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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od contaminants are an emerging issue because food is highly influential to human health. Del-

phi survey was performed to establish the plan for effective management of food contaminants. Fifty experts from

academia, research institute, government and food industries on food safety and policy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open-end questions 161 topics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into five areas and 42 topics as the first round. The five

areas were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n food contaminants’, ‘safety management of food contaminants

derived from environment’, ‘safety management of natural toxins contaminated on foods’,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during food processing’ and ‘construction of cooperative system and public relation-

ship’. At the second round, after analyzing the replies (30/50 replied) the preliminary order was obtained and it was

confirmed at the third round (24/30 replied). We suggest the order of priority for required research area of food con-

taminants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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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1)의 정의에

따르면 식품오염물질이라 함은 생산, 제조, 가공, 준비, 처

리, 수송 등으로 인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식품에

비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을 의미하며, 곤충 및 설치류의

털, 기타 이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의 정의도 이와

유사하며, 납, 수은(메틸수은), 카드뮴, 비소, 주석 등의 중

금속류, 곰팡이독소, 패독, 복어독, 버섯독소 등의 자연독

소류, 다이옥신류, PCBs, PBDEs 등의 환경유래오염물질

류, 헤테로싸이클릭아민, PAHs, 아크릴아마이드, 니트로사

민, 바이오제닉아민, 방사능, HNE, 퓨란, 결합형 3-MCPD

의 제조과정생성 유해물질류, 기타오염물질로 멜라민을 분

류하여 관리하고 있다2). CODEX, NACMCF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Microbiological Criteria on Food),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위해성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위해물질의 심각

성을 분류하였다. 마비성 패독, 기억상실성 패독, 독버섯,

복어독, 보툴리눔독 등의 자연독, 유해중금속, 아플라톡신,

환경호르몬은 사망을 포함하여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정도 심각성이 “높음”인 군에 포함되었으며,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화학반응물질, 곰팡이독소 등은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입원할 정도로 심각성이 “중간”

인 군으로 분류되었다3). 식품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

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식품오염물질 분야와 관련

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 왔지만, 체계적인 자료의 축

적이 부족하며, 새로운 식품오염물질이 출현하고 있다.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일수록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미래의 식품위험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경향4)을 고려할 때,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식

품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연

구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상황의 예측은 체

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

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과거 자료에서 참고할 수 있을 만

한 자료가 부족할 때,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예측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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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때 불확실한 미래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것이 델파이(Delphi) 기법이다5). 축적된 자료가

부족한 식품오염물질 분야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식품안전 관련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델파이

기법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델파이 기법은 미래에 실

현될 주요 기술과제의 실현시기, 중요도 등에 대하여 다수

전문가의 직관을 수렴하는 기술예측의 한 방법으로 조사

결과를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수정 응답할 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전문가 합의법

이라고 한다6). 델파이 조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으며, 비용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7).

델파이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인 익명성 보장을 통해 자신

의 의견 및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

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구 참여자가 결과를 확인함으

로써 연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며 새로운 아이디

어를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8). 최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

라에서도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데, 식

품 분야에서는 2010년 독일 위해성평가연구원인 BfR

(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 에서 실시한 “BfR

Delphi Study on Nanotechnology”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용

역과제로서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및 식품정책 분야 전문

가를 대상으로 식품오염물질 분야에서 필요하며 신속하게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 연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향후

식품오염물질 분야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

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식품오염물질 연구방향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

부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에 종사하는 식품안전 및 식

품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2011년 5

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행하였다(Fig. 1).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학회발표, 정부연구과제 수행, 학

술지 게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과 전문분야가 다양한

50명의 전문가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전문가 그룹의 소속

Fig. 1. Process of Delphi survey.

Fig. 2. Distribution of experts on food safety and policy: preparatory step (n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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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계 52%, 연구계 20%, 정부기관 16%, 산업계 12%로

구성하였으며, 전문분야는 중금속 10%, 곰팡이독소 14%,

패류독소 및 자연독 20%, 다이옥신 및 PCBs 12%, 방사능

8%, 제조가공과정 중 생성물질 16%, 정책 18%, 총식이조

사(Total Diet Study, TDS) 2% 로 구성하였다(Fig. 2). 델파

이 조사 Round 1은 2011년 5월 19일에서 6월 2일에 걸쳐

‘식품오염물질 분야에서 위해평가를 포함하여 필요연구 또

는 안전에 있어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항목’

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분야,

42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설계하여 조사를 진행하

였다. 델파이 조사 Round 2는 6월 25일 - 7월 2일에 걸

쳐 총 50명의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한

후 응답을 취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중요도는 매우중요(5), 중요(4), 중간(3),

중요하지 않음(2), 불필요(1)로 입력하였으며, 시급성은 6개

월 이내 즉시(5), 1년 이내(4), 2년 이내(3), 3년 이내(2), 4

년 이내(1), 4년 이후(0)로 입력하여 델파이 조사 Round 3

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델파이 조사 Round 3에서는

7월 18일 - 7월 25일에 걸쳐 1차 설문에 회신한 30명의

조사 대상에게 설문지 결과를 중위수로 표기하여 재발송

하였으며, 본인의 의견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가

들의 합의에 초점을 두었다. 

회수된 설문지의 결과는 Excel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였

으며, 조사 참여자들의 동의 수준을 수렴도 및 합의도로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필요 연구분

야를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연구분야 도출 및 응답자 분석

식품오염물질 분야에서 위해평가를 포함하여 필요연구

또는 안전에 있어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항목

의 개방형 질문을 하여, 국내 식품분야 전문가 30명의 의

견을 취합하여 161개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다수의 항목을

분석하여 중복 연구의 삭제 및 유사 연구분야 통합 후 42

개의 연구항목을 도출하여 5개 분야, 즉, 식품오염물질 통

합관리 시스템(A),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B), 식

품 중 오염된 자연독소 안전관리(C), 조리가공 중 생성된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D), 국내외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방안(E)으로 분류하였다. 식

품오염물질 통합관리 시스템(A)에는 식품오염물질 모니터

링과 관련하여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관리 및 운영표준

화,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자료 통합 및 DB 구축, 식품

공전 시험법의 개선방안 연구, 식품오염물질 분석품질 인

증체계 구축, 제외국의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사례연구,

식품오염물질 위해 감소와 HACCP 적용에 관한 연구, 총

6개 연구항목을 포함하였다(Table 1). 환경유래 식품오염

물질 안전관리(B)는 중금속, 다이옥신, PCBs 등에 관한 연

구를 통합한 분야이며(Table 2), 식품 중 오염된 자연독소

안전관리(C)는 식품 중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곰

팡이 독소, 패류독소, 복어독 등과 연관되며(Table 3), 신

규유해물질로 관심을 받고 있는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

렌, 바이오제닉 아민, 에틸카바메이트, 3-MCPD, 헤테로

사이클릭아민, 니트로사민, 퓨란 등은 조리가공 중 생성된

Table 1. Priority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n food contaminants (A)

Proposed researches Importance (SD) Urgency (SD) Priority

Management of food contaminants monitoring and standardization of operation 4.96 (0.20) 4.88 (0.33) 1

Integration of food contaminants monitoring data and construction of database 4.12 (0.33) 4.12 (0.60) 2

Improvement plan on analytical methods of Food Code 3.88 (0.33) 3.12 (0.44) 3

Construction of certifying system for the quality of food contaminants analysis 3.80 (0.58) 3.84 (0.62) 4

Case study of food contaminants monitoring of foreign countries 3.80 (0.50) 3.72 (1.14) 5

Application of HACCP and reduction of food contaminants 3.72 (0.61) 2.80 (0.87) 6

Table 2. Priority of safety management on food contaminants derived from environment (B)

Proposed researches Importance (SD) Urgency (SD) Priority

Risk assessment of food contaminants derived from environment 4.08 (0.49) 4.88 (0.44) 1

Study on emerging food contaminants derived from environment 4.08 (0.40) 4.04 (0.61) 2

Monitoring environmental contaminants from various food source 4.04 (0.54) 3.96 (0.68) 3

Monitoring of environmental contaminants from imported foods 4.04 (0.54) 3.92 (0.70) 4

Reduction plan for food contaminants derived from environment 4.04 (0.45) 3.88 (0.67) 5

Exposur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contaminants from food 4.00 (0.50) 4.68 (0.75) 6

Study on analytical methods of environmental contaminants

(including development of rapid detection methods)
3.92 (0.40) 3.92 (0.49) 7

Monitoring environmental contaminants in food from various regions 3.92 (0.70) 3.80 (0.82) 8

Study on the mechanism of environmental contaminants (animal experiment) 2.92 (0.64) 2.68 (1.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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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D)로 분류하였다(Table 4). 3개 분

야(B, C, D)는 공통적으로 식품오염물질 위해평가, 기타

신규 식품오염물질, 식품군별 모니터링, 수입식품 중 식품

오염물질 모니터링, 저감화 방안 연구, 식품섭취에 의한 식

품오염물질 노출평가, 식품오염물질 분석법 연구(신속검출

법 개발을 포함), 지역별 모니터링, 독성작용기전 연구(동

물시험을 포함), 9개 항목을 포함하였다. 식품 중 오염된

자연독소 안전관리의 경우(C),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독소

발생동향, 표준 패류독소 정제방법 연구,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총 11개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국내외 식품오염

물질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방안(E)에는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 식품오염물질로 인

한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매체 및 지침서 개발, 식품

오염물질 경보체계, 제외국의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자

료 공유방안 연구, 식품오염물질 자료의 범국가적 공유체

계방안 연구, 식품오염물질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체계

연구, 식품오염물질로 인한 리스크 대처 시나리오 작성의

7개 항목을 분류하였다(Table 5). 

Table 3. Priority of safety management on natural toxins contaminated on foods (C)

Proposed researches Importance (SD) Urgency (SD) Priority

Effect of climate change on occurrence of natural toxins 4.12 (0.33) 4.00 (0.41) 1

Risk assessment of natural toxins in foods 4.04 (0.35) 4.04 (0.35) 2

Study on analytical methods of natural toxins

(including development of rapid detection methods) 
4.00 (0.29) 3.96 (0.73) 3

Monitoring of natural toxins from imported foods 3.96 (0.54) 4.68 (0.95) 4

Exposure assessment of natural toxins from food 3.92 (0.49) 3.88 (0.53) 5

Reduction plan for natural toxins in foods 3.92 (0.40) 3.20 (0.58) 6

Monitoring natural toxins from various food categories 3.88 (0.53) 4.64 (0.95) 7

Monitoring natural toxins from various regions 3.84 (0.69) 3.80 (0.96) 8

Study on emerging natural toxins in foods 3.84 (0.62) 3.00 (0.76) 9

Purifying methods of standard shellfish poison 3.00 (0.50) 3.72 (0.94) 10

Study on the mechanism of natural toxins in foods (animal experiment) 2.84 (0.62) 2.84 (0.99) 11

Table 4. Priority of safety management on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during food processing (D)

Proposed researches Importance (SD) Urgency (SD) Priority

Risk assessment of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during food processing 5.00 (0.00) 4.16 (0.37) 1

Reduction plans for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during food processing 4.16 (0.47) 4.04 (0.45) 2

Study on emerging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during food processing 4.08 (0.40) 3.32 (0.63) 3

Study on analytical methods of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during food 

processing (including development of rapid detection methods)
4.00 (0.29) 4.08 (0.40) 4

Exposure assessment of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during food

processing 
3.96 (0.61) 4.84 (0.62) 5

Monitoring of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during food processing from 

various food categories
3.96 (0.45) 3.96 (0.68) 6

Monitoring of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during food processing from 

imported foods 
3.88 (0.60) 3.84 (0.90) 7

Study on mechanism of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during food

processing (animal experiment) 
2.92 (0.70) 2.76 (0.97) 8

Monitoring of hazardous substances produced during food processing from 

various regions
2.72 (0.68) 2.48 (1.33) 9

Table 5. Priority on construction of cooperative system and public relationship (E)

Proposed researches Importance (SD) Urgency (SD) Priority

Communication plans 4.96 (0.20) 4.96 (0.20) 1

Development of a guide for food contaminants 4.08 (0.28) 4.88 (0.44) 2

Alarm system for food contaminants 4.08 (0.49) 3.92 (1.00) 3

International sharing monitoring data of food contaminants 4.00 (0.65) 3.96 (0.93) 4

Domestic sharing monitoring data of food contaminants 3.96 (0.54) 3.88 (0.88) 5

Study on legislation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3.96 (0.35) 3.84 (0.85) 6

Development of risk management scenario 3.92 (0.28) 3.96 (0.5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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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 42개 항목을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뒤,

50명의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30명의

응답을 받아 60%의 회수율을 보였다. 1차 응답자 30명의

구성은 학계 13명 (43%), 정부기관 8명 (27%), 연구계 5명

(17%), 산업계 4명 (13%) 이며, 전문분야는 중금속 2명

(7%), 곰팡이독소 6명 (20%), 패류독소 및 자연독소 4명

(13%), 다이옥신 및 PCBs 5명 (17%), 방사능 2명 (7%),

제조가공과정 중 생성물질 7명 (23%), 정책 3명 (10%), 총

Fig. 3. Distribution of experts on food safety and policy at Round 2 (N = 30).

Fig. 4. Distribution of experts on food safety and policy at Round 3 (N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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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조사 1명 (3%) 이었다(Fig. 3). 설문에 응답한 30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중위수로 표기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25

명의 회신을 받았으며, 회수율은 80%이었다(Fig. 4). 최종

응답자 25명의 소속은 학계가 10명 (40%)으로 가장 많았

으며, 정부기관 7명 (28%), 연구계 4명 (16%), 산업계 4명

(16%) 이었다. 25명의 응답자 중 제조가공과정 중 생성물

질 전문가가 7명 (28%), 곰팡이 독소 5명 (20%), 패류독소

및 자연독소 4명 (16%), 방사능 2명 (8%), 중금속 2명(8%),

다이옥신 및 PCBs 3명 (12%), 식품관련 정책 1명 (4%), 총

식이조사 1명 (4%) 이었다.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응답한 설문지를 재발송하여 수정의 기회를

제공한 후 42개 문항에 대한 연구 중요도, 연구수행시기에

대한 수렴도 및 합의도를 분석한 결과, 각각 0.0 및 1.0에

도달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의점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

였다. 

연구 우선순위 설정

전문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점수를 바탕으로

연구 중요도에 가중치를 두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를 설정하였다. 식품오염물질 통합관리 시스템(A) 중 우선

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연구는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관

리 및 운영 표준화 (4.96)와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자료

통합 및 DB 구축 (4.12)이다. 이들은 연구중요도가 높음

을 의미하는 4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시급성 면에서도

4.88점 및 4.12점을 기록하여 해당 연구가 1년 이내에 수

행되어야 하는 시급한 연구로 조사되었다. 우선순위 3-6위

는 식품공전의 개선방안 연구 (3.88), 식품오염물질 분석품

질인증체계 구축 (3.80), 제외국의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사례연구 (3.80), 식품오염물질 위해 감소와 HACCP 적용

에 관한 연구 (3.72)의 순서였다. 식품오염물질 분석품질인

증체계 구축 (3.84), 제외국의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사례

연구 (3.72), 식품공전 시험법의 개선방안 연구 (3.12)는 연

구 시급성이 중간정도로, 1-2년 이내에 해당연구를 시작해

도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식품오염물질 위해

감소와 HACCP 적용에 관한 연구 (2.80)는 2-3년 이내에

연구를 시작해도 되는 것으로, 제시된 연구분야 중 시급성

이 가장 낮았다(Table 1). 김3)등의 연구에 따르면, 식품 모

니터링은 국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운영에 있

어서 체계적 계획, 생산에서 소비까지 관리의 일관성, 표준

화된 매뉴얼이나 지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정

기적인 조사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

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관리 및

운영 표준화,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자료 통합 및 DB 구

축이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조사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분야(B)에서 평균 4점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것은 6개 항목으

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연구가 다수였다

(Table 2).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에서는 위해평

가 및 기타 신규 환경유래식품오염물질에 관한 연구의 중

요도가 동일하게 4.08이지만, 시급성 면에서 위해평가가

4.88로 조사되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환경유래 식품오

염물질 위해평가가 1순위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

다. 식품군별 모니터링, 수입식품 중 환경유래 식품오염물

질 모니터링,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저감화 방안 연구는

각각 중요도 4.04로 동일하였지만, 시급성이 각각 3.96,

3.92, 3.88이었기에 우선순위는 3-5로 설정하였다. 상대적

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연구 분야는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분석법 연구 (3.92), 지역별 환경유래 오염

물질 모니터링 (3.92), 동물시험을 포함하는 환경유래 식

품오염물질의 독성작용기전 연구 (2.92) 분야였다. 

식품 중 오염된 자연독소 안전관리 분야(C)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독소 발생동향 (4.12)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뒤를 이어 위해평가 (4.04), 신속검출법

을 포함하는 분석법 연구 (4.00)가 중요도 4점 이상으로 중

요한 연구 분야로 제시되었다(Table 3). 중요도에서 상대적

으로 낮은 점수를 얻어 우선순위에서는 상위에 위치하지

못하였지만 수입식품 중 오염된 자연독소 모니터링과 식품

군별 오염된 자연독소 모니터링이 시급성에서 각각 4.68과

4.64점을 얻어 1년 이내에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는 연구

분야로 조사되었다(Table 3). 최근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

후변화로 인해 동물건강이 악화되고 이와 더불어 동물원

성 감염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식품미생물의 증식능력이

증가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며, 곰

팡이독소 및 유해 해조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11). 특

히, 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등 기후요소들의 변화는 농작

물이나 식품을 숙주로 삼아 발생하는 아스퍼질러스, 페니

실리움, 푸사리움 속 곰팡이의 성장과 아플라톡신, 오크라

톡신,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등의 곰팡이 독소 발생에

큰 영향을 주어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12). 2002년 중유럽에서 홍수로 인해 PCBs

와 다이옥신이 토양에 오염된 사례도 보고되었다13). 이처

럼 기후변화가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재까지 완벽한 대비책은 없기에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 다양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 이에 대

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새롭게 이슈화되는 오염물질은 많은 경우 비의도

적으로 조리가공 중 생성되는 것들이다. 가공식품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추세가 향후 가속화될 것을 고

려할 때 조리가공 중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식품유해

물질의 안전관리(D)는 시급한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도 이

와 유사하게, 조리 가공 중 생성된 식품유해물질 위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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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모든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요

도 5점으로 합의하였다(Table 4). 뒤를 이어 저감화 방안

연구 (4.16), 기타 신규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 (4.08), 신속

검출법을 포함한 분석법 연구 (4.00)가 중요한 연구분야로

제시되었다. 지역별 모니터링은 중요도 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제조가공과정 중 생성물질의 경우 지역별

차이보다는 식품군별 또는 가공조건별로 유해물질의 생성

량 및 매커니즘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식품의 제조가공과

정 중에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연구된 것은 아크릴아마이드로, EU에서는 “HEATOX

Project” 라는 이름하에 14개 국가, 24 파트너와 함께 2003

년부터 2007년까지 40개월에 걸쳐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

기전 및 독성,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화 방안까

지 제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14). 식품의 조리 가공 중 생

성되는 유해물질은 식품원료 및 조리가공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15) 특정 유해물질, 특정 원료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설정이나 일괄적인 저감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공 조건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식품 가공 중 열처리에 의해 생성

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 퓨란, 헤테로사이클릭아민

(HCAs),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등은 메일라드(maillard)

반응 유래 식품유해물질 군으로, 발효과정 중 생성되는 에

틸카바메이트, 바이오제닉 아민류는 발효유래 식품유해물

질 군으로, 산분해 공정 및 염소 함유 고온처리 식품에서

생성되는 MCPD 및 MFS (MCPD Forming Substances)는

산 분해 공정 유래 식품유해물질 군으로 분류하며, 그 외

니트로사민 군, 벤조피렌 군, 조리가공 중 생성되는 신규

유해물질 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

단된다.

식품오염물질과 관련한 국내외 협력, 정보공유, 홍보 분

야(E)에 있어서는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

에 대한 연구 (4.96)가 가장 중요하며, 6개월-1년 이내에

신속하게 연구를 시작해야하며, 그 뒤를 이어 식품오염물

질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매체, 지침서 개발

(4.08) 및 식품오염물질 경보체계 (4.08), 제외국의 식품오

염물질 모니터링 자료 공유방안 연구 (4.00), 식품오염물질

자료의 범국가적 공유체계방안 연구 (3.96), 식품오염물질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체계 연구 (3.96), 식품오염물질로

인한 리스크 대처 시나리오 작성 (3.92) 순으로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Table 5). 이 분류에서 1-3순위를 기록한 것은

교육 및 홍보에 관련한 것으로 식품오염물질과 관련한 홍

보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정16)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45

명 중 42명 (93.3%)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식품안전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소비자는 73명

중 43명 (58.9%)만 이에 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비

자들의 정보 활용도가 전문가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를 고려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어떠한 물질이 과학적으

로 위해(hazard)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는 이러한 위해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위해성(risk)을 바탕으

로 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4)가 실시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품위해 정보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

면, 소비자들은 식품이 인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

법에 관한 정보를 가장 전달받기를 원하였다. 또한, 위해

요인에 따라 적합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여

야 한다. 위해는 밝혀졌지만 완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밝혀진 바 없는 중금속, 다이옥신, 아크릴아마

이드와 같은 위해요소는 주의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현재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기술의 한계를 이해시키고 이러한

위해요소에 노출되는 정도를 개인이 조절할 수 있도록 위

해요소에 대한 정보 및 저감화 방안 등을 제공 해주는 것

이 필요하다. 많은 위해요소들은 위해는 있지만 실제로 그

러한 위해가 작용하는가(risk)는 노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막연한 불안감이 커뮤니케이션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므로 정부와 소비자 간의 지식,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합의를 도출하는 합의 커뮤니케이션이 적합하다.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난 것이 식품오염물질 경보체계였다. 유럽연합은 식

품 및 동물사료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

(risk)이 있다고 확인할 경우 관할관청 사이에 정보를 교

환하는 기본적인 도구인 신속경보통보체계(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를 1979년부터 수행하

고 있다18). 모든 EU 국가와 그 외 일부 유럽 내 국가뿐만

아니라 EFSA, EC도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연결망을 통하여 각 구성원들에게 경보통보

를 함으로서 단시간 내에 각 국가들이 최근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소비

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효율적인 체계이

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신속경보통보체계와 IT 기술을 접

목한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떠한 상품이 위해상품

으로 등록될 경우 유통업체 계산대에서 확인이 이루어져

자동으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차단된다19). 이러한 기술은 아

직 초기 단계이지만, 모든 식품 판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적극적 홍보를 한다면, 국민이 신

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방향 제안

이 조사를 통해 동물시험을 포함한 독성작용기전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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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연구는 오염물질 세 가지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우선

순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는 이미 국제

적으로 많이 진행되었고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율

적일 것이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식품오염물질의 위해평가를 위해서는 식품오염물질 모니

터링 및 국내 식이섭취 데이터에 근거한 노출평가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모니터링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하나, 식품안전 분야에서

모니터링은 ‘관심의 대상인 현상의 변화를 감시하고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모니터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

한다20). 식품모니터링은 여러 기관,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

는데, WHO는 Global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

Food Contamination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GEMS/Food)을 1976년부터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운

영하고 있다. WHO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 내 오염물

질의 수준 및 경향, 오염물질의 인체노출 기여도, 공중보건

과 무역에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CODEX 및 관련기관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21). 미국은 1960년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후 이를 확대하여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오염관련 모니터링을 주기적, 체계

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22).

또한 EU는 1997 No. 149923) 법에 의해 EU 국가 및 아시

아,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국제유해물질 연구과

제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식품모니터링이 법적

으로 의무화되어 있어24), 1995년부터 식품법에 근거한 국

가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위해성과 심

각수준에 기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중장기 모니터링 대상

위해물질을 선정하며 5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모

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3). 국내에서는 1967년 농촌진흥청

에서 국내산 쌀 시료 중 Hg 함량을 측정한 것이 국가 차

원의 모니터링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25), 이후 지속적으

로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여왔지만, 농림수

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품

목과 방법이 다르며,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형

태를 취해왔다. 이로 인해 체계적으로 장기간 축적된 자

료는 부족하며 각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총 수은, 메틸수은, 납, 카드뮴, 비소, 주석 등의 중금속

6종과 다이옥신, PCBs 등의 신규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

리를 위해 유해물질을 인체노출량(유해물질 총섭취량) 중

심으로 체계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오염물질 안

전관리 종합계획(2011.10.27)26)’은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전

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다. 환경유래오염물질 뿐

만 아니라 식품 중 오염된 자연독소, 제조가공 공정 중 생

성된 유해물질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우리나라 식이 섭취 데이터에 기초한 위해평가

를 실시하고 나아가 저감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식품 안전

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요  약

식품오염물질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대부

분 단기적 과제이었기에 식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오

염물질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

정하였다.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소속

에 있는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개

방형 질문을 하였으며, 161개의 필요연구항목을 도출하였

다. 이를 분류하여 5개 분야, 42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 5개 분야는 ‘식품오염물질 통합관리 시

스템’,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 ‘식품 중 오염된

자연독소 안전관리’, ‘조리가공 중 생성된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 ‘국내외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방안’ 이었다. 전문가들이 답한 설문지(30/

50 응답)를 분석하여 필요연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

며, 전문가들의 합의단계를 거쳐(24/30 응답) 이를 확정하

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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