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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과정 ]

❶ 원료선별

원료인 고기는 신선도가 양호하여야 하며, 가급적 지방함량이 적은 

부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❷ 가열공정

가열에 사용되는 숯은 반드시 포장재를 제거하고 사용하며, 숯불 자체에 
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15분 이상 충분히 연소시킨 후 사용해야 합니다. 
조리 시 사용되는 고기는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되지 않도록 숯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직화구이 시 고기의 탄화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균일한 
두께 및 크기를 가진 고기를 사용하며 사용하는 석쇠는 표면이 평평하여 
기름 배출력이 우수한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굽는 과정 중 가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기의 기름이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경사지게 하고, 가급적 기름이 숯에 직접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름받이는 배출되는 기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열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숯불구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기는 바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벤조피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벤조피렌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인체발암물질(1군)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훈제 육류 및 어류를 많이 섭취하거나 직화로 고기를 구워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장암 및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벤조피렌은 환경호르몬으로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여성들의 자궁질환 · 생리통 ·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벤조피렌이란?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으로 주로 300∼

600℃ 사이의 온도에서 화석연료 또는 식물 등의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300∼600℃사이의 온도에서 화석연료 또는 식물 등의 유기

물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며 주된 배출원은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연기 등 입니다. 대기로 배출된  벤조피렌은  토양이나  
먼지  등에  흡착되어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농산물, 어패류 등 
조리 ·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벤조피렌은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유해물질로서 특히 식품의 굽기, 튀기기, 볶기 등의 
제조 · 가공 · 조리 과정에서 탄수화물, 지방, 및 단백질의 탄화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벤조피렌 관리기준

인체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는 ’06년에 올리브유에 한하여 2.0㎍/kg 이하로 기준을 
설정한 이후 ’07년에 모든 식용유지에 대하여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10년부터는 가쓰오부시와 같은 훈제건조어육에 대하여 10㎍/kg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후 훈제어육,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기준적용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식습관

삼겹살 등을 구워 먹을 때 채소와 함께 먹는 식습관이 벤조
피렌의 체내 독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므로 구이류(생선, 
육류),  식육가공품 등을 섭취할 때는 상추, 마늘, 양파, 샐러리 
등 채소와 함께 섭취하고, 식후에는 홍차나 수정과를 마시
거나 딸기 등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간접가열

조리 종류별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가정식 육류 조리

[ 조리과정 ]

❶ 원료선별

살코기 부분이 많은 육류 또는 부위를 선택하며, 지방이 많은 부위는 
잘라낸 후 조리해야 합니다. 고기 종류마다 벤조피렌 발생에 차이가 
있으며, 가열 조리 시 백색육(닭고기)이 적색육(돼지고기, 쇠고기)보다 

적은양의 벤조피렌이 발생합니다.

❷ 조리방법

직접가열(숯불구이, 프라이팬, 오븐)에 의한 조리보다 간접가열
(찌기, 삶기, 튀기기)방법으로 조리할 때 벤조피렌 생성이 적습니다.

▶ 직접가열 _ 불과 육류가 직접 닿는 부분을 줄이기 위하여 오븐을 이용

하는 것이 좋으며, 전자레인지나 찜통을 이용하여 육류를 살짝 익혀 (전자

레인지 40초 이상, 찜통 2분 이상) 조리하는 것을 권장하며 가열온도는 

180℃(중불 이상)를 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조리를 피해야 합니다.

▶ 간접가열 _ 튀기기 방법보다 찌거나 삶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튀기

기의 경우 벤조피렌이 다량 생성될 수 있으니 적절한 온도(180℃ 이하)와 

시간을 선택하여 조리해야 합니다. 유지의 재사용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조리 시 탄 부분을 최소화되도록 조리하며 탄 부분은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 식품에 의한 벤조피렌 독성 저감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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