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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국소비자원 크릴오일 제품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일부 크릴오일 100% 표시 제품, 다른 유지 혼합 사용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6개 로트)

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12습니다.

* 네이버쇼핑랭킹2020.1.기준상위20개와2021.4.기준상위8개, 총26개제품(2개제품중복, 40개로트)

※로트: 시험대상제품별동일원료ㆍ동일공정에서생산되는단위(제품) 기준이며유통기한으로구분

○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

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습니다.

■ 일부 제품,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돼

○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4개 제품,

6개 로트)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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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 4개 크릴오일 제품(6개 로트)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C18:2) 지방산이 27%이상 검출(기준 0~3%)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

제품명 판매원 제조원 시험대상로트
(유통기한)

linoleic acid 
CODEX 기준

linoleic acid 
검사결과

녹십초
 크릴오일

녹십초생활건강 ㈜녹십초알로에 22.06.08.

0.0~3.0%

27.7%

미프 크릴오일 
맥스

스마트인핸서
코스맥스엔비티㈜ 21.12.15 27.8%

㈜알피바이오 22.05.12 28.0%

크릴오일 10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순수식품 ㈜네추럴에프엔피2공장

22.01.14 27.8%

22.05.21 27.6%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제이더블유
중외제약㈜ ㈜한미양행 21.06.10 27.8%

○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

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

권고를 완료했습니다.

○ 효능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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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릴오일 제품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관련 기준 마련 

○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 규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과대과장광고에 현혹

되지 않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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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크릴오일 제품 조사 결과

1  시험대상 제품

☐ 원료 시험대상 제품

 ◦ 네이버쇼핑 랭킹 ’20.1.기준 상위 20개와 ’21.4.기준 상위 8개, 총 26개(중복제외) 제품(40개 로트)

 [ 시험대상제품 ]

* 1캡슐 당 가격으로 2020.2./2020.12./2021.4.시점 온라인몰 구입 가격이며, 구입시점 및 장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제품명(가나다순) 판매원 제조원

시험로트

(유통기한)
1캡슐 당
가격(원)*

1 남극크릴오일 ㈜에스씨케이통상 alphacaps Gmbh
21.12.05 498
22.05.19 461

2 남극크릴오일 500 ㈜엔젯오리진 US Pharmatech Inc.
22.11. 394
23.03 567

3 남극크릴오일 캡슐 ㈜인카이로스 Krauterhaus Sanct 
Bernhard KG

21.09.19 521
22.03.26 571

4 녹십초 크릴오일 녹십초생활건강 ㈜녹십초알로에 22.06.08 273

5 레드플러스 크릴오일 에이티에스 더존피에이치씨
21.10.07 789
21.08.04 400

6 맥스 크릴오일 ㈜에스엘바이오텍 ㈜노바렉스2공장
21.06.23 1,733
22.02.09 975
22.07.10 1,633

7 미프 크릴오일 맥스 스마트인핸서
코스맥스엔비티㈜ 21.12.15 648

㈜알피바이오 22.05.12 598
8 비타할로 크릴오일1000 쿠팡(주) ㈜한국씨엔에스팜 21.09.27 458

9 세이프 크릴오일 파이토뉴트리㈜ 삼성제약㈜
21.07.02 624
21.08.19 390

10 에버비키니 메가 크릴오일 ㈜비타민마을 코스맥스바이오㈜
21.03.16 473
21.03.22 397

11 자연제작소 크릴오일1000 유어네이처 주식회사 ㈜허브큐어 21.08.11 330
12 케어-유 크릴오일 광동생활건강㈜ 극동에치팜㈜ 22.01.13 800
13 크릴100맥스 ㈜힐링 ㈜힐링 21.04.23 698

14 크릴56 ㈜펄세스 ㈜유니쎌팜
21.07.03 1,056
22.05.12 1,056
22.05.23 1,973

15 크릴오일56 롯데제과(주)
건강사업본부

콜마비앤에이치(주)푸디
팜사업부분 22.07.06 328

16 크릴오일 종근당건강㈜ ㈜서흥 21.06.12 819

17 크릴오일 1000 ㈜디바인바이오 ㈜한국씨엔에스팜
21.02.14 530
21.09.08 430

18 크릴오일 1000 농업회사법인(주)
순수식품

㈜네추럴에프엔피
2공장

22.01.14 498
22.05.21 797

19 크릴오일 1000 ㈜지엔엠라이프 ㈜케이지앤에프 21.11.18 583

20 크릴오일 맥스 1300 ㈜헬스앤푸드 Vita Naturals Inc
22.12.05 1,160
23.04.10 1,293

21 크릴오일61 ㈜에스엘바이오텍 ㈜네추럴에프엔피 2공장 22.07.12 1,573
22 크릴오일70 ㈜동원에프앤비 천안공장 ㈜서흥 21.12.24 1,156
23 크릴오일캡슐 삼성제약(주) ㈜한국바이오건강 22.04.13 643

24
퓨어코어 헬씨레드 

크릴오일 1000
에이치에스바이오텍 네이처퓨어코리아㈜ 20.09.18 412

25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한미양행 21.06.10 560

26 홀푸드스토리 크릴오일 ㈜디바인바이오 ㈜노바렉스2공장 22.08.15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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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가 시험대상 제품

 ◦ 네이버쇼핑 랭킹 2020.1.기준 상위 20개 제품(32개 로트)

 [ 시험대상제품 ]

* 1캡슐 당 가격으로 2020.2./2020.12. 시점 온라인몰 구입 가격이며, 구입시점 및 장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조사내용

☐ 품질 및 안전성, 표시실태 등을 조사

구분 내 용 기 준

시험ㆍ검사 ㅇ 산가 및 지방산 분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1-26호, 2021.3.25.)

표시
실태조사 ㅇ 제품 및 온라인 표시 실태 조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7808호, 2020.12.29.)

구
분 제품명(가나다순) 판매원 제조원 시험로트

(유통기한)
1캡슐 당
가격(원)*

1 남극크릴오일 ㈜에스씨케이통상 alphacaps Gmbh
21.12.05 498
22.05.19 461

2 남극크릴오일 500 ㈜엔젯오리진 US Pharmatech Inc.
22.11. 394
23.03 567

3 남극크릴오일 캡슐 ㈜인카이로스 Krauterhaus Sanct 
Bernhard KG

21.09.19 521
22.03.26 571

4 녹십초 크릴오일 녹십초생활건강 ㈜녹십초알로에 22.06.08 273

5 레드플러스 크릴오일 에이티에스 더존피에이치씨
21.10.07 789
21.08.04 400

6 맥스 크릴오일 ㈜에스엘바이오텍 ㈜노바렉스2공장
21.06.23 1,733
22.02.09 975

7 미프 크릴오일 맥스 스마트인핸서
코스맥스엔비티㈜ 21.12.15 648

㈜알피바이오 22.05.12 598

8 세이프 크릴오일 파이토뉴트리㈜ 삼성제약㈜
21.07.02 624
21.08.19 390

9 에버비키니 메가 
크릴오일 ㈜비타민마을 코스맥스바이오㈜

21.03.16 473
21.03.22 397

10 자연제작소 
크릴오일1000

유어네이처 
주식회사 ㈜허브큐어 21.08.11 330

11 케어-유 크릴오일 광동생활건강㈜ 극동에치팜㈜ 22.01.13 800
12 크릴100맥스 ㈜힐링 ㈜힐링 21.04.23 698

13 크릴56 ㈜펄세스 ㈜유니쎌팜
21.07.03 1,056
22.05.12 1,056

14 크릴오일 종근당건강㈜ ㈜서흥 21.06.12 819

15 크릴오일 1000 ㈜디바인바이오 ㈜한국씨엔에스팜
21.02.14 530
21.09.08 430

16 크릴오일 1000 농업회사법인(주)
순수식품

㈜네추럴에프엔피
2공장

22.01.14 498
22.05.21 797

17 크릴오일 1000 ㈜지엔엠라이프 ㈜케이지앤에프 21.11.18 583

18 크릴오일 맥스 1300 ㈜헬스앤푸드 Vita Naturals Inc
22.12.05 1,160
23.04.10 1,293

19 퓨어코어 헬씨레드 
크릴오일 1000 에이치에스바이오텍 네이처퓨어코리아㈜ 20.09.18 412

20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한미양행 21.06.10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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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 및 안전성 시험결과

1) 원료 시험결과

☐ (시험대상) 네이버쇼핑 랭킹 2020.1.기준 상위 20개와 2021.4.기준 상위 8개, 

총 26개(중복제외) 제품(40개 로트)

☐ (시험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 공동 조사결과, 4개 제품(6개 

로트)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되었고, 이들 제품 모두 동일 해외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크릴오일 100%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제품에 표시하고 광고했으나, 시험결과 4개 

제품(6개 로트)은 크릴오일 원료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밝혀졌음.

※ 코덱스 크릴오일 지방산 조성 기준(STANDARD FOR FISH OILS, CXS 329-2017)에 따르면
크릴오일에서는 linoleic acid(C18:2,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가 0~3%
검출되어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과 한국소비자원 시험결과 해당 4개 제품(6개 로트)에서는
linoleic acid(C18:2)가 27% 이상으로 높게 검출됨.

[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

제품명 판매원 제조원 시험대상로트
(유통기한)

linoleic acid 
CODEX 기준

linoleic acid 
검사결과

녹십초
 크릴오일

녹십초생활건강 ㈜녹십초알로에 22.06.08.

0.0~3.0%

27.7%

미프 크릴오일 
맥스

스마트인핸서
코스맥스엔비티㈜ 21.12.15 27.8%

㈜알피바이오 22.05.12 28.0%

크릴오일 10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순수식품 ㈜네추럴에프엔피2공장

22.01.14 27.8%

22.05.21 27.6%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제이더블유
중외제약㈜ ㈜한미양행 21.06.10 27.8%

* 시험결과는 시험대상로트에 한함.
⇒ 해당 업체는 시험대상로트에 대해 교환ㆍ환불 예정
⇒ 해당 5개 제조업체(㈜녹십초알로에, 코스맥스엔비티㈜, ㈜알피바이오, ㈜네추럴에프엔피2공장,
㈜한미양행)와 유통전문판매원 4개 업체(녹십초생활건강, 스마트인핸서,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순수식품, 제이더블유중외제약㈜)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해당원료수입업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따른원료허위신고로행정처분예정

2) 안전성 시험결과

☐ (시험대상) 네이버쇼핑 랭킹 2020.1.기준 상위 20개 제품(32개 로트)

☐ (시험결과) 한국소비자원의 산가 시험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

* 크릴오일의산가기준은 45 이하임.(식품의기준및규격제 2021-26호)

※ 산가는 유지의산패나가수분해정도를나타내는척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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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시 실태 조사결과

☐ (조사대상) 네이버쇼핑 랭킹 2020.1.기준 상위 20개 제품 최저가 및 공식

판매처 온라인몰 및 오픈마켓(지마켓, 11번가, 옥션)

☐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몰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11개)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조치 완료

[ 온라인 표시ㆍ광고 개선조치 완료한 제품 ]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혈행개선, 항산화 
등 기능성 표시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과 

비교 광고

① 케어-유 크릴오일

   (광동생활건강㈜)

② 남극크릴오일500

   (㈜엔젯오리진)

① 맥스 크릴오일

  (㈜에스엘바이오텍)

② 남극크릴오일 캡슐

   (㈜인카이로스) 

③ 크릴오일

   (㈜종근당건강)

④ 퓨어코어 헬씨레드 

크릴오일1000

   (에이치에스바이오텍)

① 크릴오일 맥스 1300

   (㈜헬스앤푸드)

② 남극크릴오일 캡슐

   (㈜인카이로스)

③ 남극크릴오일

   (㈜에스씨케이통상)

④ 자연제작소 

크릴오일1000

   (유어네이처주식회사)

⑤ 크릴100맥스(㈜힐링)

① 자연제작소 

크릴오일1000

   (유어네이처주식회사)

② 크릴56

   (㈜펄세스)

   ⇒ 11개 업체 모두 표시ㆍ광고 자율개선 완료함.(20년 5월)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사례 ] 

5  크릴오일 관련 규정 개선 계획

☐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성분과 

함량 확인을 위해 크릴오일 관련 기준ㆍ규격을 개선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