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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놀라게 한 유제품 원료가 사용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내용의 유사점이 있다.

멜라민의 위해성

글루텐은 원래 곡식에서 추출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물을 섞어 양을 늘리면 단백질 함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질소(Nitrogen)함량이 많은 멜라민을 타서 단백질 함량이 정상적으로 함
유된 것처럼 보이도록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즉 유제품 원료가 사용된 식품의 경우도 우
이효민

유에 물을 타서 우유의 양을 늘리고 희석된 단백질 함량을 위장하기 위해 멜라민을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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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질소(N)의 양을 측정하는 단백질 함량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과자류 등과 같은 관련 제품에도 유입되어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
질이 첨가된 것이다. 이는 다시 한 번 요약해 보면 생산단가를 줄이면서도 괜찮아 보이는 제
품을 생산해 소득을 올리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멜라민의 독성
멜라민(Melamine)에 대한 구체적 안전·위해성에 관한 보고는 2007년 5월 미국 FDA에

멜라민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이번 중국의 영·유아의 경우가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은

서 동물사료 중 멜라민 오염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고의 초점은 신장질환 발생

사람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인체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었고 WHO 산하 국제

으로 인한 개와 고양이의 떼죽음이었고, 멜라민 이외에도 멜라민 유도체인 시아누르산

암연구소(IARC)에서는 멜라민을 발암등급 3(Group 3: Not classifiable as to its

(Cyanuric acid) 등의 복합독성에 의해 신장에 결석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carcinogenicity to humans)으로‘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
고 결정하

사안은 확대되어 2008년 9월 중국에서 3명의 영아가 사망하였고 54,000여 명의 영·유아

고 있기 때문이다.

가 멜라민 관련 신장질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뿐만 아니

멜라민은 대사되지 않고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체 내의

라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캐나다,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반감기는 약 3시간 정도로 고용량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신장과 방광 등에 잔류하는 것으로

미얀마, 가봉, 예멘,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전 세계에서 중국산 멜라민 제품으로 인해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WHO, 유럽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미국

현재도 몸살을 앓고 있다.

FDA 등에서 식품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멜라민 위해성 연구에 관심을 갖는 초점은 멜라민만
의 독성이 아니다. 멜라민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그 독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은 모두 인지하

위와 같은 사안을 요약하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멜라민 파동은 사료부터 시작하여 유제
품, 과자류의 식품성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확인된 사안만 하더라도 무려 수십 종 이상의 제

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은 멜라민만이 아닌 시아누르산과
의 복합독성이 궁극적으로 신장독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품이 관련되어 있고 멜라민 문제점이 알려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중국 보건당국의 근원적 조

2007년 미국 FDA에서 개와 고양이 사료에서 확인된 오염 글루텐 성분에는 멜라민

처가 없었다는 것과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시장에 대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놀랄

(8.4%) 이외에도 시아누르산(Cyanuric acid, 5.3%), 아멜라이드(Ammelide, 2.3%), 아

만큼 확대되어 있어 거대한 식품사고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멜린(Ammeline, 1.7%) 등과 같은 멜라민 유사화합물이 함께 오염되어 있었고 이들이 멜라
민 부산물로 개입되었는지 혹은 별도로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당시에

멜라민의 용도와 식품에서 검출된 이유

도 많은 의문점을 남긴 사건이었다.

멜라민은 파우더형태의 공업용 화학물질로 플라스틱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이용된다. 열에
강한 특성 때문에 식기 등 주방기구, 화이트보드, 바닥타일, 플라스틱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현재 과학자들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각 물질별로‘사람이 평생 동안 매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제조나 가공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며 더더욱 식품에서 검

일 먹어도 안전한 양’
을 의미하는‘일일내용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즉 인체

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현 노출수준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멜라민의 경우는 미국 FDA와

사료 중 글루텐(Gluten)이라는 단백성분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것과 이번에 전 세계

유럽의 EFSA에서‘체중 1kg당 0.63mg’및‘체중 1kg당 0.5mg’
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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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EFSA의 일일내용섭취량인‘체중 1kg당 0.5mg’
을 적용
하고 있다.

중국의 멜라민 위해 상황과 우리나라 위해 상황과의 차이점

송편의 추억
- 새댁의 첫 추석 이야기~

중국의 경우는 고농도의 멜라민이 검출된 분유제품(최고 2,563ppm)을 주식으로 섭취하

권오분

는 영·유아 그룹의 지속섭취에 의해 신부전, 신장결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자유기고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행히 분유제품에서의 멜라민 검출이 없었고, 검출되지 않았다면
바람직했겠으나 일부 과자류에서 검출되었다. 다행히 검출된 제품의 분석결과 불검출 혹은
다양한 멜라민 농도를 나타내어 고농도 멜라민의 지속노출에 대한 우려는 적었다는 점이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중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국산 분유에서는 멜라민 이외에도 저질 단백
분 사용에 의한 다른 유해물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는 명쾌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조용한 편이다.
나는 월악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영월에서 내려오는 남한강의 상류가 합쳐지는 삼
현재 미국 FDA(10월 3일자)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중국에서 문제 시 되었던 분유제품

각주인 곳에서 자랐다. 산과 물과 들이 모두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고 정선 아리랑을

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미국 FDA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부족에

구성지게 부르며 뗏목을 타고 영월에서 흘러 내려오던 뗏목꾼들이 서울로 가는 길에 첫 밤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조제분유 섭취에 의한 멜라민과 그 유사체 노출이 반드시 영·

을 쉬고 가던 작은 마을이었다. 이 때문인지 한복을 화려하게 입은 아가씨들이 젓가락을 두

유아에게 유해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

드리며 노랫가락을 불러 대던 술집이 있어서 때로는 그 술집 앞에서 뒷짐을 지고 서서 그들

고 있다.

의 모습을 보는 걸 좋아했었다. 닷새에 한 번씩 장이 서면 여름에는“아이스케키 얼음과자”
를 외치는 소년이 하늘빛을 닮은 빙과를 팔고 겨울엔 동태를 파는 아저씨가 와서 판을 펼치

- 중국 내 멜라민 검출제품 내에 멜라민 이외에도 시아누르산과의 동시 오염에 대한 가능성

면 눈알이 툭 불거진 동태가 두 마리씩 칡넝쿨에 꿰여서 장국밥과 막걸리 한잔에 거나해진

- 고농도의 멜라민 분유제품을 주식으로 하는 영·유아 그룹의 지속섭취에 대한 가능성

아저씨들의 손에 들려가곤 하던 산골 마을이었다.

- 미성숙 저체중아일 경우 정상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유를 섭취하는 기간이 길었을 것이며 체중
당 노출부담이 컸을 것에 대한 개연성 등

장날이 아니면 한적하기가 그지없던 내 고향은 충주에서 제천이나 단양으로 가는 장거리
버스가 하루에 네 번 지나갈 뿐, 조금 잘 사는 집에서는 녹슨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조금 더

멜라민 위해 관리

잘 산다 싶으면 소가 있고 마차가 있어서 농사지은 것들이나 땔감을 싣고 다녔다. 자전거나

중국산 멜라민 제품에 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 홍콩, 대만, 캐나다 등에서는 정확한

마차도 없고 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우리 집은 추석 전날 동향이었던 우리 집 마당에서 둥실

정보가 없는 상황하에서 멜라민 오염 사태의 확산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기준, 잠정기준 혹

떠오르는 달을 보며 빈대떡을 부치고 엄마와 둘이 앉아 송편을 빚으며 시집오기 전의 외할

은 건강에 우려가 없는 수준(Health concern level) 등을 최근에 발표한 바 있다.

머니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재미있는 일의 전부였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멜라민은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며 그 기준을 명
확히 설정하여 관리하자는 것이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디딜방아에 가서 떡 방아를 빻을 때면 다리도 아프고 지루했다. 빻아서 고운체로 치고 체

다. 뿐만 아니라 자국 내로 반입된 제품을 중심으로 오염원 개입에 대한 잠재성까지 고려한

안에 있던 것을 다시 돌확에 넣고 또 방아를 찧고…. 요즘처럼 5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떡가

지속적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위해 관리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루가 만들어지는 시절이 오리라곤 상상도 해 본 일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귀찮다고 송

중요한 내용은 관리를 철저히하여 멜라민의 인체노출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편을 사 먹어 떡을 빚는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