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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동 식품안전 +7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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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당정 합동 식품안전“ +7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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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을 통해 본

식품위해물질 관리 방안 제안

이병무 교수

성균관대학교 독성학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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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의 독성과 위해관리 방안

이병무

성균관 대학교 약학대학

독성학연구실

멜라민의 용도
섬유
코팅제
멜라민 수지
접착제

난연제
콩크리트 가소제
컬러잉크와 플라스틱에서 주요성분, pigment yellow
150

비료제조

Melamine derivatives of arsenical drugs are potentially 
important in the treatment of African trypanosomiasis



- 15 -

Melamine as protein source 

Melamine use as non-protein nitrogen (NPN) for 
cattle was described in a 1958 patent.  

In 1978, however, a study concluded that 
melamine "may not be an acceptable nonprotein
N source for ruminants" 

because its hydrolysis in cattle is slower & less 
complete than other nitrogen sources such as 
cottonseed meal and urea.  

물리화학적 특성

CAS No. 108-78-1

화학명
Melamine,
1,3,5-Triazine-2,4,6-triamine

동의어

2,4,6-Triamino-s-triazine
Cyanuric Triamide
Cyanurotriamine
Isomelamine

화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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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화학적 특성

멜라민 관련 화합물
Cyanuric acid: 2000mg/L

Melamine-Cyanurate: 2mg/L
(신장결석원인물질)

화학식 C3N6H6,                                66.6%가질소

분자량 126.13

혈중 반감기 3시간
물 용해도 3.1 g/L at 20 °C

(OECD, 2002; Roy et al., 2008)

Melamine의 합성
Step 1: urea decomposes into cyanic acid in an

endothermic reaction

(NH2)2CO → HCNO + NH3.

Step 2: Then cyanic acid polymerizes to form
melamine and carbon dioxide

6 HCNO → C3H6N6 + 3 CO2.
The second reaction is exothermic &
the overall process is endother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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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과 관련화합물
(Melamine related compounds, 
MCs)

멜라민과 관련화합물
(Melamine related compounds, 
MCs)

Ureidomelamine

Methylmel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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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omazine is a selective insecticide that acts by 
inhibiting the moulting process in insects,
particularly in members of the Dipteran family.

Cyromazine is a selective insecticide that acts by 
inhibiting the moulting process in insects, 
particularly in members of the Diptera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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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의 독성 자료 -(급성독성)
종 실험방법 결과 비고

급성
경구독성

F344 
랫드

NTP참조 LD50 = 3161 mg/kg 반수 치사량

B6C3F1 
마우스

NTP참조 LD50 = 3296 mg/kg
반수 치사량

급성
흡입독성

랫드 LC50 = 3248 mg/m3
반수 치사량

급성
피부독성

토끼 LD50 > 1000 mg/kg
반수 치사량

반복투여
독성

랫드 14일, 섭식, NTP NOEL = 417 mg/kg bw

랫드
28일, 섭식, 
방광 내 결석 관찰

NOEL = 240 mg/kg bw

멜라민의 독성 자료 -(반복독성, 유전독성)

반복투여
독성

랫드 13주, 섭식, 
NTP

NOEL ≤ 63 mg/kg 
bw

- 체중 감소
- 방광 결석발생
- 방광 상피세포비
후
- 근위 세뇨관에
calcerous
deposit 발생
-수컷 랫드가더
취약

마우스
13주, 섭식, 
NTP

NOEL=1600 mg/kg 
bw

유전독성

CHO 
cell

sister 
chromatid
exchange test

양성/음성
- 22개의시험 중
20개에서음성
반응
- 유전 독성이나
변이원성이없는
것으로보여짐

대장균
E. Coli

microscreen
assay

양성/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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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의 독성 자료 -(최기형성, 발암성)

(OECD, 2002)

발생 독성/ 
최기형성

랫드 13주, OECD 414

NOEL =400 mg/kg bw
(maternal toxicity)

NOEL = 1060 mg/kg bw
(태아독성)

- 유선, 자궁, 전립선,  
고환 등 관찰 결과
각 농도에서 멜라민
영향 나타나지 않음

- 체중과 섭취량의
감소, 혈뇨 등이
모체 독성의 증상임

- 최기형성 나타나지
않음

발암성* 랫드

105주, 섭식,
2250 & 4500 ppm
(males) 
4500 & 9000 ppm
(females)

NOEL =126 mg/kg bw/d
- 수컷에서 양성
- 암컷에서 음성

멜라민의 독성 자료 - (발암성)
종 투여농도 결과

수컷랫드

4500 ppm (263mg/kg 
bw)

생존률감소및방광결석과 carcinoma 발생

2250 ppm (126 mg/kg 
bw)

NOEL

암컷 랫드

9000 ppm
방광에종양이나 carcinoma, 방광 결석이관찰
되지않음
저농도, 고농도모두에서신장에만성적염증
발생
NOEL은 4500 ppm (262 mg/kg bw) 이하

4500 ppm

수컷마우스

4500 ppm 고농도에서생존률감소
종양은발견되지않음
방광결석, 방광의급성및만성염증, 상피세포
비후등
NOEL은 2250 ppm (327 mg/kg bw) 이하

2250 ppm

암컷마우스

4500 ppm
종양이발견되지않음
50마리 중 4마리에서방광결석발생

2250 ppm (523 mg/kg 
bw)

NOEL

(OEC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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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의 독성 기전
-멜라민과 cyanuric acid는서로복잡하고강한수소결합으로갈색빛의

불용성복합체를형성

-신장의무게가감소하며, 갈색빛침전이신세관, medulla 등의많은

부분에서발견되고, 이결정이신장의혈액흐름을막음

-원위세뇨관의신세관이비대해지며, 원위세뇨관과헨리고리에서

호염구의적체가관찰됨

- Blood urea nitrogen 농도가크게증가하고크레아틴제거율이감소함

(Roy et al., 2008)

신장에서신장에서멜라민멜라민--cyanuratecyanurate결정체결정체검출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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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 일지 - (국내)
날짜 내 용 참고자료

07.04.04 - 미국, 애완동물 사료 원료인 중국산 밀 글루텐의 멜라민 수지 오염 밝혀짐
- US FDA, 사료 리콜 및 중국산 밀단백질 수입 전면 중단 조치

연합뉴스, 
한겨레

07.05.04
- 농림부, 중국산 밀단백 사료 회수
- C사에서 1월 중국산 밀단백 16톤을 물고기를 양어용 사료로 만들어 3~4월

시중에 유통
MBN

08.09.16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중국산 분유를 수입한 적이 없으며, 국내산은 안전하
므로 국내 분유생산의 특별단속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국민일보

08.09.18

- 식약청은 17일 중국산 유제품 사용 과자류 등에 대해 통관 검사 시 멜라민 검
사를 추가 지시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멜라민의 TDI를 630㎍/㎏/day로 설정
연합뉴스, 국

민일보

- 식약청, '중국산 분유 함유' 수입 과자류 615건 검사 착수 세계뉴스
-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중국으로부터 유제품 수입이 없어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밝힘 아시아경제

08.09.19
- 농식품부, '중국산 버터' 멜라민 검사 착수
- 국내 양어용 사료에서 멜라민 검출 매일경제

- 멜라민 사료 먹은 메기 400톤 시중유통 SBS

08.09.23 - 식약청, 지난 17일부터 중국산 분유 함유 수입 가공식품 65개 제품 1차 수거
검사 결과, 멜라닌 불검출 MBC

멜라민 파동 일지 - (국내, 계속)

08.09.24

- 멜라민 수지 아기용 그릇 관련 기사 - 전자렌지 조심
(멜라민 수지에서 멜라민이 30ppm 이하로 나와야 한다는 규정 있음) YTN

- 농림수산식품부, 멜라민이 검출 양사료가 공급된 양어장 정밀조사한 결과, 
물고기에서 멜라민 불검출 한국경제TV

- 유엔총회 참석중인 중국 총리가 멜리민 분유사태에 대해 국제적 사과 서울경제

- 식약청,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137ppm) 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
널이 수입한 ‘밀크러스크’ (7ppm) 등 2건의 수입과자에서 멜라민 검출

- 현재까지 428개 중 124개 제품 검사
뉴시스

08.09.25

- 식약청,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유와 우유 유당 성분 등이
중국산 식품 수입 전면 금지 시사 YTN

- 농림수산식품부, 중국산 가공버터에서 멜라민 불검출 머니투데이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에서 외국산 사료용 원료

290점 검사결과, 68점에서 멜라민 검출 머니투데이

- 농림식품부 국내산 분유 멜라민 검사 지시 연합뉴스

08.09.26

- 李대통령, 식약청 불시 방문, 멜라민 사태 점검 이데일리

- 식약청, 수입된 중국산 커피 크림에서 멜라민 검출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 (1.5ppm)

- 428개 제품 중 304개 제품 검사 실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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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 일지 - (국내, 계속)
08.09.26 - 중국, 멜라민 캔디 제품 판매 금지 뉴시스
08.09.27 - 식약청,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과 검사가 안 된 305가지 제품의 유통, 판매 금지 MBC

08.09.28

- 수입 식품 전면표시제 도입
- 정부와 한나라당은 식품 집단소송제, 위해 식품 제조자 무한책임제 도입키로 함
- OEM 및 반가공 수입 식품의 원산지와 OEM 여부를 상표명 주위 표시 등 수입

식품 전면 표시제도 도입키로 함
매일경제

- 미사랑코코넛에서도 멜라민 검출
(유통기한 2008년 12월1일의 제품에서 271.4ppm검출) 머니투데이

- 식약청 멜라민 검사 대상을 유제품 함유 모든 국가 가공식품, 분리대두단백, 
밀단백 함유식품까지 확대 연합뉴스

- 미사랑 카스타드 3건에서 멜라민 검출
- 검출된 제품은 모두 9건 YTN

08.09.29

- 식약청 판매금지 해제품목 43개 발표 (08년9월28일 22시기준)
- 총 385개 품목, 여전히 판매 중지 상태 (분유 함유 식품 102종, 우유 함유 식품

206종, 유가공품 함유 식품 77종)
KFDA

- 식약청, 수거된 257개 품목 가운데 177개 품목에 대한 멜라민 검사 완료(4개 품
목, 부적합 판정)

-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 '미사랑코코넛‘, 유창에프씨의 커피프림
‘배지터블 크리머‘,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의 '밀크러스크‘

- 전체 검사대상 품목 428개 중 171개는 아직 미수거
뉴시스

멜라민 파동 일지 - (국내, 계속)

08.09.29

- 농림식품부는 29일 국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 작업 착수 밝힘 연합뉴스

- 농림수산식품부, K사가 생산한 멜라민 함유 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61개 양어장 어류 시료검사 결과 멜라민 미검출 머니투데이

- 울산시교육청, 멜라민 오염 가공 식품의 학교 급식 사용 금지 연합뉴스

- 경기도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 멜라민 혼입 우려 있는 식품 중 미검사
품목 305개에 대해 내달 1일까지 검사실시 계획, 내달 2일 발표예정 연합뉴스

- 정부 멜라민 검사, 유제품 사용 식품, 육류 및 그 가공품 등 국내산 제품까지
검사 대상 확대 SBS

08.09.30
- 동서식품의 리츠샌드위츠 크래커치즈 (유통기한 2009년 3월23일 : 

23.3ppm), 화통엔 바빵크의 고소한 쌀과자 (유통기한 2009년 6월24일 : 
1.77ppm) 등 2개 제품 멜라민 추가 검출

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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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nada
중국산 애완용 사료에서 멜라민 검출로 리콜조치

카나다2006.11-
2007.3

Asian Economic 
News

수천마리의 애완동물 질병에 걸리거나 일부 사망
태국에서 만든 사료원인 9개 아시아 국가 리콜한국, 일본,

홍콩, 대만2004. 3. 15

J Vet Diagn Invest. 2007 
Sep;19(5):525-31.

애완동물 개 2마리 신장결석미국2004. 

날짜 국가 내용 참고문헌

2007. 3. 31 미국
애완동물 사료에 화학 물질인 멜라민이 함유, 고양이들의
질병을 유발 Los Angeles 

Times

2007. 4. 10 미국
Menu Food사의 사료를 먹은 애완동물이 15마리 사망
- 개 1마리, 고양이 14마리 Science Daily

2007. 4. 18 미국 Natural Balance Pet Food, 멜라민 검출 제품 리콜 결정 USA Today

2007. 4. 19 남아프리카
Royal Canin사 동물 사료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멜라민 오염
옥수수 글루텐이 함유 USA Today

2007. 4. 24 미국
중국에서 수입된 곡류단백질을 함유한 모든 식품의 멜라민
검출 시험을 실시 USA Today

멜라민 파동 일지 - (국외)

Forbes리콜된 애완동물 사료가 양식어의 사료로도 사용되었다고
FDA가 밝힘미국2007. 5. 8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월 마트 판매 중국산 애완동물 상품에서 멜라민이 적은 양 검
출미국2007. 8. 21

USA TodayFDA, 밀 글루텐 함유 중국산 135개의 선적물 중 4월 24일부터
7월 26일 사이에 들어온 27개 받지 않음미국2007. 9. 24

Science Daily
Wilson Rumbeiha(Professor in MSU’s Diagnostic Center),
멜라민이 cyanuric acid와 결합되면 신장 결석 유발한다고 밝
힘

미국2007. 10. 4

FeedstuffsFDA, 2월 6일 멜라민 사건 관련 중국의 두 회사의 사장과
CEO 고소미국2008. 2. 11

날짜 국가 내용 참고문헌

2007. 4. 25 미국
멜라민 오염 제품이 캐롤라이나, 뉴욕, 캘리포니아, 우타 주에
서 일부 멜라민 오염 제품이 육돈의 사료로 사용되었고, 이들
동물 중 일부에서 멜라민 검출

Washinton Post

2007. 4. 29 미국 멜라민 오염 사료 먹은 육돈의 고기는 사람에게 아주 낮은 위
험을 가진다고 U.S. health official이 밝힘. HealthDay News

2007. 5. 2 미국 FDA, 210개의 애완동물 사료나 여러 재료들 중 130개에서
멜라민 검출 New Scientist

멜라민 파동 일지 - (국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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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 일지 - (국외, 계속)

Daily Times
포름알데하이드와 결합된 멜라민 함유된 식기류는 인체에
해로워 제조업체에서 사용을 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여
사용

미국2008. 7. 31

CNN미FDA, 자국 내 소비자들에게 멜라민 검출 중국산 분유를 피할
것을 당부.미국2008. 9. 12

2008. 9. 17 중국
멜라민 오염 우유로 인해 신장 결석 발병. 어린이 3명은 사망, 
6,244명은 신장의 질병을 앓고 있음. 
AQSIQ, 제품 중 멜라민 검출된 중국 내 회사 22곳을 밝힘

TV.NZ

2008. 9. 22 베트남 HCM City에서 멜라민 오염된 우유 18톤을 압수 VietNamNet Bridge

멜라민 파동 일지 - (국외, 계속)

2008. 9. 23

중국 멜라민 오염 우유로 12,892명의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 중
그 중 104명은 상태 심각 Ottawa Citizen

홍콩 일부 케이크와 크림사탕에서 멜라민 검출
현재 멜라민 오염 우유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가 4명

WHO-TV
Xinhua

- 11개 국가(아프리카 국가, 인도네시아, 타이완,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중국산 유제품 수입 중지 IBTimes Austraila

말레이시아 중국산 유제품이 함유된 제품 모두 수입 금지 Monsters and 
Critics

방글라데시 일부 중국산 브랜드는 금지, 여전히 멜라민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분유 팔고 있음 Inquirer.Net

탄자니아 중국산 분유 34톤의 수입 보류 Reuters South 
Africa

2008. 9. 24

대만 멜라민 관련 질병의 첫 사례(2살 된 여아) 발생 Taiwan News

중국

중국 국제 품질 감시원의 대표, 멜라민 오염 관련된 모든
제품 검사 실시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발표

BBC News

9월 14일부터 생산된 액상 유제품에 멜라민 없음을 발표 Times of India

대만의 멜라민 오염 분유 소비자들에게 공식 사과 The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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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 일지 - (국외, 계속)
2008. 9. 24

마카오 16개월 된 아이가 중국서 제조된 네슬레 분유를 섭취후
신장결석 발병 Macau Daily Times

싱가포르 추가로 5가지 멜라민 오염 제품이 발견
(2개-바나나향 우유 / 3개-멜라민 오염 우유 함유 과자) Straits Times

2008. 9. 25

인도 중국산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수입을 금지. Chennai Online

홍콩 다섯 번째 멜라민 관련 환자(10살 된 남아) 발생. Health and community 
News

태국 Public Health Ministry에서 6가지 유제품을 리콜. Thai News Agency MCOT

아프리카 중국산 유제품 수입을 금지. Independent Online

대만 피자헛 레스토랑에서 멜라민 검출 치즈 소스 사용 금지 Monsters and Critics

2008. 9. 26 홍콩 유아용 씨리얼 제품과 크래커에서 멜라민 검출 The Standard

2008. 9. 27 중국 296 개의 유제품 검사 결과 멜라민 미검출 China Internet 
Information Center|

2008. 9. 28 EU 중국산 모든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 BizChinaUpdate

멜라민에멜라민에오염된오염된밀글루텐밀글루텐 멜라민에멜라민에오염안된오염안된밀글루텐밀글루텐

자료출처: University of GuelphLaboratory Services (May 1, 2007)
(http://www.labservices.uoguelph.ca/labserv/urgent.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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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일일내성용량 및 허용기준치분류

2008. 9.29~10.8
(미국, 중국, 뉴질
랜드, EU도 동일)

2.5ppm (식품)
1.0ppm (식품)

성인
어린이

허용기준치

Harmful Substances 
in Food 

(Amendment) 

Regulation

- 2.5ppm
(2008.9.23)

- 1.0ppm

- 비스켓
밀크비스켓 등

- 3세미만, 임
산부, 수유부

The Center 
for Food 
Safety of 
Hong Kong 

(CFS)

홍콩

30ppm용기식품의약청한국

30ppm
용기

유럽

국가/기관 기관 내용 rlwnscl 비고

WHO

IARC 발암성 분류 Group 3 IARC, 1999

유럽 EFSA TDI
0.5 

mg/kg, bw/day
EFSA, 2007

미국 US FDA TDI
0.63 

mg/kg, bw/day
FDA, 2007

FDA & USDA issued a joint new 
release

The potential exposure to humans was about

2,500 times lower than the melamine dose 
considered safe (노출 수준 안전)

FDA, CDC, USDA, EPA,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May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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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방안과 향후 식품안전대책

정부의 안전관련 공무원의 전문화 및 인력강화

독성전문가로 안전분야 근본적 대체

복합노출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위해관리의 중요성

이 분야의 연구지원 강화

국내외의 안전정보분석 및 신속한 위기대응체계 마련

가칭 “국립안전정보원” 설립필요
예방적 대응이 미흡 –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정부의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사후관리)

기업의 안전경영과 윤리의식 결여

안전우선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방안 제안

송성완 팀장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팀



- 30 -



- 31 -



- 32 -



- 33 -



- 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