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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ICP-MS를 이용한 톳의 비소 화학종 분석 및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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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rsenic speciation and risk assesment in 30 samples of hijiki purchased from
local market in 10 Korean cities. The mean arsenic concentration of the hijiki samples was 45.65 mg/kg (dryness;
moisture content of 91.1 ± 1.6%), and the major arsenic compound was arsenate [As(V)]. The concentrations of
As(V) and As(III), as inorganic arsenic compounds, were detected to be 40.36 mg/kg and 0.37 mg/kg, respectively,
and made up 88.6% (40.46 mg/kg) of the arsenic in the hijiki. Among the samples, the highest inorganic arsenic
concentration was identified at 9.19 mg/kg (wet), and for an adult with a body weight of 60 kg was within an
acceptable level as 0.7% (6.43 µg/60 kg/week) when compared with the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PTWI)
(900 µg/60 kg/week), and would be considered safe with respect to health-hazardou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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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소는 토양이나 물질 그리고 공기 중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원소이며, 식품에서도 미량의 비소가 함

유되어 있다(1). 일반적으로 야채, 곡류, 육류에는 0.01-1.0 mg/kg

의 비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해조류에서는 10-60 mg/kg정도로 비

교적 많은 농도의 비소가 존재하고 있다(2-4). 이러한 비소는 인

간에게 이행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쉽게 분해되

거나 제거되지 않고 축적되며 식품에 유입되었을 때 간, 방광, 폐

그리고 피부암 등의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5).

비소는 그 결합 형태에 따라 다른 독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사실상 총비소 함량으로는 그 독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

기가 어렵다. 비소 화학종 중 arsine gas(AsH3)가 가장 강한 독

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6가지 비소 화학종

중 무기비소 형태인 arsenite(As(III))와 arsenate(As(V))가 유기비소

인 monomethylarsonic acid(MMA), dimethylarsinic acid(DMA),

arsenocholine (AsC), arsenobetaine(AsB) 보다 독성이 크며, As

(III) > As(V) > MMA > DMA > AsC > AsB의 순으로 독성의 강도를

보이고 있다(6). EPA에서는 비소화학종 각각의 LD50값이 inorganic

형태인 As(III)가 15-42 mg/kg, As(V)가 20-200 mg/kg이며, organic

형태인 MMA는 700-1,800 mg/kg, DMA 1,200-2,600 mg/kg, AsC

6,500 mg/kg 그리고 AsB는 10,000 mg/kg이라고 보고하였다(7).

비소에 관한 연구로는 세계적으로 농수산물 등에서의 함유량

측정과 인체에 미치는 독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8),

국내에서는 아직 식품의 비소 오염에 대해 위해성을 크게 인식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어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해조류의 경우

김의 총비소 함량이 8.5-39.7 mg/kg, 미역이 15.1-52.2 mg/kg 그리

고 다시마가 16.3-73.2 mg/kg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4,9), 톳

도 다른 해조류와 마찬가지로 약 60 mg/kg 정도의 높은 비소함

량을 보이고 있다(10). 해양생물에는 약 32종 이상의 무기비소와

유기비소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1), 그 중 해조류는 높

은 비소함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독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AsB (LD50=10,000 mg/kg)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

야기하고 있다(7). AsB의 인체에 미치는 독성도는 rat을 이용한

ethyl alcohol의 LD50 값이 7,060 mg/kg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미미

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12). 그러나 해조류 중 갈조식물

(Phaeophyta) 모자반과와 같이 종류에 따라서는 존재하는 비소가

무기비소 형태로 되어있는 종들이 존재하며(13), 그중 대표적인

종은 갈색말무리에 속하는 톳(Hijiki, Hizikia fusiforme)이 있다. 톳

은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칼슘(1250 mg%)과 철분(47 mg%)의 함

량이 매우 높아(14) 건강식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식품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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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비소의 높은 함량이 식품위생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 중 비

소함량과 실질적인 독성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비소 종 분

리를 통하여 각각의 비소 화학종들을 분리, 분석 하여야 한다. 

톳에 대한 비소의 국내 또는 국제 관련 기준 규격이나 규제치

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캐나다, 영국 그리고 홍콩의 경

우 자국민에게 톳의 섭취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영

국에서는 2004년도에 시중에 유통 되고 있는 5종의 주요 해조류

중의 총비소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톳에서만 무기비소

의 함량이 평균 77.4 mg/kg으로 확인되어 자국민에게 톳의 섭취

를 자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15,16). 그러나 톳의 소

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영국의 발표에 대

한 해명으로, 1989년 FAO/WHO의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회의

(JECFA)에서 정한 무기비소의 PTWI(잠정 주간 섭취 허용량)가

15 µg/kg(체중) 이며 5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의 경우 107 µg/

person/day(750 µg/person/week)에 상당하고, 생 톳 중의 무기비소

최고 농도는 22.7 mg/kg으로 매일 4.7 g(일주일간 33 g) 이상을 계

속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한, 비소의 PTWI는 넘지 않으며, 해조

중에 포함되는 비소에 의한 비소 중독의 건강 피해가 일어났다

는 보고는 없었다고 발표 하였다(5,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생리활성작용 및 건

강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로

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톳의 총 비소 함량을 확인하고, 총 비

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비소 화학종들을 분리, 동정하여 톳

의 비소 오염실태 및 위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톳은 전국 10개 지역(강원, 군산, 포항, 목포,

부산, 서울, 여수, 인천, 통영, 제주)의 수산물시장에서 총 30종을

2006년에 구입한 후 총 비소 함량을 추정하였으며, 비소종 분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지역에서 시료를 3개씩 채취하였으며, 채

취한 시료는 이물을 제거하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수회 세척한

후 가식부를 취해 적당한 크기로 세절하고 건조한 후 blending하

여 분해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약 및 표준품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특급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

였고, 증류수는 Milli-Q ultra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Millipore Co., Boston, MA, USA)에 의해 정제된 물을 사용하

였다. 비소 종분화 분석에 사용된 표준물질은 arsenobetaine(Wako,

Osaka. Japan), arsenocholine Bromide(Wako), monomethylarsonic

acid (ChemService, West Chester, PA, USA), dimethylarsonic acid

(Strem Chemicals, Newburyport, MA, USA), arsenate(Merck, Darm-

stadt Germany)와 arsenite (Fluka, Buchs, Germany)를 사용하였으

며 1000 mg/kg stock solution을 제조하여 매분 석시 working stan-

dards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HPLC에 사용된 이동상은 ammonium

bicarbonate(Merck), ammonium phosphate(Sigma, St. Louis, Mo,

USA)와 ammonium nitrate (Sigma)이며, ammonia solution(Merck)

을 사용하여 pH를 조절하였다. 비소종의 분리에 사용된 methanol

과 ethanol은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회수율 시험을 위해 사용

된 시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CRM(쌀분말, 2.02 mg/kg)과 NRCC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의 CRM(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인 DORM-2(Dogfish muscle, 18.0 ± 1.1 mg/kg; arsenobe-

taine 16.4 ± 1.1 mg/kg as As)를 사용하였다. 총 비소 정량을 위해

1000 mg/kg 농도의 비소표준원액(Merck, Germany)을 희석하여 사

용하였고, 전처리에 사용한 nitric acid, sulfuric acid 및 hydrogen per-

oxide(Dong Woo Fine Chem. Co. Ltd., Iksan, Korea)는 모두 EP-S

급(electronic grade)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전처리

총 비소의 분석은 각각의 건조된 시료 3 g을 정확히 칭취하여

분해 플라스크에 HNO3 30 mL와 함께 넣고 혼합하여 하룻밤 방

치한 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digestion block(Block-Digest 20,

J. P. Selecta, Barcelona, Spain)에서 180oC로 가열하여 내용물이

암갈색이 되기 시작하면 질산과 과산화수소 2-3 mL를 추가하면

서 내용물이 미황색-무색이 될 때까지 계속 가열하였다. 분해의

종결은 무색의 분해액에 황산 1방울 적하 후 색의 변화 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하였다. 분해가 완료된 후 증류수로 일정량(10배 희

석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비소 화학종의 분석을 위해 건조시료 1 g을 정확히 칭취하여

2% 에탄올 용액 10 mL로 5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한 후 ultra

sonicator(Hwa Shin Instrument, Power Sonic 420, Seoul, Korea)

를 이용하여 20분간 용출하였다. 이 후 다시 1분 동안 교반한 후

centrifuge((4000 rpm(2898×g), Hanil Science,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은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고, 여과액은 비소의 형태별 분리 분석

을 위해 HPLC-ICP-MS에 주입하였다.

기기조건 및 방법

총 비소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ArCl+(m/z 75)에 의한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DRC(dynamic reaction cell) mode가 장착된 ICP-

MS (ELAN 6100 DRC II, Perkin Elmer Sciex, Waltham, MA, USA)

를 사용하였고, 비소 화학종의 분리 및 동정을 위해서 HPLC의

분리 능력과 ICP-MS의 검출 능력을 이용하여 두 장비를 coupling

한 HPLC-ICP-MS(HPLC, 200 series, Perkin Elmer Sciex)를 이

용하여 Table 1의 조건으로 분리, 분석하였다. 또한, 비소 화학종

중 zwitterion인 AsB를 제외한 나머지는 알칼리성 이동상 안에 일

정한 해리 범위를 가지는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어 ion exchange column을 사용하였다(18). 이동상으로 ICP-

MS에서의 검출 신호를 안정화시키고 sodium에 의한 감도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카리성인 ammonium bicarbonate(20 mM,

pH 8.5)와 ammonium nitrate + ammonium phosphate(1 : 1, 20 mM,

pH 9.4) 를 사용하여 gradient 용리조건으로 분석하였다(Fig. 1).

결과 및 고찰

회수율 측정

총 비소에 대한 회수율 측정을 위해 표준품을 시료와 동일 조

건으로 전처리를 한 후 측정한 결과 평균 98.1%의 회수율을 보

였다. 또한 시료속의 비소 함량에 대한 회수율 측정을 위해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의 CRM(쌀분말, 2.02 mg/kg)과 캐나다 NRCC의

DORM-2(18±1.1 mg/kg)를 사용하였으며, 회수율 측정결과 쌀분말

CRM에서는 총비소 함량이 2.25±0.1 mg/kg으로 111.4%의 회수율

을 보였고, NRCC의 DORM-2에서는 18.26±0.3 mg/kg으로 101.4%

의 회수율을 보였다(Table 2). 비소 화학종에 대한 회수율 측정은

NRCC의 DORM-2(total As, 18±1.1 mg/kg; AsB, 16.4±1.1 mg/kg)

를 사용하여 확인하였으며, 결과 값이 17.2±0.5 mg/kg으로 95.7%

의 회수율을 보였다. ICP-MS의 총 비소 검출한계는 0.07 µg/k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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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검량한계는 0.24 µg/kg이었다. 비소 종에 대한 각각의 검

출한계는 Table 3과 같이 확인되었다.

톳의 총 비소 함량 분석

톳(30종)의 총 비소는 ICP-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균

함량이 45.65±21.17 mg/kg으로 20.69-96.51 mg/kg의 범위로 확인

되어 넓은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동일 지역에서 구입한 서로 다

른 톳 시료의 결과에서는 서로 유사한 총 비소 함량을 보였는데,

이는 재배지역이 유사한 톳들이 그 동일 지역에서 유통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별 함량으로는 한 지역에서 구입한 톳이 94.45±2.56 mg/kg

으로 전체 평균의 약 2배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여

수 그리고 인천이 각각 58.33±2.72, 55.25±1.81, 58.49±4.08 mg/kg으

로 이 세 지역에서 구매한 톳에서도 평균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Table 1. Operating condition for the HPLC-ICP-MS

Instrumental parameters

ICP-MS

RF power 1300 W

Argon gas flow

Nebulizer Meinhard type a quartz 1.0-1.07 L/min

Auxillary 1.00-1.30 L/min

Plasma 16 L/min

Lens voltage 5.5 V

Sample uptake rate 0.24 mL/min

Reaction gas Ammonia (99.999%)

Analyte Measurement

Selected isotopes(m/z) 75(75As)

As DRC (with reaction gas)

HPLC

As speciation As(III)1), As(V), DMA, MMA, AsC, AsB

Mobile phase A 20 mM Ammonium bicarbonate, pH 8.5

Mobile phase B 20 mM Ammonium nitrate, 20 mM Ammonium phosphate, pH 9.4

Gradient profile 2 min at 100% A; step to 100% B for 9 min

Flow rate 1.5 mL/min

Column Anion exchange, Hamilton PRP X-100 (4.1 × 250 mm, 10 µm)

Column temp. Ambient

Injection volume 100 µL

1)As(III): Arsenite, As(V): Arsenate, MMA: Monomethylarsinic acid, DMA: Dimethylarsonic acid, AsC: Arsenocholine, AsB: Arsenobetaine

Fig. 1. HPLC-ICP-MS chromatogram for a standard mixture of
6 arsenic species. [As(III): Arsenite, As(V): Arsenate, MMA:
Monomethylarsinic acid, DMA: Dimethylarsonic acid, AsC:
Arsenocholine, AsB: Arsenobetaine]

Table 2. Total arsenic recoveries of CRM (rice) and DORM-2 by ICP-MS (mg/kg)

CRM Average found Recovery1) (%) C.V.2) (%)

Rice 2.02 2.25 ± 0.1 111.4 3.16

DORM-2(Dogfish muscle) 18.0 ± 1.1 18.26 ± 0.3 101.4 1.47

1)Mean values obtained from five measurements
2)Coefficient of variation = standard deviation/mean × 100 (n-5)

Table 3. Detection limit of arsenic speciation by HPLC-ICP-MS
 (µg/kg)

LOD LOQ

AsC1) 2.97 9.91

AsB 0.43 1.43

As(III) 0.40 1.32

DMA 0.64 2.13

MMA 1.21 4.02

As(V) 0.23 0.77

1) As(III): Arsenite, As(V): Arsenate, MMA: Monomethylarsinic acid,
DMA: Dimethylarsonic acid, AsC: Arsenocholine, AsB: Arsenobet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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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네 지역의 시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시료의 총 비소

함량은 20.69-44.06 mg/kg의 범위를 보였으며, 이들의 평균 함량

은 31.66±1.29 mg/kg으로 나타났다. 총 비소 함량이 가장 낮은 지

역의 평균 함량은 21.19±0.67 mg/kg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톳의 총 비소 함량은 일반적인 해조류의

총 비소 함량이 10-60 mg/kg이라는 R. D. Johnson 등의 보고(2)

와 비교해봤을 때 한 지역의 시료들을 제외한 모든 시료가 이 범

위에 포함되는 수준이었으나 그 또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볼 때

평균 이하 수준이었다. 또한, 톳에 대한 총 비소 함량 결과에서

는 Salgado 등이 2006년과 2008년의 연구에서 스페인에서 판매

되고 있는 톳의 총 비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각각 평균 61±3과

72±4 mg/kg 이었다고 보고하였고(10), Rose 등은 영국 런던과 인

근에서 구입한 톳의 총 비소 함량이 95-124 mg/kg이라고 발표하

였으며(5), Wondimu 등은 일본에서 구입한 톳의 총 비소 함량이

99.6±0.16 mg/kg이라고 보고하여(19),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유통

되고 있는 톳의 총 비소 함량도의 결과도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

와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소 화학종의 분리 및 동정

총 30종의 톳을 대상으로 하여 비소 화학종을 분리, 동정 하였

고, 분리된 chromatogram과 그 결과 값을 Fig. 2과 Table 4에 나

타내었다. 톳을 포함한 해조류의 높은 비소 함량이 여러 연구에

서 확인된 평균 비소 함량에 만족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일반

평야지대의 식품(야채, 곡류, 육류; 0.01-1.0 mg/kg)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소가 포함되어 있어 양적으로 본다면 매우 높은 함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 의하면 수산물에서 검출

되는 주요 비소 화학종은 AsB이고(20,21), 해조류의 주요 비소

화학종들은 dimethylarsinoribose의 유도체들인 arsenosugar 화합물

들 이라고 보고되어졌다(21). 특히, 해조류는 비소 함량이 다른

수산물들이나 농산물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성 비소화합물들

이 거의 독성이 없는 유기비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안전하

다고 하고 있다.

HPLC-ICP-MS에 의해 톳을 분석한 결과 As(III), As(V), MMA,

DMA, AsC 그리고 AsB 등 총 6종의 비소 화학종 중 As(V),

As(III) 2종이 높은 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비소의 함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미확인 peak들이 2-5종 검출되었다.

HPLC-ICP-MS에 의해 확인된 미확인 비소화합물들을 제외한 검

출된 비소 화학종들의 총 함량은 평균 40.46±21.17 (17.06-93.74)

mg/kg이었다.

As(V)은 무기비소로 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소 화학종으로

30종의 시료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그 함량이 17.11-92.91 mg/kg

이었고, 평균 40.46 mg/kg으로 총 비소 함량의 88.6%를 차지하여

톳의 주요 비소 화학종으로 확인되었다. Salgado 등의 2006년과

2008년의 보고에서도 톳에서는 As(V)만 검출 되었으며, 그 함량

은 각각 총 비소 72±4 mg/kg과 61±3 mg/kg중 62±7 mg/kg과

46±2 mg/kg으로 전체 약 86%와 75%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

과와 유사하게 확인되었다(10,22). Raab 등의 연구에서 또한 톳

에서 As(V)이 전체의 약 56-80%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한 비소

화학종이라고 보고하였다(23).

3가(trivalent) 비소로서 독성도가 15-42 mg/kg으로 비소종 중 가

장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인(24) As(III)은 총 30종의 시료 중 8종에

서만 확인되었으며, 그 함량은 0.04-0.84 mg/kg(평균0.37±0.29/kg)

으로 확인되어 큰 위해요소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Raab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미량의 As(III)가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23).

미량의 미확인 비소화합물들을 제외한 As(V), As(III) 등의 무

기비소의 함량은 박 등의 일본 근해에 서식하는 톳(Hizikia fusi-

forme)의 총 비소 함량이 134 mg/kg에 이르며 무기비소의 함유

비율도 약 60%에 이른다는 보고 보다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

으나, 다른 해조류와는 달리 무기비소가 대부분이고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25). 또한, 영국의 식품표준국(15)과 Rose 등(5)의

연구에서 2004년도에 조사한 시중에 유통 되고 있는 일본산 톳

의 평균 총 비소 함량은 109.7 mg/kg 이었으며, 무기비소의 양은

77.4 mg/kg으로 전체 함량의 약 70.5%로 조사되었다는 보고와도

비슷하였다. Almela 등도 스페인에서 구매한 일본산 톳의 평균

총 비소 함량 109.6 mg/kg 중 약 67.0%인 73.5 mg/kg이 무기비소

인 것으로 보고하였다(26). 이렇듯 톳에 함유되어있는 비소 화학

종은 대부분이 무기비소 형태였으며, 그 중 As(V)가 주요 비소

화학종으로 확인되었다.

톳 이외의 무기비소가 주요 비소 화학종으로 확인된 해조류로

는 Hirata 등이 톳을 제외한 해조류 중 유일하게 모자반에서 총

비소 함량 181 ± 4 mg/kg 중 As(V)의 함량이 133±7 mg/kg으로

73.5%였다고 보고하여 톳 중에 함유된 비소 화학종의 형태와 비슷

한 결과를 보였고(24), Hanaoka 등은 톳뿐만 아니라 모자반과의 해

조류 대부분이 약 50%의 As(V) 함량을 보인다고 하였다(19).

위해성 평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비소의 섭취량 및 최대허용량이 JECFA

의 기준에 따른다고만 되어있을 뿐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을

Fig. 2. Chromatograms of samples by HPLC-ICP-MS: (a) Gunsan-1 and (b) Jej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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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국제식품규격회(CAC)의 Codex Annexes항 “Annotated

list of contaminants and toxins, situation regarding codex crite-

ria and decisions”에 따르면 식품 내의 무기 비소함량에 대해 명

확하게 제시된 자료가 없으며 비소 함량 및 섭취량에 관련된 규

정이 없는 실정이다.

톳의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생물로 환산한 총 비소 함량은 평

균 4.09 mg/kg으로 확인되었으며, 무기비소의 평균 함량은

3.63(1.46- 9.19) mg/kg이었다(Table 4). FAO/WHO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JECFA : FAO/WHO 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정하고 있는 비소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PTWI)은 총 비소 350 µg/kg

bw/week, 무기비소 15 µg/ kg bw/week이다. 60 kg의 몸무게를 가

진 성인의 무기비소 섭취허용량이 129 µg/kg bw/day(900 g/bw/

week)으로, 확인된 톳 중 무기비소함량이 최대인 시료 9.19 mg/

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0 g/day(98.3 g/week)의 톳을 섭취한 양

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5년 제 3기 국민영양조사에서 조사된 톳

의 1인 1일 평균섭취량인 0.1 g에(27) 해당하는 무기비소의 섭취

량은 PTWI 기준의 0.7% 수준인 0.92 µg/kg bw/day(6.43 µg/kg

bw/week)으로 JECFA의 기준에 적합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비소 함량이 높은 해조류(10-60 mg/kg) 중 무기비

소 함량이 높은 톳을 대상으로 총 비소 함량 측정 및 비소종 분

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PTWI와 비교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국 10곳의 지역에서 총 30종의 시

료를 구입하여 ICP-MS로 총 비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 건조시료

를 기준으로 평균 45.65 ± 21.17 mg/kg(생물기준; 3.63 ± 2.19 mg/kg)

의 함량을 보여 다른 나라의 여러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

대적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HPLC-ICP-MS를 이용하여 분리, 분

석된 톳의 주요 비소화학종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

로 평균함량이 As(V) 40.36 mg/kg, As(III) 0.37 mg/kg으로 전체

비소함량의 88.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무기비소함량이 가장 높

게 확인된 시료(생물기준; 9.19 mg/kg)를 대상으로 톳의 위해성을

Table 4. The amounts of moisture, total arsenic(dryness and wet) and analytical results for six arsenic species in Hijiki (Hizikia

fusiformis) by HPLC-ICP-MS                                                                                                                                                                        (mg/kg)

Sample
Moisture 

contents (%)
Total As
(dryness)

Total As
(wet)

Speciation

As(III)1) As(V)
MMA, DMA

AsC, AsB
S species
(dryness)

S species
(wet)

Un-identified
 peak

GW-12) 88.1 29.02 3.45 - 27.34 - 27.34 3.25 5

GW-2 92.5 31.55 2.37 0.04 31.44 - 31.47 2.36 5

GW-3 93.1 31.03 2.14 - 29.77 - 29.77 2.05 5

GS-1 91.4 20.91 1.80 - 20.56 - 20.56 1.77 4

GS-2 89.3 21.95 2.35 - 17.06 - 17.06 1.83 3

GS-3 91.7 20.69 1.72 - 17.63 - 17.63 1.46 4

PH-1 90.4 33.88 3.25 - 22.09 - 22.09 2.12 4

PH-2 92.4 32.88 2.50 0.64 27.49 - 28.14 2.14 2

PH-3 91.2 33.73 2.97 0.57 24.05 - 24.61 2.17 2

MP-1 90.8 24.28 2.23 - 17.11 - 17.11 1.57 4

MP-2 88.7 25.44 2.87 - 21.13 - 21.13 2.39 5

MP-3 90.1 22.82 2.26 - 17.40 - 17.40 1.72 5

BS-1 90.3 38.23 3.71 - 35.58 - 35.58 3.45 4

BS-2 94.4 37.43 2.10 - 35.46 - 35.46 1.99 5

BS-3 91.1 37.87 3.37 - 33.65 - 33.65 2.99 5

SU-1 93.0 58.55 4.10 - 55.15 - 55.15 3.86 4

SU-2 89.5 60.93 6.40 - 57.91 - 57.91 6.08 3

SU-3 90.6 55.51 5.22 - 48.72 - 48.72 4.58 4

YS-1 89.9 53.16 5.37 - 52.73 - 52.73 5.33 5

YS-2 93.1 56.34 3.89 0.30 50.22 - 50.52 3.49 4

YS-3 92.4 56.24 4.27 0.33 50.15 - 50.49 3.84 3

IC-1 90.8 55.89 5.14 - 48.92 - 48.92 4.50 5

IC-2 88.3 56.38 6.60 - 50.08 - 50.08 5.86 5

IC-3 91.8 63.19 5.18 - 56.09 - 56.09 4.60 5

JJ-1 90.5 95.27 9.05 - 89.41 - 89.41 8.49 4

JJ-2 90.2 96.51 9.46 0.84 92.91 - 93.74 9.19 2

JJ-3 89.8 91.58 9.34 0.18 86.96 - 87.14 8.89 3

TY-1 91.3 44.10 3.84 - 27.51 - 27.51 2.39 5

TY-2 93.7 41.53 2.62 - 30.32 - 30.32 1.91 5

TY-3 92.4 42.52 3.23 0.07 35.99 - 36.06 2.74 5

Total 91.1 ± 1.6 45.65 ± 21.17 4.09 ± 2.19 0.37 ± 0.29 40.36 ± 21.25 - 40.46 ± 21.31 3.63 ± 2.19

1)As(III): Arsenite, As(V): Arsenate, MMA: Monomethylarsinic acid, DMA: Dimethylarsonic acid, AsC: Arsenocholine, AsB: Arsenobetaine
2)Region: GW(Gangwon), GS(Gunsan), PH(Pohang), MP(Mokpo), BS(Busan), SU(Seoul), YS(Yeosu), IC(Incheon), JJ(Jeju), TY(Ton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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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FA의 PTWI와 비교해 볼 때 6.1%로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

서 연 평균 0.1 g의 톳을 섭취하는 한국인에게서는 14.0 g/day(98.3

g/week) 이상의 톳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 이상 톳의 섭취에 따

른 위해 가능성은 미비하여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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