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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은은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식수 또는 식품을 통해 인

간에게 노출되는 중금속이다. 인간이 수은에 중독되면 신

경계와 신장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

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면역계, 생식기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특히, 태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수은 중독에 대한 민감도가 5~10배 더 커서,2 자궁 내

에서 수은에 노출될 경우, 모체에서는 그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도, 영아는 출생이후 신경발달지연 등의 부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3,4

일반인이 수은에 노출되는 경로는 호흡을 통해 대기에

있는 수은에 노출되거나, 수은에 오염된 식수나 식품을 섭

취할 경우, 그리고 치과나 의료 치료를 통한 노출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은

에 노출되는 가장 주된 경로는 식품이다.5 따라서 수은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통

한 수은의 노출수준과 노출경로를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식품을 통한 수은의 노출

수준 평가 방법은 식품 내 유해물질 함량을 직접 분석하거

나, 식품섭취량을 조사하여 식품별 수은 함량 데이터베이

스와 연계하여 수은 섭취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

다.6-8 직접분석법은 섭취한 식품의 수은 함량을 직접 분석

하는 것으로, 수은 노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나, 시간

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대규모 조사에서는 총 식이조사나 식사조사를 통해 식품

섭취량을 조사한 후 수은의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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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한다.6-8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국가 차원에서

총 식이조사 (Total Diet Study, TDS)를 수행하고 있다. 총

식이조사는 대표식품을 대상으로 섭취 직전 단계 (Table-

ready)의 유해물질 함량을 직접 분석하여, 섭취량과 연계하

여 유해물질 섭취량을 추정하는 노출량 평가 방식이다.6 그

러나 총 식이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등장한 식품 중

일부 대표식품 (약 110개)만을 선정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되지 않은 나머지 식품 (약 400개)에 의한 노출량을 추

정할 수 없어, 실제보다 노출량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단

점이 있다.

식사조사를 통해 식품으로 인해 노출되는 수은의 양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식품섭취빈도조사법과 24시간 회상법,

식사기록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식품섭취빈도조사법은

대표적인 일부 식품의 장기간의 대략적인 섭취빈도를 조

사하는 방법으로, 조사된 식품의 섭취 빈도와 식품별 수은

함량자료를 연계하여, 대략적인 수은 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다.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조사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조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은 섭취량 추정의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24시간 회상법이나 식사기록법은 단기

간 동안 개인이 섭취한 모든 식품의 종류와 양, 조리방법 등

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방법으로, 식품별 수은 함량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비교적 정확한 개인의 수은 섭취량

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는 여러 날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므로, 조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식품으로 인한 수은의 노출수준을 평가할 때에

는 평가대상을 집단으로 할 것인지, 혹은 개인으로 할 것

인지, 그리고 노출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것인지

에 따라 조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식품으로 인한 수은

의 노출수준을 개인별로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한다면, 24

시간 회상법이나 식사기록법과 같은 개방형 식사조사를

통해 대상 집단의 식품섭취량을 조사하고, 이를 식품별

수은 함량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수은 섭취량을 추정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상용 식품 중 수은 함량 데이터베이스가 공식

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식사조사 결과를 이용하

여 식품으로 인한 수은의 노출수준을 추정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일부 식품이나 대표 식품의 수은 함량자료가 발

표되고 있으나, 상용 식품을 포괄하는 완성도가 높은 데

이터베이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식품으로

인한 수은의 노출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

용 식품 중 수은 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반드시 선

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 상용 식품 중 수은 함량 자료를 수

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의 수은 섭취

량을 추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대상 식품 선정

우리나라 상용 식품의 수은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 (2007~2009년)9-11의 24시

간 회상법으로 조사한 식품섭취량 자료 중에서, 2차 식품코

드를 기준으로 우리 국민 중 한 사람이 1번이라도 섭취한

702개의 식품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식품으로 선정하

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차 식품코드란 식품코드는 상

이하나 상용 식품명이 동일하고 수분 함량이 유사하여 섭

취량을 산출할 때 합산이 가능한 식품을 묶어 1개 식품으로

분류한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식품의 원재료

(Raw material)가 동일할 때, 조리·가공 등의 식품 상태에

차이가 없고, 수분 함량 차이가 ± 15% 범위 이내인 경우에

동일한 2차 식품코드를 부여한다.12 

식품 중 수은 함량 값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인 702개의 식품에 대해 수은 함

량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우리 국민의

상용 식품에 대한 수은함량을 조사해야 하므로, 국내에서

발표된 총 식이조사 (Total Diet Study, TDS) 보고서, 모니

터링 보고서, 연구논문, 그리고 기타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

토하였다.

총 식이조사 보고서와 식품 중 수은 모니터링 보고서는

주관 연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관리시스템 홈

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연구논문은 한국학술정보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홈페

이지와 구글 학술 (Google Scholar)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

금속’, ‘수은’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문헌발표 시기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로 제한하였으

며, 수집한 후, 검색 결과에서 ‘광산’ 등의 주변에서 수집한

시료를 분석한 경우와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된 문헌을 제외하고 총 68건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또한 수

집된 문헌 중 2차 식품코드 부여가 어려운 식품이나 국민건

강영양조사 결과 대상자들이 섭취하지 않은 식품은 제외

하였다. 

문헌자료로부터 식품 중 수은 함량값을 선택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이용한 데이터 질적 평가 시스템을 응용하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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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자료의 질을 평가하였다. 데이터 질적 평가시스템은

시료수집계획, 분석정도관리, 시료의 개수 및 자료의 출처

로 구성하였다. 시료수집계획의 경우 시료 수집에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2

점까지 부여하였다. 분석정도관리는 기기에 대한 검증, 시

험방법에 대한 분석자의 능력을 포함하며, 정도에 따라 0점

에서 2점을 부여하였다. 시료의 개수는 시료 분석 값을

Mean ± SD (min~max, median)으로 제시가능한 수준의

개수이면 1, 평균값 (또는 단일값)만을 나타낸 경우 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 질 평가를 실

시한 후, 동일한 식품코드에 여러 가지 값이 있는 경우에 질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였다. 데이터 질적 평가 점수

는 0~5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최소 2점 이상을 부여받은 데

이터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4점 이상

의 데이터를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 3~4점 사이의 데이터를

질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았다. 동일 점수일 때에는 자

료의 출처에 따라 총 식이조사 (Total Diet Study, TDS), 모

니터링, 연구논문, 기타 순으로 선택하였으며, 동일한 출처

일 경우 분석년도가 최근인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대체값 적용

문헌고찰 결과 식재료가 동일하며, 수분함량에 대한 정

보가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대체값을 계산하여 적용하였

다. 동일한 원료이지만 수분 함량이 달라 2차 식품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식품 중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수은 함량을

계산하였다. 즉, 조리과정에서 다른 재료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재료이지만 수분 함량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 간 수분 함량의 차이를 반영하여 설정된 환

산계수로 대체값을 구하였다. 예를 들어, ‘취나물 (산채), 생

것’에 대한 수은 함량 값이 있는데, 마른 것과 삶은 것에 대

한 함량 값이 부재할 경우에, ‘취나물 (산채), 마른 것’과 ‘취

나물 (산채), 삶은 것’에 대해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대체값

을 구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완성도 (Coverage) 평가

식품 중 수은 함량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은 함량 자료의

출처, 문헌의 질 평가 점수, 구입처, 원산지, 가공형태, 조리

법, 전처리, 분석방법, 검출한계, 불검출 (Non detected,

ND) 처리방법, 검출률 (%), 자료 수, 표준편차, 중앙값, 최

솟값, 최댓값 등의 정보를 모두 표시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에서 식품명은 한글명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현을 그

대로 사용하였고, 개별 식품의 수은 함량은 1 kg 당 mg으로

표시하였다. 식품군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분류하는 18

개의 식품군으로 분류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영양조사 4기 (2007~2009년)9-11의 24시간 회상법 자

료를 이용하여, 수은 함량이 구축된 식품의 가짓수와 대상

자가 섭취한 식품섭취량을 전체 식품의 가짓수 및 섭취량

과 비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 중에서 본 데

이터베이스에서 함량값을 제시할 수 없었던 식품을 파악

하기 위해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량

자료를 통해 대상자가 일 평균 0.1회 이상 섭취하거나, 일

평균 1 g 이상 섭취하는 식품을 다빈도·다섭취식품으로 정

의하고 이들의 목록을 살펴보았다. 

결 과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은 Fig. 1과 같다. 2007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등장한 총 702개의 식품에

대하여 수은 함량값을 수집하기 위해 문헌검색을 한 결과,

총 1864건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그 중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해 문헌을 제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68건의 문헌을 고

찰하였다. 미국 농무성의 데이터의 질적 평가체계를 적용

하여 데이터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36개의 문헌이 데이

터베이스 구축에 이용되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는 식품군별로 예를 들어 제

시하였다 (Table 1).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국인 상용 식품

중 수은 함량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TDS 보고서로부터 170

개 식품에 대한 수은 함량 자료를 인용하였고,6,14-17 모니터

링 보고서로부터 28개 식품,18-23 논문으로부터 101개 식

품,24-47 기타 자료로부터 1개 식품에 대한 수은 함량 자료

를 인용하였다48 (Table 2). 식재료의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56개 식품에 대해서는 대체값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346개

식품에 대해서는 수은 함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고, 수분

함량을 이용한 대체값도 계산할 수 없어서 결측값으로 처

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신뢰도를 확인

하기 위해 식품군별로 실측값 및 대체값의 분포, 자료의 출

처, 수은 함량 분석 시 사용된 시료의 수, 문헌 평가에 따른

점수 등의 분포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식품별 분석 시료

의 수는 두류에서 평균 45.4개를 분석하여 가장 많았고, 난

류 (6.5개)와 기타 식품류 (9.3개)를 제외한 모든 식품군에

서 한 식품당 평균 10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육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 유지류, 조리가공식품류,

기타 식품류의 경우 실측값의 비율이 100%였다. 자료의 질

적 평가 체계에 따른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는 5점 만점에

4.2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버섯류와 육류, 우유 및 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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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류, 종실류, 조미료류 등이 4.5점 이상으로 평가 점수

가 매우 높았던 반면, 기타식품류와 난류, 조리가공식품류,

두류 등은 평가 점수가 3점대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전체

적으로 양호하였다 (Table 3).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7~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에

서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모든 식품 중에서

수은 함량값이 존재하는 식품의 수와 섭취량을 총 식품의

수 및 식품 섭취량과 비교하였다. 

우리 국민이 섭취한 총 702개의 식품 중에서 수은 함량

값이 있는 식품이 356개로 전체 식품의 50.7%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리고 수은 함량값이 있는 식품의 섭취량은 전

체 식품 섭취량의 95.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구축한 수은함량 데이터베이스는 식품수로 평가할 경

우에는 완성도가 낮은 편이지만, 섭취량 측면에서는 완성

도가 매우 높아서,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하고 있는 식품들

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은 함량

값이 있는 식품의 비율을 식품군별로 확인한 결과, 버섯류,

두류, 어패류의 완성도가 각각 85.7%, 73.9%, 73.2%로 높

았고, 종실류, 조리가공식품류, 유지류, 과일류의 경우 30%

미만을 나타냈다. 식품 섭취량으로 평가하였을 때 대부분

의 식품군에서 90% 이상의 섭취량을 반영하였고, 종실류

(31.8%), 기타 (62.7%), 해조류 (77.1%), 당류 (79.1%),

조리가공식품류 (81.3%)는 상대적으로 낮은 완성도를 보

였다. 

식품군별 수은 함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수은 함량

값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Table 4에 제시하

였다. 식품군별 평균 수은 함량 값은 어패류에서 가장 높았

고  (41.13 µg/kg), 버섯류  (18.93 µg/kg)와 해조류  (5.92

µg/kg)가 뒤를 이었다. 식품군 내 식품 간 수은 함량 값의 변

이 또한 상대적으로 커서, 어패류, 버섯류, 해조류가 각

23.11 µg/kg, 16.60 µg/kg, 5.04 µg/kg로 확인되었다.

대상자가 일 평균 0.1회 이상 섭취하거나, 일 평균 1 g 이

상 섭취하는 식품을 다빈도·다섭취식품으로 정의하고 이

들의 목록을 살펴본 결과, 이들 식품 중 데이터베이스가 구

축되지 않은 식품으로는 곡류군에서 우동, 칼국수, 찹쌀떡,

채소군에서 고구마줄기, 열무물김치, 파김치, 오이소박이,

과일군에서 귤주스와 자두, 해조류에서 조미김, 유지류에

서 들기름 등이 있었다 (표 미제시).

고 찰

본 연구는 문헌검색을 통해 우리나라 상용 식품의 수은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하였고, 우리 국

Fig. 1. Overall flow of developing mercur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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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 of data description for mercury database of commonly consumed foods among Koreans

Food group
Food 
code

Food name
Mercury
(mg/kg)

Analytical 
method 

LOD1)

(mg/kg)
N.D.2)

treatment
Detection 
rate (%)

No. of
sample 

SD Median Min Max Reference 
Data 

evaluation3)
Data 

source4)

Grains 01019 Wheat flour 0.0012
Mercury 
analyzer

0.0001 N/A N/A 12
Samples were analyzed as a whole 
after homogenization treatment.

Choi.14 2-2-1 1

Potatoes & 
starch

02022 Konjac 0.0004
Mercury 
analyzer

N/A N/A 100 10 N/A N/A 0.0002 0.0013 Kim et el.24 2-0-1 3

Sugars 03037
Yeot

(crude maltose)
0.0008

Mercury 
analyzer

0.0001 N/A N/A 20 0.0004 N/A ND 0.0023 Chung et al.25 1-0-1 3

Legumes 04021
Soybean curd,

fried
0.0003

Mercury 
analyzer

N/A N/A 100 37 N/A N/A 0.0001 0.0010 Kim et el24 2-0-1 3

Seeds & nuts 05011 Perilla seeds 0.0009
Mercury 
analyzer

0.0006 N/A N/A 19
Samples were analyzed as a whole 
after homogenization treatment.

Kim.6 2-2-0 1

Vegetables 06030 Red pepper 0.001
Mercury 
analyzer

N/A N/A 100 10 N/A N/A 0.0003 0.001 Kim et al.26 1-0-1 3

Mushrooms 07003
Oyster

mushroom
0.002

Mercury 
analyzer

0.000005 N/A 100 74 0.002 0.001 0.0004 0.010 Kim.18 2-2-1 2

Fruits 08143 Kiwi fruit 0.0008
Mercury 
analyzer

0.0006 N/A N/A 19
Samples were analyzed as a whole 
after homogenization treatment.

Kim.6 2-2-0 1

Meats 09063
Chicken,

edible viscera
0.0005

Mercury 
analyzer

0.00000058 N/A N/A 40 0.001 N/A ND 0.006 Lee.19 2-2-1 2

Eggs 10005 Hen's egg 0.0007
Mercury 
analyzer

0.0001 N/A N/A 12
Samples were analyzed as a whole 
after homogenization treatment.

Choi.14 2-2-1 1

Fishes &
shellfishes

11582
Common
octopus

0.0428
Mercury 
analyzer

0.00002 N/A 100 48 0.0253 0.0378 0.0113 0.1418 Kim.20 1.5-2-1 2

Seaweeds 12035
Sea mustard,

dried
0.018

Mercury 
analyzer

0.000017 N/A 100 12 0.007 N/A 0.003 0.025 Joo et al.27 2-2-1 2

Milk & dairy 
products

13010 Milk 0.00015
Mercury 
analyzer

0.0001 N/A N/A 12
Samples were analyzed as a whole 
after homogenization treatment.

Choi.14 2-2-1 1

Oils 14028 Soybean oil 0.000196
Mercury 
analyzer

0.0001 N/A N/A 12
Samples were analyzed as a whole 
after homogenization treatment.

Choi.14 2-2-1 1

Beverages &
alcohols

15078
Fruit tea pre-

served with sugar
0.001

Mercury 
analyzer

0.0005 N/A N/A 20 0.0004 N/A ND 0.002 Chung et al.28 1-1-1 3

Seasonings 16027 Cooking wine 0.0003
Mercury 
analyzer

0.000002 N/A 100 6 N/A N/A 0.0001 0.0005 No et al.29 2-2-1 3

Prepared 
foods

17013 Mandu 0.0005
Mercury 
analyzer

0.0001 N/A N/A 12
Samples were analyzed as a whole 
after homogenization treatment.

Choi.14 2-2-1 1

Others 18031 Ginseng 0.0025
Mercury 
analyzer

0.0001 N/A 100 10 N/A N/A 0.0020 0.0040 Hu et al.30 1-1-1 3

1) LOD; limit of detection 2) ND; Not-detected 3) Scoring on a scale of 0-0-0 to 2-2-1 according to sampling plan, analytical quality control, and number of samples 4) 1: Total Diet
Study (TDS) report, 2: Monitoring report, 3: Research papers in journal, 4: other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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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식품 섭취량의 95% 이상을 포함하는 완성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농무성

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질적 평가시스템을 적용하

여 문헌의 질을 평가하고, 질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하였다. 수은 함량값이 보고되

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는 동일하나, 수분 함량의

차이가 있는 식품에 한해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대체값을

산출하여 사용했고, 유사식품에는 대체값을 적용하지 않

았다.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었지

만, 완성도를 최대로 높이지는 못하였다. 즉, 질 높은 문헌

만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양적인 완성도를 높

이는 것 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식품 중 영양성분이나 기타 화합물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은 식품 중 함량을 직접 분석하거

나,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문헌검색 등

을 통해 데이터를 확장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

식품 중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법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는데,49 Yang 등50은 한국 상용 식품에

대한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구축된 미국 농무성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

일본 기능성 식품인자 데이터베이스, 한국 농촌진흥청 기

능성 성분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 문헌검색과 대체값 적

용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고하였

다. 본 연구는 문헌 검색을 통하여 여러 문헌에서 발표된 수

은 함량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는 이전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모든 문헌에 대해 미국

농무성의 데이터 질적 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에 점수가 높은 문헌만을 인용했다는 사실과, 자료를 수집

할 때 국외 문헌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은 제한하고, 국내 문

헌만을 참고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식품 중 수은

함량은 토양과 물 등 지역 환경의 오염 정도에 매우 큰 영향

을 받으므로, 한국인의 식품으로 인한 수은 노출 수준을 평

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식

품을 분석한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수은 함량 값을 얻을 수

없었던 식품에 대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코드의 환산

Table 2. Literature sources for mercury content of commonly con-
sumed foods among Koreans

Categories Reference source
No. of food

items
Percentage

(%)

Literature 
review

TDS1) 170 24.2

Monitoring2) 28 4.0

Research paper3) 101 14.4

others4) 1 0.1

Imputation 56 8.0

Missing 346 49.3

Total 702 100.0

1) ref : 6, 14-17 2) ref : 18-23 3) ref : 24-47 4) ref : 48

Table 3. Characteristics of mercury database construction by food groups

Food group

Value sources1) Literature sources1) No. of analyzed samples 
per food in literatures

(Mean ± SD)

Data evalua-
tion score3)

(Mean ± SD)
Raw
data

Imputed
data

TDS2)

report
Monitoring

report
Research

papers
Other

sources

Grains
Potatoes & starch

Sugars
Legumes
Seeds&nuts 

Vegetables
Mushrooms
Fruits

Meats
Eggs
Fishes & shellfishes

Seaweeds
Milk & dairy products
Oils

Beverages & alcohols
Seasonings
Prepared foods

Others

30 (81.1)
6 (85.7)

6 (85.7)
9 (52.9)
2 (66.7)

47 (85.5)
10 (83.3)
16 (80.0)

17 (100.0)
2 (100.0)
87 (86.1)

9 (64.3)
6 (100.0)
5 (100.0)

23 (95.8)
16 (80.0)
3 (100.0)

6 (100.0)

7 (18.9)
1 (14.3)

1 (14.3)
8 (47.1)
1 (33.3)

8 (14.5)
2 (16.7)
4 (20.0)

0 (0.0)
0 (0.0)

14 (13.9)

5 (35.7)
0 (0.0)
0 (0.0)

1 (4.2)
4 (20.0)
0 (0.0)

0 (0.0)

28 (93.3)
5 (83.3)

3 (50.0)
4 (44.4)
2 (100.0)

33 (70.2)
0 (0.0)

16 (100.0)

8 (47.1)
2 (100.0)
20 (23.0)

4 (44.4)
6 (100.0)
5 (100.0)

17 (73.9)
14 (87.5)
3 (10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1 (2.1)
10 (100.0)

0 (0.0)

9 (52.9)
0 (0.0)
6 (6.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7)

2 (6.7)
1 (16.7)

3 (50.0)
4 (44.4)
0 (0.0)

13 (27.7)
0 (0.0)
0 (0.0)

0 (0.0)
0 (0.0)

60 (69.0)

5 (55.6)
0 (0.0)
0 (0.0)

6  (26.1)
2 (12.5)
0 (0.0)

5 (8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6 ± 6.3
12.2 ± 6.7

19.3 ± 20.7
45.4 ± 47.6
15.5 ± 4.9

14.9 ± 11.6
36.3 ± 25.6
12.8 ± 5.6

22.4 ± 27.0
 6.5 ± 7.8

14.1 ± 12.8

15.2 ± 12.0
10.2 ± 4.5
14.8 ± 3.8

21.0 ± 27.2
11.3 ± 3.8
10.7 ± 9.1

 9.3 ± 1.6

4.4 ± 0.8
4.0 ± 0.9

4.0 ± 0.9
3.9 ± 1.0
4.5 ± 0.7

4.1 ± 1.1
5.0 ± 0.0
4.3 ± 1.0

4.8 ± 0.6
3.5 ± 2.1
4.1 ± 1.2

4.2 ± 1.0
4.7 ± 0.8
4.6 ± 0.5

4.4 ± 0.9
4.5 ± 1.0
3.7 ± 1.5

3.2 ± 1.0

Total 300 (84.3) 56 (15.7) 170 (56.7) 28 (9.3) 101 (33.7) 1 (0.3) 16.8 ± 17.7 4.2 ± 1.0

1) N (%) 2) TDS; Total Diet Study 3) Scores ranged from 0 t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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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이용하여 수은 함량값이 존재하는 식품으로부터

대체값을 구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코드의 환산계

수는 식품의 에너지 함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값이므로, 이

를 수은 함량값을 환산하는 과정에 사용하면 오차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측값이 없는 모든

식품에 대체값을 구하지 않고, 실측값이 존재하는 식품과

수분 함량 이외의 식재료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대체값을 구하였다. 즉, 식재료는 동일하나 건조

정도 (수분 함량)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함량에 차이가 발

생하는 경우에만 환산계수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곧 수

은 함량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품에 유입

된 수은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존재하므로,51 식품 중 수은

의 분포는 단백질의 분포와 비슷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에너지 함량 차이에 의한 환산

계수는 식품 내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는 수은 함량 값의 차

이를 비교적 잘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국인 상용 식품 중 수은 함량 데이

터베이스는 국내에서 발표된 자료 중 가장 많은 식품수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식품 중 수은 함

량 자료로는 해마다 수행되는 총 식이조사가 가장 많은 수

의 식품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 유해물질 총 식이조사 연

구에서는 2008-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

량 자료에 등장한 734종의 식품 중 식품별 섭취량 누적비

율 90%까지, 섭취빈도 5% 이상에 포함되는 식품과 특정

유해물질의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포함한 167

종의 대표식품을 선정하여 수은 함량을 분석하였다.6 이 연

구에서는 처음으로 ‘mapping’ 방법을 도입하여 수은 함량

이 분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도 수은 함량이 분석된 식

품 중에서 가장 유사한 식품의 함량 값을 적용함으로써, 수

은 섭취량 산출 시 모든 식품으로부터의 총 노출량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 (167개)의

식품에 대해 많은 (500개 이상) 식품이 mapping됨에 따라,

수은 노출량을 추정할 때 오차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구축한 상용 식품 중 수은 함량 데이터베

이스는 총 300개의 식품에 대해 수은 함량값을 제시하였고,

오직 수분 함량만을 고려하여 56개 식품에 대체값을 적용

하여, 총 356개 식품에 대한 수은 함량을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수은 함량값을 제시한 식품의 가짓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정확도가 높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수은

데이터베이스는 섭취량의 95%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수은 데이터베이스를 국내 ·외의 다

른 수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보았다. 미국 식품의약국

(US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모니터링 프

Table 4. Coverage and contents of mercury database by food groups

Food group

Number of food Amount of food consumed Mercury content (µg/kg)

No. of
food

consumed

No. of
food

included

Cover-
age
(%)

Wt. of food
consumed

(g/day/person)

Wt. of food 
included

(g/day/person)

Cover-
age
(%)

Geomean1) ± GSD2)

(Min, Max)

Grains 67 37 55.2 284.4 269.6 94.8 0.92 ± 0.44 (0.00, 8.00)

Potatoes & starch 13 7 53.8 34.3 32.8 95.8 0.72 ± 0.22 (0.40, 1.26)

Sugars 15 7 46.7 6.6 5.3 79.1 0.52 ± 0.27 (0.25, 1.45)

Legumes 23 17 73.9 34.6 33.8 97.7 0.75 ± 0.99 (0.00, 20.13)

Seeds and nuts 17 3 17.6 2.5 0.8 31.8 0.74 ± 0.12 (0.65, 0.95)

Vegetables 143 55 38.5 272.7 255.2 93.6 1.11 ± 0.78 (0.00, 15.58)

Mushrooms 14 12 85.7 3.8 3.8 99.9 18.93 ± 16.60 (2.00, 246.74)

Fruits 67 20 29.9 169.2 161.5 95.4 0.64 ± 0.29 (0.00, 2.56)

Meats 28 17 60.7 71.2 69.4 97.5 0.15 ± 0.25 (0.00, 2.04)

Eggs 4 2 50.0 21.0 20.9 99.9 0.82 ± 0.16 (0.67, 1.00)

Fishes & shellfishes 138 101 73.2 45.0 43.0 95.5 41.13 ± 23.11 (0.00, 781.14)

Seaweeds 24 14 58.3 5.4 4.1 77.1 5.92 ± 5.04 (0.00, 30.00)

Milk & dairy products 13 6 46.2 98.0 96.0 98.0 0.17 ± 0.11 (0.03, 0.45)

Oils 17 5 29.4 6.5 5.9 91.4 0.52 ± 0.09 (0.20, 0.89)

Beverages & alcohols 44 24 54.5 126.3 123.3 97.7 0.28 ± 0.17 (0.00, 86.05)

Seasonings 41 20 48.8 28.0 25.4 90.9 0.77 ± 0.87 (0.00, 12.00)

Prepared foods 14 3 21.4 5.6 4.6 81.3 0.52 ± 0.52 (0.00, 0.52)

Others 20 6 30.0 0.4 0.2 62.7 5.12 ± 3.27 (1.10, 13.00)

Total 702 356 50.7 1215.4 1155.7 95.1 2.85 ± 1.70 (0.00, 781.14)

1) Geomean; Geometric mean 2) GS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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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패류 수은 함량 데이터베이

스52와 본 연구에서 구축한 수은 데이터베이스 중 어패류

군의 수은 함량을 비교했을 때, 총 66개 어패류 식품을 포함

한 미국 데이터베이스의 수은 함량 (106.9 ± 74.2 µg/kg)은

101개 어패류 식품을 포함한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베

이스의 평균 수은 함량 (41.1 ± 23.1 µg/kg)보다 훨씬 더 높

았다. 미국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수은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형 어류 (상어, 삼치, 황새치, 옥돔)의 수은 함량이

730.0~1450.0 µg/kg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중 이들 어류의 함량이 31.0~781.1 µg/kg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Sunderland 등은 북태평양 서쪽의

아시아 지역에서 방출된 수은이 해수에 농축되어 해류의

이동을 따라 북태평양 동쪽 해안에 축적되는 것을 밝혀낸

바 있는데,5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태평양 서쪽의 아시아

연안에서 포획한 어류보다 북태평양 미국 인근 해역에서

포획한 어류의 수은 함량이 더 높을 수 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는 앞서 언급된 2012년 총 식

이조사6에서 발표한 대표식품의 수은 함량 분석결과와 본

데이터베이스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2012년 총 식이조사

의 분석 결과, 167개 대표식품의 수은 함량 총 평균은 5.1

µg/kg 이였으며 식품군별 평균은 감자류 0.7 µg/kg, 견과류

및 종실류 1.0 µg/kg, 곡류 0.7 µg/kg, 과실류 0.4 µg/kg, 난

류 0.9 µg/kg, 당류 및 그 제품 0.5 µg/kg, 두류 0.8 µg/kg, 버

섯류 1.3 µg/kg, 어류 60.3 µg/kg, 패류 19.6 µg/kg, 우유류

0.0 µg/kg, 유지류 1.0 µg/kg, 육류 0.7 µg/kg, 음료 및 주류

0.1 µg/kg, 조리가공식품류 0.0 µg/kg, 조미료류 1.2 µg/kg,

채소류 0.8 µg/kg, 해조류 6.7 µg/kg, 기타 0.8 µg/kg 이었다.

수은은 다른 식품군에 비해 어류와 패류에서의 함량이 높

았으며 우유류와 조리가공식품류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

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구축한 수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수은 함량 총 평균은 2.9 µg/kg로 총 식이조사에서 분석된

식품의 평균 수은 함량보다 낮았으나, 어패류의 경우 41.1

µg/kg로 유사하였고, 버섯류의 경우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

스에서 18.9 µg/kg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다른 식품

군들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용 식품의 유해물질 함량 데이터베이스는 주요 급원

식품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독성물질 질병등록국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Public Health

Service, AST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국가의

총 식이조사 (TDS) 결과로부터 어패류의 섭취가 가장 주요

한 수은의 노출원이며, 수은 노출 수준이 어패류 섭취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5 국내 연구에서도 Kim과 Lee는 2005

년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혈중 수은 농도가 어

패류 섭취 빈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어

패류를 1주에 1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중 수은 농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4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어

패류 식품의 73.2%, 어패류 섭취량의 95.5%를 포함하고 있

으므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경우 수은의 섭취 수준

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대상

자가 섭취한 모든 식품의 수은 함량 값을 포함하지 못하였

으므로,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

은 섭취량을 추정할 때에는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데이터베이스가 식품 섭취량의 95% 이상을 반영하

므로 이로 인한 섭취량 추정의 오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두 번째 제한점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한 수

은 함량값으로 문헌에 제시된 평균값 (mean)을 이용하였

다는 점이다. 식품 중 수은 함량은 단일의 값이 아니라 일정

한 범위에 따라 분포하므로 평균값을 이용하여 수은 섭취

량을 추정할 경우, 점추정으로써의 한계를 가진다. 즉, 평균

값 이상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의 섭취에 따른 위해

도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위해성

평가에서 평균값과 같은 대표 오염치를 사용하는 것을 중

앙경향노출 (CTE; Central Tendency Exposure)라고 하며,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 오염치는 최적최대

노출 (RME; Reasonable Maximum Exposure)로 대상집단

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노출수준을 적용하여 노출량을 평

가하는 것이다.55 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식품을 통

한 수은 노출수준을 평가할 경우, 이 최적최대노출을 이용

하지 않음으로써 덜 보수적인 노출 평가를 하게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의 특성상 문

헌에 제시된 수치만을 이용할 수 있었고, 식품 중 수은 함량

분포를 획득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추후에

식품 중 수은 함량을 분석하여 분포치를 제시한 문헌이 누

적될 경우, 식품 중 수은 함량 값의 분포에 따른 노출량 분

석이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외 문헌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은 제한하고, 국내 문헌만을 참고로 하였

는데, 식품 시장의 세계화로 식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먹거

리의 지역성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외 자료를 제한

하고 국내 자료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은 섭취

량 평가에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자료 중에서도

국외에 출판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이러한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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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문헌검색을 통해 우리나라 상용 식품의 수은 함

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하였고, 식품 섭취량

의 95%를 포함하는 완성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였다.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 섭취량 조사 결

과를 기반으로 대상 식품을 선정하였고, 국내에서 식품 중

수은 함량을 분석한 문헌을 고찰하여 수은 함량값을 수집하

였다. 미국 농무성의 데이터 질적 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수

집된 문헌의 함량자료를 선택했고, 함량값이 없는 식품은 식

재료의 수분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대체값을 적용하였다. 구

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총 702개의 식품 중 356개의 식품에

대한 수은 함량값을 포함하였고 (50.7%), 대상자들이 섭취

한 식품 섭취량으로는 95.1%에 달하는 식품을 포함하는 것

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식품을 통한 수은 노출량 추정 및

위해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은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다른 유해물질의 함

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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