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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용어 해설

○ 통합위해성평가 :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인체적용제품과

대기, 물, 토양 등 환경 노출원을 고려하여 인체 총 노출량에 대한 

위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함.

○ 노출원 : 위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식품, 화장품, 장난감,

물, 토양, 대기 등이 해당되며, 사람은 노출원을 통해 위해요소에 

노출됨.

○ pg TEQ/kg b.w./day : 다이옥신류(29종)의 체중 당 일일 노출되는 

양을 표기하는 단위임.

* pg(피코그램) 1그램을 1조로 나눈 값(10-12)

* TEQ(Toxic Equivalent, 독성등가환산농도) : 다이옥신류 29종 중 독성이 가장 

큰 물질(2,3,7,8-TCDD)의 독성을 1로 하고 다른 다이옥신류의 독성을 상대적 

비율로 환산한 농도  

○ 인체노출안전기준 :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

되었을 경우 평생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노출량을 말함.

○ 독성참고값 : 인체노출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위해 여부 판단에 사

용되며, 동물독성시험 혹은 인체역학 연구에서 확인된 위해요소의 노

출량과 유해영향을 용량-반응 평가하여 산출한 독성값으로 최대무

독성용량, 최소유해용량 및 벤치마크용량(BMDL) 등이 포함됨.

○ 바이오모니터링 : 인체시료(혈액, 소변, 머리카락, 모유 등)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실제 노출량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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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표 1. 다이옥신류의 다양한 노출원을 통한 총노출량

노출원 노출경로 1-2세 3-6세 7-12세 13-18세 19-64세 ≥65세
식품 경구 0.887 0.677 0.456 0.282 0.389 0.265

식품 
이외 
제품2

)

화장품 경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위생용품 경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어린이용품 경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비자제

품 경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환경
대기 흡입 0.034 0.017 0.010 0.008 0.007 0.007

먹는물 경구 0.014 0.011 0.009 0.007 0.007 0.007
토양 경구 0.025 0.012 0.006 0.004 0.001 0.002

다이옥신류 총노출량　 0.960 0.717 0.481 0.301 0.404 0.281
인체노출안전기준 2.0 2.0 2.0 2.0 2.0 2.0

위해지수 0.48 0.36 0.24 0.15 0.20 0.14
* 위해지수 공식 : 노출량 ÷ 인체노출안전기준
  (위해지수가 1보다 크면 위해우려 있음으로 판단) 

단위 : pg TEQ/kg b.w./day

품목분류 노출경로 1∼2세 3∼6세 7∼12세 13∼18세 19∼64세 65세이상
식품 경구 0.366 0.293 0.230 0.145 0.192 0.170

식품이외 
제품

화장품 피부 0.001 0.001 0.003 0.002 0.002 0.002
어린이용품 경구 <0.0001 <0.0001 - - - -

담배 흡입 - - - - 0.01 0.011
기타소비자제품 피부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환경

먹는 물 경구 0.084 0.079 0.057 0.041 0.039 0.036
대기 흡입 0.018 0.011 0.006 0.004 0.008 0.006

토양 및 먼지 피부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경구 0.111 0.063 0.057 0.042 0.013 0.010

납 총 노출량 0.581 0.448 0.354 0.235 0.264 0.235
독성참고값 0.5 0.5 0.63 0.63 0.63 0.63
노출안전역 0.85 1.12 1.78 2.68 2.39 2.68

* 납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이 철회되어 독성참고값과 비교하는 노출안전역으로 판단: 
  노출안전역 공식: 독성참고값 ÷ 노출량
  (납의 경우 역학연구를 기반으로 산출된 독성참고값이므로 노출안전역 1 이상일 경우 위해우려 낮은 것으로 판단)

표 2. 납의 다양한 노출원을 통한 총노출량
단위 : ㎍/kg b.w./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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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노출경로 1∼2세 3∼6세 7∼12세 13∼18세 19∼64세 65세 이상
식품 경구 0.179 0.126 0.087 0.052 0.075 0.061

식품이외 
제품

화장품 피부 0.008 0.005 0.003 0.001 0.001 0.001
어린이용품 경구 - - - - - -

담배 흡입 - - - - 0.0005 0.0006
기타소비자제품 피부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환경매체
물 경구 0.018 0.016 0.011 0.008 0.008 0.007

대기 흡입 0.0007 0.0007 0.0004 0.0004 0.0003 0.0004
토양 및 먼지 경구 0.0003 0.0003 <0.0001 <0.0001 <0.0001 <0.0001

수은(무기)의 일일 총 노출량 0.206 0.148 0.102 0.062 0.085 0.070
인체노출안전기준 0.528 0.528 0.528 0.528 0.528 0.528

위해지수 0.39 0.28 0.19 0.12 0.16 0.13

표 3. 수은의 다양한 노출원을 통한 총노출량
단위 : ㎍/kg b.w./day

품목분류 노출경로 1∼2세 3∼6세 7∼12세 13∼18세 19∼64세 65세 이상
식품 경구 0.412 0.461 0.562 0.277 0.358 0.238

식품이외 
제품

화장품 피부 0.002 0.001 0.013 0.008 0.007 0.008
어린이용품 경구 <0.0001 <0.0001 <0.0001 - - -

담배 경구 - - - - 0.011 0.011
기타소비자제품 피부 0.00004 0.00003 0.00005 0.00008 0.00007 0.00008

환경
먹는 물 경구 0.036 0.032 0.022 0.016 0.016 0.014

대기 흡입 0.001 0.001 0.001 0.0004 0.001 0.0004
토양 및 먼지 경구 0.023 0.012 0.008 0.005 0.002 0.002

카드뮴 총 노출량 0.474 0.507 0.606 0.306 0.395 0.273
인체노출안전기준 0.833 0.833 0.833 0.833 0.833 0.833

위해지수 0.57 0.61 0.73 0.37 0.47 0.33

표 4. 카드뮴의 다양한 노출원을 통한 총노출량
단위 : ㎍/kg b.w./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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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노출경로 1∼2세 3∼6세 7∼12세 13∼18세 19∼64세 65세 이상
식품 식품전체 경구 0.578 0.518 0.383 0.263 0.243 0.284

식품이외 
제품

화장품 피부 0.036 0.023 0.141 0.092 0.084 0.092
어린이용품 경구 0.064 0.001 - - - -

담배 경구 - - - - 0.001 0.001
기타소비자제품 피부 0.0002 0.0001 0.0002 0.0004 0.0004 0.0004

환경
먹는 물 경구 0.090 0.079 0.056 0.040 0.040 0.036

대기 흡입 0.010 0.011 0.001 0.001 0.004 0.001
토양 및 먼지 경구 0.036 0.02 0.015 0.011 0.008 0.004

비소(무기) 총 노출량 0.814 0.652 0.596 0.407 0.380 0.418
인체노출안전기준 1.285 1.285 1.285 1.285 1.285 1.285

위해지수 0.63 0.51 0.46 0.32 0.30 0.33

표 5. 비소의 다양한 노출원을 통한 총노출량
단위 : ㎍/kg b.w./day

품목분류 노출경로 1-2세 3-6세 7-12세 13-18세 19-64세 65세이상

식품 경구 4.221 3.223 2.294 1.639 1.566 1.176

식품이외 
제품

화장품 피부 0.162 0.104 0.692 0.442 0.404 0.442

어린이용품 경구 0.021 0.000 - - - -

담배 흡입 - - - - 0.01 0.011

환경 먹는 물 경구 0.361 0.317 0.224 0.159 0.158 0.144

3가크롬 총 노출량 4.765 3.644 3.210 2.240 2.138 1.773

인체노출안전기준 300 300 300 300 300 300

위해지수 0.02 0.01 0.01 0.01 0.01 0.01

표 6. 크롬의 다양한 노출원을 통한 총노출량단위 : ㎍/kg bw/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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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응답

Q 1. 다이옥신류는 무엇인가?

- 쓰레기 소각, 화산활동, 산불 등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자연발생하거나

염소와 방향족 탄화수소 등의 합성과정에서 불순물로 생겨난 물질

- 폴리염화디벤조다이옥신류(75종) 및 폴리염화디벤조퓨란류(135종)

동족체의 혼합물(210종)을 통칭하며, 이 중 2,3,7,8-TCDD를 포함한 

17개 동족체가 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3,7,8-TCDD는 베트남전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에 포함된 2,4,5-T의 불순물임

- 독성이 큰 17종 이외 다이옥신류와 유사한 독성을 갖는 다이옥신 유사

PCBs (dioxin-like PCBs) 12종을 포함하여 총 29종을 다이옥신류라 함.

Q 2. 중금속은 무엇인가?

- 자연적으로도 존재하는 물질이며, 생산·제조 등 산업에 사용되는 

금속임.

- 구리, 철, 아연 등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Q 3. 중금속을 관리해야 할 이유는?

- 중금속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산업적인 제조과정을 통해 생성

되어 대기, 토양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식품, 생활제품 등에서도 

검출되므로, 소비자의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함.

Q 4. 사람은 중금속 및 다이옥신류에 어떻게 노출되는가?

- 사람은 식품, 물, 공기 혹은 생활제품 등을 통해 매우 적은양의 
중금속 및 다이옥신류에 노출될 수 있음.

- 또한 이들을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일부 산업체의 작업장에서도 
노출될 수 있음.

- 다만, 중금속이나 다이옥신류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바로 질병이나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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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 우리나라 중금속 및 다이옥신류의 주요 노출원은?

- 중금속 및 다이옥신류의 주요 노출원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음.

Q 6. 식품이외 중금속 체내 노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 식습관, 생활습관, 유전적요인, 흡연 등의 요인도 체내 중금속 
노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짐.

- 납은 1-2세 유아의 경우 환경(집먼지 및 토양)도 주요 노출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손이나 물건을 빠는 행동특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Q 7. 중금속 노출에 의한 위험성은 무엇인가?

- 단기간 많은 양의 중금속에 노출되면 빠르게 급성 중독증상(마비,
메스꺼움, 구토, 혼수상태 등)이 나타나거나 사망할 수도 있음.

- 매우 적은 양으로 오랫동안 중금속에 노출되는 것을 만성적 노출이라
하며, 만성적 노출은 확실하게 건강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나 매우 느리게 나타날 수 있음.

Q 8. 인체바이오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은 오랫동안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체 시료(혈액, 소변, 머리카락, 모유 등) 분석을 통해
실제 체내의 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노출 변화를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경로와 
모든 노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음.

Q 9. 중금속과 다이옥신류의 체내 반감기는?

물질 시료 반감기

납
뼈 5년

혈액 30일

카드뮴
소변 10년 이상

혈액 100일

수은 혈액 18일

다이옥신(2,3,7,8-TCDD) 혈액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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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 중금속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은?

- 우리의 몸은 중금속에 노출되면 오랜 기간 천천히 배출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체내 장기)에 저장함으로써 뇌, 신경 및 기타 장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자연적으로 반응함.

- 그러나 급성 중금속 중독 시에는 중금속을 우리 몸에서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킬레이트 작용을 하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함.

Q 11. 중금속 노출을 예방하는 방법은?

- 가장 좋은 방법은 중금속의 노출원을 확인하고, 제거하여 추가적인
노출을 예방하는 것임.

- 실내에서는 먼지가 없도록 잘 청소하기, 나물 조리 시 중금속이 물
에 우러나오도록 데쳐서 조리하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
관 가지기, 금연 및 금주 실천 등은 중금속을 줄이는데 도움이 됨.
(식약처의 카드뉴스 참고)

Q 12. 다이옥신류의 인체바이오모니터링에서 측정된 체내 농도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 체내 축적성이 높은 다이옥신류의 바이오모니터링 결과는 과거부터의
노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20년∼25년 전 노출을 반영할 수 있음.

- 우리국민의 2010년∼2012년 및 2017년∼2018년에 각각 수집된 인체
시료에서 다이옥신류 분석값은 과거 노출로부터 계속 축적된 체내
총 노출량으로 고려됨.

- 2010년∼2012년에 비해 2017년∼2018년에는 비슷하거나 감소 경향 
보이나, 정책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Q 13. 통합위해성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등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체중심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 2018년부터 통합위해성평가부처협의회를 구성하여 평가방법의 기술
조화 및 노출원의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해 협력 중임.

- 각 부처별 안전관리 우선순위, 주요 노출원 및 관리 대상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의 체내 유해물질 노출을 저감하는
정책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