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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residual tricyclazole and its risk assessment 

in Korean sundried salts

Jin Hyo Kim, Geun-Hyung Choi, Ji-Ho Lee and Oh-Kyung Kwon*

Chemical Safety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neces, RDA, Suwon 441-707, Republic of Korea

Abstract Sundried salt was recently registered in food category in Korea in 2008, and food hygiene

regulation only applied to several heavy metals and a few inorganic ions. In this report, we investigated the

residual amounts of tricyclazole, a highly concerned contaminant from agricultural activity, and estimated

their daily intake and hazard index. All 60 sundried salts were collected by region, an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were analyzed with GC-NPD. In this investigation, only three samples were confirmed the

residual tricyclazole in sundried salts. Their maximum residue was 1.7 µg/kg, and their estimated average

daily intake was 2.40 × 10−8~6.22 × 10−8 mg/kg-day. From these results, HI of tricyclazole for sundried salts

was 7.53 × 10−7~2.07 × 10−6 for Koreans, and the values were not considered as serious risk issues 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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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은 인체 생리기능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무기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조미료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소금의 과다섭취는 생체균형을

교란시켜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최

근 이러한 이유로 소금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운동이 확산되

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Na 섭취량은 평균 13.4 g/

day로 보고되어 있고, 이는 WHO 권고량보다 높은 수준이

다(KHIDI, 2006). 식품으로 섭취되는 식염의 종류에는 천

일염, 제제염, 태움·용융염, 정제염, 가공소금 등이 있으며,

그 중 천일염은 해수를 증발지로 유입시킨 후 단계별로 자

연농축과정을 거쳐 결정지에서 결정화 된 소금으로 얻게

된다. 천일염은 재제염이나 정제염에 비해 NaCl 함량이 낮

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무기질이 풍부하다고 보고되어

있어 식품소재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Ha 등,

1998; Jo 등, 1998), 국내에서는 2008년 처음 식품으로 편입

되어, 천일염의 안전성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

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천일염의 식품유형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식염에 적용되던

중금속(Cd, Pb, As, Hg) 및 기타 유해물질(페로시안화이온

등)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천일염은 정제염과 달리 연안 지표수를 원수로 사용하며,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고 있어, 인근 농경지 및 상류

하천 지역의 경작활동으로 인한 농약 및 각종 환경오염물질

의 오염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천일염은 5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생산이 이루어

지며, 원수의 집수 단계부터 결정단계까지 천일염 생산에는

20~30일 가량 소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

염전 인근 농경지역의 주요 경작활동으로 벼 재배를 위한

볍씨 살균 및 각 종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살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들 중 수도용 살균제로 사용량이 높은 트리

사이클라졸을 대상으로 천일염 잔류가능성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종자살균 및 도열병방제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 2011년 원제 수입량이 156,585 kg

이었다(KCPA, 2012). 트리사이클라졸의 환경 잔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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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분해 반감기 20.9일, 담수 11.8일, 담수 중 표층토 305일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Hwang 등, 1984, Phong 등, 2009a),

pH 6 이하의 산성토에서 잔류기간은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1998; Phong 등, 2009b). 또한 남한강지류의

트리사이클라졸 최대잔류량은 20.9 µg/L, 최대 검출시기는

천일염 최대 생산시기와 동일한 7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Park 등, 2007). 따라서 천일염 생산시기와 환경 중 트리사

이클라졸 최대 잔류시기가 겹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

내에서 생산된 지역별 천일염 20종에 대해 GC-NPD를 이용

한 트리사이클라졸 잔류분석 및 이들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

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시험에 사용된 국내생산 천일염 시료는 2010년 신안군

(11 지역), 영광군(3 지역), 무안군(2 지역), 태안군(4 지역)

에서 총 60점의 시료를 직접 수거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트리사이클라졸 잔류분석은 GC/NPD를 이용한 정량분석을

Padovani 등(2006) 의 방법을 토대로 시료 30 g을 증류수

100 mL에 용해시킨 후 dichloromethane 30 mL로 3회 반복

추출하고, 추출액을 2 mL로 농축하여 silica gel 컬럼으로

정제한 뒤 GC/NPD로 정량분석하였다. 본 시험법의 트리사

이클라졸 회수율은 83% 이었으며, 검출한계는 0.2 mg/kg

이었다(Table 1).

각 지역별로 수거된 60점 시료의 트리사이클라졸 잔류분

석결과, 분석시료의 85% 수준인 20개 지점 중 17개 지점의

시료는 검출한계 미만으로 불검출 되었으나, 3개 지점 3점

의 시료에서 1.0~1.7 µg/kg이 정량 검출되었다. 이러한 잔류

수준은 현행 식품 중 트리사이클라졸 잔류농약 최저 허용량

0.05 mg/kg의 약 1/50 수준으로 모든 천일염 시료에서 트리

사이클라졸 잔류량이 극미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체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은 본 연구진이 2011년도에

발표한 방법을 토대로 실시하였다(Paik 등, 2011). 인체노출

평가(dietary exposure assessment)에 대한 방법론은 FAO/

WHO에서 제시한 만성 인체노출 평가방법을 기초로 실시하

였고(FAO/WHO, 1997), 천일염 시료 중 트리사이클라졸 잔

류량이 불검출인 경우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의

1/2 값으로 대체하여 적용함으로써 도출될 결과의 예측 위

험도가 중간인 경우의 시나리오로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Crystal Ball® 11.1.0 ver.(Colorado, Denver, USA)의

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해 fitting 함으로써 적

합한 확률분포형태를 결정하여 확률론적 노출량 평가에 이

용하였다. 천일염의 섭취량은 국민영양조사 결과 산출된 인

구 및 유아기(1~2세), 어린이(7~12세), 성인(20~65세이상)

의 소금 섭취량을 근거로 하였다(KHIDI, 2006). 체중은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2차년도에 조사자 기준으

로 전체 평균체중 55.01±17.76 kg, 유아 12.39±2.13 kg, 어

린이 36.65±11.36 kg, 성인은 20~65세 이상의 연령별 체중

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KCDCP, 2008).

천일염 섭취로 인한 트리사이클라졸의 한국인 평균 노출량

은 2.57 × 10−8mg/kg-day이었으며, 극단 섭취량(95th percentile

값)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8.35 × 10−8 mg/kg-day으로 평가되

었다. 이러한 노출량 산정결과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2.26 × 10−8~2.40 × 10−7 mg/kg-day의 노출량 분포특성을 나

타내었으며, 분석 집단별 노출량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천일염 섭취를 통한 비발암독성에 대한 위해

도 결정은 위해지수(Hazard Index, HI)를 사용하였다

(WHO, 1997). 이 방법은 일 평균 노출량을 일일 허용섭취

량인 Acceptable Daily Intake(ADI) dose 로 나누어 위해도

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HI가 1보다 클 경우 유

해영향발생이 예측되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HI가

1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유해영향발생이 기대되지 않아 안

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위해지수 산정 결과

조사대상인 천일염의 트리사이클라졸 오염에 따른 위해지수

는 7.53 × 10−7~7.98 × 10−6으로 유해영향 발생이 기대되지

않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이러한 연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농산물 중

트리사이클라졸 잔류허용량 0.05~3.0 mg/kg(KHIDI, 2011)

Table 2. Estimated daily intake (EDI) value and hazard index (HI) from tricyclazole-contaminated sundried salts in the age category

Groups
EDI (mg/kg-day) HI

Mean 95th percentile Mean 95th percentile

General 2.57 × 10−8 8.35 × 10−8 8.57 × 10−7 2.78 × 10−6

Infant (1~2) 2.40 × 10−8 9.36 × 10−8 8.00 × 10−7 3.12 × 10−6

Children (7~12) 2.26 × 10−8 9.16 × 10−8 7.53 × 10−7 3.05 × 10−6

Adults (20~ > 65) 6.22 × 10−8 2.40 × 10−7 2.07 × 10−6 7.98 × 10−6

Table 1. Instrumental conditions of GC-NPD for tricyclazole

Instruments
GC Agilent 7890 

NPD detector

Column DB-5 (30 m × 0.32 mm × 0.5 × µm)

Mobile phase
N2 (make up) : 5 mL/min
H2 : 3 mL/min
Air : 120 mL/min

Oven condition

Initial temp. 100oC (3 min)
Ramping rate 15oC/min
Max. temp. 270oC(15 min)
Total running time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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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해 보더라도 식품위해 수준의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농약의 경우 국지적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자연농축 만으

로 식품으로 사용되는 천일염에 대해 지속적인 잔류량 조사

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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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천일염의 트리사이클라졸 잔류 및 위해성 평가

김진효·최근형·이지호·권오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요 약 국내에서 천일염은 2008년 이후 처음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중금속 등과 같은 무기물 성분에 대한 잔류허

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염전 인근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약류의 간접 오염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인근 농

경지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수도용 살균제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대하여 정량 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20개 지역 60점의 천일염 중 3개 시료에서 검출한계 0.2 µg/kg 이상이 검

출되었으며, 최대 잔류량은 1.7 µg/kg으로 극미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류결과를 토대로 한 노출평가 결과 성인

(20~65세 이상) 평균 6.22 × 10−8mg/kg-day, 유아(1~2세) 평균 2.40 × 10−8mg/kg-day로 확인되었으며, 노출량을 기준

으로 위해성 평가결과 HI(hazard index)는 전 연령층에서 평균 7.53 × 10−7~2.07 × 10−6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결

과는 95th percentile 값에서도 7.98 × 10−6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천일염의 트리사이

클라졸 잔류량이 인체에 독성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색인어 잔류농약, 트리사이클라졸, 천일염,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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