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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는 환원당과 아스파라긴을 함유한 식품을 

조리할 때 생성된다. 일반인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주된 노출 경로는 

식품이므로, 2017 년 유럽에서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의 잔류허용치를 

설정하였다. 또한 2016 년 한국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연구에서 

아크릴아마이드는 23 종의 가공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 중에서 

노출안전역(margin of exposure)이 가장 낮게 보고되어, 

아크릴아마이드의 위해 저감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식품유형별 아크릴아마이드 수준을 파악하여, 관리가 가능한 식품 

유형을 규명하는 것이다. 아크릴아마이드 분석에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텐덤 질량분석기(HPLC-MS/MS)를 이용하였으며, 

1,000 건 이상의 가공식품을 분석하였다. 가공식품을 통한 

아크릴아마이드의 노출량 추정에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2013~2017 년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 섭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확률론적 방법의 non-parametric technique 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감자 과자를 포함한 과자류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넓은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돼지감자로 만든 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또한 돼지감자와 강황에서의 아크릴아마이드가 본 연구에서 

최초로 밝혀졌다. 주된 노출 기여식품은 3~18 세의 미성년자에서는 

과자류였으며, 19~80 세의 성인에서는 커피였다. 따라서 과자류와 

커피에서의 위해 관리방안이 강구된다면 한국인의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특정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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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돼지감자 차와 같이 높은 

아크릴아마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저감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아크릴아마이드, 실태조사, 노출량 추정, 확률론적 방법, 돼지감자 

학  번: 2018-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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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아크릴아마이드(C3H5NO; CAS No. 79-06-1)는 여러 산업에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의 전구체로 사용된다(ATSDR 2012). 1994 년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동물실험에서의 유전독성(genotoxicity) 및 발암성(carcinogenicity)을 

근거로 아크릴아마이드를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Group 

2A)로 분류하였다(IARC 1994).  아크릴아마이드가 식품에서 검출된다는 

것은 스웨덴에서 최초로 보고되었다(Tareke et al. 2002).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는 환원당과 아스파라긴 등의 아미노산이 120℃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가공될 때 마이얄 반응(Maillard reaction)에 의해 

생성된다(Mottram et al. 2002; Stadler et al. 2002).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은 조리 온도와 시간, 원재료의 환원당 및 아스파라긴 함량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Mottram et al. 2002; Rydberg et al. 2003; 

Matthaus et al. 2004), 튀기거나 구운 감자 제품, 시리얼, 빵 또는 제과 

제품, 커피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높게 검출된다(FAO/WHO 2002). 

FAO/WHO(2011)에서는 전세계 인구에 대해 평균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을 1 μg/kg bw/day로 보고하였다.  

지난 2017 년 11 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감자 

제품, 빵류, 시리얼, 비스킷, 웨이퍼, 커피, 영유아식품 등에서 식품 내 

benchmark level 을 설정하였다. 한국에서도 아크릴아마이드는 발암물질 

중 노출안전역(margin of exposure)이 매우 낮아 위해 저감이 필요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실태조사, 총식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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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량 평가, 위해도 평가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KFDA 2003; 2004; 

2006; 2007; 2011a; 2012; MFDS 2018). 하지만 전반적인 식품에서의 

실태조사 연구는 2011 년 이후 수행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었던 총식이조사의 경우 조리 후의 함량을 분석하여 최종 섭취 

단계의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시료를 하나의 composite 로 만들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식품유형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개별 가공식품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를 분석하고, 가공식품을 통한 노출량 및 식품유형별 

노출기여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평균적인 소비자의 노출량이 아닌 각 

개인별 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분석 데이터를 섭취량 자료에 무작위로 

대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및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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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아크릴아마이드(C3H5NO, CAS No. 79-06-1)는 백색 무취의 결정성 

고체로서 물에 잘 용해되는 특성을 지닌다(Table 2-1). 여러 산업에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형태로 합성되어 음용수 정화를 위한 응집제, 터널과 

저수지 건설에 쓰이는 그라우팅제(grouting agent), 종이와 펄프 생산에 

이용되는 첨가제 등으로 사용된다(FAO/WHO 2011; ATSDR 2012). 정수 

처리 과정에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사용된 경우, 식수 및 토양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될 수 있으나 박테리아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고 

알려져있다(ATSDR 2012).  

아크릴아마이드는 사람에 대한 발암성 역학 증거나 case report 등은 

불충분하나, 실험 동물에서는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여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 

의해 Group 2A,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로 분류되어 있다. 

국제암연구소의 아크릴아마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와 

아크릴아마이드의 대사체인 glycidamide 는 마우스와 랫드에서 DNA 와 

covalent adducts 를 형성하며, 사람과 랫드에서 헤모글로빈과 covalent 

adducts 를 형성한다(IARC 1994). 따라서 아크릴아마이드는 유전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Dearfield et al. 1995). 아크릴아마이드는 

마우스에서 조류성 폐종양(alveologenic lung tumors)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랫드에서 근생성 중피종(peritesticular mesotheliomas), 

갑상선 엽세포 종양(thyroid follicular cell tumors), 유선 종양(mammary 

gland tumors)을 야기한다고 보고되었다(Ric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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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Basic information of acrylamide 

Chemical structure 

 

Molecular formula C3H5NO 

IUPAC name Prop-2-enamide 

Molecular weight 71.079 g/mol 

CAS No. 79-06-1 

Melting point a, b 84.5℃ 

Density a 1.13 g/cm3 

Solubility a In water, 204 g/100 mL (25℃) 

Notes: a data cited from ‘ILO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 (ICSCs)’ 
b data cited from ‘The Human Metabolome Database (HM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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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년 스웨덴에서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의 존재를 

보고하였다(Tareke et al. 2002). 식품에서의 아크릴아마이드는 가열과정 

중 환원당과 아스파라긴 간의 마이얄 반응(Maillard reaction)을 통해 

생성된다(Mottram et al. 2002, Stadler et al. 2002). 환원당과 아스파라긴 

사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는 기전은 Figure 2-1 와 같다. 환원당의 

카보닐기와 아스파라긴의 α-아미노기는 Schiff base 를 형성한 후, 가열 

조건에서 Schiff base 가 decarboxylate 된다. Decarboxylated Schiff 

base 에서 바로 imine 이 제거되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으며, 

decarboxylated Schiff base 가 가수분해되어 3-aminopropionamide 를 

형성한 후 ammonia 가 제거되어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Zyzak et al. 2003). 

아크릴아마이드는 주로 고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높게 

검출되며, 굽거나 튀긴 감자, 시리얼, 빵류, 과자류, 커피에서 주로 

검출된다(FAO/WHO 2011; EFSA 2015).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은 식품 

내에서 여러 조리 조건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120℃ 이상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기 시작하여 160~180℃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이 가장 높으며 200℃ 이상의 온도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ottram et al. 2002; 

Rydberg et al. 2003; Matthaus et al. 2004). 또한 아스파라긴 함량이 

높을수록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많으며, 다른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은 감소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Rydberg et al. 2003). 생감자의 환원당의 함량이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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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증가하며 4~8℃의 저온 저장은 원재료의 

환원당의 함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Matthaus et al. 2004).  

일반인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주된 노출 경로는 식품으로 

보고되었다(FAO/WHO 2002). FAO/WHO(2011)는 전세계 인구에 대해 

식품을 통한 아크릴아마이드의 평균 섭취량을 1 μg/kg bw/day 로 

추정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16a)의 아크릴아마이드 위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19~64 세)의 식품을 통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은 약 0.076 μg/kg bw/day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유럽은 0.31~1.1μg/kg bw/day(18 세 이상), 캐나다는 0.157~0.288 

μg/kg bw/day(19세 이상), 덴마크는 0.19 μg/kg bw/day(15~75세)로 

보고되었다(EFSA 2011; Health Canada 2012; DTU 2013).  

지난 2017 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허용량을 규제하는 규정을 2018 년 4 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대상 식품은 감자 제품, 빵류, 시리얼, 비스킷, 

웨이퍼, 커피, 영유아식품에 해당하였다(Table 2-2).  

한국에서도 아크릴아마이드의 실태조사,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 노출량 평가, 위해도 평가를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KFDA 2003; 

2004; 2006; 2007; 2011a; 2012; MFDS 2018). 식품안전평가원에서 

총식이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2016 년 발표한 물질별 위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는 노출안전역(margin of exposure, MOE)은 

10,000 미만으로 23 종의 가공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 중에서 

노출안전역이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Table 2-3)(MFD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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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Mechanism of acrylamide formation in heated foods (Zyzak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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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Benchmark levels for the presence of acrylamide in foodstuffs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2158, European Union, 2017) 

Food 
Benchmark 

level (μg/kg) 

French fries (ready-to-eat) 500 

Potato crisps from fresh potatoes and from potato dough  

Potato-based crackers  

Other potato products from potato dough 

750 

Soft bread  

(a) Wheat based bread  

(b) Soft bread other than wheat based bread 

 

50 

100 

Breakfast cereals (excl. porridge)  

— bran products and whole grain cereals, gun puffed grain 

— wheat and rye based products (1)  

— maize, oat, spelt, barley and rice based products (1)  

 

300 

300 

150 

Biscuits and wafers  

Crackers with the exception of potato based crackers  

Crispbread  

Ginger bread  

Products similar to the other products in this category  

350 

400 

350 

800 

300 

Roast coffee 400 

Instant (soluble) coffee 850 

Coffee substitutes  

(a) coffee substitutes exclusively from cereals 500  

(b) coffee substitutes from a mixture of cereals and 

chicory 

(c) coffee substitutes exclusively from chicory 4 

 

500 

(2) 

4 000 

Baby foods, processed cereal based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excluding biscuits and rusks (3) 

40 

Biscuits and rusk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3) 150 

(1) Non-whole grain and/or non-bran based cereals. The cereal present in 

the largest quantity determines the category.  

(2) The benchmark level to be applied to coffee substitutes from a mixture of 

cereals and chicory takes into account the relative proportion of these 

ingredients in the final product.  

(3) As defined in Regulation (EU) No 6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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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Margin of exposures (MOEs) of food carcinogens reported by MFDS 

Chemical 
Margin of exposure for aged 1~80 years a 

mean  95th 

Acrylamide  2,093 490 

Furan 4,571 1,498 

Benzo[a]pyrene 20,220 6,817 

Ethyl carbamate  142,248 51,476 

Ethylene oxide 167,785 32,794 

1,3-DCP 578,947 144,915 

HCAs PhIP 3,968,254 630,040 

 A-α-C 6,648,936 1,379,691 

Notes: a The MOEs were cited from 2016 risk assessment of each chemical 

(MFDS, 2016a; 2016b; 2016c; 2016d; 2016e; 2016f; 201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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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료 및 방법 

 

3.1. 시약 

 

아크릴아마이드(analytical standard)와 내부표준물질인 13C3-

아크릴아마이드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메탄올(HPLC Reagent, 99.9%), 포름산(glacial, 99.0%), 

아세트산(glacial, 99.7%)는 Samchun Pure Chemicals (Gyeonggi, 

Korean)에서 구입하였다. 정확성 검증을 위해 사용된 인증표준물질 

ERMBD274 (acrylamide in rusk, produced by BAM)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TET043RM(acrylamide in 

potato crisps)와 TYG010RM(acrylamide in ground coffee)는 

FAPAS(Sand Hutton, York, UK)에서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증류수는 In house 증류수를 Water Purification System(aqua MAX-

Ultra System, Younglin Instrument, Gyeonggi, Korea)을 이용하여 

재정제한 distilled-deionized water을 사용하였다. 

표준 원액은 아크릴아마이드 표준 물질을 물에 녹여 0.02 mg/mL 이 

되도록 조제한 후, 실험에 필요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내부 표준 

원액은 13C3-아크릴아마이드를 메탄올에 녹여 1 mg/mL로 조제한 후, 0.1% 

포름산에 녹여 200 ng/mL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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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시료 선정 및 구입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아크릴아마이드를 분석하였다. 

가공식품의 식품유형에 따른 분석 건수를 정하기 위하여 문헌에서 보고된 

품목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KFDA 2007; 2011a; MFDS 2018; 

JAO/WHO 2011), 국내 출하량 자료(MFDS 2016h), 유럽연합의 

아크릴아마이드 가이드라인(European Union 2017)을 참고하였다. 우선 

식품유형별 아크릴아마이드 평균 함량과 국내 출하량을 곱한 후 산출된 

값에 순위를 매겨 1~4 등급로 분류하였다. 그 중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식품유형은 가중치에 

관계없이 1 등급로 분류하였다. 모든 가공식품의 식품유형을 포함하기 

위하여, 함량과 출하량 자료가 없는 품목도 기타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단계별로 1 등급 50 건, 2 등급 35 건, 3 등급 25 건, 

4등급 15건, 기타 항목 10건의 분석시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진행 중 검출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에 따라 분석시료 건수를 

가감하였으며, 분석 예정 건수만큼의 구입이 제한적이었던 품목은 분석 

건수를 줄였다. 

각 식품유형에 따른 개별 분석시료는 3 개의 유통 업체 사이트에서 

판매량 순으로 정렬하여 목표 분석 건수의 2~5 배의 품목을 수집한 후, 

난수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시료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하였으며, 일부 식품유형(빵류, 떡류, 커피, 튀김식품, 감자튀김)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구입하였다. 구입한 시료는 균질화하여 분석 

전까지 제품의 보관 특성에 따라 상온 또는 냉장(4℃)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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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식품유형별 아크릴아마이드 분석시료 수는 1,047 품목으로 

Table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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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The number of samples subjected to analysis in each food category 

Food Category 
Number  

of samples 

Confectioneries  

and bakery products 

Potato snack 51 

Biscuits/wafers/cookies/crackers/snacks a 85 

 Soft breads 50 

 Candies 15 

 Cocoa/chocolate products 37 

Frozen desserts  16 

Sugars and honey Sugars 22 

 Honey  8 

Edible oils and fats  23 

Beverages Teas 41 

 Coffee 71 

 Coffee substitutes 3 

 Alcoholic beverages 10 

 Other beverages b 20 

Formulas and baby foods  51 

Condiments  

and seasonings 

Vinegars 4 

Sauces 20 

 Curries 12 

 Stock powders 23 

 Spices 59 

Preserved products Kimchi 13 

 Fermented soy products 13 

 Pickled/sugar-preserved products 13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Dried or canned fruits & vegetables 12 

Fruit and vegetable juices 13 

 Jams 10 

Grain products c  Starch and wheat flour 7 

 Starch jellies 7 

 Noodles 30 

 Breakfast cereals 49 

 Others d 46 

Legume products Tofu 11 

 Roasted beans 6 

Processed mea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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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d seafood Seasoned lavers (roasted) 5 

 Others e 29 

Egg products  5 

Milk products  12 

Ready to eat/cook French fries 20 

 Fried foods (excluding French fries) 41 

 Dumplings 14 

 Braised foods 10 

 Soups 11 

Other products Peanut or nut products 25 

 Rice cakes 8 

 Flour from roots and tubers 3 

Total 1,047 
a Excluding the potato-based confectioneries 
b Soft drinks, soy milks, yogurt drinks, ginseng/red ginseng beverages, yeast and non-

alcoholic beers, sport drinks, and beverages concentrates 
c Excluding bakery products 
d Roasted grains, raw grains, Misugary, and canned corn 
e Fish cakes, Jeotgal (Korean salted seafood), dried fishes, agar powders, canned fishes, 

fish snacks, and fish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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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크릴아마이드 분석법 

 

아크릴아마이드 분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총 식이조사에서 

정립된 분석방법(MFDS 2018)과 U.S. FDA 에서 제안한 방법(2003a)을 

참고하여 각종 가공식품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적화하였다. 매트릭스는 

수용성인 아크릴아마이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4 종류의 

매트릭스(저지방액체, 저지방고체, 고지방액체, 고지방고체)로 나누고, 각 

매트릭스별 바탕시료로 사과주스, 전분, 옥수수유, 코코넛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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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시료 전처리 

 

균질화된 시료(2 g)을 정밀히 취하여 50 mL 폴리프로필렌 코니컬 

튜브에 넣고, 내부표준용액 13C3-아크릴아마이드(200 ng/mL) 2 mL 와 

물 18 mL 를 가한 후 잘 혼합하여 진탕기(SI-600R, Lab companion, 

Jeiotech, Seoul, Korea)에서 200 rpm 으로 20 분 동안 추출하였다. 

원심분리기(LaboGene 1580R, BMS, Seoul, Korea)에서 3,500 rpm 

(2739 x g)으로 20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물 층 5 mL를 PVDF syringe 

filter(25 mm PVDF 0.2 μm, Chrom4 GmbH, Hauptstraβe, 

Germany)을 사용하여 여과하였다(용액 A). Oasis HLB(6 mL, 200 m, 

Waters corporation, MA, USA)를 메탄올 3.5 mL 와 물 3.5 mL 로 

활성화시킨 후, syringe filter로 여과한 용액 5mL 중 1.5 mL(용액 A)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후 물 0.5 mL 를 통과시켜 버린 후, 추가적인 물 1.5 

mL 로 용출(용액 B)하여 이를 두 번째 SPE 단계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Bond Elut AccuCAT(3 mL, 200 mg, Agilent, CA, USA)을 메탄올 2.5 

mL와 물 2.5 mL로 활성화시킨 후, HLB에서 용출된 용액 1.5 mL(용액 

B)를 넣고 처음 0.5 mL는 흘려버리고 이후 얻어진 1 mL만을 기기 분석 

시험용액으로 하였다(Figur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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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hing and homogenizing the sample 

   

Mixing the sample with water and internal standard solution 

 2 g sample 

18 mL water, 2 mL internal standard solution 

Extracting acrylamide with rotating shaker (200 rpm for 20 min) 

   

Centrifugation (3,500 rpm for 20 min) 

   

Filtration (0.2 μm PVDF filter) 

 Filter 5 mL  

[SPE 1] Oasis HLB 

 Preconditioning:  

Loading: 

Discard: 

Collection: 

3.5 mL MeOH, 3.5 mL water 

1.5 mL filtrate load 

0.5 mL water 

1.5 mL water 

[SPE 2] Bond Elut AccuCAT 

 Preconditioning:  

Loading: 

Discard: 

Collection: 

2.5 mL MeOH, 2.5 mL water 

1.5 mL eluate from [SPE 1] 

First 0.5 mL 

1.0 mL  

HPLC-MS/MS analysis 

Figure 3-1. Scheme of acrylami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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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HPLC-MS/MS을 이용한 정량 

 

식품 내의 아크릴아마이드 분석을 위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tandem mass spectrometry (HPLC-MS/MS) 

분석조건을 확립하였다. Nexera X2(Shimadzu, Kyoto, Japan)에 C18 

HPLC column(INNO Column C18, 5 μm, 120Å 2.0 × 250 mm, Young 

Jin Biochrom, Greonggi, Korea)을 연결하여 이용하였다. 이동상은 0.2% 

아세트산과 0.5% 메탄올을 포함하는 수용액으로 하여 등용매 용리하였다. 

유속은 0.2 mL/min 으로 하고 시험용액 중 20 μL 를 주입하였다. Oven 

온도는 35℃로 유지하였다. 정량은 LCMS-8050(Shimadzu, Kyoto, 

Japan) 기기를 사용하였으며, 이온화 방식은 electro spray ionization 

(ESI) positive mode를 이용하였다.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이온으로 아크릴아마이드(m/z 72.00)는 m/z 55.05 와 27.10 을, 13C3-

아크릴아마이드(m/z 75.05)는 m/z 58.05 와 29.01 이온을 모니터하여, 

표준물질 m/z 55.05 (내부표준물질 58.05) 이온으로 정량하였다. Base 

ion 과 secondary ion 의 ratio 범위 9.10 ~ 16.90% 내에서만 

아크릴아마이드 이온으로 확정하였다. 상세한 HPLC-MS/MS 조건은 

Table 3-2 과 같다. 아크릴아마이드와 13C3-아크릴아마이드의 first 와 

second 의 질량 스펙트럼은 Figure 3-2 에 나타내었으며, 

아크릴아마이드와 13C3-아크릴아마이드는 5.3 분의 동일한 머무름 시간을 

가졌다(Figur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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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HPLC-MS/MS conditions for acrylamide analysis 

Description Condition 

LC Column C18 HPLC column  

(5 μm, 120Å 2.0 × 250 mm) 

 Mobile phase 0.2% acetic acid 0.5% methanol in water  

Isocratic elution for 10 min 

 Column flow rate 0.2 mL/min 

 Injection volume 20 μL 

 Oven temperature  35 ℃ 

MS/MS Ionization mode ESI positive mode 

 MRM a ions Acrylamide: m/z 72.00 → 55.05, 27.10 
13C3-Acrylamide: m/z 75.05 → 58.05, 29.01 

 Nebulizing gas flow 3.0 L/min 

 Drying gas flow 10.0 L/min 

 Heating gas flow 10.0 L/min 

 Interface voltage 4.0 kV 

 Interface temperature 400 ℃ 

 DL b temperature 250 ℃ 

 Heat block temperature 450 ℃ 

 Conversion dynode voltage 10.0 kV 

 Detector voltage 1.96 kV 

 CID c gas 270 kPa 

a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b Desolvation line 
c Collision-induced di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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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amide 

First 

mass 

 

Second 

mass 

 

 
 

 
13C3-Acrylamide 

First 

mass 

 

Second 

mass 

 

Figure 3-2. Mass spectrums of acrylamide and 13C3-acryl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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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Chromatograms of acrylamide and 13C3-acrylamide 



         

  22 

3.4. 신뢰성 확보 

 

아크릴아마이드 분석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2011b)의 수행방법을 참고하였다. 매트릭스별로 

직선성(linearity),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 

방법정량한계(method quantitation limit, MQL),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측정불확도(uncertainty)를 확인하였다. 정확도는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과 회수율(recovery)로 

평가하였고, 정밀도는 반복성(repeatability)과 재현성(reproducibility)로 

확인하였다. 또한 정도관리(quality control) 측면에서 실험실간 

교차검증을 수행하였으며 FAPAS 의 food chemical proficiency test 에 

참여하였다. 각 신뢰성 확보의 항목들은 CODEX(2015)와 

AOAC(2011)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여부를 판단하였다. 

 

3.4.1. 직선성(linearity) 

 

검정곡선은 총 8개 농도(Blank, 1, 5, 10, 50, 100, 500, 1000 ng/g)에 

내부표준물질의 농도를 200 ng/g 이 되도록 첨가하여 작성하였다. 

매트릭스별 바탕시료에 표준용액을 첨가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 3 반복 

측정하여 직선성을 확인하였다. 검정곡선의 x축과 y축은 각각 표준물질과 

내부표준물질의 concentration ratio 와 area ratio 로 하고, 상관계수 및 

회귀직선의 기울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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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방법검출한계(MDL) 및 방법정량한계(MQL) 

 

우선 각 매트릭스별로 검출한계 추정농도(1 ng/g)이 되도록 

아크릴아마이드 표준용액을 첨가한 바탕시료 7 개를 반복 분석하여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구한 표준편차와 각 매트릭스별 검정곡선의 기울기 

비에 각각 3.3 배, 10 배를 곱하여 방법검출한계와 방법정량한계를 

결정하였다.  

 

3.4.3. 정확도(accuracy)  

 

정확도는 인증표준물질과 회수율로 확인하였다. 인증표준물질은 

BAM 의 ERMBD274(acrylamide in rusk)와 FAPAS 의 

TET043RM(acrylamide in potato crisps), TYG010RM(acrylamide in 

ground coffee)를 분석하여 z-score 로 확인하였다. 회수율은 각 

매트릭스별 바탕시료에 10, 100, 500 ng/g의 아크릴아마이드 표준물질을 

첨가한 후, 분석된 시료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와 첨가한 아크릴아마이드 

농도의 비(%)로 구하였다. 각 농도별로 5반복하여 측정하였다. 

 

3.4.4. 정밀도(precision) 

 

정밀도는 반복성(repeatability)과 재현성(reproducibility)으로 

확인하였다. 매트릭스별 바탕시료에 아크릴아마이드 표준물질을 첨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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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는 10, 100, 500 ng/g 로 설정하였다. 반복성은 동일한 날에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여 농도별로 5 반복 분석한 후, 분석결과의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로 측정하였다. 재현성은 

일간(inter-day)과 실험자간(inter-individual) 정밀도로 확인하였다. 

일간 정밀도는 각 농도별로 5 일간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실험자간 

정밀도는 동일한 실험실 내 다른 실험자와 비교를 통해 구하였다. 각 

실험자가 농도별로 5 반복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재현성은 Horwitz equation의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reproducibility, RSDR, %)로 계산한 후, AOAC와 CODEX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상대표준편차(predicte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reproducibility, PRSDR, %)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3.4.5. 측정불확도(uncertainty)  

 

실험과정을 시료, 전처리, 검정곡선의 작성, 기기분석의 4 단계로 

나누어 사과주스 시료에 대한 불확도 인자를 결정하였다(Table 3-3). 

불확도 인자를 fishbone graph로 표시하였다(Figure 3-4). 측정불확도는 

10 ng/g 의 농도에서 확인하였으며, 사과주스를 10 회 반복 분석한 결과를 

시료의 반복성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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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Uncertainty factor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acrylamide 

Factor 
Contents of 

factor 
Component 

Content of 

component 
Estimating method Type 

Sample Mass  Balance  Calibration  Calibration certificate B 

Sample 

preparation 

procedure 

 Pipette  Calibration  Calibration certificate B 

  Repeatability  Weighing 100 times A 

 Repeatability  Repeatability  Quantifying 10 times A 

Calibration 

curve 

Standard  Primary 

standard  

Calibration  Manufacturer’s certificate  
B 

Internal 

standard 

Primary 

standard  

Calibration  Manufacturer’s certificate  
B 

Dilution  Balance  Calibration  Calibration certificate B 

 Volumetric 

flask 

Calibration  Manufacturer’s certificate B 

 Repeatability  Weighing 10 times A 

 Pipette  Calibration  Calibration certificate B 

  Repeatability  Weighing 100 times A 

 Syringe  Repeatability  Weighing 10 times A 

 Mass 

cylinder 

Calibration  Calibration certificate B 

 Repeatability  Weighing 100 times A 

Calibration 

curve 

Linear 

regression  

Linearity  Least square fitting 
A 

Instrumental 

analysis  

Response 

repeatability  

 Repeatability  Repetitive analysis  

of a samp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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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Fishbone graph of uncertainty factors for acrylami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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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정도관리(quality control) 

 

실험실간(inter-laboratory) 교차검증은 감자칩(고지방고체), 

커피(저지방액체), 후추(저지방고체) 시료로 평가하였으며, 식품산업체 

1 개소, 연구기관 1 개소에서 3 회 반복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각 시험기관에 의뢰할 때, 시료와 함께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석법을 제공하였다. 교차검증 결과는 계산된 Horwitz equation 의 

상대표준편차(RSDR, %)와 AOAC 및 CODEX 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상대표준편차(PRSDR, %)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Fera(United Kingdom)의 FAPAS 에서 실시하는 Food chemical 

proficiency test 3085(acrylamide in French fries, 9월 25일자, Sep-

Nov 2018)에 참여하여 본 연구 실험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는 z-score로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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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노출량 평가 

 

가공식품을 통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 평가를 위해 식품섭취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의 제 6 기(13, 14, 15 년도), 제 7 기(16, 17 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KCDC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4시간 회상자료 데이터 중에서 개인 

체중자료가 없는 대상자와 만 2 세 이하를 제외한 총 32,034 명의 

가공식품 섭취자료를 이용하여 아크릴아마이드의 노출량을 평가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4 시간 회상자료에서 1 차 식품코드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식품공전 상의 식품유형(식품유형을 세분화하여 총 

71 개로 나눈 후)과 매치하였다. 매치된 식품유형에 포함된 여러 

분석시료들 중 무작위로 선택된 한 시료의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개인의 

각 식품유형별 식품섭취량과 곱해진 후, 이를 합하여 개인의 총 

아크릴아마이드 섭취량(ng/day)을 계산하였다. 이를 각자의 체중으로 

나누어 개인별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ng/kg bw/day)을 

구하였다(Equation 3.1).  

AI𝑖(ng/kg bw/day) =
∑(𝑅𝐶𝑐𝑙𝑎𝑠𝑠×𝐹𝐼𝑐𝑙𝑎𝑠𝑠)

𝑊𝑡𝑖
      (Equation 3.1) 

 AI𝑖  : 개인의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ng/kg bw/day) 

 𝑅𝐶𝑐𝑙𝑎𝑠𝑠  : 세부 식품유형별 무작위로 선택된 아크릴아마이드 농도(ng/g) 

 𝐹𝐼𝑐𝑙𝑎𝑠𝑠  : 개인의 식품유형별 섭취량(g/day) 

 𝑊𝑡𝑖  : 개인의 체중(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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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제유나 탄산음료, 주류 등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개연성이 없는 일부 식품 유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섭취량 계산 

시 식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불검출(339 건)로 나타난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농도를 0으로 처리하였다.  

개인별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 분포의 표본 수가 대한민국 

인구(2019 년 기준 약 5,171 만명)의 약 백분의 일에 도달하기 위하여, 

식품유형별 아크릴아마이드 농도의 무작위대입을 각 개인당 총 16 번 

반복하였다. 따라서 총 512,544 개(32,034 명 × 무작위대입 16 회)의 

표본을 개인별 아크릴아마이드 섭취량 분포에 통합하였으며, 이 

분포로부터 국민 전체, 성별, 연령별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의 평균값 및 

백분위 값을 산출하였다. 노출량 평가를 위한 통계분석에는 R Project 

3.5.2를 사용하였다. 

식품유형별 노출기여율은 1 차 식품코드와 매치된 식품유형별 평균 

아크릴아마이드 함량과 개인의 식품섭취량을 곱한 후, 각 개인의 체중으로 

나누었다. 그 다음 각 식품유형별로 노출량을 합산한 후, 전체 노출량 

합산 대비 각 식품유형별 노출량을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출량 평가 시 결정론적 방법(deterministic 

model)으로 식품유형별 아크릴아마이드의 평균값을 식품섭취자료에 

대입한 것이 아니라, 각 대응되는 세부 식품유형 내 개별 시료들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값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각 개인의 식품섭취자료에 

대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16 번 반복하여 약 51 만 건의 개인별 노출량 

표본을 얻었다. 이러한 노출량 평가 방법은 확률론적 방법(probabi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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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으로서, 그 중에서도 non-parametric probabilistic model 에 

해당한다(FAO/WHO 2009). 관리와 규제의 목적에서는 가능한 극단의 

노출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높게 검출된 식품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개인의 경우 노출량이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극단 섭취자의 노출량 예측이 

필요할 때, 식품유형별 평균값을 대입하는 방법보다 무작위로 시료 함량을 

선택하여 대입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반면 식품유형별 아크릴아마이드 

노출기여율은 분포로서의 예측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유형별 평균값을 

대입하여 하나의 값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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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과 및 고찰 

 

4.1. 신뢰성 확보 

 

4.1.1. 직선성(linearity) 

 

각 매트릭스별로 총 8 개의 농도(0~1,000 ng/g)에서 각 농도별로 

3 반복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였다. 4 개의 매트릭스에서 모두 상관계수가 

0.99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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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Calibration curves of acrylamide in four mat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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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방법검출한계(MDL) 및 방법정량한계(MQL) 

 

매트릭스별 아크릴아마이드의 방법검출한계(MDL)는 2.0~3.0 ng/g, 

방법정량한계(MQL)는 6.7~9.1 ng/g 으로 확인하였다(Table 4-1). 액체 

매트릭스의 MDL/MQL 이 고체 매트릭스의 MDL/MQL 보다 높았으며, 

기존 선행연구들(FDA, 2003a; MFDS, 2018)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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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Method detection limits (MDLs) and method quantitation limits (MQLs) 

of acrylamide in four matrices 

Matrix MDL (ng/g) MQL (ng/g) 

Apple juice 2.7 8.3 

Starch 2.0 6.7 

Corn oil 3.0 9.1 

Coconut 2.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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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정확도(accuracy) 

 

국외의 인증표준물질 ERMBD274(Rusk, 고지방고체), 

TET043RM(Potato crisps, 고지방고체), TYG010RM(Coffee, 

저지방고체)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모두 z-score ≤ 2 

이내(신뢰수준 95% 이내)로 인증 범위 안에 포함되었다(Table 4-2). 

바탕시료에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측정한 회수율(%)도 모든 매트릭스에서 

AOAC와 CODEX의 기준을 만족하였다(Table 4-3). 고지방고체(코코넛) 

매트릭스를 제외한 세 개의 매트릭스에서는 농도가 낮을수록 회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으며, 고지방액체 

매트릭스에서 가장 회수율이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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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Accuracy of measured acrylamide concentration compared with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CRMs) 

CRM Type 

Reference 

value 

(ng/g) 

Uncertainty 

(ng/g) 

Measured 

value 

(ng/g) 

z-score 

ERMBD274 Rusk 74 7 77±0.7 -0.4 

TET043RM 
Potato 

crisps 
625 45 619±12.3 -0.1 

TYG010RM Coffee 249 26 274±1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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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Recovery of acrylamide spiked at three levels in four matrices 

Matrix Conc.(ng/g) 
Mean 

recovery (%) 

Acceptable range (%) 

AOAC CODEX 

Apple juice 10 105.8 60-115 60-115 

 100 102.3 80-110 80-110 

 500 98.9 80-110 80-110 

     

Starch 10 101.2 60-115 60-115 

 100 98.7 80-110 80-110 

 500 96.4 80-110 80-110 

     

Corn oil 10 108.2 60-115 60-115 

 100 103.2 80-110 80-110 

 500 100.7 80-110 80-110 

     

Coconut 10 102.2 60-115 60-115 

 100 104.0 80-110 80-110 

 500 100.8 80-110 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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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정밀도(precision) 

 

반복성은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로 

확인하였으며, 각 매트릭스별 모든 농도에서 AOAC 와 CODEX 의 기준을 

만족하였다(Table 4-4). 재현성은 Horwitz equation 의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reproducibility, RSDR, %)로 

확인하였다. 사용한 Horwitz equation 은 Equation 4.1 과 같으며, 

AOAC 와 CODEX 의 예측상대표준편차(predicte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reproducibility, PRSDR, %)와 비교한 결과,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다(Table 4-5, Table 4-6). 

Horwitz equation 

RSD𝑅 = 2C−0.15      (Equation 4.1) 

 C  : concentration of analyte expressed as mass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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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Repeatability for acrylamide spiked at three levels in four matrices 

Matrix Conc.(ng/g) RSD (%) 
Acceptable range (%) 

AOAC CODEX 

Apple juice 10 1.3 21 22 

 100 1.0 15 18 

 500 1.7 15 18 

     

Starch 10 2.2 21 22 

 100 1.1 15 18 

 500 1.2 15 18 

     

Corn oil 10 1.5 21 22 

 100 1.1 15 18 

 500 1.0 15 18 

     

Coconut 10 3.1 21 22 

 100 1.5 15 18 

 500 0.9 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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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Inter-day precision for acrylamide spiked at three levels in four 

matrices 

Matrix Conc.(ng/g) RSDR (%) 
PRSDR (%) 

AOAC CODEX 

Apple juice 10 22.4 32 44 

 100 11.3 22 44 

 500 8.9 22 32 

     

Starch 10 22.5 32 44 

 100 11.3 22 44 

 500 8.9 22 32 

     

Corn oil 10 22.2 32 44 

 100 11.2 22 44 

 500 8.8 22 32 

     

Coconut 10 22.1 32 44 

 100 11.3 22 44 

 500 8.9 22 32 

 

 

  



         

  41 

Table 4-6. Inter-individual precision for acrylamide spiked at three levels in four 

matrices 

Matrix Conc.(ng/g) RSDR (%) 
PRSDR (%) 

AOAC CODEX 

Apple juice 10 22.3 32 44 

 100 11.2 22 44 

 500 8.8 22 32 

     

Starch 10 22.4 32 44 

 100 11.3 22 44 

 500 8.9 22 32 

     

Corn oil 10 22.2 32 44 

 100 11.2 22 44 

 500 8.8 22 32 

     

Coconut 10 22.2 32 44 

 100 11.2 22 44 

 500 8.8 2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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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측정불확도(uncertainty) 

 

실험과정을 4 단계로 나누어 합성상대불확도(combined relative 

uncertainty)를 구하고, 이를 합성한 후 전체합성표준불확도(total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와 확장불확도(expanded uncertainty)를 

구하였다. 시료의 반복성은 사과주스를 10 회 반복 분석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최종농도는 검정곡선의 10 ng/g을 HPLC-MS/MS로 반복 

측정하여 구하였다(Table 4-7).  

 

 

 



         

  43 

Table 4-7. Relative, standard, and expanded uncertainty for acrylamide 

 Acrylamide 

Sample Combined relative uncertainty 0.008 

Sample preparation Combined relative uncertainty 0.010 

Calibration curve Combined relative uncertainty 0.072 

Instrumental analysis Combined relative uncertainty 0.000 

Total relative uncertainty 0.073 

Total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ng/g sample) 0.700 

Expanded uncertainty (ng/g sample) 1.400 

k (confidence interval 95%) 2 

Final analysis result (ng/g sample) 9.6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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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정도관리(quality control) 

 

실험실간 교차검증은 식품시료를 사용하여 Horwitz equation 의 

상대표준편차(RSDR, %)로 확인하였다(Equation 4.1). AOAC 와 

CODEX 의 예측상대표준편차(PRSDR, %)와 비교한 결과,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다(Table 4-8). 

FAPAS의 proficiency test 3085(acrylamide in French fries, 9월 

25 일자, Sep-Nov 2018)에 참여한 결과, z-score = 0.2 로 기준을 

만족하였다(Table 4-9). Figure 4-2 은 결과보고서(FAPAS – food 

chemistry proficiency test report 3085)에 제시되어 있던 그래프이며, 

본 실험실의 결과(참여 번호 21 번)를 네모 박스로 표시하였다. 참여한 

37 개의 실험실 중 z-score ≤2 에 포함된 실험실은 32 개였으며, 본 

실험실은 11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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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Inter-laboratory cross validation for acrylamide in three food samples 

Food sample 

Measured conc. (ng/g) RSDR (%) PRSDR (%) 

Lab 
Research 

institute K 

Food 

company N 

With research 

institute K 

With food 

company N 
AOAC CODEX 

Potato snack 

(fat-rich solid) 
324±4.6 317±23.9 280±8.8 9.4 9.5 22 32 

Brewed coffee 

(fatless liquid) 
77±1.0 - 62±7.7 - 11.9 22 44 

Black pepper 

(fatless solid) 
488±9.1 - 461±20.6 - 8.9 2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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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Result of FAPAS proficiency test 3085 for acrylamide in French fries 

Test No. Analyte 

Assigned 

value 

(ng/g) 

Standard 

deviation for 

proficiency 

Measured 

value 

(ng/g) 

z-score 

FAPAS 3085 Acrylamide 229 45.7 238.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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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z-scores of participant laboratory in FAPAS proficiency test 3085 for acrylamide (Fapa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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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 유통 가공식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식품의 매트릭스에 따라 방법검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가 다르게 측정되었으며(Table 4-10), 매트릭스별 방법검출한계 

이하의 값은 불검출(not detected, ND)로 나타내었다. 식품의 총 내용량에 

대한 지방함량이 10% 이상일 경우 고지방, 10% 미만일 경우 저지방 

매트릭스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표 4-10 에 나타내었다. 식품유형에 따른 

불검출 시료 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의 평균, 중간값 및 검출된 시료의 

범위를 Table 4-11 에 나타내었다. 평균값 계산 시 불검출 값은 0 으로 

처리하여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침출차인 돼지감자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보고되었다. 

또한 향신료 강황에서도 상당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흑후추, 갈색설탕, 조미김, 일부 식용유지류에서 

국내 연구들(Park et al. 2004; Kim et al. 2009; Lee et al. 2013)과 유사한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이전 연구들(EFSA 2015; 

FAO/WHO 2011; FSANZ 2014; KFDA 2011a)과 마찬가지로, 과자류, 

커피, 감자튀김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이 높았으며, 코코아, 초콜릿, 

건자두에서도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빵류, 영유아식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은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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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0. Classification of processed food by matrices 

Matrix 
MDL 

(ng/g) 

MQL 

(ng/g) 
Food categories 

Apple juice 

(fatless liquid) 

2.7 8.3 Frozen desserts, Sugars, Honey, 

Beverages, Vinegars, Sauces (excluding 

mayonnaise), Fruit and vegetable juices, 

Soy sauces, Milk products, Soup 

Starch 

(fatless solid) 

2.0 6.7 Candies, Sugars, Formula and baby food, 

Condiments and seasonings (curries, stock 

powders, spices), Preserved products 

(excluding soy sauce),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excluding juices), Grain 

products (excluding fried noodles), 

Legume products, Processed meat, 

Processed seafood, Egg products, Rice 

cakes, Flour from roots and tubers 

Corn oil 

(fat-rich liquid) 

3.0 9.1 Edible oil and fat, Mayonnaise 

Coconut 

(fat-rich solid) 

2.1 6.7 Confectionaries (excluding candies), Fried 

noodles, Ready to eat/cook (excluding 

braised foods), Peanut and nu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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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Acrylamide contents in the processed food categories 

Food categories 

Number  

of samples 
Acrylamide contents (ng/g) 

Total n.d. a Meanb Median Range of detected samplesc 

Confectioneries and bakery products Potato snack 51 0 554.5 354.6 9.0 ~ 2835.3 

Biscuits/wafers/cookies/crackers/snacks d 85 0 149.9 86.2 2.2 ~ 1090.8 

 Soft breads 50 27 5.2 n.d. 2.1 ~ 48.8 

 Candies 15 13 1.8 n.d. 7.9 ~ 18.4 

 Cocoa/chocolate products 37 5 30.6 19.3 3.5 ~ 113.3 

Frozen desserts  16 8 9.9 1.7 3.4 ~ 66.0 

Sugars and honey Sugars 22 10 12.4 2.4 2.3 ~ 87.4 

 Honey  8 8 0     

Edible oils and fats  23 12 38.9 n.d. 5.0 ~ 563.4 

Beverages Teas 41 10 705.9 67.3 2.2 ~ 7331.0 

 Coffee 71 2 109.5 42.3 3.9 ~ 765.8 

 Coffee substitutes 3 0 964.6 722.0 121.3 ~ 2050.4 

 Alcoholic beverages 10 10 0     

 Other beverages e 20 19 0.2 n.d. 3.2 ~ 3.2 

Formulas and baby foods  51 25 4.8 2.0 2.0 ~ 53.4 

Condiments and seasonings Vinegars 4 4 0     

Sauces 20 9 8.6 3.6 3.3 ~ 37.7 

 Curries 12 1 70.6 80.5 24.3 ~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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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categories 

Number  

of samples 
Acrylamide contents (ng/g) 

Total n.d. a Meanb Median Range of detected samplesc 

 Stock powders 23 15 14.0 n.d. 3.2 ~ 220.6 

 Spices 59 5 124.4 49.8 2.3 ~ 1234.8 

Preserved products Kimchi 13 7 2.7 n.d. 2.2 ~ 14.1 

 Fermented soy products 13 7 2.0 n.d. 2.1 ~ 9.6 

 Pickled/sugar-preserved products 13 12 0.7 n.d. 8.6 ~ 8.6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Dried or canned fruits & vegetables 12 7 80.6 n.d. 108.2 ~ 344.1 

Fruit and vegetable juices 13 6 96.7 10.4 10.4 ~ 440.4 

 Jams 10 10 0     

Grain productsc  Starch and wheat flour 7 4 1.9 n.d. 2.5 ~ 8.0 

(Excluding bakery products) Starch jellies 7 6 0.5 n.d. 3.7 ~ 3.7 

 Noodles 30 7 6.4 4.8 2.2 ~ 40.0 

 Breakfast cereals 49 0 67.8 55.0 7.5 ~ 236.6 

 Others f 46 7 245.0 145.3 2.8 ~ 1663.6 

Legume products Tofu 11 8 1.0 n.d. 2.7 ~ 4.0 

 Roasted beans 6 2 36.6 16.0 4.0 ~ 123.3 

Processed meat  13 10 0.7 n.d. 2.2 ~ 4.1 

Processed seafood Seasoned lavers (roasted) 5 0 82.5 77.2 16.8 ~ 156.4 

 Others g 29 26 0.5 n.d. 2.5 ~ 6.2 

Egg products  5 4 0.8 n.d. 3.8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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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categories 

Number  

of samples 
Acrylamide contents (ng/g) 

Total n.d. a Meanb Median Range of detected samplesc 

Milk products  12 12 0     

Ready to eat/cook French fries 20 0 319.7 314.0 101.6 ~ 1174.8 

 Fried foods (excluding French fries) 41 3 15.7 11.7 2.4 ~ 81.1 

 Dumplings 14 6 5.0 2.6 2.1 ~ 44.1 

 Braised foods 10 1 12.0 4.8 3.1 ~ 31.0 

 Soups 11 1 12.3 12.8 3.2 ~ 29.8 

Other products Peanut or nut products 25 4 38.0 19.0 3.3 ~ 268.2 

 Rice cakes 8 6 0.7 n.d. 2.0 ~ 3.2 

 Flour from roots and tubers 3 0 472.8 284.1 17.4 ~ 1116.9 

Total 1,047 339      

Notes: a n.d. Not detected 
b Mean was calculated by treating the value which was below the MDL as zero. 
c The range was from minimum to maximum of only detected samples in each category. 
d Excluding the potato-based confectioneries 
e Soft drinks, soy milks, yogurt drinks, ginseng/red ginseng beverages, yeast and non-alcoholic beers, sport drinks, and beverages concentrates 
f Roasted grains, raw grains, Misugary, and canned corn 
g Fish cakes, Jeotgal (Korean salted seafood), dried fishes, agar powders, canned fishes, fish snacks, and fish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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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과자류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넓은 범위에서 나타났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Mottram et al. 2002; Rydberg et al. 2003; Matthaus et al. 2004) 

감자를 주재료로 한 과자 유형을 따로 감자 과자(Potato snack)로 

분류하였고 이외의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스낵 과자를 따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감자 과자는 다른 과자류보다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의 평균, 중간값, 최대값이 약 3 배정도 높게 나타났다(Figure 4-3). 

유럽 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자 과자의 가이드라인(750 ng/g)을 넘는 

시료도 총 15개가 검출되었다. 

유럽 연합에서는 비스킷과 크래커에도 각각 350, 400 ng/g 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스킷과 크래커의 명확한 분류가 어려워 

기준치를 나눠 적용하지는 못하였으나, 350 ng/g을 넘는 비스킷과 크래커 

시료 6 개가 발견되었다. 특히 건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5 개의 건빵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범위는 

334.0~707.0 ng/g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건빵은 6% 이하의 

수분함량을 가지고 있다. 수분함량이 낮으면 같은 중량 대비 고형분 

함량이 증가하므로, 고온에서 가공 시 다른 제품에 비해 건빵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이번 

연구에서는 제품의 전반적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파악 및 이후의 노출량 

평가 단계를 위해 g 당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분석하였으나,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동결 

건조시켜 원재료, 조리 조건, 수분 함량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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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각각 

ND~113.3, ND~109.4 ng/g 으로 나타났다. 이전 국내 연구(KFDA 

2011a)에서는 20 개의 시료 중 단 하나의 코코아 시료(74.4 ng/g)만이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던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한 시료 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코코아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국외 연구의 코코아 

제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코코아 제품에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에서는 

평균 104 ng/g, 캐나다에서는 310~555 ng/g 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는 것에 비하면 본 연구에서의 코코아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수준은 낮았다(EFSA 2015; Health Canada 2012).  

초콜릿의 아크릴아마이드 수준은 코코아의 고형분 함량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식품공전에 분류에 따라 초콜릿(코코아 고형분 

30% 이상), 밀크초콜릿(20% 이상), 준초콜릿(7% 이상), 화이트초콜릿 

순으로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식품공전 

상 초콜릿이 포함된 견과류, 캔디류, 비스킷류는 과자류가 아닌 모두 

초콜릿류 내에 초콜릿가공품으로 분류하고 있다(MFDS 2017). 이러한 

초콜릿가공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이전 국내 연구들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게 나타났다. Lee(2013)의 연구에서는 ND~232 ng/g 으로 

검출되었고, Kim(2009)의 연구에서는 ND~447 ng/g 으로 검출되었다. 

한편, 초콜릿가공품에서 초콜릿 외 비스킷, 웨이퍼, 견과류 등 다른 

재료들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차적인 

재료들은 빙과류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샤베트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웨이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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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이 포함된 빙과류의 경우 20.9±22.5 ng/g(Mean±SD)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다른 과자류와는 다르게, 한과류는 7.3~12.1 ng/g 으로 

아크릴아마이드가 낮게 검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한과류는 유과와 

약과로서, 주로 밀가루, 쌀가루, 꿀, 기름을 주재료로 한다(MFDS 2017). 

이전 국내 연구들에서 유과와 약과의 아크릴아마이드 수준은 14~33 

ng/g으로 이번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KFDA 2006; 2007). 

한과는 밀가루를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하는 반면, 쌀가루, 꿀, 기름 등 

낮은 아크릴아마이드를 포함하는 재료들을 다량 포함한다.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 한과류의 아크릴아마이드가 낮게 검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빵류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ND~48.8 ng/g 으로 

나타났다. 빵류에는 식빵, 케익, 카스텔라, 도넛, 파이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들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Park(2004)의 

연구에서는 < 40 ng/g 으로 보고되었고, Kim(2009)에서는 ND~77 

ng/g 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빵류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모두 50 ng/g이하로서 유럽연합에서 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기준 

안에 모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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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Acrylamide contents in confectionery 

Notes: The ‘●’ in the figure indicated the out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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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류의 세부유형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Table 4-12 에 

표시하였다. 음료류에서는 다류, 커피, 커피대용품,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다양한 시료들이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씨앗(곡물 포함), 뿌리, 과실 등 일반적인 잎 부분 

외에도 다양한 식물 부위가 차의 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잎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 종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잎차보다 곡물차나 뿌리차 등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다(Figure 4-4). 특히 돼지감자(Helianthus tuberosus L.)로 

만든 침출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7331.0 ng/g)가 

검출되었다. 1,047 건의 시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돼지감자는 

감자와 같은 서류로서 아스파라긴(dry weight 100 g 당 605 mg)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Jung et al. 2016). 또한 아크릴아마이드는 가열과정을 통해 

생성되므로, 돼지감자차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높게 검출된 원인은 공정 

중 제품을 건조하고 가열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볶은 

곡물차에서의 아크릴아마이드 검출은 Lee(2013)의 연구에서 889 ng/g, 

Ono(2003)의 연구에서 218~578 ng/g 등으로 보고된 바 있다. 

잎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녹차, 홍차, 백차, 황차를 분석한 결과(ND~95 ng/g),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녹차와 홍차를 분석한 결과(10~97 ng/g)와 유사한 수준이었다(Chen et al. 

2008; Khan et al. 2017). Mizukami 의 연구(2006; 2008)에서도 녹차, 

우롱차, 홍차의 아크릴아마이드 범위는 18~110 ng/g 으로 나타났으나, 

볶은 녹차에서는 247~1880 ng/g 수준으로 아크릴아마이드가 높게 

검출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볶은 잎차를 포함하여 200 ng/g 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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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는 없었으나, Mizukami 의 연구는 충분한 온도와 시간에서 가열할 시 

잎차에서도 높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총 71 개의 커피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액상 커피(에스프레소 포함), 조제 커피 등 다양한 커피 유형이 

포함되었다. 유럽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볶은 커피 400 ng/g, 

인스턴트(soluble) 커피 850 ng/g, 커피대용품(원료에 따라) 500~4000 

ng/g-을 넘는 커피 시료는 없었다. 본 연구의 볶은 커피(132.0~230.8 

ng/g)와 인스턴트 커피(202.2~765.8 ng/g)의 아크릴아마이드 수준은 

2011년 국내 모니터링 연구와 유사했으나, 조제 커피(ND~113.8 ng/g)의 

경우는 2011 년 보고된 수준(92.8~476.6 ng/g)보다 낮게 

검출되었다(KFDA 2011a).  

모든 액상차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고형차의 

경우 ND~67.3 ng/g 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제품을 

음용할 때 적용되는 희석배수 때문에 다류의 세부 유형 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음용방법을 

고려하여 차 한 잔(100 mL)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의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 범위를 확인해보았다. 100 mL로 환산한 

결과, 다류의 세부 유형 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전보다 

유사해졌다(Figure 4-5). 이는 커피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었는데, 커피의 

경우 g 당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비교했을 때에는 인스턴트 커피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가장 높았으나, 음용방법을 고려하여 100 mL 로 

환산했을 때에는 인스턴트 커피의 한 잔 당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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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커피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4-5). 커피 한 잔(100 

mL)으로 환산 시에 볶은 커피는 682.4±124.2, 인스턴트 커피는 

483.3±194.5, 조제 커피는 626.7±441.8, 액상 커피는 697.9±313.3 

ng/g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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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 Acrylamide contents in beverages 

Food categories 

Number  

of samples 
Acrylamide contents (ng/g) 

Total n.d.a Meanb Median 
Range of detected 

samplesc 

Tea Loose tea 25 0 1151.8 207.5 3.1 ~ 7331.0 

 Brewed tea 8 8 0     

 Powder tea 8 2 18.4 8.5 2.2 ~ 67.3 

Coffee Roasted coffee 8 0 166.4 163.5 132.0 ~ 230.8 

 Instant coffee 9 0 483.3 452.7 202.2 ~ 765.8 

 Coffee mix 9 1 57.0 40.7 26.0 ~ 113.8 

 Canned coffee 9 0 8.0 7.5 3.9 ~ 12.8 

 Cold brew 12 1 34.8 22.9 12.5 ~ 76.9 

 Espresso 24 0 45.4 40.6 25.8 ~ 89.3 

Coffee substitute 3 0 964.6 722.0 121.3 ~ 2050.4 

Soft drink  4 4 0     

Soy milk  4 4 0     

Yogurt drink 2 2 0     

Yeast and non-alcoholic beverage 3 2 1.1 0 3.2 ~ 3.2 

Ginseng and red ginseng beverage 2 2 0     

Others  5 0 0     

Notes: a n.d. Not detected 
b Mean was calculated by treating the value which was below the MDL as zero. 
c The range was from minimum to maximum of only detected samples in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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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Acrylamide contents in various loose t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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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Acrylamide contents considering drinking method in tea and coffee 

Notes: The white boxes indicate the acrylamide contents per gram (ng/g) of various beverage materials, and dot pattern boxes indicate the 

acrylamide contents converted to drink (ng/100 mL). The ‘●’ in the figure indicated the outliers. The dilution factors were as follows: 

loose tea 1.0 g; powdered tea 17.0 g; brewed tea 100.0 g; roasted coffee 4.1 g; instant coffee 1.0 g; coffee mix 11.0 g; brewed coffee (espresso 

16.0 g; cold brew 14.0 g; canned 10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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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가공품 중 흑후추의 높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및 노출량이 

보고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KFDA 2012; MFDS 2016a), 이번 연구에서 

명확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16 개의 흑후추 및 백후추가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알갱이 형태와 가루 형태 간에는 함량 차이가 

없었으나, 백후추(61.8±223.6 ng/g)에 비해 흑후추(397.0±144.0 

ng/g)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Wilcoxon rank 

sum test 결과 p-value=0.0006). 흑후추는 건조 전에 덜 익은 열매를 

가열하여 제조하는 반면, 백후추는 익은 열매를 발효시켜 껍질을 제거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열매의 수확 시기, 껍질의 유무, 가공 방법이 

백후추와 흑후추의 아크릴아마이드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진행 중 하나의 강황 시료(A)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높게 

검출되었다(1234.8 ng/g). 이전 연구들에서 강황의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므로, 좀 더 명확한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6 개의 강황 시료를 구입하였다. 분석 결과, 추가로 구입한 

강황 시료들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26.9~344.0 ng/g 으로 나타났다. 

1234.8 ng/g 이 검출되었던 시료(A)와 동일 제품(동일 브랜드)이지만 

제조 번호가 다른 시료(A’)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344.0 ng/g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강황 시료들 간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차이는 

회사 간 제조 공정 및 강황의 원산지 차이에서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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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탕, 시럽류, 올리고당, 엿류 등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한계 

또는 정량한계 수준이었지만, 갈색설탕과 흑설탕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설탕류에서 색이 진해질수록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4-13). 갈색설탕의 경우 원당을 

가열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당밀(molasses)을 포함하며, 

흑설탕의 경우 갈색설탕에 당밀이나 캐러멜 시럽을 첨가하여 제조된다. 

따라서 갈색설탕과 흑설탕에서의 아크릴아마이드는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당밀과 캐러멜 시럽에서 기인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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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3. Acrylamide content in sugar 

Color of sugar Company 
Acrylamide contents 

(ng/g) 

Mean±SD  

(ng/g) 

White  A ND 
ND 

 B ND 

    

Brown A 29.7 

22.8±13.3  B 31.2 

 C 7.5 

    

Black A 40.4 

54.1±29.0  B 87.4 

 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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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류 중 대부분의 정제유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참기름, 들기름, 향미류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참깨와 들깨는 가열되고 압착되며, 

향미를 보존하기 위하여 정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제유는 추출 

전 가열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헥산과 같은 용매로 추출된다. 정제유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보면, 가열과정이나 

추출과정의 차이가 식용유지류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미유는 식품 공전 상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유지를 의미한다(MFDS 2017). 고춧가루, 마늘, 양파를 주재료로 한 

향미유에서 563.4 ng/g 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식용유지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밖에도 마늘을 포함한 향미유는 

159.5 ng/g 이 검출되었지만, 고추나 파를 포함한 향미유에서는 <20 

ng/g 으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주재료 및 그 주재료의 함량 비율이 

향미유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미유 

제조 시 재료들을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방법도 있지만, 가열 과정 없이 

기름에 일정 기간 담가 두어 향미를 추출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시료들의 제조 방법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제조 공정도 

향미유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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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두는 아크릴아마이드를 함유한 제품으로 여러 차례 이전 

연구들에 보고된 바 있었다(FDA 2019; KFDA 2011a; EFSA 2015). 이전 

연구들에서 건자두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ND~267 ng/g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의 함량 108.2~344.1 ng/g 과 유사하였다. 4 개의 자두 

주스에서도 영유아식품으로 분류된 한 제품(29.9 ng/g)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 개의 제품에서 모두 300 ng/g 이상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건자두 제품 외에도 과채주스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과채주스 3 건의 제품에서 10.4~64.4 ng/g 수준으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으며, 이 시료들은 모두 당근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외에 

오렌지, 복숭아, 파인애플, 포도 등 다른 과일 통조림 또는 과일 

주스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모든 시리얼 제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지만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150~300 ng/g(원재료에 따라)을 넘는 시료는 없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시리얼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이전 연구들-ND~407 ng/g 

(Health Canada 2012), ND~240 ng/g (FSANZ 2014), ND~306.5 ng/g 

(KFDA 2011a)-과 유사한 검출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시리얼 제품 외에 볶은 곡류 제품에서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특히 생 귀리는 3.2±0.5 ng/g 이었지만, 볶은 귀리는 

1074.9±442.7 ng/g으로 볶은 제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높게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귀리 제품 외에도 볶은 보리, 흑미, 현미, 율무, 메밀 

제품에서 모두 200 ng/g 이상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여러 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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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가루를 섞어서 제조되는 미숫가루에서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304.8±156.8 ng/g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산가공식품류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조미김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Lee(2013) 또한 조미김의 

아크릴아마이드를 114±110 ng/g 으로 보고한 바 있다. 조미김의 경우 

김에 포함된 아스파라긴(asparagine)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과 서식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Hwang(2013)은 김에 아스파라긴이 100g 당 (dry weight) 20~90 mg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비록 감자가 100 g 당 (dry weight) 

430~2940 mg의 아스파라긴을 포함(De Wilde, 2005; Synge, 1977)하는 

것에 비하면 그 양이 많다고 볼 수 없으나, 김에서 아스파라긴이 충분히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아스파라긴과 가열 공정이 조미김의 아크릴아마이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감자튀김의 아크릴아마이드는 101.6~1174.8 ng/g 으로 

이전 국내 연구의 93~1080 ng/g 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되었다(KFDA 

2011a). 해외 연구에서 감자튀김의 평균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410 

ng/g (FAO/WHO), 308 ng/g (EFSA)로 이번 연구에서의 결과(319.7 

ng/g)와 유사하였다 (FAO/WHO 2011; EFSA 2015).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인 500 ng/g을 초과하는 제품이 2개 검출되었다.  

  



         

  69 

4.3. 가공식품 섭취를 통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 추정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자료를 이용하여 체중 자료가 없는 

대상자 및 2 세 이하를 제외한 총 32,034 명에 대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을 추정하였다. 가공식품을 통한 개인별 아크릴아마이드의 노출량 

분포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진(right-skewed) 분포를 띄었다(Figure 4-6). 

가공식품을 통한 국민 전체의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은 평균 90.0 ng/kg 

bw/day 로 추정되었으며, 3~18 세의 경우 110.7~221.8 ng/kg bw/day, 

19~80세의 경우 45.6~83.3 ng/kg bw/day로 추정되었다(Table 4-14).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연령대가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노출량이 높았다(Table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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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acrylamide exposure from processe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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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4. Estimated daily intakes (EDIs) of acrylamide from the processed food 

in Korean population using the non-parametric probabilistic method 

  EDIs (ng/kg bw/day) The total number 

of people repeateda   Mean 50th 95th 

All All 90.0 36.9 295.3 512,544 

Sex Male 100.0 40.5 323.6 222,960 

 Female 82.3 34.2 273.7 289,584 

Age 3 ~ 5 221.8 70.0 835.7 21,536 

 6 ~ 11 169.9 53.5 635.5 41,600 

 12 ~ 18 110.7 33.0 461.6 38,592 

 19 ~ 64 83.3 40.8 247.0 299,440 

 65 ~ 80 45.6 24.3 114.7 111,376 

Notes: a The 24-h dietary recall data of 32,034 people obtained from 2013 to 

2017 except for those under two years of age were used in estimated daily intakes 

(EDIs). To estimate the EDIs, the analyzed acrylamide concentration was 

randomly assigned 16 times with food consumption data of the 32,034 people to 

reach approximately one hundredth of Korean population (total of 51.7 million). As 

a result, a total of 512,544 data points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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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추정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90 ng/kg bw/day)은 

이전 국내 연구들에 비해 약간 높게 추정되었다. 2011년 국내 연구에서는 

가공식품을 통한 아크릴아마이드의 평균 노출량은 77 ng/kg 

bw/day 였으며, 2016 년 총식이조사(total diet stody, TDS)에서 추정된 

아크릴아마이드의 평균 노출량은 86 ng/kg bw/day 였다(KFDA 2011a; 

MFDS 2016a). 이러한 노출량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에 유통된 

식품을 분석했으며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연도가 다르다는 

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점은 연구 설계 및 목적의 차이에서 기인한 

분석시료의 차이인 것으로 사료된다.  

2011 년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약 500 건의 가공식품이 분석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11 년 분석되었던 식품유형을 포함하여 

조미식품(118 건), 곡류가공품(시리얼류을 제외한 90 건) 등 높은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된 식품유형을 포함하였다. 또한 동일하게 분석된 

식품유형 내에서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더 넓은 함량 범위와 더 높은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2011 년 연구에서는 감자 과자는 

13.9~1435.4 ng/g, 과자류(감자 과자 제외)는 ND~861.0 ng/g, 다류는  

ND~888.6 ng/g 으로 분석되었지만(KFDA 2011a), 본 연구에서는 감자 

과자 9.0~2835.3 ng/g, 과자류(감자 과자 제외) 2.2~1090.8 ng/g, 다류 

ND~7331.0 ng/g 으로 더 넓은 함량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요인이 

두 연구 모두 가공식품으로부터의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을 추정했음에도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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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연구와는 가공식품을 분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2016 

총식이조사에서 시료는 본 연구와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리과정이 포함하지 않고 약 1,000 건의 가공식품을 분석했으며, 관리 및 

규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분석 도중 높은 함량을 검출된 

시료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2016 년 

총식이조사에서는 시료를 만들 때 여러 제품을 모아 하나의 

composite 으로 만들어 표준 레시피로 조리과정을 거친 후 분석하였다. 

대표식품과 조리법을 다르게 하여 약 1,200 건의 시료가 분석되었으며 이 

시료들은 가공식품 및 농수산식품, 축산식품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석 

시료의 차이가 노출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설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은 국외 연구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유럽에서는 

식품섭취로 인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어린이(3~10 세) 700~2,050 

ng/kg bw/day, 청소년(11~17세) 430~1,400 ng/kg bw/day, 성인(18세 

이상) 310~1,100 ng/kg bw/day 으로 추정하였고, 캐나다의 경우 평균 

아크릴아마이드 섭취량을 낮은 연령대(3~18 세)에서 356~597 ng/kg 

bw/day, 성인(19 세 이상)에서 157~288 ng/kg bw/day 로 

추정하였다(EFSA 2011; Health Canada 2012). 덴마크의 경우에는 

어린이(4~14 세)의 경우 약 330 ng/kg bw/day, 성인(15~75 세)의 경우 

약 190 ng/kg bw/day로 추정하였다(DTU 2013). 위에 언급한 나라들과 

비교해봤을 때, 동일한 식품유형에서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범위 및 

평균값은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 따라서 국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낮은 원인은 각 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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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의 차이가 아닌, 식습관에 따른 주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크릴아마이드가 높게 함유된 식품의 소비가 적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주식은 밀이나 감자가 아닌 쌀로, 캐나다와 덴마크와 다르다. 게다가 밀과 

감자의 경우도 튀기거나 구워먹는 방법보다는 끓이거나(국 포함) 찌는 

조리 방법이 선호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의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다른 나라들보다 적게 추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의 주 기여 식품은 과자류와 

커피였다. 특히 감자 과자를 제외하고도,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스낵 과자의 총 노출기여율이 전체 노출량에 20.6%를 차지하였다(Figure 

4-7). 커피의 기여율은 17.4%, 감자 과자의 기여율은 11.6%였다. 

연령에 따른 주 노출 기여 식품은 차이가 있었는데, 3~18세의 연령에서는 

감자 과자를 포함하여 과자류가 총 노출량에 53.8%를 차지한 반면, 

19~80 세의 연령에서는 커피가 26.6%로 가장 높은 노출기여율을 

차지하였다(Table 4-15).  

한편, 돼지감자차 등 다류에서 높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검출되었지만, 전체 국민의 총 노출량에 대한 다류의 노출기여율은 

2.0%로 높지 않았다. 하지만 노출량 평가 결과, 가장 극단 

섭취자(100th)의 주된 노출기여원은 침출차였다. 다류의 경우 개인의 

선호나 취향에 따라 제품 구입 및 섭취가 이뤄지며, 특정 차를 구입하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특정 제품에 충성도를 

보이는 소비자의 경우, 이로 인해 아크릴아마이드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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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높은 함량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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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Dietary exposure contributors of acrylamide from the processed foo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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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5. Dietary exposure contributors of acrylamide by age group 

 3~18 years   19~80 years 

Rank Food categories Rate (%)  Rank Food categories Rate (%) 

1 Confectioneries 

and bakery products 

Biscuits/wafers/cookies 

/crackers/snacks 

30.5  1 Beverages Coffee 26.6 

2 Confectioneries 

and bakery products 

Potato snacks 23.3  2 Confectioneries 

and bakery products 

Biscuits/wafers/cookies 

/crackers/snacks 

15.2 

3 Grain products 

 

 13.0  3 Grain products  13.1 

4 Ready to eat/cook French fries 7.4  4 Fruit and vegetable 

juices 

 9.0 

5 Confectioneries 

and bakery products 

Cocoa/chocolate 

products 

4.3  5 Preserved products Kimchi 6.4 

6 Fruit and vegetable 

juices 

 4.0  6 Confectioneries 

and bakery products 

Potato snacks 5.3 

7 Confectioneries 

and bakery products 

Soft bread 3.0  7 Condiments 

and seasonings 

Spices 4.5 

8 Frozen desserts 

 

 2.2  8 Ready to eat/cook French fries 4.3 

9 Preserved products 

 

Kimchi 2.2  9 Beverages Teas 2.9 

10 Condiments 

and seasonings 

Spices 2.0  10 Confectioneries 

and bakery products 

Soft brea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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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국내 연구였던 총식이조사 연구에서는 후추가 18.2%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에 가장 높은 기여원으로 보고되었다(MFDS 2016a). 

하지만 본 연구에서 후추의 기여율은 0.7%였다. 2016 년 총식이조사 

연구에서 후추의 노출량은 약 16 ng/kg bw/day 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0.7 ng/kg bw/day였다. 후추의 아크릴아마이드는 볶기, 굽기, 튀기기 등의 

조리를 통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FDA 2012). 따라서 후추의 

기여도 차이는 본 연구에서 조리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 연구들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주된 노출기여원은 유럽, 캐나다, 

덴마크의 경우 감자튀김,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곡류가공품(케익과 

비스킷 제외)이었다(EFSA 2015; Health Canada 2012; DTU 2013; 

FSANZ 20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감자의 소비는 쌀과 

밀에 비해 높지 않으며,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조리법보다 끓이거나 찌는 

조리법이 선호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해보면, 한국인의 

가공식품을 통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은 주식으로부터가 아닌 식사 간에 

간식으로 섭취하는 과자나 음료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자튀김이나 시리얼 등이 한국에서 주 노출기여원이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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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노출량 평가 방법인 non-parametric 

probabilistic model(random assignment of analytical data)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각 식품유형의 평균값을 대입하는 방법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최대 노출량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국민 전체의 노출량 

상자수염그림에서 두 방법 간의 추정된 25th, 50th, 75th 은 비슷하지만, 

함량을 무작위로 선택한 방법의 노출량 분포 범위가 훨씬 더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4-8). 무작위로 대입한 함량 값을 적용한 노출량 

분포의 95th, 99th 및 최댓값은 295.3, 1,001.6 및 148,834.2 ng/kg 

bw/day인 반면, 평균 값을 적용한 경우, 319.6, 807.7 및 41,485.9 ng/kg 

bw/day 이었다. 관리와 규제 목적에서는 가능한 극단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 목적에서는 무작위 함량 값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연구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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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The estimated dietary intakes of acrylamide using different methods 

Notes: The graph (ii) was enlarged from the grey-colored part of (i) to present the 25th, 50th, and 75th of boxplots. The‘●’in the graph (i) 

are considered outliers and the‘◆’in the graph (ii) are considered average of the data.  
a The method using mean value of acrylamide in each food category. 
b The method using the concentration of acrylamide randomly assigned in each food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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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유통되는 가공식품 내의 아크릴아마이드의 수준을 

파악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통한 아크릴아마이드의 노출량과 식품유형별 

노출기여도를 확인하였다.  

분석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식품 매트릭스를 4 개로 나누어 6 가지 

항목에 대해 신뢰도를 평가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1,000 여건 이상의 

다양한 가공식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7)의 식품섭취자료에 적용하여 

아크릴아마이드의 노출량을 추정하였다. 노출량 평가 시, 확률론적 방법인 

non-parametric probabilistic model 을 사용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 코드와 대응되는 세부 식품유형 내에서 무작위로 함량을 선택하여 

개개인의 식품섭취자료에 대입하였다. 이러한 노출량 평가 방법을 통해,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이 높은 식품에 선호도를 보이는 개인의 노출량 등 

가능한 극단 섭취자의 노출량 예측이 가능하였다. 

국내 유통 가공식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를 분석한 결과, 침출차인 

돼지감자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보고되었다. 또한 향신료인 강황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높게 검출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밖에도 과자류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넓은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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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 갈색설탕, 조미김, 압착유 및 향미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한국인의 가공식품을 통한 아크릴아마이드 평균 노출량은 90.0 ng/kg 

bw/day 로 국외 다른 나라들의 노출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연령대가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노출량이 높았다. 주된 노출기여식품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과자류, 성인과 노인의 경우 커피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과자류와 커피에 선택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면 

평균적인 아크릴아마이드 노출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추정된 아크릴아마이드의 평균 노출량은 제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확률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노출량 분포는 매우 넓은 

범위에서 나타났다. 특히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 분포에서 극단치는 약 

150,000 ng/kg bw/day 였으며, 이는 돼지감자차와 같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인한 결과였다. 이러한 노출 시나리오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극단 섭취이므로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이 높았던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저감화 대책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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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Acrylamide Contents  

in Processed Foods from Korean Markets and 

Estimation of Individual Exposure  

Using a Non-parametric Probabilistic Model 

 

Hyojin Jeo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rylamide, a known carcinogen, is formed during preparation of 

food containing reducing sugar and asparagine. Because acrylamide 

exposure to the population is primarily through food, the maximum 

levels of acrylamide in food have been set by European Commission in 

2017. Moreover, in the 2016 Korean Total Diet study, acrylamide 

showed the lowest margin of exposure among 23 food-processing-

related chemicals, necessitating the risk reduction option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variation of acrylamide 

content in different food items and identify the food categories, which 

can be options for risk management. Acrylamide was analyzed using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coupled with tandem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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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metry in more than 1,000 processed food items. To estimate 

acrylamide exposure, the analytical data obtained herein and the food 

consumption data of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rom 2013 to 2017 were used. A non-parametric technique of 

a probabilistic model was used for exposure estimation. 

Confectioneries including potato snacks contained a wide range of 

acrylamide content. Particularly, the highest acrylamide content was 

detected in a tea made of Jerusalem artichoke. The presence of 

acrylamide in turmeric along with the Jerusalem artichoke was reported 

in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The main contributors of dietary 

acrylamide exposure were confectioneries for youths aged 3–18 years 

and coffee for adults aged 19–80 years. Therefore, risk management 

in confectioneries and coffee could help reduce acrylamide exposure 

for Koreans. In addition, the mitigation strategies for food containing 

high acrylamide content, such as Jerusalem artichoke tea, are needed 

to reduce acrylamide exposure to loyal consumers. 

 

Keywords: acrylamide, survey, exposure estimation, probabilistic 

model, Jerusalem artich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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