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 첨가물 논란”에 대하여
(사)한국펫사료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한국펫사료협회입니다.
최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펫푸드 첨가물인 BHA(Butyl Hydroxy Anisole), 에톡시퀸
(ethoxyquin), 소르빈산(sorbic acid)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펫푸드 업계는 항상 반려동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원료 구매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BHA는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로서, 펫푸드 업계
에서는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하는 허용량 이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HA의 펫푸드에 대한 사용은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으로, 품질 보존을 위한 허용 범위
이내로 사용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급여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저희 펫사료협회에서는 원료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표시사항 개선에 대해서도 업계 전체적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업계는 펫푸드의 안전성을 포함한 제품의 품질 관리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첨부]

[첨부] Q&A

Q. BHA(Butyl Hydroxy Anisole)는 어떤 물질인가요?

Ÿ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이하 BHA)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도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
가물이다. 식품 변질 방지 역할을 하는 산화 방지제로서, 주로 유지의 산화방지에
이용된다.

Ÿ

버터류, 어패냉동품, 추잉검, 마요네즈 등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도 사용이 허가된
첨가물이다.

Ÿ

업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보존제는 국내외 국가 기관 및 연구소가 장기간에 걸쳐 안
전성 검사를 실시해 정부가 허가한 물질이다.

Q. BHA 함유량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예를 들어 AAFCO 권장량 등)이 있나요?

(사료기준)

Ÿ

미국 사료 협회(AAFCO)는 유지 기준으로 BHA는 200 ppm 이내로 권장하고 있다.

Ÿ

일본은 BHA, BHT, 에톡시킨을 합한 보존제 총량이 총 150 ppm을 넘지 않도록 규
정하고 있다.

Ÿ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다. BHA, BHT, 에톡시킨을 합해 150
ppm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사료관리법 기준)

Ÿ

미국 FDA 또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BHA, BHT 사용을 허가 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식품에 따라 다르다)

Ÿ

관련 참고자료(아래)

참고자료 1

국내 사료관리법에서 사용이 허용된 “보존제”의 종류 및 허용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2 및 별표 22」

※ 영문약어 :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 BHA,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 BHT
(위 보존제 이외는 사용금지)
[별표 22] <신설 2014.12.8., 개정 2015.8.21., 개정 2017.4.1.>
첨가, 혼합 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 항산화제의 배합사료 허용기준, 150g/배합사료 1톤 = 150mg/kg = 150ppm
( 항산화제는 위 별표2에 등재된 BHA, BHT, 에톡시킨 등이 해당 됨).

참고자료 2

일본, 애완동물사료안전법 중 애완동물사료의 성분규격 등 관련 성령

보존제 사용기준(愛玩動物用飼料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平成３０年１１月３０日 農林水
産省令・環境省令

第３号)

※ 일본은 2008.6.18.일에 "애완동물용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법률」(애완동물사료안전법)
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애완동물사료의 성분규격에서 첨가제(보존제)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m 보존제 중 아질산나트륨은 100g/ton(100ppm), 에톡시킨(개사료에 한하여) 75g/ton(75ppm)
, 에톡시킨, BHA, BHT는 합하여 150g/ton(150ppm)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3

FDA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
① BHA(Butyl Hydroxy Anisole)

※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BHA(Butyl Hydroxy Anisole)는 일반적으로 식품의 필수(휘발성) 오일 함량을
포함하여 총 함량이 지방 또는 오일 함량의 0.02%를 초과하지 않을 때 식품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

② 소르빈산 (Sorbic acid)

※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소르빈산(Sorbic acid)은 사용이 허용된 안전한 첨가물로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식품마다 다릅니다.

③ 에톡시퀸 (ethoxyquin)

※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에톡시퀸(ethoxyquin)은 사용이 허용된 안전한 첨가물로서 제품에 남아 있거
나 허용되는 최대량은 150ppm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4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유럽식품안전청)승인한 소르빈산 관련 자료

※ EFSA(유럽식품안전청)는 보존제 중 소르빈산에 대하여 돼지, 가금류 축종과 강아지 및 고양이 등 모
든 종류의 동물에 안전한 수준의 최대 사용기준을 승인했으며, 특히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항목 기
준에서 강아지 고양이 반건조사료(semi-moisture complete food)의 소르빈산칼륨 최대 사용기준을
5,000mg/kg(ppm)으로 정하고 있다.

[PPM :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1g의 시료 중에 100만분의 1g, 물 1t 중의 1g, 공기 1㎥ 중의 1cc가 1PPM이다.]

Q. BHA를 ‘방부제’라고 통칭해도 되나요?

Ÿ

BHA는 항산화제로서, 방부제가 아니라 보존제의 일종이다.

Q. 모든 수입 펫사료에는 해외 제조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보존제가 사용되나요?

Ÿ

대부분의 수입 펫사료는 법적, 종교적 차이가 없는 한 내수용, 수출용 제품의 배합
차이는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펫사료는 대부분 제조국가 내수용과
동일한 제품이다.

Ÿ

제품의 특징 또는 브랜드에 따라 다르나, 통상 유통기한까지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
하기 위해 산패 방지 목적으로 천연 또는 인공 보존제를 사용한다. 이는 사람이 섭
취하는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다.

Q. 수입 펫사료의 경우, 소비 지역에 따라 운송 과정의 부패 위험성을 고려해 방부제가
선택적으로 첨가되나요? (예를 들어 유럽에 공장이 있는 경우 유럽에서 소비될 제품에는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소비될 제품에는 방부제를 첨가
하나요?)

Ÿ

그렇지 않다. 특별한 법적, 종교적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배합비로 제조, 유통된다.

Q. 장기간의 운송 과정에 적도를 지나게 되면, 방부제/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
이 부패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인가요?

Ÿ

펫사료는 크게 건사료(수분 8-11%), 습사료(수분 70% 이상, 캔 또는 레토르트 형
태)로 나뉘며 습사료는 멸균 포장되기 때문에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Ÿ

건사료의 경우는 제조에 사용된 유지의 산패 방지가 필요하다. 제품에 따라 여러 가
지 방법, 즉, 진공포장, 탈산소제, 냉장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제품 신선도를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또는, 안전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보존제를 사용한다.

Ÿ

펫사료 회사가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료 유지에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거나 자
체적으로 배합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Q. 건식 펫사료의 경우도 부패 가능성이 있나요?

Ÿ

건사료는 수분이 8~11%이고 적절하게 포장 보관되면 안전하나, 개봉된 후에 고온
다습한 상태로 있게 되면 수분 함량이 증가하여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Q. 비타민 E군인 토코페롤 등 천연 항산화제도 있는데, 왜 천연 항산화제를 사용하지 않
고 인공 항산화제를 사용하는가?

Ÿ

업체의 선택 및 제품의 특성에 따라 천연을 사용하기도 하고 인공 항산화제를 사용
한다. 둘다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Q. 제품의 산화가 진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Ÿ

산패가 진행되면 지방의 산화로 기름 찌든 냄새가 나서 제품의 기호성이 떨어지고
또한 산패된 제품에는 면역기능 저하 및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긴다.

Q. 사료 원료에 표기하지 않고 합성 보존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

Ÿ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표기해야 한다. 다만, 원료로부터 전이된 보존제를 포함
한 첨가제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 표시기준이 다르다.

(사)한국펫사료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