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L은 건강 보조 식품 
산업이 품질과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건강 보조 식품의 소비자는 식별성, 순도, 효능 및 품질을 요구합니다. 미디어 및 규제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소싱이 
늘어나면서 강력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UL은 건강 보조 식품 제조업체가 복잡한 공급망을 관리하고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GMP 
인증 감사 프로그램, 규제 준수 테스트 및 글로벌 시장 접근 프로그램을 통해, UL은 비즈니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통합 품질 에코시스템 

소매 식품 안전 프로그램 
가격 및 중량 정확성

유기적 소매 관행 

내용물 검증
유해 오염물질 미함유 확인

라벨 준수
공급업체와 매장의

성과 확인

소싱 위험 관리 및 통찰력 향상 
국경 관리(CTPAT) 
공급업체 자격 및
추적가능성 향상

내용물 및 포뮬레이션 관리
테스트 데이터 관리 
테스트 방법 문서화 

식품,약품, 화장품, 영양제, HBA 범위
공급업체 자격 및 추적가능성 확인 사항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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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은 다음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안전 과학에서  
전통과  형평성을 지닌
신뢰 받는 소비자 브랜드

건강 보조 식품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테스트, 검증 및 
인증/감사 서비스를 제공

인정받은 공급망
데이터 관리
솔루션 플랫폼

UL의 품질 보증 솔루션에는 원재료 및 완제품의 식별, 순도, 강도 및 역가 테스트, 
독립적이고 공인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감사, 품질 점검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의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제 준수 
달성 및 유지에 도움을 드립니다.

품질 보증 솔루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보조 식품 등록 및 검증
·  제품 사양 개발
·  독립적이고 공인된 GMP 평가
·  표준 운영 절차 개발 및 구현
·  미생물 품질 평가
·  유효기한에 대한 안정성 연구
·  불순물 검출 서비스
·  감각 평가 및 소비자 패널
·  규제 준수를 위한 식별성, 순도, 효능 및 오염 물질에 대한 테스트
·  법적 필수 라벨링 및 포장 검토
·  규제 자문
·  출시 테스트 및 라벨 검토
·  TAQA(Technically Advanced Quality Assurance Program) 테스트
     (국가 또는 경쟁사 브랜드에 대한 비교 테스트)

건강 보조제에서의 CBD
대마에서 추출된 CBD 제품의 인기 상승으로 인해 건강 보조 식품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마주했습니다. 이 분야에 진입하는 신생 제조업체의 기록 등급과 결합된 
법규의 불확실성 및 규제 표준의 부족은 식별성, 순도, 효능 및 오염 물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초래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CBD를 함유한 
건강 보조 식품은 성분 검증을 위한 테스트가 요구됩니다. 
UL의 최첨단 실험실은 CBD에 대한 완전한 분석, 미생물, 물리적, 유통 기한 및 성능 
테스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UL은 공인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의 CBD 
제품이 해당 규제를 준수함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UL 은 다양한 품질 보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James.Lim@ul.com (02-2009-9247) 으로 문의하시거나, 여기로 방문하십시오.  
https://korea.ul.com/consumer-and-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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