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리카겔의 안전성

일반적으로 습기제거제로 사용되는 실리카겔 성분은 SiO2 로서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모래와 거의 같은 성

분입니다. 실리카겔의 특성은 실리카겔의 표면에는 무수히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물

을 흡수하고 머금고 있을 수 있기에 습기제거제로 사용됩니다. 실리카겔이라면 소량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래 조금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리카겔 성분 자체의 독성은 전혀 없는

무해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혹시 삼키면 소화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면 위험하므로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있을 것 입니다.

실리카겔 성분은 (Silicon Dioxide)는 식약청에서 지정한 식품첨가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일일 섭취제한량

(ADI)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대사(etabolism)시 “소화관에서의 흡수는 얼마되지 않고, 대부분이 배설됨”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실리카겔은 유해물질이 없는 무해한 제품으로 만약 섭취하였다 하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해

한 제품입니다.

◈ 실리카겔 섭취시 대처방안

실리카겔을 섭취하셨을 경우라도 당황하여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시지 말아주시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실리카겔의 성분자체는 유해물질이 없으며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성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첨부자료

① 실리카겔 공인기관 성적서

② 실리카겔 안전성 정보(식약청)

③ 실리카겔 성분 식품첨가물 정보(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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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카겔의 안전성- 첨부자료 ②

◈ 실리카겔 안전성 정보(식약청 식품공전)

식품첨가물명 이산화규소

식품첨가물영문명 Silicon Dioxide

일일허용섭취량
(ADI)

Not specified

대사
(Metabolism)

실리카는 여러 가지 염형태로 많이 존재하며 의학적으로도 사용.

식품중에 도 감자, 우유, 맥주, 음료수 등에 많이 함유(Baumann, 1960).

실리카는 극 소량이 체조직에 정상상태에서 존재하나 생리적 역할은 아직 밝혀

지지 않 았음.

규산은 요소의 구성분이며 소변의 성분이며 출생직후에 2-3일동안 발 견됨.

소변에서 배설량은 식사를 고려하여 하루에 건부량으로 10-30mg 정 도

(Tomas, 1965). 실리카는 체조직에서(비장 15mg%, 폐 140mg%) 10-

200mg%(Anon, 1964),

규산의 혈중 농도는 1μg/㎤ 이하. 규산은 단백질이 나 고분자 물질과 결합하

지 않아 단분자형태로 섭취시 바로 장벽에 흡수되 어 세포외액을 통해 혈

구로 들어감(Baumann, 1960).

실리카가루를 토끼 나 개에 위에 주입시 소변에서의 은 증가하나 혈액에서는

변화가 없음.

이산화규소의 흡수량을 고려할 때 개의 경우 위에 주입 후 4-8시간에서 최대의

배설을 보였음.

실리카는 식이로 많은 양을 섭취시 체내에서의 잠복기 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규산의 투여량은 흡수, 소변배설량을 고려할 때 5% 정도임(King et al., 1933).

이산화규소의 소화관 흡수는 얼마되지 않고, 대부분이 대변으로 배설됨.

토끼, 개에 경구투여하면, 소변 중의 이산화규소 배설량은 증가하지만,

혈중농도는 변하지 않음. 장에서의 흡수량보다 신장에서 많이 배설되기

때문이 라고 생각됨

[Preiffer : Handbook of physiology Sec. 9, 362 (1977) ;

IARC Monographs 42, 39 (1987)].



◈ 실리카겔의 안전성- 첨부자료 ②

급성독성

(Acute toxicity)

-------------------------------------------------

Animal Route LD50(mg/kg bw) 

-------------------------------------------------

Rat Oral 3.16 

-------------------------------------------------

(Elsea, 1969) 

곱게 가루로만든 규산의 마이스에 경구투여량에 대한 LD50은 5g/kg bw 이

상임(Kimmerle, 1968).

토끼는 규소 3mg에대해 48 시간동안 약간의 통증을 보였음

(Elsea, 1958a).

사람에게 치명적인 경구 투여량은 이산화규소와 삼규산마그네슘은 15g/kg bw

이상임.

과량의 복용이 이완(변통)의 원인이 되는 지는 약간 의심스러움.

사람에게 규산나트륨의 경구투여량은 0.5-5g/kg bw 보다 낮으며 알카리화의

원인이 됨(Anon, 1964).

실리카와 염상태의 흡입시 독성은 경구투여에 의한 독성학적 위험보다는

타당하지 적절하지) 않음.

마우스 및 흰쥐의 경구투여시, LD50은 모두 3g/㎏ 이상이 되고, 또한 미세

규산분말을 마우스에 경구투여하면 치사량은 5g/㎏ 이상이라고 하는 보고

도 있음 [WHO Fd. Add. Ser. 5, 23 (1974)].

아급성독성
(Short-term 
exposure)

흰쥐

무정형 실리카의 흰쥐에대한 경구투여 50mg은 석달동안 독성학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험적으로도 자세히는 유효하지 않음(Malten &Zielhuis,

1964). 잘게 나눈 실리카겔을 10마리의 숫컷 흰쥐 4군으로 나누어 0%, 0.2%,

1.0%, 2.5%로 28일간 투여 하였을때 해부결과 사망이나 비정상적인 비대등이

나타나지 않았음. 체중의 변화는 2.5%에서 눈에 띠게 감 소되었고 1.0%에서는

약간감소됨.다른변이는관찰되지않음(Keller,1958).

무정형이산화규소 중합체(순도 99.8%) 50mg을 석달동안 15마리의 수컷흰쥐와

암컷흰쥐에 관을 사용하여 위에 직접 투입하였을 때, 체중증가나 사망에의한

이 상 변 화 는 나 타 나 지 않 았 음 . 병 리 학 적 으 로 도 조 직 에 서 대 조 구 와

비교시비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Kuschinsky, 1955).

15마리의 수컷과 암컷흰쥐 15쌍에게 0%, 1.0%, 3.0%, 5.0%의 실리카가

함유된 식이를 90일동안 주었을 때 5번째 양성 대조구는 3%의 활석으로 만든

화장분을 함유한 식이를 투여하였음. 실리카에 의한 생존, 체중, 식이섭취등

계통학적인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신장, 간, 지라, 혈액과 소변등에서 5%의 수준까지는 이산화

규소의 축적도 볼수없었음. 성장이나 현미경 관찰에 의한 병리학적증상도 규소

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음(Elsea, 1958b).



◈ 실리카겔의 안전성- 첨부자료 ②

아급성독성
(Short-term 
exposure)

토끼

실리카의 피부에 대한 효과는 2쌍의 흰쥐를 대상으로 5단계로10g/kg/day

투 여 하 였 고 음 성 대 조 군 은 메 틸 섬 유 소 용 액 (0.5%,w/w) 을 투 여 하 였 고

양성대조군은 활석으로 만든 화장분 10g/kg/day 투여함. 체중, 행동, 혈액내

규소량, 소변, 지라, 간과 신장에서 실리카에 의한 계통학적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장정지 또는 현미경으로 관찰된 중요기관과 피부등에서의

병리학적검사에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Elsea, 1958c).

개

6개월된 순종 비글개 아, 수컷에게 이산화규소, 규산마그네슘, 삼규산나트륨을

6-9쌍으로 그룹을 만들어 4주간 이산화규소와 동량으로 투여하였음

(0.8g/kg/day). 규산나트륨과 삼규산마그네슘을 투여한 소수의 개에게서 다음,

다갈증과 다뇨증세가 관찰되었고 혈액, 소변검사에서는 정상범위내 였음.

그러나 조직병리학적 연구에서는 규산나트륨과 삼규산마그네슘을 투 여한

처리구에서만 모든 개들에게 신장병변이 나타났으며 이 병변은 한마 리만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눈에 띄게 심하게 나타났음(Newbern & Wilson, 1970).

닭

늙은 수탉에게 제한된 환경에서 소량의 합성된규소를 투여하였음.

메타규산나트륨 100mg/kg을 투여하였고 114마리씩 대조구와 시험구로

나누었으며 성장률과 증세를 2-3일간격으로 관찰하였고 25-35일 후에죽였음.

성장병리학과 직학검사가 각병아리 기관별로 실시되었으며 소량의 규소와

메타규산나트륨을 공급한 식이에서 차이점은 1-2주후에도 나타나지

않았음. 23일 연구에서 평균 몸무게가 소량의 실리콘을 투여 한 군에서

기본식이를 제공한군의 116g에 비해서 76g으로 나타났음.

하루 의 평균 몸무게는 대조구가 2.57g이 시험구에서는 3.85g씩 증가음.

소량의 규소를 투여한 군에서는 병아리들의 크기가 작았고 그들의 여러기관은

실험군 에 비해 기관들이 위축되었음. 빈약한 새들의 다리뼈가 짧고 뼈둘레도

작았으며 얇은피층을 이루었으며 시험구보다 대조구에서 중족 골은 더 유연하고

대퇴골과 경골은 충격에 쉽게 골절이 나타났음. 뼈발달 에 미치는 규소의 영향은

초기의 뼈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Carlisle, 1972)

1군 10마리의 수컷 흰쥐에게 본 첨가물을 0.2, 1.0 및 2.5% 사료에 섞는

방법으로 28일간 먹인 결과, 1.0%이상에서 체중증가억제가 나타났고, 2.5%군

에서는 대조구와 비교해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지만, 사망예는 없고, 부검에

있어서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음. 1군 15마리의 암수 흰쥐에게 1.0, 3.0, 5.0%

본 첨가물을 함유한 사료를 90일간 먹였지만, 사망, 체중과 사료 섭취로 인한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육안 및 현미경적 검색에 있어서도 이상은 없었으며,

피검물질의 간, 비장의 침착, 혈액과 소변에서의 증가도 나타나지 않았음.

4종류의 규산화합물(이산화규소, 규산알루미늄, 규산나트륨, 삼규산마그네

슘)을 하루 0.8g/㎏ 씩 1군 15마리의 암수 흰쥐 및 1군 6∼9마리 개에게 사료와

함께 4주간 먹인 결과, 규산나트륨과 삼규산 마그네슘을 먹인 동물에게 서

산발적인 다음(多飮), 다뇨(多尿) 이외의 이상 증상은 없었고, 개에게는

임상검사에서 혈액, 소변의 이상소견도 없었지만,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는 이

2화합물군 전체예에 신장장해의 발생을 확인했음 [Newberne, P., Wilson, R. B.

: Proc. Natl. Acad. Sci. 65, 872 (1970)].



◈ 실리카겔의 안전성- 첨부자료 ②

만성독성

(Long-term 

exposure)

흰쥐

Wistar 흰쥐 20쌍을 가지고 2년동안 매일 무정형 실리카 1조각씩 먹이를 주

기전에 투였하였음(처음 몸무게는 70g).

조각중에 실리카양은 규칙적으로 100mg/kg bw/day를 투여하였고, 식이는

합성품을 사용하였으며 1년 말에 는 흰쥐의 생존률이 100%였으며 행동이상, 

임상증상, 무게초과등의 반대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시험구간의 병리학적 결과를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발암성 유발에 관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음. 

1군 20마리의 암수 흰쥐에게 매일 사료에 섞어 먹이기 전에 이산화규소 (순

도>98.3%이상)을 100㎎/㎏씩 2개월간 계속 주었지만, 일반생태, 행동, 체중

증가는 대조구와 같아 이상이 없었고, 사망예도 없었으며, 병리소견도 대조

군과 같아서 암의 발생도 나타나지 않았음. 

생식독성

(Reproductive 

toxicity)

흰쥐에서 두세대에 걸친 생식작용의 연구로 실리카 100mg/kg을 동시에 경

구투여하였음부모세대는(수컷 1마리, 암컷 5마리) 5마리의 새끼를 출산하

여 25마리가 되었음.1세대 수컷 1마리와 암컷 5마리를 짝을 지어 6개월 후 2 

세대는 21마리였음.기형도 이상징후도 나타나지 않았음(Mosinger, 1969). 

사람
(Observation in 

Humans)
단분자형태의 규산만50mg/50cm3을 2명의 지원자에게 복용하였음

기타
(Others) 

1군 20마리의 암수 흰쥐에 이산화규소를 500㎎/㎏/day씩 사료에 섞어 먹이는

방법으로 6개월간 주고, 4개월반 후 암컷 5마리를 교배시킨 결과, 생식행 동,

태자수(胎仔數), 신생자 체중이나 그 후의 형태 발달에 이상은 없었음.

또한 암수 흰쥐에게 이산화규소 100㎎/㎏/day으로, 경구투여하고, 6개월

간격으로 2주에 걸쳐 암수를 교배시켰지만. 어느 경우에도 기형발생이나 그

이외 좋지 않은 장해는 볼 수 없었음 [WHO Fd. Add. Ser. 5, 23 (1974)].

CD 흰쥐를 이용해 이산화규소 0, 10, 50, 150㎎/m³을 2, 4주간, 비강국소흡

입시험을 했음. 4주간 투여 후, 폐 세정액 중의 이산화규소 함유량은

489ng/lung(10㎎/m³), 2,418ng/lung(50㎎/m³), 7,378ng/lung(150㎎/m³)

였음. 150㎎/m³군에서는 2주, 4주 투여에서 BAL(bronchalveolar lavage)

단백과 LDH, 알칼리 포스파타아제(phosphatase)의 상승으로 염증이 의심 됨.

50㎎/m³군에서도 好中球가 증가했음 . 50과 150㎎/m³군에서는 3개월의

회복기간 후에도 폐포내에 이산화규소가 확인되었음. 10㎎/m³군에서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무영향량 non-observed-effect level (NOEL)은 10㎎/m³이

되었음 [Warheit, D.B., et al. : Fnd. App. Tox. 16, 590 (1991)].



◈ 실리카겔의 안전성- 첨부자료 ②

참고문헌

(Reference)

Anonymous (1964) Unilever Research Laboratory, Report No. CH 

64888, dated 21 October 1964 

Baumann, H. (1960) Hoppe-Seylers, Z. physiol. Chemie., 320, 11 

Carlisle, E. M. (1972) Silicon: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Science, 178, 

619 

Elsea, J. R. (1958a) Unpublished report, January 8, from Hazleton 

Laboratories, Inc. 

Elsea, J. R. (1958b) Unpublished report, July 11, from Hazleton 

Laboratories, Inc. 

Elsea, J. R. (1958c) Unpublished report, May 6, from 

Hazleton Laboratories, Inc. 

Hanger, R., Kirsch, K. & Standinger, Hj. (1963) Beitr. Silikose Forsch. 

S-Bd Grundfragen Silikoseforsch Bd, 5, 69 *See relevant paragraph in 

the seventeenth report (pages 10-11). 

Keller, J. G. (1958) Unpublished report to W. R. Grace & Co. 

Kimmerle (1968) Unpublished report submitted by Bayer 

King, E. J., Stantial, H. & Dolan, M. (1933) Biochem. J., 27, 1002 

King, E. J. & McGeorge, M. (1938) Biochem. J., 32, 426 

Kirsch, K. (1960) Beitr. Silikose-Forsch. S-Bd. Grundfragen der 

Silikoseforsch., 4, 33Silikoseforsch., 4, 33 

Klosterkötter (1956) Diskussionsbemerkung, Beitr. Silikose-Forsch. S

Bd. Grundfragen Silikoseforsch. Bd., 2, 348 

Kuschinsky, G. (1955) Unpublished summary report submitted by 

Degussa 

Langendorf, H. von & Lang, K. (1966) Zeitschrift für Ernührungswis 

senschaft, 8, 27 

Leuschner, F. (1963) Unpublished report submitted by Degussa 

Leuschner, F. (1964) Unpublished report submitted by Degussa 

Leuschner, F. (1965) Unpublished report submitted by Degussa 

Malten, K. E. & Zielhuis, R. L. (1964) Industrial toxicology and 

dermatology in the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plastics, Elsevier, p. 

204 

Monceaux, R. H. (1973) La silice, probleme biologique medical et

social de grande actuality, Unpublished report submitted by Degussa, 

Paris 

Mosinger, M. (1969) Unpublished report submitted by Degussa 

Nadler, S. & Goldfischer, S. (1970) J. Histochem. Cytochem., 18, 368 

Newberne, P. & Wilson, R. B. (1970) Proc. Natl. Acad. Sci., 65, 872 

Page, R. C., Hefner, R. R. & Frey, A. (1941) Amer. J. Digest. Dis., 8,13 

Reimann, H. A., Imbriglia, J. E. & Ducanes, Th. (1965) Proc. Soc. 

exp. Biol. Med., 119, 9 

Reimann, H. A., Imbriglia, J. E. & Ducanes, Th. (1966) Amer. 

J.Cardiol., 17, 269 

Sarre, H. (1953) Unpublished summary report submitted by Degussa 

Thomas, K. (1965) Dtsch. Zeitschr. f. Verdauungs- u. Stoffwechsel

Krankheiten, 25, 260 



◈ 실리카겔의 안전성- 첨부자료 ③

식품첨가물명 이산화규소

식품첨가물영문명 Silicon Dioxide

정의

이산화규소는 X ray회절법으로 관찰할 때 비결정성 양상을 띠는 무정형물질로서 증기상 가수분해공

정에 의해 제조되는 연소(콜로이달)실리카와 습식방법에 의한 침강실리카, 실리카겔 또는 수화실리

카이다.

성분규격

[함 량]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이를 9001,000°에서 1시간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이산화규

소(SiO2 ＝ 60.08)가 연소실리카는 99.0% 이상, 침강실리카, 실리카겔 및 수화실리카는 94.0% 이

상을 함유한다.

[성 상]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 입자 또는 콜로이드상 액체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

(1) 이 품목 5mg을 백금도가니에 취하고 무수탄산칼륨 200mg을 가하고 버너의 붉은 불꽃상에서 10

분간작열시키고 식힌 다음 새로 증류한 증류수 2ml에 녹이고 필요하면 가온한 액에 암모늄몰리브덴

산시액 2ml를 서서히 가할 때, 진한 황색을 나타낸다.

(2) 확인시험 (1)의 용액 1방울을 여지 위에 떨어뜨리고 용매를 유거시킨 다음 이에 ｏ-톨리딘포화빙

초산용액 1방울을 암모니아가스를 쪼이면 녹청색의 반점이 생긴다.

[순도시험]

(1) 비 소 : (2)의 A액 5ml를 취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을 할 때, 그 양은 4ppm 이하

이어야 한다.

(2) 중금속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5g을 취하여 희석한 염산(1→4) 50ml를 가하여

증발할 때까지 물을 보충해 주면서 수욕상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1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여

과한다. 용기 및 여지상의 잔류물은 물로 씻고 세액을 여액에 합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 액을 A액으로 한다. A액 20ml를 취하여 묽은초산 2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

으로 하여 중금속시험을 할 때, 그 양은 30pp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표준용액은 3ml를 사용한

다.

(3) 납 : 이 품목 1g을 500ml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물 20ml 및 질산 30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천

천히 가열하여 식히고 황산 10ml를 가하여 다시 가열한다. 필요하면 질산 2~3ml씩을 추가하여 액이

무색 또는 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75ml 및 포화수산암모늄용액 25ml를 가하

여 황산의 흰 연기가 발생할 때 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30ml를 가하여 암모니아수 또는 암모니

아시액으로 중

화하고 필요하면 이를 증발농축하여 물을 가하여 전량을 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이 액

40ml를 취하여 납시험법(디티존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가용성이온화염류 : 이 품목의 분말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5g을 정밀히 달아 물 150ml를

가하고 고속 혼합기로 5분간 혼합한다. 이를 흡인여과하고 물 100ml로 여과기와 잔류물을 씻어 이를

먼저의여액과 합치고 물을 가하여 전량을 250ml로 한다.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적당한 전도율 연

결장치를 사용하여 전도율을 측정할 때, 이의 전도율은 물 250ml에 무수아황산나트륨 250mg을 녹

인 액의 전도율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 실리카겔 식품첨가물 정보(식약청 식품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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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감량]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연소실리카는 2.5% 이하,

침강실리카 및 실리카겔은 7% 이하, 수화실리카는 70% 이하이어야 한다.

[강열감량]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1g을 정밀히 달아 900~1,000°에서 1시간 강열할 때, 그 감량

은 연소실리카는 2%이하, 침강실리카, 실리카겔 및 수화실리카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정 량 법]

이 품목 약 1g을 미리 무게를 달은 백금도가니에 취하고 105°에서 2시간 건조하고 9001,000°에

서 1시간 강열한 후 데시케이타에서 냉각시켜 무게를 달아 검체의 무게(W1)를 구한다. 잔류물을 알

콜 34방울로 적시고 황산 2방울을 가한 다음 잔류물이 잠길 정도로 불화수소산을 가한다. 

95~105°의 열판에서 증발시키고 다시 불화수소산 5ml를 가하여 기벽을 씻고 다시 증발시킨다. 잔

류물을 적색이 될 때까지 버너상에서 작열한 후 데시케이타에서 냉각시켜 무게를 달아 잔류물의 양

(W2)을 구한 후 다음 식에 따라 이산화규소의 양을 구한다.

이산화규소의 양(%) = {(W1 -W2) / W1} x 100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필요불가결한 경우 이외에 사용하여

서는아니된다. 이산화규소는 최종식품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고결방지제의 경우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식품의 2% 이하이어야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