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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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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의 및 용도

  

 벤조피렌(Benzo[a]pyrene, BaP, C20H12 ; CAS No 50-32-8)은 다
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이하 PAHs) 

에 속하는 황색의 결정성 고체이다.  PAHs 화합물의 종류는 100

가지 이상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종류의 화합물보다는 여
러 개의 PAHs 화합물이 섞여서 나타난다. 벤조피렌을 포함한 
PAHs 화합물들은 주로 300℃~600℃ 사이의 온도에서 화석연료나 
식물 등의 유기물이 불완전연소 될 때 생성된다. 주된 오염원은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특히 디젤 엔진), 담배연기 등이며, 환경
오염으로 인해 농산물, 어패류 등 조리․가공하지 않은 식품에도 
벤조피렌이 존재하고 식품의 조리․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
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한다(IARC,  

1987). 

  PAHs는 발암성 등의 독성을 가지며, 물에 잘 용해되지 않기 때
문에 토양, 퇴적물, 대기 중의 입자들과 결합하여 환경에 오랜 기
간 남아있게 되므로 심각한 오염문제를 일으키는 물질 중의 하나
이다.

 PAHs 화합물중 인체가 노출될 확률이 비교적 높은 PAHs 화합물
들로는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 있다. 

• acenaphthene

• acenaph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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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hracene

• benz[a]anthracene

• benzo[a]pyrene

• benzo[e]pyrene

• benzo[b]fluoranthene

• benzo[g,h,i]perylene

• benzo[j]fluoranthene

• benzo[k]fluoranthene

• chrysene

• dibenz[a,h]anthracene

• fluoranthene

• fluorene

• indeno[1,2,3-c,d]pyrene

• phenanthrene

• pyrene



5

항 목 내 용 참고

물질명 benzo[a]pyrene, Bap -

IUPAC명 benzo[a]pyrene, 1,2-benzopyrene -

CAS No. 50-32-8 -

화학식 C20H12 -

구조식 -

분자량 252.31 HSDB, 2010

물리적 

성상
황색의 결정성 고체 HSDB, 2010

녹는점 179℃~179.3℃ ATSDR, 1995

끓는점 
 310℃~312℃ (at 10 mmHg)

> 360℃ (at 760 mmHg) 
HSDB, 2010

밀도 1.351 g/cm
3 

(temp. not specified) ATSDR, 1995

증기압
5.49X10-9  mmHg (25℃, 

extrapolated value)
HSDB, 2010

용해도 물: 1.62X10-3 mg/L (25℃) ATSDR, 1995

1.2.   물리 ․ 화학적 특성

표 1. 벤조피렌의 물리․화학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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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톨루엔, 에테르 등의 유기용매에 

잘 녹음

에탄올과 메탄올에 약간 녹음

HSDB, 2010

log Kow 6.13 HSDB, 2010

Henry's 

Law 

Constant

4.57X10
-7

 atm․ m
3
/mole (25℃) HSDB, 2010

동의어

(synonym

s)

Benzo(d,e,f)chrysene,

3,4-Benz(a)pyrene,

BaP,

BP

HSDB,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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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성 기전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PAHs가 형성·배출되는 기전은 열분해( 

pyrolysis) 과정과 열생성(pyrosynthesis) 과정의 두 단계로 이루어
진다.  유기물질이 높은 열을 받으면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크기가 
작은 불안정한 조각들로 나누어지는데(pyrolysis), 이 조각들은 반
응성이 매우 큰 라디칼들로 재조합(pyrosynthesis)을 통해 안정된 
PAHs를 만들게 된다(Mastrel and Callean, 2000). 

 벤조피렌과 기타 PAHs 물질들은 메탄, 아세틸렌, 부타디엔 등으
로부터 출발하여, 중간물질인 1,2-diphenylethylene, 1,2-diphenyl 

acetylene, triphenylene,  benz[f]indene 등을 거쳐 벤젠고리의 개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에는 
indenyl 라디칼끼리의 결합이 생성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Norinag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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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체내 동태

1) 흡수 (Absorption) (IPCS, 1991)

○ 14C-BaP를 임신한 래트에 정맥 투여한 지 한 시간 후에 혈중에
서 mL 당 투여량의 0.17%, 모유에서 mL 당 투여량의 0.21%가 발
견되었다. 

2) 분포 (Distribution) (IPCS, 1991)

○ A종 마우스와 Wistar 래트에게 피하, 정맥, 기관 내 투여한 
14C-BaP의 분배형태는 비슷하였다. 14C-BaP 11 mg을 정맥투여한 
후 혈액 중의 방사능은 빠르게 사라졌고 방사능은 간에서 가장 높
은 농도로 존재하였다. 비장, 신장, 폐, 위 등에서는 소량만이 발
견되었다. 투여 24시간 후 방사능의 50 ~ 60%가 장과 변에서 발
견되었고 소변에서 8 ~ 13% 발견되었다

○ 래트에게  10 ~ 30 mg의 벤조피렌을 1 회 먹이 투여하였을 
때, 벤조피렌이 젖샘 및 일반 체내 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벤조피렌을 50 ~ 150 mg/kg bw로 암컷 
Sprague- Dawley 래트의 위장관에 투여하였고 지방 조직 및 유방
에서의 벤조피렌의 농도가 투여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또 다른 
실험에서 투여한 지 3 ~ 4시간 후에 흉부의 림프관에서 벤조피렌
이 최대 농도로 존재하였다. 투여 양의 10 ~ 20%가 림프액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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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였다

○ 래트의 혈중 변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45%의 벤조피렌이 혈
청 지질단백질과 결합하는 반면에 대사된 물질은 오직 8%가 혈청 
지질단백질과 결합한다. 40 ~ 45%는 적혈구와 결합하였다. 조직 
관류시킨 래트의 간 청소율은 혈청 지질단백질과 알부민의 존재에 
크게 의존하였다.

○ 0.4 µmol 3H-BaP이 담긴 서로 다른 양의 올리브기름을 수컷 
Sprague-Dawley 래트의 십이지장에 투여하였을 때, 투여한 용매
의 양과는 상관없이 24시간 내 회수한 방사선 누적양은 투여양의 
20%이었다. 투여 물질의 약 80%를 담즙에서 발견하였다. 이 실험
에서 림프관은 경구 투여한 벤조피렌의 체내 분포에서 제한된 역
할을 지닌다고 결론짓는다.

○ 벤조피렌 15 nmole을 수컷 Wister 래트에 복강 투여하였는데 
벤조피렌은 모든 조직에 분배되었다. 가장 고농도로 존재하는 곳은 
간이었고 그 다음으로 신장, 폐, 뇌 순으로 벤조피렌이 분포하였
다. 

○ 3H-BaP를 기관 내 장치에 의해 1 mg/kg bw로 수컷 
Sprague-Dawley 래트에 투여하였다. 투여 10분 이내에 간에서 방
사능이 빠르게 증가하여 최대로 투여량의 21%까지 도달하였다. 

○ 수컷 Sprague-Dawley 래트에 3H-BaP(0.7 ~ 4.4 nmol)을 투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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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내 흡수, 생물학적 이용률, 간과 폐의 추출, 배출을 연구하였
다. 간의 추출 비율(extraction ratio)은 간의 관류 모델과 마취시킨 
래트의 간문맥 및 정맥 투여 실험의 비교에 의해 결정한 in vivo에
서 0.4이었다. 폐의 추출 비율은 in vivo에서 0.11이었다. 마취시킨 
래트에 벤조피렌을 샘창자에 투여시킨 후 동맥과 담즙에서의 농도 
분석은 최소한 투여양의 30%가 장에 흡수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벤조피렌을 위관영양 투여하였을 때에 투여량의 약 10%가 간에서 
빠져나와 혈중에 존재하였다.

3) 대사(Metabolism) (IPCS, 1991)

○ 6명의 기증자에게서 받은 1차적인 배양 간세포는 벤조피렌을 
상당량(24시간 동안 24 ~ 35 nmol) 대사시켰다. 대체적으로 세포외
부의 유기용매에 녹는 벤조피렌 대사체는 9, 10 그리고 7, 

8-dihydrodiols, 9-hydroxy-BaP, tetrols의 혼합물인데 이들의 비율
은 기증자의 세포에 따라 매우 달랐다. 

○ 인간의 기관지 표피 배양세포는 벤조피렌을 dihydrodiols, 

phenols, quinone derivatives, polyhydroxylated forms로 변형시켰
다. 벤조피렌 대사물의 황 및 glucuronide 포합체도 발견하였다. 총 
대사물 및 대사물의 분배는 서로 다른 배양세포에 따라서 10배 이
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흡연한 집단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
로 나누었을 때에는 총 대사물, 대사물의 포합체, 대사물의 분배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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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피렌을 대사시키는 인간 간세포의 능력이 100 mM까지 포
화되지는 않았으며 대부분의 대사체는 높은 극성을 띤 벤조피렌 
형태이었다. 그 다음으로 주요한 벤조피렌 대사체는 3-hydroxy 

BaP, BaP-4,5-dihydrodiol, BaP-9,10-dihydrodiol, and 

BaP-7,8-dihydrodiol 이었다. 이들 대사체는 투여 양에 비례하여 증
가하였다. DNA와 결합하는 벤조피렌 대사체는 비 포합체로 있는 
BaP-7,8-dihydrodiol 대사체의 양과 관련이 있었다.

○ 인체의 간 마이크로솜에서 벤조피렌 대사체는 4배의 변동을 보
였다. Cytochrome P-450의 발현 수치는 벤조피렌 대사율과 어떠한 
관련도 보이지 않았다. P-450 IA1은 벤조피렌 대사에 가장 효과적
이지만 몇 가지 다른 cytochrome P-450 형태가 인체 내에서 벤조
피렌을 대사시키는 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래트의 간세포 입자에 있는 7개의 서로 다른 cytochrome 

P-450의 벤조피렌 대사능력을 비교하였다. 대다수의 
3-methylcholanthrene(MC)가 유도하는 cytochrome P-450은 벤조
피렌에 가장 큰 활성을 보였다. 최소한의 MC가 유도하는 
cytochrome P-450d는 벤조피렌 대사에 가장 낮은 활성을 지녔다. 

두 개의 phenobarbital이 유도하는 형태는 낮은 활성을 보였다. 

P450의 a, h 그리고 pregnenolone-16-alpha-carbonitrile(PCN)은 
벤조피렌에 거의 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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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OH-BaP와 1, 6- 그리고 3, 6- quinones는 폐의 cytochrome 

P-450 MC 체계에 의해 형성되는 주요한 생성물이다. BaP-9, 

10-dihydrodiol은 폐의 cytochrome P-450 MC에 의해 형성되는 주
요한 dihydrodiol이다. 정화한 epoxide hydrolase의 추가는 
BaP-dihydrodiols, 특히 BaP-7, 8-dihydrodiol 생성을 증가시켰다. 

간의 cytochrome P-450 MC 체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 Linoleic acid(C18:2), arachidonic acid(C20:4), eicosapentanoic 

acid(C20:5), docosahexanoic acid(C22:6)와 같은 peroxidising 

polyunsaturated fatty acids와 공존하여 벤조피렌은 산화물로 변성
된다. Arachidonic acid, eicosapentanoic acid와 함께 배양하였을 때 
벤조피렌의 7 ~ 9%는 한 시간 내에 산화되었고 고성능액체크로
마토그래피(HPLC)에 의해 1,6-, 3,6-, 그리고 6,12-quinone 유사체
를 검출하였다. CHV79 세포에서 벤조피렌 산화는 자매염색체 교
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였다. 

○ 서로 다른 마우스종으로부터의 결장 점막 균질 현탁액은 벤조
피렌을 주로 phenolic derivatives(3-OH- and 9-OH-BaP)로 대사시
켰고 그보다 적은 양으로 diols(4,5-, 7,8-, and 9,10-BaP-diol)와 
quinones(1,6-, 3,6-, and 6,12-BaP-quinone)로 대사시켰다.

○ 마우스의 간 입자에서 aryl hydrocarbon hydroxylase activity 

역할을 하며 Ahb 대립형질에 의해 조절되는 P-450 단백질은 반응
성이 높은 diol-epoxide의 공유 결합과 관련하여 벤조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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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7,8-dihydrodiol의 9, 10-epoxidation과 벤조피렌의 7, 

7-epoxidation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였다.

○ 6~8 마리의 수컷 Wistar 래트로 이루어진 그룹에 10%의 서로 
다른 종류의 지방을 포함한 사료를 먹였을 때, 소장의 점막세포에 
있는 세포질그물(endoplasmic reticulum)로의 지방산 혼입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In vitro의 장 내 점막에서 벤조피렌의 산화 
비율은 섭취한 지방의 양과 구성에 의존하였지만 대사물의 비율과 
범위는 섭취한 지방의 양과 구성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았다. 섭취한 
C18:2(옥수수기름)는 벤조피렌의 산화 비율을 상승시키는 데에 특
히 중요하였지만 C20:5 과 C22:6(정어리기름과 대구 간유)도 벤조
피렌 산화 비율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켰다.

○ 래트와 인간의 신장세포에 의한 벤조피렌의 총 대사 수치는 비
슷하였다. 인간 신장 세포는 유기물에 녹을 수 있는 대사체로서 
BaP-9,10-diol, BaP-4,5-diol, BaP-7,8-diol, BaP-3,6-quinone 그리고 
BaP-9-phenol을 생산하였고 래트의 신장 세포는 유기물에 녹을 수 
있는 대사체로서 BaP-pre-9,10-diols, BaP-9,10-diol, BaP-4,5-diol 그
리고 BaP-6,12-quinone을 생산하였다. 두 종 모두 모든 대사 생성
물의 황 및 glucuronide 포합체를 생산하였다.

○ 14C-BaP를 10.2, 102, 1020 µg/rat 경구투여 하였는데 투여양의 
74 ~ 79%를 처음 48시간 동안 대변으로 분비하였다. 대변에서 변
하지 않은 채로 있는 벤조피렌은 10.2, 102, 1020 µg/rat 순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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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투여 양의 13.0, 7.8, 5.6%이었다. 대변중의 대사체는 3-OH-BaP, 

9-OH-BaP, BaP-3,6-quinone, BaP-1,6-quinone, BaP-4,5-dihydrodiol, 

BaP-7,8-dihydrodiol을 포함하였다. 래트에게 52.7 mg BaP/kg를 함유
한 목탄에 구운 햄버거를 먹였을 때에 래트는 벤조피렌 섭취 양의 
11%를 변환하지 않은 채 대변으로 배출하였다. 인간에게 24.2 mg 

BaP/kg를 함유한 목탄에 구운 햄버거를 먹였을 때에 개개인이 8.6 

µg의 벤조피렌를 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으로 벤조피렌을 
배출하지 않았다.

○ 벤조피렌을 Wistar 래트에 10, 20, 50 μmol/kg bw/day로 3일
간 연속하여 경구투여 하였다. 6일 동안 소변을 모았을 때, 모든 
투여량에서 투여량의 최대 0.3% 3-OH-BaP을 소변에서 발견하였다. 

다른 대사체가 소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
다.

○ 벤조피렌을 래트에게 10, 20, 50 mmol/kg/bw의 용량으로 3번 
반복 경구 투여한 후 소변에서 3-OH-BaP와 돌연변이 활성을 측정
하였다. S9 혼합물과 ß-glucuronidase의 존재 하에서 Salmonella 

typhimurium TA98로 돌연변이 활성을 측정하였다. 3-OH-BaP와 
돌연변이원의 소변 분비는 6일간의 시료 수집 기간 동안 용량 의
존적인 증가의 관계를 보였다. Lewis 래트는 3-OH-BaP (50 

mg/kg, 복강투여)를 담즙을 거쳐 대사체로서 방출하였다. 약간의 
ß-glucuronidase와 aryl sulphatase를 함께 처리할 때에 매우 불안
정한 대사체로서 3,5-dihydroxy-BaP를 3-OH-BaP-7,8-dihydrod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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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H-BaP와 더불어 발견하였다. 

○ 래트에게 14C-BaP를 투여하였을 때에 대다수의 대사체는 
glutathione과 cysteine의 혼합물과 같은 양성을 띤 것들이 대다수
이었다. ß-glucuronidase와 sulphatase에 민감한 혼합체들은 적게 
있었다. 대변에서 산성 혼합체의 상대적인 양은 일반 조건에 있는 
래트보다 무균실에 있는 래트에서 더 많았으므로 장내 미생물이 
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인다. 이 결과는 mercapturic 

acid의 경로가 래트에서 양적으로 벤조피렌의 중요한 경로임을 밝
혀 준다.

○ 수컷 Fisher F344 래트에게 위장관 삽입방법으로 14C-BaP와 조
리한 낮은 지방 음식물을 먹였다. 위 장관에서 잠재적인 반응 대사
물은 자기장이 있는 polyethyleneimine microcapsules에 의해 흐름
이 막혔다. 사료에 섬유질이 적게 있을 때에는 투여양의 70%를 대
변에서 발견하였고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80%를 대변
에서 발견하였다. 투여양의 1~2%가 미세협막(microcapsules)과 결
합하였다. 미세협막과 결합한다고 알려진 대사체로는 BaP-3, 

6-quinone, BaP-1, 6-quinone, 미확인 대사체, BaP-tetraols가 있었
다. 사료에 쇠고기를 넣어 먹이면 미세협막과 결합하는 대사물의 
양이 증가하였다. 

○ 정상적인 사료를 먹은 기니피그(guinea-pigs)는 14C-BaP 정맥 투
여 양의 최대 1/3을 담즙에서 처음 4시간 안에 분비한다. 고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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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혹은 콜레스테롤 섭취에 의하여 배출의 양 정도는 변하지 않
았다. 간의 cytochromes P-450과 b5 그리고 BaP-hydroxylase 활성
도 고용량의 지방 혹은 콜레스테롤 섭취에 의하여 변하지 않았다. 

벤조피렌 낮은 용량(18 mg/kg bw)을 전처리로서 경구투여하면 어
떠한 사료를 먹인 동물들에서도 위의 요인들을 유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사료의 섭취는 dihydrodiol 

glucuronides의 배출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벤조피렌 대사체의 변화
를 일으켰다. 간의 epoxide hydrolase 활성과 glutathione의 내용물
은 고용량의 지방 혹은 콜레스테롤 섭취에 의하여 변하지 않았기
에 담즙의 벤조피렌 대사체 윤곽의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고 
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사료를 섭취한 동물들에서 답즙 분비의 변화
된 형태가 벤조피렌의 dihydrodiol 대사체가 직장으로 이동하는 양
을 증가시켰다.

○ 기니피그(guinea-pigs)의 장내 박테리아들은 in vitro에서 벤조피
렌 대사체를 비포합체로 유도할 수 있다. 가수분해 생성물 및 다른 
일차적인 벤조피렌의 산화 대사체는 실험한 박테리아 종들에 의한 
분해에 안정적이었다. 벤조피렌의 hydroxylase를 위쪽에 있는 장 
점막에서 측정할 수 있었으나 일부 동물에서는 장 하부에서 낮은 
수치로  존재하였다. 그 활성이 벤조피렌을 경구 투여함으로서 정
상적인 사료를 먹인 동물의 소장 점막에서 증가할 수 있으나 고용
량의 지방, 콜레스테롤을 섭취한 동물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간
과 장 점막의 DNA에 3H 공유결합의 낮은 수치를 H-BaP로 경구 
투여한 기니피그에서 확인하였다(최대 100 µg). 고용량의 지방,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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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테롤 섭취는 이러한 결합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고용량의 지
방, 콜레스테롤을 섭취한 기니피그는 정상 사료를 섭취한 동물들에 
비해 3H-BaP를 소변을 통해서 더 많이 분비하였고 변으로 덜 배출
하였다.

4) 배설(Excretion) (IPCS, 1991)

○ 벤조피렌을 래트에 피하 그리고 정맥 투여 후 주요 분비 경로
는 담즙이었다. 투여양의 약 1%를 대변에서 변하지 않은 채로 발
견하였다. 14C-BaP 0.45 mg을 암컷 래트에 정맥투여 하였을 때 간
에서 빠른 흡수와 담즙에서 연속적인 제거가 이루어졌다. 투여한 
지 24시간 동안 투여량의 1.8%가 간에 존재하였던 반면에 래트는 
65%를 대변으로 분비하였고 18%를 요로 배출하였다.

○ 암컷 Sprague-Dawley 래트에게 14C-BaP 10 mg을 정맥투여 하
였다. 투여한 지 15분 후에 투여량의 7%가 담즙으로 분비되었고 
600분 후 총 누적 배출량은 투여량의 53%이었다. 체내 지방에서 
벤조피렌 축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래트에게 1 mg의 3H-BaP를 옥수수기름에 녹여 담즙이 있거나 
없는 조건에서 십이지장 투여하였다. 24시간이 넘는 동안 담즙과 
소변에서 30%의 방사능을 검출하였는데 담즙이 없는 조건에서는 
소변에서 오직 7%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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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석법

1) 채소 및 과일류의 PAHs 분석법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1) 분석 원리 
 채소 및 과일류 중 벤조피렌을 포함하는 8가지 종류의 PAHs를  
dichloromethane을 사용하여 추출한 후 Florisil 카트리지를 통과
시켜 정제한 후 HPLC/FLD를 사용하여 정량한다. 

(2) 기구
 회전감압농축기 EYELA(Tokyo Rikakikai Co. Ltd., Japan),   질
소농축기 TurboVap(Zymark, USA)

(3) 분석기기
 Autosampler와 Fluorescence detector가 장착된 HPLC/FLD 

(Model 1100 series, Agilent, USA)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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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분석법 (식품공전, 2010)

(1) 분석원리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을 내부표준물질로 3-메틸콜란트렌을 사용
하여  N,N-디메틸포름아마이드-물 (9:1)과 헥산으로 추출한 후 고
체상 카트리지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형광검출기로 분
석한다.

(2)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형광검출기 (HPLC/FLD)를 사용한다.

 

(3) 시험조작
 표준품(벤조피렌: BaP)과 내부표준품(3-메틸콜란트렌: ISTD) 크로
마토그램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4) 정량한계
  0.9 μ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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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지황 및 건지황 중 벤조피렌 분석법  (식품공전, 2010)

(1) 분석원리
 숙지황 및 건지황 중 벤조피렌을 헥산을 사용하여  추출한 후  
플로리실카트리지를 통과시켜 정제하여 정량한다.

(2) 장치 
  검출기 : 형광검출기(여기파장 : 294 nm, 형광파장 : 404 nm)

  칼럼 : Supelcosil LC-PAH (4.6 × 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4) 생물 시료 중의 PAHs 분석법 (ATSDR, 1995)

 지방조직, 폐, 간, 피부, 머리카락, 혈액, 대·소변 등의 생물학적 
시료 중의 PAHs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GC/FID, GCMS, 

HPLC, TLC, spectrofluorometry(SF)등이 있다. 특히 대변 중의 벤
조피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흡착된 시료를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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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 중의 PAHs 분석법(JECFA, 2009)

 식품 중의 PAHs 분석에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와 fluorescence 측정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fluorescence 

강도가 약한 물질의 경우에는 UV/diode-array 측정기를 사용하
거나, GC-FID 나 GC-MS  방법을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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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해등급

 

1) 국외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하여  문제화되고 있는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Codex 및 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의 위해성평가
를 위한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되는 등 세계적 관심의 대상 물질
이 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Group 1의 확인된 인
체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로 등급을 상향조정하였다
(Dabestani et al., 1999; EC, 2002; IARC, 2009; IRIS, 1994).

 ⃝ U.S. EPA* : Group B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 IARC**: Group 1 (carcinogenic to humans)

 ⃝ NTP*** : R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

 ⃝ EU**** : C2  (Substances which should be regarded as if    

* EPA : 미국환경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IARC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NTP : 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 (National Toxicolog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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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carcinogenic to humans)

 ⃝ ACGIH* : A2 (Suspected human carcinogen)

**** EU : 유럽연합 ( European Union)

* ACGIH :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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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 발암물질 목록 :
   노출기준 A2(발암성 물질로 추정된 물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0년 발암물질목록1.0 :

   1등급(인체 발암성 물질 : Human carcin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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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해평가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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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출원 및 노출경로

○ 환경 노출
 벤조피렌을 포함한 PAHs 화합물들은 환경 중의 다양한 유기물
들이 연소되거나 열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므로 노출경로가 다
양하며, 도시 지역의 경우 노출 정도가 더 크다. 주된 노출원인은 
배기가스를 비롯한 타이어 마모, 아스팔트 등의 교통수단 관련 요
인들과 고정 시설물, 화장시설  등의 연소 발생물 등이다.

 특히 자동차에서 발생된 PAHs 화합물들은 석탄연료의 연소로 
생성된 화합물들보다 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한 건강 
위해성이  크다.  실내 공기의 오염원으로는 담배연기와 난방기구
가 대표적이다. 

 PAHs는 자연적인 퇴적암층과 석유층에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
다. 산불과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로도 공기 중으로 방출되지
만 이와 같은 원인이 전체 노출경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개인의 공기 중  PAHs 노출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0.1에서 100 ng/m3 사이다.

 공기 오염으로 인한 노출 이외에 직업적 노출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식품 섭취가 주된 노출 경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벤조피
렌을 포함한 PAHs 화합물들에 대한 노출 측정은 가능한 모든 경
로를 통한 노출량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는 바이오모니터링 방
법이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Srogi 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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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Hs 함유 식품  

 소비자들은 불에 직접 굽거나 숯불에 구운 육류, 오염된 시리얼, 

밀가루, 빵, 야채 등을 통하여 PAHs에 노출된다. 때때로 수산물
(굴, 홍합, 훈제 생선)과 채소(그린케일) 등에서 규제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PAHs가 측정되기도 한다. Kishikawa et al.(2003)의 연
구에서는 모유, 시판되는 분유, 우유 중 PAHs 농도가  각각 0.75, 

2.01, 0.99 μg/kg로 보고되었다. 

 불에 직접 닿는 방식으로 조리한 육류를 과다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리얼 제품과 채소들이 PAHs의 주요 노출원으로 알려
져 있는데, Fiedler et al.(2002)의 조사에 의하면 녹차 시료 중 총 
PAHs 농도가 497~517 μg/kg 사이였으며, 특히 도로변이나 도심 
지역에서 재배된 채소들에서도 700~1900 μg/kg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PAHs가 측정되었다(Ardito et al., 1999). 

 빠른 산업화로 인해 오염 정도가 심한 지역의 수생 생물들의 체
내에서 높은 농도의 PAHs가 측정되는 데 최근의 연구에서 홍콩
에서 판매되는 담수어에서 60.1~76.5 ng/g wet wt의 PAHs가 보
고되었다(Kong et al., 2005). 

○ 식품 노출 비율 
 Vyskocil et al.(2000) 연구에 따르면, 산업 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대도시 거주 어린이의 경우, 주된 노출원은 식품 섭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Butler et al.(1993)은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벤조피렌의  노출원 별 노출량을 조사하였는데, 대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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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인한 섭취는 식품섭취를 100%로 보았을 때 5% 정도에 불과
했다.

노출원  환경오염 
제조․재배 

과정
유통 용기유래 조리과정

개 입

여 부
 O X X X O

표 2. 벤조피렌의 식품 중 개입 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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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출평가

1) 국내 모니터링 자료
(1) 채소류 및 과일류 중 총 PAHs 함량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 2005년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채소류 및 과일류의 벤조피렌 평
균 농도는 0.019 ng/g이었다. 채소류의 개별 농도는 벤조피렌 
0.015 ng/g이었으며, 과일류의 개별 농도는 벤조피렌 0.01 ng/g

이었다. 

○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

[k]fluoranthene, 벤조피렌(benzo[a]pyrene), dibenzo[a,h]anthracen

e, benzo[g,h,i]perylene, indeno[1,2,3-c,d]pyrene 등 총 PAHs의 평
균 함량은 0.004 ng/g인 귤을 제외한 다른 과일에서는 0.12～0.26 

ng/g으로 검출되어 시료 간 매우 유사한 수준의 PAHs가 검출되
었다.

○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의 총 PAHs의 평균 농도는 불
검출～0.35 ng/g으로 시료 간 함량차이가 과일류에 비하여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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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group Food item
Daily 

intake (g/day)

Vegetables

Radish (무) 30.4

Onion (양파) 17.0

Bean sprouts (콩나물) 15.8

Welsh onion (파) 12.1

Chinese cabbage (배추) 11.8

Spinach (시금치) 10.5

Young pumpkin (애호박) 7.8

Garlic (마늘) 6.0

Cucumber (오이) 5.1

Cabbage (양배추) 4.8

Carrot (당근) 4.8

Lettuce (상추) 3.4

Sesame leaf (깻잎) 2.1

Fruits

Tangerine (귤) 83.2

Persimmon (감) 50.4

Apple (사과) 31.8

Pear (배) 24.2

Banana (바나나) 2.4

Total 18종 323.8

표 3. 식품 시료 종류 및 평균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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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0.17

0.26

0.15

0.12

0.004

0.06

0.13

0.17

0.25

0.02

0.04

1.34

0.32

0.35

0.0 0.5 1.0 1.5

Total

Banana

Pear

Apple

Persimmon

Tangerine

Sesame leaf

Lettuce

Carrot

Cabbage

Cucumber

Garlic

Young pumpkin

Spinach

Chinese cabbage

Welsh onion

Bean sprouts

Onion

Radish

(ng/g)

그림 1. 채소와 과일 중의 총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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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0.15

0.011

0.009

0.004

0.006

0.062

0.04

0.05

0.2

0.02

1.07

0.12

0.32

0.004

0.0 0.4 0.8 1.2

Total

Banana

Pear

Apple

Persimmon

Tangerine

Sesame leaf

Lettuce

Carrot

Cabbage

Cucumber

Garlic

Young pumpkin

Spinach

Chinese cabbage

Welsh onion

Bean sprouts

Onion

Radish

(ngTEQ/g)

그림 2. 채소와 과일 중의 총 PAHs TEQ
※
 

※ TEQ : Toxicity Equivalency Quantity 독성등가환산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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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

0.137

0.009

0.004

0.054

0.027

0.004

0.02

0.0 0.1 0.2

Total

Banana

Pear

Apple

Persimmon

Tangerine

Sesame leaf

Lettuce

Carrot

Cabbage

Cucumber

Garlic

Young pumpkin

Spinach

Chinese cabbage

Welsh onion

Bean sprouts

Onion

Radish

(ng/g)

그림 3. 채소와 과일 중의 benzo[a]pyrene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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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전․후 채소류 중 총 PAHs 함량
 조리 전․후 채소류의 오염도 정도 조사에서 총 PAHs의 평균 
함량이 조리 전(raw)에는 불검출～0.007 ng/g, 조리 후(cooked)에
는 0.25～1.34 ng/g으로 나타났고 조리에 의한 PAHs 오염도 증
가를 불 수 있었으며 이는 조리 과정 중 데치기 등에 의한 수분
함량의 감소와 첨가되는 참기름, 들기름 등의 유지류에 의한 것으
로 추정된다. 특히 조리된 애호박의 경우 1.34 ng/g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콩나물이나 시금치와 같이 물에 데쳐서 양념
하는 조리방법과 달리, 애호박은 기름과 함께 볶는 조리방법으로 
조리과정에서 유지류에 의한 PAHs 생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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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해안 지역 유통 수산물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7년 12월 발생한 서해안 원유 유출사고
와 관련하여 서해안 전역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과 횟집 수족
관 물 95건을 수거하여 관능 및 이화학적(PAHs 16종)검사를  실
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16종)에 대한 검사결과 32건에서는 
PAHs가 검출되지 않았고, 어패류는 81건 중 57건(불검출 24건)에
서 0.01~3.38 ppb, 수족관 물은 14건 중 6건(불검출 8건)에서 
0.001~0.027 ppb로 검출되었으나, 이는 자연 상태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원유 유출사고에 의한 것은 아니며, 검출된 수
준은  유럽연합(EU) 기준치(2.0~10.0 ppb)나 세계보건기구(WHO)

의 먹는 물 권고 기준치(0.7 ppb)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표 4). 

 



36

      월

종류별

‘07. 12월 ‘08. 1월말 현재

계

검 사 결 과 검 사 결 과

검 출

(환산수준)
불검출 소계

검 출

(환산수준)
불검출

총 계 101
90

(0.001~3.31)
11 95

63

(0.001~3.38)
32

어 류 20
17

(0.01~0.07)
3 44

28

(0.01~0.59)
16

패 류 51
48

(0.01~3.31)
3 16

14

(0.01~3.38)
2

갑각류 9
8

(0.04~0.61)
1 6

3

(0.02~0.04)
3

연체류 12
12

(0.01~2.13)
- 11

8

(0.01~1.20)
3

해조류 - - - 4
4

(0.01~0.10)
-

수족관 물 9
5

(0.001~0.002)
4 14

6

(0.001~0.027)
8

표 4. 2008년 1월 서해지역 수산물 등 검사결과

※ 유럽연합(EU) 벤조피렌 기준치 : 어류 2.0 ppb, 패류 10.0 ppb, 갑각류·연체류 

5.0 ppb

※ PAHs의 검출량은 독성이 강한 벤조피렌을 기준으로 나머지 15종의 검출량에 

각각의 독성 환산계수를 곱하여 벤조피렌의 독성으로 환산한 후 합산한 수치로

서 미국 EPA 및 WHO 등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산출방법임.

(독성 환산계수 : 나프탈렌 0.001, 아세나프탈렌 0.001, 아세나프텐 0.001, 플

루오렌 0.001, 페난트렌 0.001, 안트라센 0.01, 플루오란텐 0.001, 피렌 0.001, 

벤조(k)플루오란텐 0.01, 벤조(a)안트라센 0.1, 크리센 0.001, 벤조(b)플루오란

텐 0.1, 벤조(a)피렌 1, 인데노(1,2,3-c,d)피렌 0.1, 벤조(g,h,i)페닐렌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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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빙과류와 음료류에 대한 벤조피렌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a)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서 하절기에 많이 소비되는 빙
과류와 음료류에 대하여 내분비장애물질이면서 발암성 물질로 알
려진 벤조피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홍삼음료 등 19건에서 모두 
불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가공식품 중 PAHs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b)

 가공식품 24종 총 165건 및 조리육류 6종 총 210건에 함유되어 
있는  PAHs을 시료의 특성에 따라 알칼리 분해 방법, 액추출, 초
음파 추출 방법으로 추출하여 Sep-Pak Florisil  Cartridge로 정제
한 후, HPLC FLD(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 graphy/ 

Fluorescence Detector)로 정량분석 하였다. PAHs에 대한 회수율
은 92～103%였고 검출한계는 PAHs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0.

1～1.0 ㎍/㎏ 수준이었다. 대상 식품 총 30종 중 26종에서 PAHs

가 불검출이었다 . 

 검출된 식품들의 PAHs 중 benzo[a]pyrene 평균 농도는 건바나
나 0.9 ㎍/㎏, 훈제치킨 benzo[a]pyrene 0.2 ㎍/㎏, 돼지고기숯불
석쇠구이 0.9 ㎍/㎏이었다. 

 또한 위해평가를 위해 대상 연령층을 7～12세, 13～19세, 20～64

세로 세분화하여 평균벤조피렌 인체 노출량을 계산한 결과 식품
을 통한 1일 인체 노출량은 1.4×10-7 ㎎/㎏ bw/day이었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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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암 발생에 근거하여 벤조피렌의 발암력 7.3 (㎎/㎏ bw/day)-1 

을 적용한 초과발암 위해도는 1.0×10-6으로 인구 십만 명 당 한 
명 수준 (1×10-5)의 목표치를 고려하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5) 한약재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c)

 수입과 국산 한약재 54 품목에 대하여 품목당 5개 이상 총 277 

개의 시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선정하여 벤조피렌의 오염현황을 
조사하였다. 모니터링 대상품목 중 벤조피렌이 불검출된 시료는 
74건이었으며, 0.2 μg/kg~1.0 μg/kg 이하로 검출된 시료는 총 
125건, 1.1 μg/kg~2.0 μg/kg 이하로 검출된 시료는 총 31건, 2.1 

μg/kg~3.0 μg/kg 이하로 검출된 시료는 총 8건, 3.1 μg/kg~4.0 μ

g/kg 이하로 검출된 시료는 총 14건, 4.1 μg/kg~5.0 μg/kg 이하
로 검출된 시료는 총 3건, 5.1 μg/kg~10.0 μg/kg 이하로 검출된 
시료는 총 6건 그리고 10.1 μg/kg 이상으로 검출된 시료는 총 16

건이었다. 

 한약재의 가공, 건조, 포제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강제 배기시키고 표준제조공정에 적합하게 제조하였다
면 가공 중 벤조피렌이 생성될지라도 침투되거나 축적되지 못하
고 배기시설에 의해 배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시설에서 
제조규정을 준수하며 200℃ 이상의 온도나 2시간(10 kg 기준) 이
상 가공하는 것을 지양한다면 가공 중 벤조피렌의 저감화가 가능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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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대상품목(63 품목) 중 벤조피렌 검출 확인 품목 (14 품
목)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지황, 초과, 향
부자, 현삼, 황금, 후박

* 각 품목에 대해 5개 이상의 시료를 구입하여 1개라도 검출된 품목을 확
인 품목으로 선정

(6) 참기름 중 벤조피렌 수준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2008년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참기름 부적합항목 총 41건 중 벤
조피렌 초과가 7건으로 17%를 차지하며, 들기름 부적합 보고 총 
19건 중 벤조피렌 초과가 1건이었다. 회수제품 중 벤조피렌 오염
정도는 제품별로 상이하였으나, 2.2～15.92 ppb 범위였다. 

(7) 술안주, 간식 중 벤조피렌 함유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a)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리나라 성인들이 술안주, 간식으로 즐겨먹
는 훈제소시지, 돼지고기 석쇠구이 등 육류 6종 45건 및 훈제햄 
등 가공식품 24종 165건, 총 30종 210건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함유실태 조사 및 인체 위해영향 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 안전



40

식품군 식품명 시료수

검출

평균값
(최소~최대)

가공식

품

식육가공품
훈연햄 5 불검출

훈연소시지 5 불검출

어육가공품 훈제연어 10 불검출

특수용도식품 이유식 10 불검출

유가공품

분유 10 불검출

치즈 10 불검출

우유 10 불검출

요구르트 10 불검출

음료류

원두커피 10 불검출

캔커피 10 불검출

병녹차 10 불검출

병보리차 3 불검출

병콩차 2 불검출

병옥수수수염차 5 불검출

견과류 아몬드 5 불검출

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식품 중 훈제햄 등 27종 195건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
되지 않았으며 건조바나나 등 3종 15건에서 벤조피렌이 0.2 ppb 

~ 0.9 ppb 수준으로 검출(표 5)되었으나 EU 기준보다 5배가 낮은 
안전한 수준이었다.

표 5. 조사대상 식품 중 벤조피렌 검출량 (㎍/kg)



41

가공품

땅콩 5 불검출

피스타치오 5 불검출

과채

가공품

건포도 5 불검출

건자두 5 불검출

건조바나나
1)

5
0.9

(불검출～2.1)

건블루베리 5 불검출

즉석섭취식품
훈제치킨 10

0.2

(불검출～1.0)

프라이드치킨 5 불검출

기타가공품 볶음참깨 10 불검출

소계 24종 165

조리육

류

돼지고기

수육 10 불검출

석쇠구이 10
0.9

(불검출～2.3)

불판구이 10 불검출

소고기

수육 5 불검출

석쇠구이 5 불검출

불판구이 5 불검출

소계 6종 45

합계 30종 210

1) 건조바나나의 검출수준은 자연건조 수준임.

※유럽연합(EU): 훈제육․어육 및 그 가공품의 벤조피렌 기준 5.0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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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모니터링 자료
(1)  멕시코만 유역 생선류 중의 PAHs 모니터링 
 참고사이트 NOAA* Science Missions & Data

  http://www.noaa.gov/sciencemissions/bpoilspill.html

○ 2010년 4월 멕시코만 원유유출사고 이후 미국 정부의  
NOAA-FDA 는 오염지역의 생선류 시료들에 대한 PAHs 화합물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0년 6월 23일에서 7월 5일 사이에 
12종류의 52개 생선류 시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표 6과 같다. 

○ 생선류 시료 중의 벤조피렌 농도는 0.084 ppb~ 0.30 ppb 사이
로 35 ppb의 LOC(Level of Concern)에 비하여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 해양 대기 관

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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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Concern (ppb) Sampled (ppb)
Naphthalene 32,700.0 1.70

Fluorene 65,300.0 0.40

Anthracene/Phenanthrene 490,000.0※ 0.90

Pyrene 49,000.0 0.24

Fluoranthene 65,300.0 0.24

Chrysene 35,000.0 < 0.40

Benzo(k)fluoranthene 3,500.0 < 0.40

Benzo(b)fluoranthene 350.0 < 0.40

Benz(a)anthracene 350.0 < 0.35

Indeno(1,2,3-cd)pyrene 350.0 < 0.35

Dibenz(a,h)anthracene 35.0 < 0.30

Benzo(a)pyrene 35.0 < 0.36

표 6. 생선류 시료 중의 PAHs 화합물 농도 

*LOC for Anthracene and Phenanthrene combined. 



44

(2) 영국 유아용 식품과 조제분유 중의 PAHs 모니터링
  (FSA, 2006)

○ 영국에서 판매되는 111 품목의 유아용 식품과 97개의 조제분
유 시료에 대하여 PAHs 화합물 함유를 조사한 결과 PAHs 화합
물 오염 여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벤조피렌(benzo[a]pyrene)의 
오염도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료 중 벤조피렌의 농도 범위는 조제분유의 경우 <0.01~0.2 μ

g/kg, 유아용 식품 <0.01~1.0  μg/kg으로 최대허용농도인 1 μ

g/kg 이하였다. 또한 벤조피렌은 유아용 식품 시료의 74%와 조
제분유 시료의 59%에서 검출한계(0.01 μg/kg)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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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성

급성 

독성

만성 

독성

면역 

독성

신경 

독성

생식 

독성

발생 

독성

유전 

독성
발암성

○ ○ - - ○ ○ ○ ○

표 7. 벤조피렌(Benzo[a]pyrene)의 생체 독성

1) 치사율(Death)

○ 마우스에 복강주사를 하여 구한 LD50

*은 약 250 mg/kg bw

이다(IPCS, 1991).

○ 120 mg/kg/day의 벤조피렌에 경구 노출된 두 종류(DBA/2N, 

AKR/N)의 마우스들의 생존 기간이 짧아졌다. 실험대상 마우스들
은 간의 aryl hydrocarbon hydroxylase(AHH) 활성이 PAHs에 의
해 증가되지 않는 비반응(nonresponsive) 종류들로 aryl 

hydrocarbon hydroxylase(AHH)는 벤조피렌의 대사반응에 관여한
다고 알려져 있다(Robinson et al., 1975). 투여군의 90마리 모든 
개체가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출혈과 감염으로 사망한 반면 대
조군의 3마리가 사망했다. 대조적으로 AHH 효소작용이 활성화되
* LD50 : Median Lethal Dose, 반치사량

         피실험동물에 실험대상물질을 투여할 때 피실험동물의 절반이 죽게 되는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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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우스로 실험했을 경우에는 7%만이 사망했다. 비반응 마우스
에서는 벤조피렌의 대사·분비가 일어나지 않아 각 기관에 전달되
어 독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2) 전신 독성(Systemic toxicity)

(1) 호흡기 독성
해당 자료 부족

(2) 심혈관계 독성
해당 자료 부족

(3) 혈액 독성
○ 120 mg/kg/day의 벤조피렌에 180일간 경구 노출된 aryl 

hydrocarbon hydroxylase(AHH) 비반응(nonresponsive) DBA/2N, 

AKR/N 마우스에게서 재생불량성 빈혈, 범혈구감소증 등의 혈액 
독성이 나타났다(Robinson et al., 1975). 비슷한 결과가  
Legraverend et al. (1983)의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되었다. 

(4) 근골격계 독성
해당 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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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장관계 독성
○ 벤조피렌, anthracene, benz[a]anthracene, phenanthrene  등을 
경구 투여한 실험동물에서 위장관 점막 내의 효소작용에 변화가 
있었다. 래트에게 50, 150 mg/kg/day의 벤조피렌을 위에 투여했
을 때 장의 carboxylesterase 활성이 44% 감소했다(Nousiainen et 

al., 1984). 

(6) 간 독성
○ PAHs에 경구 노출된 실험동물들의 간에서 관찰되는 영향은 
심각하지는 않지만, 효소활성 변화, gamma-GT 유도, 간 재생, 간
무게 증가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ATSDR, 1995).

○ 200 mg/kg 벤조피렌에 위관삽입을 통해 단회노출 후 
2-acetylaminofluorene(2-AAF)과 carbon tetrachloride에 연속 노출 
시킨 래트에서 gamma-GT foci의 증가가 나타났다(Tsuda and 

Farber, 1980).

○ 일반적으로 실험동물의 aldehyde dehydrogenase(ADH) 활성
을 증가시키는 물질은 발암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00 mg/kg/day 벤조피렌에 위관삽입을 통해 4일간 
노출된 래트에서 세포질의 ADH 활성화가 보고되었다(Torronen 

et a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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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콩팥 독성
○ 50, 150 mg/kg/day의 벤조피렌을 4일간 래트의 위에 투여했
을 때, 신장의 미소체 효소 carboxylesterase의 활성이 증가했다. 

반면에 anthracene과  benz[a]anthracene은 벤조피렌에서와 같은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Nousiainen et al., 1984).

(8) 내분비계 독성
해당 자료 부족

3) 면역 독성(Immunological toxicity)

○ Lee and Strickland(1993)의 연구에서 0.5, 5 mg/kg 

benz[a]anthracene, 벤조피렌, benzo[b]fluoranthene, chrysene, 

dibenz[a,h]anthracene, fluoranthene을 BALB/c 마우스에게 각각 
투여했을 때, benz[a]anthracene과 benzo[b]fluoranthene 투여했을 
경우에만 혈청에서 PAH-DNA 부가체에 특이성을 띠는 항체가 
관찰되었다.

4) 신경 독성(Neurotoxicity)

해당자료 부족

5) 생식 독성(Reproductive toxicity)

○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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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은 인체의 생식계에 독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추정된다 
(ATSDR, 1995).

○ 마우스와 래트를 대상으로 한 경구노출 실험들에서 
(Mackenzie and Angevine, 1981; Rigdon and Neal, 1965; 

Rigdon and Rennels, 1964) 벤조피렌은 실험동물들의 생식계에 
독성을 나타냈다. 독성유발 빈도와 정도는 실험동물의 종류와 투
여방법, 용량 등에 따라 달라졌다. 위장관 삽입을 통해 벤조피렌
을 임신한 마우스에게 투여했을 때, 분만까지 이르는 비율이 감소
했고, 자손들에게서 불임의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에  Swiss 마우
스에게 벤조피렌을 먹이와 함께 공급했을 때 임신확률에는 변화
가 없었고, 같은 조건에 노출된 래트의 경우에는 임신확률이 감소
했다.

6) 발생 독성(Developmental toxicity)

○ 근친교배시킨 마우스와 래트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출생 전  
벤조피렌에 노출시켰을 때, 태어난 자손들의 평균 몸무게가 감소
했으며, F1 자손들에게서 불임확률이 높아졌다(Mackenzie and 

Angevine, 1981).

7) 유전 독성(Genotoxicity)

○ Erythrocebus patas 원숭이를 임신 0일, 50일, 100일, 150일에 
5~50 mg/kg 벤조피렌에 노출시킨 후, 태자의 각 기관, 태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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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간에 생성된 DNA 부가체를 분석했을 때,  

Benzo[a]pyrene-DNA 부가체들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높은 수
준으로 관찰되었다. 부가체의 농도는 임신 중기 때 가장 높았으
며, 주요 부가체는 dG-N2-BPDE였다(Lu et al., 1993).  

○ 수컷 B6C3F1 마우스에게 0, 0.325, 0.1825, 1.625, 3.25, 6.5 

mg/kg/day 용량으로 벤조피렌에 21일간 노출시켰을 때 간, 폐, 

전위 부위에서 benzo[a]pyrene-DNA 부가체가 관찰되었다(Culp 

and Beland, 1994). 

8) 발암성(Carcinogenicity)

 벤조피렌(Benzo[a]pyrene)에 대한 IARC의 발암성 위해등급이 
Group 2B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에서 Group 1 

(carcinogenic to humans)로 상향조정되었다. 벤조피렌에 대한 
2010년 IARC monograph에 의하면 벤조피렌은 동물발암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실험동물과 인체 조직세포 및 인체에 돌연
변이원성과 발암성이 있는 diol epoxides로 대사된다(IAR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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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증거
Sufficient

(충분)

Less than 

Sufficient

Limited

(제한적)

Inadequate 

(불충분)

Lack

(부족)

Cancer in 

Human

(인체발암)

Cancer in 

experimental 

animal

(동물발암)

○

표 8.  벤조피렌(Benzo[a]pyrene)(Group 1)※

 ※
Group 1 : This category is used when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Exceptionally, an agent (mixture) may 

be placed in this category when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is less than sufficient bu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and strong evidence in 

exposed humans that the agent (mixture) acts through a relevant 

mechanism of carcinogenicity.

(1) 인간
○ 마우스를 이용한  벤조피렌의 독성실험 도중,  3주에 걸쳐  벤
조피렌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편평세포상피종이 발병했다는 사례
보고가 있다(IARC, 1973). 

○ 콜타르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의 상대적 방광암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벤조피렌(μg/m3․year)에 대하여 2.3%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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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TP, 2009).  

(2) 동물
○ 먹이 중에 33.3 mg/kg/day의 벤조피렌에 단기 급성노출된 마
우스에게서 2~3일 이내에 전위부위에 종양이 형성되었다(Neal 

and Rigdon, 1967). 반면에 13.3 mg/kg/day의 낮은 양에 노출되
었을 경우에는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 벤조피렌에 위관삽입 방
법이나 먹이와 함께 투여 받는 방식으로 노출된 햄스터에게서도 
유두종과 종양이 발생하였다(Chu and Malmgren, 1965).  

○ 위관삽입으로 마우스에게 67~100 mg/kg의 벤조피렌을 투여했
을 때, 폐선종과 전위 유두종이 관찰되었다(Sparnins et al., 1986).

○ Sprague-Dawley 래트에 벤조피렌을 먹이와 함께 0.15 mg/kg 

농도로 장기 공급했을 때, 전위, 식도, 후두 부위에 암 발생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Brune et al., 1981). 

9) 인체안전기준
 벤조피렌은 낮은 노출 농도에서도 발암성이 있는 화합물로 확인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기관들은 ADI, RfD 등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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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JECFA USEPA EFSA 

Health 

Canada 

(2000)

- 
1)

_ 
2)

 Drinking 
3)
 

water 

concentratio

n at 10
-5

 

cancer risk 

level: 6E-5 

mg/L 

_

TC05
4)

(inhal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1.6 mg/m3

1) 참고자료 (WHO, 2006)

2) 참고자료 (WHO, 2006)

3) 참고자료 (EPA, 2009) 

  The Office of Water Criteria Document has not derived a Reference 

Dose (RfD) or a Drinking Water Exposure Level (DWEL) based on 

non-carcinogenic effects due to evidence of carcinogenicity at lower 

doses than those associated with systemic toxicity. 

4) ① The Tumorigenic Concentration 05(TC05) is the total intake 

(often expressed in mg/m3) associated with a 5% increase in 

incidence or mortality due to tumours scaled

  ② 참고사이트 Health Canada

 Health-Based Tolerable Daily Intakes/Concentrations and Tumorigenic       

  Doses/Concentrations for Priority Substances

http://www.hc-sc.gc.ca/ewh-semt/pubs/contaminants/hbct-jact/carcinogenic-

cancerogenes-eng.php

표 9. 벤조피렌(Benzo[a]pyrene) 인체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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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해정보 교류

        Risk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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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슈화 사례

1) 국내 보도 사례 등
○ ‘유기농 참기름’에 발암물질 벤조피렌, 긴급 수거 
   (서울신문, 2008년 12월2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202800015

&spage=8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정기수거검사에서 시중 유통되
는 유기농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됨에 따
라 식약청의 긴급회수 대상품목에 올랐다. 벤조피렌 검출량은  
2.3~4.64 ppb로 기준치인 2 ppb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4월인 제품 672개지만 제조사 측은 해
당제품 이후 생산된 전 제품 총 6157개 모두를 회수하여 폐기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벤조피렌 함유 원인을 제조과정에서 
Roasting 작업자의 온도조작 실수로 인한 제품결함으로 판단되나 
만일을 위해 식약청에서 명령한 생산제품 외에 이후 생산된 전제
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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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참기름서 발암물질…식약청 긴급회수 명령
 (경향신문, 2009년 04월21일)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artid=2009042118

07245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 제조사의 유기
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치
(2.0 ㎍/㎏)를 초과하는 2.5 ㎍/㎏ 검출되었는데 , 식약청 관계자
는 “벤조피렌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화시설을 가동해야 하는데 해
당 제조업체가 이 과정을 누락한 것 같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
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등을 통해 환불하길 권고
한다.”고 밝혔다. 

○ 감국, 강황 등 한약재 14개 품목서 벤조피렌 검출
 (medifonews, 2009년 12월04일)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59526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수
입 및 유통 중 한약재 63품목 304개 시료에 대하여 벤조피렌 함
유량을 조사한 결과 황금, 후박 등 한약재 14개 품목 26개 시료에
서 벤조피렌 함량이 6~62 μg/kg(ppb)으로 검출됨에 따라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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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안전청은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
렌 기준을 5 ppb 이하로 규정하는「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
험방법(식약청 고시)」고시를 12월 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벤조피렌은 지황과 숙지황에서 5 ppb이하로 관리되고 있으
며, 한약재에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하다. 

○ 국산 마스카라에도 카본블랙 색소 허용
  (MBC뉴스, 2010년 03월 30일)

http://imnews.imbc.com/news/2010/society/article/2597640_745

2.html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에 그동안 발암성
을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던 카본블랙 색소를 허용하도록 개정안
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본블랙 색소를 쓸 수 있게 하되 발암물질인 벤
조피렌 등의 허용기준을 5 ppb 이하로 명시했고, 제조과정에서 
불순물로 생길 수 있는 프탈레이트류 등의 물질도 100 ppm을 넘
지 못하도록 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에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쓰이는 카
본블랙 색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해외 기준을 국내에 도입하
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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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등지에서 파는 땅콩 등 10개 품목 조사
  …대다수 미검출
  (아시아경제, 2010년 04월 09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40914431032

954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에서 팔리고 있는 다소비 볶음식품 
중 고온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발암성물질 ‘벤조피렌’을 조사
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9년  전
통시장 및 대형 할인점에서 파는 땅콩, 아몬드 등 볶아 먹는 식품 
10개 품목, 70건에 대한 벤조피렌 잔류량을 파악했다, 이 조사에
서 아몬드, 들깨, 결명자, 메밀, 율무, 참깨 등에서는 벤조피렌이 
불검출이었으며, 땅콩 2건, 옥수수 1건 ,보리 2건에서 0.08 ~ 0.22 

㎍/㎏으로 검출됐으나 이는 정량한계(0.9 ㎍/㎏) 이하로 안전했
다. 

2) 국외
○ Russian spat hits Latvian sprat makers 

(BBC뉴스, 2007년 02월 28일)

http://news.bbc.co.uk/2/hi/business/6385501.stm

 2006년 10월, 러시아로 수입되는 라트비아産  훈제 청어 통조림 
가공품의 일부에서  러시아 정부의 규제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이후 내려졌던 수입 금지 조치가 최근 해제되었다. 벤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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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에 대한 러시아의 규제한도는 1 μg/kg 으로 EU의 허용농도인 
5 μg/kg 에 비하여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회사 관계자는 러시아가 자국의 Kaliningrad

지역의 수산물 가공 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면허 재발급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트비아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이번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하여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Cancer risk confirmed at Adelaide school

 (ABCNews, 2008년 9월 26일)

http://www.abc.net.au/news/stories/2008/09/26/2375524.htm?se

ction=justin 

 호주 Birkenhead시의 Le Fevre 초등학교의 먼지 오염도를 분석
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견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벤조
피렌은 인근 Port River 부근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날아온 먼
지 에 함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호주 정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노출된 기간과 노출농도가 건강에 위해를 입
힐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청 관계자는 학교의 먼지 
제거 작업이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공사현장에서 더 이
상의 먼지 누출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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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비자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1) 피해 감소방안 및 정부 권고사항
○ 위해물질 바로알기 - 식품 중 벤조피렌이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foodnara.go.kr/service/TitleFr2.jsp?mnUrl=ComIndex.jsp&mode

=directGo&product_gubun=C&product_id=kim6209&brdSeq=2268&noteSeq=

632

☞ 탄 음식이 왜 해로운 걸까? 

 육류를 불에 구울 때 고기가 타거나 검게 그을린 부분에는 다환
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가 만
들어지게 되는데, 이 PAHs가 암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PAHs 중에서도 벤조피렌(Benzo[a]pyrene)이라는 물질은 잔
류기간도 길고 독성도 강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벤조피렌을 ‘확인된 인체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 그룹
1)’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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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나? 

 벤조피렌에 단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적혈
구가 파괴되어 빈혈을 일으키고, 면역계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에는 발생 및 생식 독성이 있고 암 
발생률도 증가시킬 수 있다. 

☞ 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벤조피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는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
문에 오염원이 매우 다양하다.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특히 
디젤엔진), 담배연기에 많이 존재하는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공
기, 토양에서도 벤조피렌이 발견되고 농산물이나 어패류 등 조리
나 가공을 하지 않은 식품에도 벤조피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 정부는 벤조피렌과 같은 PAHs 섭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
고 있나? 

 벤조피렌은 유기물질의 불완전연소의 부산물로 일단 환경에 방
출되면 대기, 토양, 지하수에 널리 퍼지기 때문에 되도록 생성 자
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식품 분야의 경우, 2005년 국립독
성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그룹의 식생활을 
통한 PAHs 노출에 기인된 초과발암위해도는 7.96×10-6 이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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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는 일부 식품에 대하여 ‘2.0 ㎍/kg이하’로 권장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준·규격을 확대할 계
획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벤조피렌 기준에 맞추어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식품조리 시 벤조피렌 생성 및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리방법 

   ☞ 가능하면 검게 탄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리하며 탄 부분  
      은 제거한다.

   ☞ 고기를 굽기 전에 불판을 충분히 가열한 후 굽는다.

   ☞ 숯불 가까이서 고기를 구울 때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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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 식품>신종유해물질 FAQ

   http://call.kfda.go.kr/kfdaNew/faq/faqList.jsp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 유해화학물질정보 
https://ccsms.nier.go.kr/ccaris/index.do?cmd=chemistrySearchVie

w&mat_id=10757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물질상세정보
http://ncis.nier.go.kr/totinfo/TotInfoView.jsp

○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http://www.who.int/ipcs/food/jecfa/en/

http://www.fda.gov/downloads/Food/FoodSafety/FoodContami

nantsAdulteration/ChemicalContaminants/Acrylamide/UCM1945

26.pdf

○US ATSDR(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http://www.atsdr.cdc.gov/substances/toxsubstance.asp?toxi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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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해 관리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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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규격기준 및 규제
개정·고시일·최

종 작성일

한국
1)

⦁식용유지: 2.0 μg/kg이하

⦁어·패류 : 2.0~10.0 μg/kg 이하

⦁훈제품: 5.0~10.0 μg/kg 이하

⦁한약재: 5 μg/kg 이하

⦁화장품 배합금지원료

2010. 7. 23.

식약청 고시

제2010-58호

일본
2)

- -

EU
3)

⦁식품 중 1.0 ~10.0 μg/kg wet weight

⦁수질기준

0.00001 mg/L

Regulation 

(EC) No. 

1881/2006

캐나다
4)

⦁olive-pomace oils 중 총 PAHs:

3 ppb Benzo[a]pyrene Toxic 

Equivalents

2007. 07. 09.

Health Canada 

date modified

⦁먹는물 기준: 0.01 µg/L

Year of

reaffirmation :

 2005

미국
5)

⦁해산물: 0.035~0.143 mg/kg
Version Date

2010. 07. 26. 

⦁ 색소 D&C Black No. 2: total 

PAHs-0.5 mg/kg, Benzo[a]pyrene-

0.005  mg/kg

Federal Register: 

2004. 07. 28. 

1) 참고자료(식품공전, 2010)

2) 참고자료 (노동후생성, 2002)

   참고자료 (노동후생성, 2009)

표 10. 벤조피렌(Benzo[a]pyrene)의 국내·외 기준

4.1.   규격기준 및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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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자료 (EU, 2006)

   참고사이트

   Findings of the EFSA Data Collection on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Food

   http://www.efsa.europa.eu/en/scdocs/doc/33r.pdf

4) 참고사이트 Health Canada (본문 69 페이지 참조)

5) 참고자료 (FDA, 2010)

   참고자료 (FDA, 2006)

1) 국내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식용유지, 훈제어육과 훈제건조어
육 등에 대하여 벤조피렌(Benzo[a]pyrene)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식품공전, 2010; 고시 제2010-58호, 2010. 07. 23.)

① 식용유지 : 2.0 ㎍/kg 이하
② 숙지황 및 건지황 : 5.0 ㎍/kg 이하
③ 훈제어육 : 5.0 ㎍/kg 이하(다만, 건조제품은 제외)

④ 훈제건조어육 : 10.0 ㎍/kg 이하(생물로 기준 적용 : 건조로 인
하여 수분함량이 변화된 경우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적용)

⑤ 어류 : 2.0 ㎍/kg 이하
⑥ 패류 : 10.0 ㎍/kg 이하
⑦ 연체류 및 갑각류 : 5.0 ㎍/kg 이하
⑧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 1.0 ㎍/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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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 : 5.0 ㎍/kg 이하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4월 한약재 중 지황과 숙지황에 5 

μg/kg이하로 기준을 설정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3

호).

○ 화장품 배합금지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38호, 고시일  2010. 06. 0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원료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인 배합금지원료에 벤조피렌(Benzo[a]pyrene)을 첨가하였다.



68

2) 국외
(1) 유럽연합(EU)

식품종류 최대농도(μg/kg wet weight)

식품의 성분으로 직접 섭취하는 

기름 및 지방
2.0

훈제 육류 및 그 가공품 5.0

훈제 생선살 및  그 가공품 5.0

훈제되지 않은  생선살 2.0

갑각류, 두족류 5.0

쌍각류 연체동물 10.0

가공된 시리얼 원료 제품, 

영유아용 식품
1.0

분유, 이유제품 1.0

영아용 의료 식이 제품 1.0

표 11. 유럽연합(EU)의 식품별 벤조피렌 기준농도 

                                              (EU,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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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 올리브 포메이스 오일(olive-pomace oils)에 대하여 벤조피렌을 
포함하는 총 PAHs 화합물의 최대오염허용농도(Maximum 

contaminant concentration)가 Benzo[a]pyrene Toxic Equivalents 

3 ppb로 설정되어 있다. 

○ 먹는물의 벤조피렌(benzo[a]pyrene)에 대한 최대허용농도( 

maximum acceptable concentration; MAC)는 0.00001 mg/L (0.01 

µg/L)로 설정되어 있다.

Year of approval : 1988년
Year of  reaffirmation : 2005년 

참고사이트: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ewh-semt/pubs/water-eau/benzo_a_pyrene

/index-eng.php

http://www.hc-sc.gc.ca/ewh-semt/pubs/water-eau/sum_guide-res_r

ecom/chemical-chimiques-eng.php

http://www.hc-sc.gc.ca/fn-an/securit/chem-chim/contaminants-guid

elines-directives-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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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FDA Level of concern (mg/kg)

Shrimp and 

Crab 
Oysters Finfish

Naphthalene 123 133 32.7

Acenapthene NA NA NA

Fluorene 246 267 65.3

Phenanthrene*
18461 20001 4901

Anthracene*

Fluoranthene 246 267 65.3

Pyrene 185 200 49.0

benz(a)anthracene 1.32 1.43 0.35

Chrysene 132 143 35.0

benzo(b)fluoranthene 1.32 1.43 0.35

benzo(k)fluoranthene 13.2 14.3 3.5

benzo(a)pyrene 0.132 0.143 0.035

표 12. 해산물 중의 PAHs 화합물  Level of Concern

(3) 미국
○ FDA Level of Concern

 FDA는 새우, 게, 굴 및 생선류(finfish)의 해산물에 대하여 벤조
피렌을 포함하는 PAHs 화합물들의 Level of Concern 농도를 설
정하고 있다(FD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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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enz(a,h)anthracene 0.132 0.143 0.035

benzo[ghi]perylene* 0.132 0.143 0.035

indeno[1,2,3-cd]pyre

ne 
1.32 1.43 0.35

NA = not applicable 
1 Represents the sum of level of concern for phenanthrene and 

anthracene 

○ 화장품의 색소 원료인 D&C Black No. 2에 대하여 총 PAHs 

농도와 벤조피렌(benzo[a]pyrene)에 대한 최대허용농도가 각각 
0.5 mg/kg, 0.005 mg/kg으로 설정되어 있다(FD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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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리현황

○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중 벤조피렌 
시험법을 신설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일부 식
품에 대하여 2.0~10 ㎍/kg이하로 적용하고 있는 권장기준·규격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09년도 수입식품 등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식품 부
적합 판정 총 1,233건 중 벤조피렌 검출로 인한 사례는 1%에 해
당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자료, 2010. 01. 22.).

    그림 4.  2009년도 수입식품 등 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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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본 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관리를 위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직원 교육용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법적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기타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관련문헌에 언급된 국내․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으며, 다른 자료와 일부 상이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연구개발에 의하여 최신의 연구결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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