면적을 기록하세요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2003년 01 월 01 일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홍 길 동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귀하

(서명 또는 인)
수 수 료
28,000원

※ 구비서류
1.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
부(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
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
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
은 경우에 한합니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
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
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
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
구
분
부
확 ㅇ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인 ㅇ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

자

결

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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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보건증(보건소 발행)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 예제 >

사 업 계 획 서(예제)
1) 업 체 명：○○○건강원
2) 취급품목：동물류. 민물류. 과․채류의 엑기스(중탕). 인삼류제품.
3) 가공시설：◎중탕기(전기소모량 20w) 0대. ◎추출기 0대.
◎포장기(전기소모량 50w) 0대.
◎홍삼추출기(전기소모량 50w) 0대. ◎분쇄기 0대.
◎수도물 사용량 1일 평균 0.6t예상
(예제이므로 실제 시설의 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제조공정
예) 붕어 중탕
@ 원료배합비율
- 주원료：국내산 참붕어.
- 부원료：구운마늘. 황기. 당귀. 천궁. 인진. 구기자. 감초. 대추.
생강. 들깨. 가시오가피 등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
품첨가물.
@ 원료의 구비요건
주원료는 선도가 양호하고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은 한국
산 참붕어를 사용한다. 부 원료 또한 식품공전의 규격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하며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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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가공 공정
위 원료를 중탕기에 넣고 적당한 온도(100℃～120℃)와 시간(6
시간～24시간)으로 열을 가한 후 추출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살균 처리하여 PET+CPP파우치에 포장한 후 박스에 담아 고
객에게 전달한다.
5) 영업의 범위.
(1) 위 4)와 같은 공정으로 고객이 가지고 온 원부재료 즉 과채
류. 동물류. 민물류.등과 식품의 첨가물인 대추. 생강. 들깨.
콩. 오가피.등을 식품가공용으로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받는
영업과.
(2) 붕어등의 엑기스를 가공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필한 후 즉석
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범위.
(3)홍삼엑기스등과 같은 인삼류 제품의 임가공 또는 즉석판매.
● 위와 같은 시설과 공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삼류 제
품 취급 포함)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원
위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구. 군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즉석에
서 신고 필증이 교부되나 일부는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음.

2) 사업자 등록
위 신고 필증을 교부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점포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함.

3) 자가품질검사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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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에 있어서는 동일한 성
분 규격을 적용 받는 식품유형별로 실시 할 수 있다. 즉 건강
원에서 생산하여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자가품질검사
를 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사설 검사기관이 있으며 검사비용은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11.000원에서부터 150.000원까지 있다. 그러나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매 6개월에 1회 이상 꼭 자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표시사항의 적용 특례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제품별 표시 생략가능
② 제품특성상 인쇄․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가능 이 경우,

표시사항

이 인쇄된 라벨은 떨어지지 않게 부착가능

5) 광고
가. 관련규정(법 제11조)
◦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영양가․성분․사용 및 원
재료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
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
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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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규칙 제
6조제1항)
◦ 범위：용기․포장, 라디오, TV, 신문, 잡지, 음곡, 영상,
인쇄물, 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 제
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 금지되는 행위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신고한 사항
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의 운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
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
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등의 문헌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
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
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
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

- 30 -

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
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
는 표시․고아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
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
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
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
게 하는 표시․광고
-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
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 중 “베
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같음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
용의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6)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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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게 위생교
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함

가. 대상자(규칙 제36조)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
고자 하는 자로서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업종
의 영업자 및 종업원
③ 식품위생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
분을 받은 영업자(과징금처분을 받은 영업자 포함)
대

상

교육시간

식품제조․가공업

신규：12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재교육：4시간

식품첨가물제조업

(행정처분업소)

교육실기
시
간
한국식품
공업협회

교육내용
식품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등

나. 교육실기기관 및 교육시간(규칙 제 37조제37조의 2)
다. 위생교육 불참자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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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정명령에 따른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로부터 과징금으
로 징수가능)
② 형벌소추
신고업종：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자

(1년

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③ 과태료 부과 처분

7) 건강진단(법 제26조)
가. 건강진단 대상자(규칙 제34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 제외)
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
대

상

건강진단항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 1.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
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사자에 한한다.)
제조․가공․조리․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2. 폐결핵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
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질환을 말한다)
제외한다.

회 수

1회/년

나.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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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염병예방법 제2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 전염병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군 전염
병 중 결핵(비전염 성인 경우 제외)
③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④ 삭제
⑤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다. 건강진단항목 및 진단 횟수
라. 즉석판매제조 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자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②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
로 요금을 받아야 함
③ 영업허가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함
④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됨
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
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
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⑦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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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35
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
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
을 사용하여야하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
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
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
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검사 기준
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전항목 검사：3년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⑧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
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⑨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
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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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권 및 입지분석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 상권이
다. 상권과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시
스템에 의하여 분석한다.
지형, 지세 등 지리적 조건, 교통망 등 도로조건, 유동인구
와 거주인구의 분포도, 유동인구의 성격, 차량의 정체와 속
도, 등 전문적인 분석으로 입지를 선정한다.
그러나, 건강원은 타 업종과 비교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특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권에 대한 분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초보 창업자가 건강원을 창업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선호
하는 곳이 아파트 상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건강원을 이용
하는 고객이 일년에 몇 번 건강원을 이용하는지와 아파트 입
주자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결코 좋은 상권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 아파트 상가이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가 대로를 끼고
있을 때야 예외이다. 대로를 접한 아파트 상가는 지역민 뿐
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타켓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아파트 상가를 선택하고자 할 대에는 최소한 일만세대 정도
의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장소가 재래시장인데 물론 재래시장이
면 건강원으로서는 꽤나 좋은 입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
래시장의 한계 또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차량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하여 중탕 등의 판매는 저조하고 호박과 같은 저
가의 엑기스 제품이 많이 팔린다. 그러므로 바쁘긴 하지만
월매출 총계는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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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은 대다수 권리금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원을 창업하기 위하여 점포를 찾아다니면 정말 결정하
기가 어려운 것이 좀 입지가 좋아보인다 싶으면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고 권리금을 아끼자니 골목길 한산한
상가 뿐이고.. 그렇다고 권리금을 많이 주고 좋은 자리를 찾
자니 창업자금이 부족하고...
여기서는 건강원의 입지선정에 대하여 좀 쉽게 접근하고
한다. 건강원의 구매고객은 대부분이 주부이다. 그리고 충
동적인 구매가 아니고 다분히 계획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업종이 건강원 업종이다. 주부가 계획적인 구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남자들보다 더 섬세하고 시장조사를 많이 하는
구매 성향이 있다. 그러므로 꼭 좋은 입지가 아니라도 건강
원을 운영할 수 있다.
즉 아주 좋은 상권이 있다고 보면 그 일급지 상권을 막 벗
어나는 지점 정도, 그리고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에서
권리금이 막 없어지는 지점 정도, 골목길보다는 간선도로가
좋고 간선도로보다는 2～4차선 정도의 대로변이면 더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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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이라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으로 하여 순간 순간
차량의 정체가 약간 있는 곳이면 더 좋은 입지라 할 수 있겠다.
건강원 운영의 성공 여부는 입지가 아니고 어떠한 컨셉으
로 운영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기존의 고객이 영업사원
화 되는 과정은 좋은 품질의 식품을 가공하고 고객이 건강원
업주의 행동 하나 하나에 감동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장소도 좋고 경영 컨셉도 좋으
면 금상첨화이지만 좋은 장소는 창업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
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권과 입지를 권하는 것이다.
즉 일급지 상권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창업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하
기 위하여 창업자의 자금사정을 지나치게 넘어서는 것은 바
람직한 입지선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건강원의 홍보
1) 전단지
초보 창업자일수록 창업이 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신
문을 이용하는 전단지이다. 그러나 건강원 창업에서 가장 불
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이 신문에 끼워서 배달하는 전단지 광
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단지 광고라 하더라도 창업자 또는 그 가족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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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각 가정에 배달하는 형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상당한 효
과를 볼 수 있다. 이 대에는 전단지 한 장 한 장을 봉투에 넣
어 한집 한집 배달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 정보지
각 지역마다 지역 정보지 형태(예.시장가이드)의 광고 책자
가 많이 배포되고 있는데 사전에 각 정보지를 수거하여 베포
되어 있는 형태를 조사하여 가장 많이 베포되어 있는 정보지
1～2곳 정도는 꼭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아파트
및 상가 등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정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엘리베이트 거울 광고
제법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다. 아파트의 각 엘리베이트에
거울과 함께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광고하는 형태인데 이 경
우에는 일반 건강원과는 많이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더 효과
적이다. 건강원 실내의 밝은 분위기를 사진으로 연출하여 표
시하므로 기존의 건강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표적
인 상품을 선정하여 집중 부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무료 시음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고 효과 중 가장 뛰어
나다. 편리한 용기와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한방차와
과․채류등의 엑기스(맛이 뛰어난)를 지속적으로 주위 상가
또는 가까운 핵점포(은행, 마켓, 사우나)등이나 등산로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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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무료로 시음케 하고 작은 수량의 샘플을 만들어 무료
로 배포하는 등의 홍보는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으며 매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 방법이다.
광고에 대한 예산을 창업 예산에 포함하여 창업 초기에 집
중하는 것이 좋다. 창업 이 후 경영을 하면서 광고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계획적이지 않다 보니 실천이 늦어지며 건강
원 업종의 특성이 빠른 시간에 지역에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업종이므로 창업 초기 계획을 세워 집중하여 홍보하는
것이 좋다.

7. 성공 포인트
1) 창업이 곧 성공이 아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곧
성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강
원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한다.
“요즘은 건강식품이 뜨고 있고 건강식품 시장은 앞으로 많
이 발전 할 것 같고 건강원은 나이가 들어도 오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 업종이라 창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성만 보았지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현재의 건강
원 시장은 슬프게도 좀 어둡고 침침하며 전문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건강원 예비 창업자들이 할 수
있는 벤치마킹의 한계이고 보니 자연스럽게 현재의 건강원
- 40 -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고 타 건강원과의 차별성이 없
고 보니 먼저 자리잡은 건강원과의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다.
경영이 어렵다 보니 창업하였을 때의 의욕이 상실되고 의
욕이 상실되다보니 자연스럽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고객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고객이 돈으
로 보이니 “건강”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
게 되고 제품을 판매하다보니 마진이 많은 제품을 우선 권하
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고객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많은 투자가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최소
한의 투자를 아끼려 할 바엔 차라리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어떠한 시스템이 중탕의 맛과 효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를 먼저 선택하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여 건강원 시장에 접
근하여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창업 교육 및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을 찾아서 배우고 건강원을 먼저 창업하여 나름대로 성공한
선배들을 찾아 조언을 구하는 등의 노력으로 창업자 자신이
먼저 건강원 시설과 경영에 대한 컨셉을 잡고 실천하여 나가
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투자를 아끼려다 큰 것
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이 하는 방식에 안주하거나 기존 시장의 흐름에 나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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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가는 자는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부단한 노력뿐이다.
“남 만큼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2) 전문가가 성공한다.
창업을 하는 분이나 기존 건강원 사업자나 모두 성공하기
위하여 창업하고 경영한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하여 모두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
현재 많은 건강원 사업자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건강
서적들을 탐독하고 인터넷을 통한 많은 건강정보들을 습득하
기도 하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이용하
기도 한다. 아니 중국까지 가서 한의학 또는 중약 공부를 하
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소위 주위에서 거의
의사 수준의 대접을 하고 또한 많은 자칭 전문가(?)님들께서
한약을 처방하고 각 질병에 대한 치료 식품을 가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위대한 전문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무로 알아주지 않은...
우린 모두 건강원으로 성공하고 싶다. 아니 꼭 성공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진짜 전
문가는 위에서 예시한 돌팔이(?) 전문가가 아니다. 건강원 업
자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 식품가공업자일 뿐이다. 각
질병에 대한 치료는 우리가 관심가지지 않아도 어렵게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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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공부한 의사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들께서 치료하실 분
야다. 아주 고맙게도...
우리는 식품 가공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양질의 재료만
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식품 가공 공정에 대한 연구와 개
발이 있어야 되고 고객 한분 한분이 주문하신 식품의 가공에
온 정성을 다하며 현재 처한 여건 속에서 최고 품질의 식품
을 가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였
을 때 가족처럼 편안하게 친절하게 맞을 줄 아는 그런 전문
가 즉 훈련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시작한 사업이
면 결코 실패하여서는 아니된다. 성공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 가공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의사나 약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취급하는 식품은 건강하기 위하여 또는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하여 먹는 식품이다. 그리고 고객은 많은 것을 기
대하고 요구한다. 우리는 여기서 혼란에 빠지는 일이 많은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다 보니 돌팔이(?)가 되어 가는
것이다.
고객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돌팔이(?)가 되지 않으려면
진짜 많은 공부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첫째가 의학공부
도 아니고 한약에 대한 공부도 아닌 마케팅에 관련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 고객의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하며 그 둘째가 다양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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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식에 대한 지식의 습득으로 고객과의 건강에 관련된 주
제에서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 자연요법 및 민간의학
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건강원이 아니라
“건강” 그 자체를 판매하여야 한다.
小貪大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현재 나를 찾아온 고객
의 지갑을 넘보다간 더 큰 것을 잃을 것이다. 내 매장에 나를
찾아온 고객의 건강만을 진정 걱정하는 모습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하는 건강원 사업주가 될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꼭 성공하여야 한다.

8. 건강원 영업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모음(출처：식약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범위
내 용
국민건강 수호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근 한약방에서 나오는 한약을 달여주는
탕제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하여 추출가
공식품을 제조판매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가 가져오는 원료로
제조하여 주고 제조가공 수수료만 받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한약을 달여주는 탕제원을 같이 할 수도
있는지요.
같이 할려면 시설기준에 있어서 별도의 기준 등이 필요한지요.
자세하고 빠른 답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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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서번호

식안65400-43 답변일자 2002/1/5 식품안전과

내 용
1. 귀하가 우리청 홈페이지에 질의하신 즉석판매제조․가공
업 영업범위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1의

즉석판매대상식품을

제

조․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
업임으로 소비자가 원료를 제공하여 즉석에서 제조․가
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대상
이 되며 동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9 업종별시설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즉석판매제조업소(추출가공식품업소)의 영업 범위
내 용
1. 즉석판매제조업소(추출가공식품업소)에서 소비자가 한의
원, 한약방, 약국 등에서 조제한 한약(약제)에 물만 부어
끓이어 1회용으로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임가공
비만 받는 경우 이러한 영업행위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
는지 ?
2. 즉석판매제조업소(추출가공식품업소)에서 소비자가 한의
원, 한약방, 약방 등에서 조제한 한약(약제)에 흑염소을
넣고 중탕하여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식품위생법에 저촉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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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서번호 식안65450-11917 답변일자

2001/12/5 식품안전과

내 용
1. 귀하가 2001.12.3 사이버민원실로 즉석판매제조업소(추출
가공식품업소)의 영업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다
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2호에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서 정한 식품을 제조.가
공하는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
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주문에 의거 임
가공 수수료만 받고 추출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
가공.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끝.

즉석판매제조가공업(건강원)과 탕제원영업에 대해
내 용
귀 청의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지난번 동 사항에 대해 질의
드렸으나 제가 의도하는 답변에 미흡하여 재 질의하오니 바
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건강원) 영업신고 받아 동 영업
을 하면서 인근 한약방에서 나오는 한약재료를 달여주는 탕
제원 영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요. 만일 할 수 있다면 시
설기준에 있어서 별도의 기준이(작업장구획이나 제조시설 따
로 설치등)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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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서번호

식안65400-121 답변일자

2002/1/18

식품안전과

내 용
1. 귀하가 우리청 홈페이지에 대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조강
원)과 탕제원 영업 병행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된 장소와 제조관련 시설
물을 이용하여 한약재(의약품)을 제조․가공하는 장소와
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 이유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작업장과
건물의 위치 등에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 영업신고를 하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내 용
즉석제조판매. 가공업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비자
에게서 직접 주문 받아 판매한다면....이를 유통판매로 보는지?
즉석판매로 보는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드라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문서번호

식안65450-417 답변일자

2002/2/21

식품안전과

내 용
귀하가 2002. 2. 9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영업"관련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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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
비자에게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 바, 인터
넷을 이용한 주문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업입니다.

제목：즉석판매제조식품 인터넷 판매 가능여부
내 용
반찬 등을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판매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업이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근거 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업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허가 등을 거쳐야
가능한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문서번호

식안65450-689 답변일자

2002/3/30

식품안전과

내 용
귀하가 2002.03.23.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즉석
판매제조가공식품 판매｣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
려드립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즉석판매
제조가공대상식품을 제조․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
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인바 인터넷이나 전화주문 판매
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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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홍삼근 즉석제조 판매에 대한 질의
내 용
1. 수삼이나 백삼을 즉석제조기계로 제조하여 소분 판매할
수 있는지요
2. 홍삼근을 즉석제조기로 제조하여 소분 판매 할 수 있는
지요
3. 홍삼근을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홍삼달이는 즉석제
조기로 달여서 소분 판매및 서비스로 취급해도 되는지요
위 사항 중 인허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문서번호 식안65450-1143 답변일자

2002/6/26

식품안전과

내 용
1. 2002. 6. 17. 우리청에 홈페이지에 질의하신 “홍삼근 즉
석 제조․판매” 관련 질의회신입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중 수삼이나 백삼을 즉석제조기계
를 이용하여 홍삼으로 제조하는 경우 인삼산업법 제12조
에 의거 인삼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
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농림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홍삼을 원료로 하여 즉석제
조기로 추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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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강원에서 포도, 호박 등을 가공할 수 있
는지 여부
내 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추출가공식품)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흑염소나 잉어등 식용동물 외에도 손님들이 원할 때 각종
과일이나 야채(호박등)등을 추출해주고 있는데 포도나 야채
추출가공시 신고사항변경신고로 식품의 유형(과채류음료) 추
가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추출가공식품유형에 포함되어 따
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하오니 빠른
시일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서번호

식규65421-344 답변일자

2001/3/5

식품규격과

내 용
1. 전자민원 565(200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채
류(100%)를 가열. 추출한 제품이고 음용을 목적으로 하
는 제품일 경우, 동제품의 식품유형을 추출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음료류 11-1 과실. 채소류음료 (6)과.채쥬스에 해당
되겠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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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강원에서 배즙, 포도즙 유통판매여부
내 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원을 신고하여 농산물인 배즙, 포도즙, 칡즙, 호박
즙 등을 제조하여 인터넷 등에 유통판매 하고자 합니다. 그
런데 군청 위생계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신고를 득 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상에 보면 건강
원에서 유통판매를 하고 있는데 식품제조가공이 아닌 건강원
에서도 인터넷에 올려 판매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답변]
문서번호 식안65450-2045 답변일자

2000/12/29 식품안전과

내 용
귀하가 2000.12.26.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한 ｢건강
원에서 배즙, 포도즙 유통판매 여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중 건강원이라는 업종은 없고,
추측컨대 귀하가 신고한 영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은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인터
넷 등을 이용한 유통판매를 할 수 없고
◦ 유통판매가 가능한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된 업소가 제조․가공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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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강원에서 한약을 다려줄수 있는지?
내 용
한의사가 처방해준 한약을 건강원에서 다려줄 수 있는지요?
[답변]
문서번호

139 답변일자

2000/1/24

의약품관리과

내 용
귀하께서 우리청에 문의하신 ‘건강원에서 한약을 달여줄
수 있는지 여부질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한의원 및 약국에서 조제한 한약을 달이는 행위는 한약조
제에 따른 추출(탕전)행위로서, 조제약제의 복용편리성을
고려한 투약행위로 판단되며, 건강원에서 한의원 또는 약
국에서 조제한 한약을 달여주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행위
는 무자격자의 의약품취급이므로 약사법 위반사항임.

제목：과대광고
내 용
민원업무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식품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 당사의 홈페이지에 제품
홍보용이 아닌, 제품의 원료홍보용으로 원료의 효과(例,폐암예
방에 효과),효능을 발췌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할려고 합니다.저
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품 홍보용이 아닌, 원료를 홍보하는
목적에서 게재할려고 하는데,금번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저촉되
는지 여부를 알고싶으며, 만약 적발될 당시에 홈페이지상에
상품의 판매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처벌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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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또한 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문서번호

식관65450-519 답변일자

2002/5/2

식품관리과

내 용
1. 귀하가 우리청 사이버민원실에 제출한 홈페이지 광고관
련 질의회신입니다.
2. 식품위생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
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
고로 규정하고 있는바 3. 폐암예방에 효과가 있는 원재
료를 사용한 식품이라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위․과
대광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동 기준 위반에 따른 행
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이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제53조의 [별표15]행정처분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문의!!
내 용
더덕음료를 생산하는 생산자입니다. 더덕음료박스에 '무병
장수'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그 문구사용이 과대광고인
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속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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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서번호

식관65450-226 답변일자

2002/2/20

식품관리과

내 용
1. 귀하가 2002. 2.8일 우리청 사이버민원실에 제출한 더덕
음료에 무병장수 문구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2. 식품위생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 표시에 있어서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
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더덕
음료박스에 무병장수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는
허위․과대광고행위로 식품위생법관련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참고 사항
1) 중탕 가공의 예
가. 동물류 중탕의 사례
(1) 재료의 준비
원재료：흑염소한마리 :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인
것 즉 살아있는 상태에서 12～18㎏ 정도의 크기
부재료：한약재 1통 (통상 도매업자들이 판매하는 부원료)
생강 1㎏, 콩 500g, 대추 800g, 들깨 500g.
기

타：물 12ℓ(크기에 따라 물의 량은 조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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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 준비
한약재(부원료)를 2～3회 물로 씻어둔다
생강, 대추는 씻은 후 분쇄기로 갈아둔다
콩, 들깨는 분쇄한 것을 구입한다
고객에 따라 가시오가피, 버섯, 구운마늘, 헛개나무등의 부
원료를 준비한다.
(3) 가공
개 한마리를 물로 씻어 핏기를 제거한 후 중탕기 또는 항
아리 속에 넣는다.
한약재 및 위 준비물을 넣고 물을 붓는다.
중탕기 뚜껑을 덮고 잠금 나사는 대각선 방향으로 돌아가
며 잠근다
(4) 중탕기 기기 조정
① 고압중탕기
중탕기의 뚜껑을 닫고 점화한 후 기압이 2기압이 되는 벨
브를 개봉하여 피중탕물이 한번 끓게 만든다. 이는 잡냄새의
제거와 함께 부드러운 중탕을 가공하기 위함이다. 다시 2기
압이 올라가도록 열을 가한 후 2～3시간 정도 식혔다가 개봉
하여 추출하여 포장한다.
② 옹기 저압 중탕기
중탕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의 가공온도를 105℃
에 조절하고 가공시간은 20～24시간 조절하여 두면 중탕기가
자동으로 가공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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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압중탕기
항아리속에 채워진 내용물을 봉한 후 항아리 주위에 물을
채우고 약약불로 24시간 정도 가열한 후 추출하여 포장한다.
주의할 사항
각 증상에 따라 원료를 가감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간질환 및 폐질환, 당뇨 등의 열
증 환자의 중탕에는 부원료(한약재)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
으로 하되 대추, 생강, 들깨, 콩 등의 순수식품과 가시오가피,
동충하초(미리타리스), 등으로 부재료를 대신함이 좋다.
그리고 중병이 진행중이거나 중병의 수술 후에 병후 회복을
위한 중탕의 주문에도 부원료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나. 민물류 중탕의 가공 사례
민물류 중탕 즉 붕어, 잉어, 장어, 자라, 등의 가공에서도 위
동물류 중탕의 가공사례를 응용하면 되며 원재료의 구성만 달
리하면 된다. 다만 부재료의 구성에서 민물 특유의 향을 제거하
기 위하여 백편두(제비콩), 정향, 곽향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다. 과 채류 엑기스의 가공 사례
과․채류의 가공에 있어 가장 주의하여야 할 어더한 종류
의 중탕기를 사용하더라도 고온으로 가공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채류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 및 엑기스의 가공은
주원료가 가지고 있는 색상과 맛과 향이 가능한 보존되어 있
는 상태로 엑기스로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가장 저온
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엑기스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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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성 음료의 제조 실예
(한약재 및 기능성소재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의 개발)

가. 사슴녹용액
(1) 성분함량
사슴(鹿)

: 1,284mg

녹용(鹿茸) : 1,427mg
당귀(當歸) : 230.7mg
백출(白朮) : 213.4mg
천궁(川芎) : 262.7mg
대추(大棗) : 476.1mg
감초(甘草) : 119.4mg
(2) 복용방법
1일 1～2회, 1포씩 식후에 복용.
여름에는 차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 복용.
(3) 보관방법
냉암소나 냉장(4。C이하)보관.
(4) 원료의 효능
∙ 사슴(鹿) - 오장의 기능을 왕성하게하여, 원활한 혈액순
화, 허약체질 개선, 영야의 흡수촉진, 건강증진에 효과.
(본초학, 이상인 외 공저)
∙ 녹용(鹿茸) - 보정강장약의 대명사로 성장기, 중장년기,
노화기의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효과. (본초학, 이사인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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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귀(當歸) - 보혈약으로 많이 이용되고 혈압강화 및
호흡억제 작용 등.(한약자원식물학, 장상문 외 공저)
∙ 대추(大棗) - 인체의 기를 보하여 진통, 진정, 강장, 보
혈의 작용. (본초학, 이상인 외 공저)

나. 삼대녹보원
(1) 성분함량
사슴(鹿)

: 754.22mg

녹용(鹿茸)

: 11.11mg

콩(大豆)

: 664.15mg

대추(大棗)

: 569.78mg

숙지황(熟地黃) : 159.3mg
천궁(川芎)

: 398.78mg

당귀(當歸)

: 178.22mg

생강(生薑)

: 71.84mg

(2) 복용방법
1일 1～2회, 1포씩 식후에 복용.
여름에는 차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 복용.
(3) 보관방법
냉암소나 냉장(4。C이하)보관.
(4) 원료의 효능
∙ 사슴(鹿)-오장의 기능을 왕성하게하여, 원활한 혈액순
화, 허약체질 개선, 영야의 흡수촉진, 건강증진에 효과.
(본초학, 이상인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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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용(鹿茸)-보정강장약의 대명사로 성장기, 중장년기,
노화기의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효과. (본초학, 이사인
외 공저)
∙ 당귀(當歸)-보혈약으로 많이 이용되고 혈압강화 및 호
흡억제 작용 등. (한약자원식물학, 장상문 외 공저)
∙ 콩(大豆)-청리습열 및 청열, 해독 및 이뇨작용, 이종에
효과(본초학, 이상인 외 공저)

다. 홍합 다슬기액
(1) 성분함량
다슬기 329mg
홍합(貝) 3114mg
결명자(決明子) 273mg
율무(薏苡仁) 401mg
산사자(山査子) 312mg
귤(榛子) 414mg
탱자(枳實) 319mg
감초(甘草) 206mg
비타민B1
기타
(2) 복용방법
1일 1～2회, 1회 1포씩 식후에 복용.
여름에는 차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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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관방법
냉암소나 냉장(4。C이하)보관.
(4) 원료의 효능
∙ 다슬기(민물고등)-신선한 것을 달이면 청색의 액체가
나오며 이 액체가 인간의 간세포의 생성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종 간 질환에 좋다.
∙ 홍합 - 오장을 보하여 허리와 다리에 이롭고 산후에 피
가 맺혀 배가 아픈 것과 붕중, 대하 등에 효능이 있음.
∙ 결명자 - 한방에서 소간약으로 간을 편하게 하는 약재
이며 고혈 및 이뇨 등의 효과가 있으며 안과질환에 많
이 이용됨

라. 알로에 음료
(1) 원료배합
알로에

: 50%

레몬농축액 : 0.5%
비타민 C

: 0.05%

구연산

: 0.02%

정제수

: 35.43%

(2) 기능성 및 효과
① 기능성
◦ 혈액순환촉진
◦ 신체 세포액 개선
◦ 체내 유독물질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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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세포로 하여금 동질세포 형성능력부여
② 효과
◦ 세균, 곰팡이 살균효과 및 독소중화 효과 - 알로에친
◦ 항궤양 효과 - 알로에 울신
◦ 항암효과 - 알리에 미친
◦ 완화작용 - 알로에 모딘
◦ 건위작용 - 알로민
③ 제조방법
건전한 알로에 잎은 세척하여 껍질을 벗기고 엽육을
쥬스로 만든후 부재료를 혼합하고 98。C로 가열하여
용기에 담은 후 냉각한다.

마. Diet음료
(1) 원료배합
당근농축액

: 17%

과당

:

4%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분말 : 0.4%
비타민 C

: 0.05%

정제수

: 78.55%

(2) 기능성 및 효과
① 기능성 ; 체내 지방축적 억제
② 효과
◦ 과잉체중 감소 효과
◦ 콜레스테롤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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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glyceride치 감소
◦운동지구력 개선 : 근육중의 Glycogen증가
③ 제조방법
당근농축액과 부재료를 혼합한후 98℃로 가열하여 용
기에 담은 후 냉각.

바 상근맥피(뽕뿌리)를 이용한 음료 개발
(1) 목적：옛날부터 한방약재원과 민간차원에서 탈모방지,
소갈증으로 많이 이용된 뽕뿌리를 음료화를 시도함으
로서 국내 양잠업의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를 증진
(2) 원료：뽕뿌리, 구기자, 숙지황, 백복령, 벌꿀
(3) 기능성：혈압강화작용(중추를 통한 cholinergic effcct와
교감신경말단에서의 tone의 억제 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론, 주성분：tutin으로 추정), 당뇨병환자의 소갈증
치료제 등

사. 갈화를 이용한 음료
(1) 목적：비즈니스맨의 술로 인한 피로의 축적 및 스트레
스로 인한 과로등 많은 업무를 접하는 현대 직장인의
피로회복 증진을 위한 콩과식물인 산화, 대추, 구기자
등을 이용한 한방건강음료를 개발에 목적
(2) 원료：갈화, 구기자, 대추, 계피, 오미자
(3) 기능성：주해독(酒解毒), 구취(口臭), 항지간 효과 스트
레스성 위궤양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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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카리쿠스를 이용한 음료
(1) 목적：“레이건 대통령이 암치료에 아카리쿠스 버섯을
써서 효과를 보았다는 소식은 세계인의 아카리쿠스버
섯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암이 사망원인의 제1
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카리쿠스를 이
용한 음료를 개발함으로서 국민 건강증진
(2) 원료：아카리쿠스추출액, 아카리쿠스균사체, 벌꿀
(3) 기능성：항종양효과(보제 등의 면역세포, 피부기능 활
성화, 인터페론 등의 사이토카인 유발촉진, 면역기능부
활에 의한 수명연장효과, 주인자：다당류), 세암작용(세
포 독성에 의한 암세포 증식 저지효과, 주인자：스테로
이드류), 혈당강화효과(당뇨병의 개선, 주인자：식이섬
유, 키틴질), 혈압강화, 콜레스테롤저하, 동맥경화 개선,
골연화증의 개선
(4) 참고：버섯분류상 아카리쿠스버섯의 위치：생물분류상
으로 균계 진균목 담자균 아문름 버섯목 주름버섯과
주름버섯 속에 속한다. 같은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
는 양송이가 있고, 같은 목에는 송이. 팽이버섯, 느타리
버섯이 있다.

자. 홍삼과 고로수를 이용한 음료
(1) 목적：세계적으로 약효가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특
산품인 홍삼을 단풍나무 수액인 고로쇠와 혼합하여 음
료화하므로서 최고의 국민건강음료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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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료：홍삼, 고로쇠액, 벌꿀
(3) 기능성：과음으로 인한 신체장애 방어, 간세포 보호,
체내 면역제강화, 당뇨병에 대한 치유효과, 동맥경화
예방, 항암효과, 항산화작용으로 피로회복, 노화방지,
연명현상 발현

차. SOD＋키토산을 이용한 음료
(1) 목적：다류인 루이보스티에 존재하고 있는 탄닌계 물
질을 추출한 액을 이용한 체내 유해활성 산소를 1제거
하여 인체의 보호기능을 가진 SOD음료
(2) 원료：SOD+키토산액, 리불로오스, 콘펩타이드, 벌꿀,
과즙
(3) 기능성：체내에 유해 세포들에 필요한 환경인자인 체
내의 산소를 제거함으로서 혈액의 청정화, 혈압 강화작
용, 동맥경화 등의 치료에 이용

카. 녹용을 이용한 음료
(1) 목적：녹용에 당귀, 두충, 산약을 첨가하여 음료하여
대중화하므로서 녹용에 존재하고 있는 효능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서 건강을 추구
(2) 원료：녹용, 당귀, 두충, 산약
(3) 기능성：혈액순화 증진, 신경쇠약, 시력 피로회복 증진
참고
당귀：이 약재는 산형과(繖形科)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을
뿌리는 굵고 짧은 주근으로부터 분리된 여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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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근으로 되어 있고 피부에는 이생세포 간극이 있
으며 유세포에는 많은 전분림이 존재하고 맛은 약
간 쓰며 달다.
두충：중국 특산의 낙엽성 교목으로 잎은 장타원형으로
호생하며 가치가 있는 끝은 뾰족하다. 우리나라에
서 재배되며, 조금 달고 매운 맛이 난다.
산약：마 또는 참마의 괴근의 주피를 벗기여 그대로 또는
쪄서 말린 것으로 우백색 - 황갈색이며 냄새가 없
고 맛은 조금 달고 담백하다.

타. 하수오액
(1) 원료배합
하수오 추출물
꿀

40%
10brix

대추 추출물

10%

정제수

40%

(2) 기능성 및 효과
◦ 하수오
◦ 대추
◦꿀
(3) 효능
보간(補肝), 양혈(養血), 익신(益腎), 강심(强心), 거풍(袪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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