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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 문 초 록 

 

한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고  탄수화물  분말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와  그  전구체인  아스파라긴과  단당류  (포도당 , 과당)를  

정량하였다 . 이를  통해  각  전구체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기여하는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 덩이줄기와  뿌리줄기에  속하는  연근 , 감자 , 

돼지감자  및  마  분말과  곡류에  속하는  쌀 , 밀 , 옥수수  분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하였을  때 , 연근  분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고  (176.6 ~ 1291.1 nmol/g, 세  가지  

제품에서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범위), 그  다음으로  감자  분말  (604.7 ~ 

713.3 nmol/g), 돼지감자  분말  (214 ~ 549.6 nmol/g) 그리고  마  

분말(67.4 ~ 129.6 nmol/g) 순이었다 . 곡류  분말에서는  가열  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었다 . 생성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식품에  함유된  아스파라긴  또는  당류  함량에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 두  물질  중  아스파라긴이  제한  요소가  되는  

분말보다  아스파라긴이  풍부하여  당류가  제한  요소인  경우에  같은  양의  

제한  요소임에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 이는  

아스파라긴이  많은  상황에서  generic amino acid pathway를  통해  

추가적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어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Generic pathway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아스파라긴이  두  분자  이상  소비되기  때문에 , 아스파라긴이  제한된  

식품에서는  아스파라긴이  마이얄  반응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반응으로  

소비된  이후  고갈되어  상대적으로  generic pathway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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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라긴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 본  연구를  통해  식품  성분에  따라  

정해지는  반응  경로의  차이로  인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실제  식품  

환경에서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주요어 : 아크릴아마이드 , 마이얄  반응 , 아스파라긴 , 단당류  

학   번 : 2018-2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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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동물실험에서의  유전독성  (genotoxicity) 및  발암성  

(carcinogenicity)을  근거로  아크릴아마이드(C3H5NO; CAS No. 79-06-

1)를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Group 2A)로  분류하였다  

(IARC, 1994). 아크릴아마이드는  전분이  풍부한  식품에서  검출된다는  

사실이  스웨덴에서  최초로  보고되었다  (Tareke, Rydberg, Karlsson, 

Eriksson, & Törnqvist, 2002). 그  이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분석한  

결과 , 아크릴아마이드가  감자튀김 , 비스킷 , 크래커 , 토스트  등  고온  조리된  

고  탄수화물  식품에서  주로  검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uropean 

Commission, 2002). 한국  식문화에서  고  탄수화물  식재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 한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에서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Jeong 등  (2020)은  국내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 일반적으로  많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됨이  알려진  감자  가공  식품보다  돼지감자  차  

제품에서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 돼지감자는  혈당  

조절에  효과가  밝혀진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한국에서  높은  

빈도로  소비되고  있다 . 그러나 , 가공식품은  여러  가지  원재료를  혼합하여  

다양한  조리  환경에서  가열된  상태이므로 , 개별  원재료에서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웠다 .  

아크릴아마이드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라긴과  유리당 , 특히 

포도당과  과당과의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Becalski, Lau, Lew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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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 2003; Mottram, Wedzicha, & Dodson, 2002; Stadler et al., 

2002). 곡물  및  감자에  풍부하게  함유된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은  100℃  

이상에서의  마이얄  반응을  거쳐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하는  핵심  

물질이다  (Friedman, 2003). Stadler et al. (2002)의  연구에서  당과  

아스파라긴의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N-glycosylasparagine 이  

아크릴아마이드의  직접적인  전구체임을  밝힘으로써  마이얄  반응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 식품  내  아스파라긴  및  유리당  함량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간의  관계는  많은  모델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 밀과  

호밀을  이용한  모델  연구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아스파라긴  함량에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포도당  및  과당의  함량과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Bråthen & Knutsen, 2005; J. S. Elmore, Koutsidis, Dodson, 

Mottram, & Wedzicha, 2005). 이와  반대로 , 감자를  이용한  모델  

연구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아스파라긴이  아닌  유리당의  함량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De Wilde et al., 2005). 그러나  이러한  국외  연구들은  

밀 , 호밀  및  감자와  같은  특정한  식품  매트릭스에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므로  전구체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기여하는  양상을  

보다  다양한  식품  환경에서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전구체의  함량뿐만  아니라  가열  조건  또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이전  연구에서  튀기거나  굽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증가함이  알려졌다  (Bråthen & Knutsen, 

2005; Grob et al., 2003). 이  연구들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약  190 

~ 210℃에서  최대에  도달하였다 . 더  나아가서 ,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은  

가열  시간에  따라  증가하여  일정  시간  이후에는  그  함량이  다시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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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Becalski et al., 2003; Corradini & Peleg, 2006). 이  

연구에서는  밀 , 호밀 , 감자를  가열하였을  때  15 ~ 20분에서  주로  최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 하지만  가열  온도나  

시간의  영향은  식품  내  수분  함량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 

그러므로 ,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비교룰  위한  가열  조건을  결정할  때  가열  

온도와  시간  그리고  수분  함량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최적화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개별  원재료에서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비교할  수  있다 . 

따라서 ,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에서  소비되는  고  탄수화물의  식물성  

분말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 전구체로서  유리  

아스파라긴 , 유리당  (단당류로서  포도당과  과당)의  함량을  분석하여  각  

물질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대한  기여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 

 

제 2 장 문헌고찰 

 

2.1.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 기전 및 전구체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  가열  환경에서  아미노산과  단순당  사이에  

발생하는  마이얄  반응을  통해  생성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  기전은  Figure 2-1 과  같다 . Stadler et al. 

(2002)의  실험에서  20 종의  아미노산과  동량의  포도당을  180℃에서  

30 분  간  가열하였을  때 , 메티오닌 , 글루타민  그리고  아스파라긴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관찰되었다 . 이  중  아스파라긴이  메티오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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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2). 특히  아스파라긴이  당과  결합하여  생성되는  

마이얄  반응  초기  생성물인  N-(D-glucos-1-yl)-l-asparagine 과  N-

(D-fructos-2-yl)-l-asparagine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15N-amide-labelled 

아스파라긴과  포도당을  반응시켰을  때 , 98.6%의  15N label 이  

아크릴아마이드에  혼입되었으며 , 15N-α-amino-labelled 아스파라긴이  

사용되었을  때는  아크릴아마이드에서  15N label 이  발견되지  않았다 . 또한 , 

13C6-labelled 포도당과  아스파라긴을  반응시킨  결과 , 아크릴아마이드의  

탄소  골격은  아미노산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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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Mechanism of acrylamide formation from asparagine and 

glucose under heating condition (Gökme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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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Production of acrylamide from N-glycosides (Stadler et al., 

2002). Logarithmic-scale plot of the formation of acrylamide over time in 

pyrolysates of glucose with glutamine (circles), asparagine (triangles) or 

methionine (squ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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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아스파라긴은  아크릴아마이드의  탄소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한  아미노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아스파라긴  자체는  고온  

가열  시  succinimide moiety 를  형성하여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므로 , 당과  함께  반응하여  oxazolidine-5-one 을  

생성한  후  안정한  azomethine ylide 를  통해  decarboxylated Amadori 

compound 를  형성함으로써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된다  (Yaylayan et al., 

2003).  

 

2.2. 가열 조건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변화 

 

 Corradini et al.(2006)은  밀 , 호밀 , 감자를  사용한  수용성  식품  

매트릭스에서  가열  시간  및  온도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변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 160℃  에서  200℃  사이의  온도로  각  시료를  

가열할  때 , 시간에  따라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일정  시간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여  최고점이  보이는  곡선  형태가  되었다 . 이는  고온 

가열로  인해  생성된  아크릴아마이드가  분해되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 대략  15 분에서  20 분  사이에  최고점이  나타났으며 , 온도가  

증가할수록  더  이른  시간에서  더  높은  최고점을  보였다 . 밀과  호밀을  

이용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Bråthen & 

Knutsen, 2005).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가열  온도  180℃  ~ 200℃  

이상의  온도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 그러나  

수용성  매트릭스보다  수분  함량이  적은  식품  환경에서는  온도가  

155℃에서  185℃로  증가할  때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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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lski et al., 2003). 이는  식품  가열  시  수분의  증발열로  인해  식품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효과적인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식품의  고온  가열  시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가열  온도 , 시간  및  수분  함량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  

 

2.3. 전구체의 양적 관계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대한 

영향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반응에서  핵심  반응  물질인  아스파라긴과  

단당류  (포도당  및  과당)의  함량  간  관계에  따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양상이  결정된다 . 식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아스파라긴과  당류  

중  낮은  함량을  가진  물질  (제한  요소)의  농도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åthen & Knutsen, 2005; De Wilde et al., 2005). 

Kristel et al. (2008) 은  아스파라긴과  포도당의  농도  비율이  1:4, 1:1, 

4:1 로  다양하게  제조된  수용액에  열처리하여  아크릴아마이드를  

분석하고  가열  시간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200℃에서  10 분  가열하였을  때 , 1:1 의  농도비를  가진  

모델에서  전구체의  농도에  따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증가하였다  

(0.005, 0.01, 0.025, 0.125 M). 또한  농도비가  4:1 일  경우  

(0.125:0.031 M)보다 , 1:4 (0.031:0.125 M)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구체  비율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의  차이에  대해  고찰하지  않았다 . 그러나 , 제한  

요소로서  아스파라긴  또는  당류의  농도가  같음에도  아크릴아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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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에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각  전구체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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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amchun Pure Chemicals (Gyeonggi, 

Korea)에서  구입하였다 . 표준  원액은  아크릴아마이드  표준  물질을  

증류수에  녹여  0.02 mg/mL 이  되도록  조제한  후 , 실험에  필요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 내부  표준  원액은  13C3-아크릴아마이드를  메탄올에  

녹여  1 mg/mL 로  조제한  후 , 0.1% 포름산에  녹여  200 ng/mL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 

D-(-)-과당(HPLC grade, ≥99.0%), D-(+)-포도당(GC grade, 

99%)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 

아세토니트릴(HPLC reagent, 99.9%)은  Samchun Pure Chemicals 

(Gyeonggi, Korea)에서  구입하였다 . 아세톤(HPLC reagent, ≥99.5%)는  

Fisher Chemical (Waltham,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  실험에  사용한  

모든  증류수는  In house 증류수를  Water Purification System(a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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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Ultra System, Younglin Instrument, Gyeonggi, Korea)을  이용하여  

재정제한  distilled-deionized water 을  사용하였다 . 

L-아스파트산 , L-아스파라긴  (HPLC grade, ≥98%), 2-

메르캅토에탄올(GC grade, ≥99.0%), 프탈알데히드(HPLC grade, 

≥97%)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 

모노나트륨인산염(ACS grade, ≥98%)는  Fisher Chemical (Waltham,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 붕산(≥99.5%)는  Wako Pure Chemical (Osaka, 

Japan)에서  구입하였다 . 수산화나트륨(≥98%)는  Samchun Pure 

Chemicals (Gyeonggi, Korea)에서  구입하였다 . 40 mM 인산  나트륨  완충  

용액  (pH 7.8)과  0.4 M 붕산  완충  용액  (pH 10.2)은  PVDF membrane 

filter (0.22 μm GV, Merck Millipore, MA, USA)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 

 

3.2. 분석시료 구입 

 

 가공  업체에서  분말화  하여  시중  유통  중인  분말  제품을  구매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고 , 15종  식물  분말의  총  25개  제품을  구매하였다  

(Table 3-1). 국내외  식품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밀 , 통밀 , 감자  

분말뿐  아니라  한국  및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소비되는  쌀 , 찹쌀 , 연근과  

같은  시료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 타피오카  전분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국내를  원산지로  하며 , 분말  이외에  기타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 또한  분말  가공  시  볶거나  찌는  등  가열  공정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으로  선택하였다 . 모든  시료는  구입  후  동결  건조하여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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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였고 , 실험  직전  동결건조  후  항량  (중량  변화  0.03% 이하)에  맞춰  

사용하였다 .  

밀  분말의  경우  탄수화물  식품에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 , 연근 , 

감자 , 돼지감자  및  마  분말은  가열  시  기타  시료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 따라서  밀 , 연근 , 감자 , 돼지감자 , 

그리고  마  분말은  시료의  대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여  각  분말  당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 각  제품  당  아크릴아마이드 , 아스파라긴 , 유리당  분석은  모두 

3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 타피오카  전분과  감자  전분은  3개  제품을  같은  

중량비로  혼합하여  한  번에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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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The types and the number of powder samples 

 Type of powder Number of samples 

1 Potato 3 

2 Rice 1 

3 Starchy rice 1 

4 Wheat 3 

5 Buckwheat 1 

6 Whole wheat 1 

7 Soybean 1 

8 Jerusalem artichoke 3 

9 Lotus root 3 

10 Yam 3 

11 Acorn 1 

12 Corn 1 

13 Oat 1 

14 Tapioca starch 1a 

15 Potato starch 1a 

Total 25 

a Three products were mixed and analyzed as on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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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리법 및 조리 조건 최적화 

 

3.3.1. 반죽  제조  및 조리 

 

동결  건조된  분말을  증류수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반죽을  

약  5.5 g 덜어  반죽  두께가  약  1 mm 가  되도록  고르게  편  후 , 예열한  금속  

틀에  올려  가열하였다 . 초기  수분  함량은  조리  전  반죽의  전체  중량  대비  

첨가한  물의  중량(%, w/w)으로  나타냈고 , 곡류  분말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의  레시피를  종합한  결과  반죽의  물성에  차이를  보이며  성형이  

용이한  수분  함량의  범위로서  50%, 55%, 60%, 65%, 70%(w/w)로  

설정하였다 . 금속  틀은  공기 , 물  등의  유체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비열을  

가진  구리를  이용하였고  두께  1 mm, 지름  7 cm 의  구리  원형  틀은  

Banseok Tech (Gyeonggi, Korea)에서  제작하였다 . 조리  전에  구리  틀을  

전열기  (Daihan Scientific, Gangwon, Korea)에  올려  일정  온도에  

도달하도록  하였고 , 틀의  표면  온도는  표면  온도계(Testo, Lenzkirch, 

Germany)의  측정  부위를  틀에  올려  측정하였다 . 시료의  가열  조건  및  

아크릴아마이드  생성과  관련한  다수  연구의  조리  조건을  참고하여 , 가열  

온도는  최저  160℃ , 최고  200℃로  정하였으며  가열  시간은  2 분에서  

18 분으로  설정하였다 . 시료  가열이  끝난  즉시  틀과  함께  초저온  냉동고  

(-80℃)로  옮겨  2 분  간  식혔다 . 이후  데시케이터로  옮겨  중량  변화가  

0.03% 이하가  될  때까지  항량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 조리  후  시료는  동결  

건조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 각  조건  당  3 반복  조리하여  가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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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진행하였다 . 가열  조건  확립  후  각  분말  제품에  대해서도  모두  

3 반복  조리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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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생성  조리 조건  최적화 

 

서로  다른  종류의  분말  별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생성된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이  일정해지도록  하는  조리  조건을  

확립하였다 . 고온에서  조리한  감자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특히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 감자  분말  반죽을  이용하여  조리  환경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온도 , 가열  

시간 , 수분  함량을  최적화하였다 .  

먼저 , 감자  분말  반죽을  2, 5, 7, 10, 12, 15 그리고  18 분에서  각각  

가열하여  가열  시간  조건을  확립하였다 . 가열  시간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 반죽의  초기  수분  함량에  따라  그  추세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반죽의  물성에  큰  차이를  보였던  수분  함량인  50%와  

65% 두  가지  조건에서  모두  실험하였다 . 해당  수분  함량을  가진  반죽을  

다시  160℃ , 200℃에서  각각  가열하여  일정  온도로  가열하였을  때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일정해지는  가열  시간  조건을  확립하였다 .  

그  다음으로 , 가열  온도  및  반죽의  수분  함량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 

정해진  가열  시간  조건을  고정한  후 , 50%와  65% 수분함량에서  가열  

온도를  160℃ , 170℃ , 180℃ , 190℃ , 200℃로  달리하였고 , 다양한  수분  

함량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안정화되는  온도  조건을  파악하였다 . 

마지막으로 , 정해진  가열  시간  및  온도  조건을  고정하여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반죽의  수분  함량  (50, 55, 60, 65, 

70%)조건을  결정하였다 . 감자를  포함한  다른  분말에  대해서도  최적화한  

조리  조건을  이용하여  가열  후  아크릴아마이드를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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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크릴아마이드 분석법 

 

아크릴아마이드  분석법은  Jeong 등  (2020)의  방법을  따랐다 . 

 

3.4.1. 시료  전처리  

 

동결  건조  후  균질화  된  조리  후  시료  (2 g)을  정밀히  취하여  50 mL 

폴리프로필렌  코니컬  튜브에  넣고 , 내부표준용액  13C3-

아크릴아마이드(200 ng/mL) 2 mL와  물  18 mL를  가한  후  몇  초간  잘  

혼합하여  진탕기(SI-600R, Lab companion, Jeiotech, Seoul, Korea)에서  

200 rpm으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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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와  

물  3.5 mL로  활성화시킨  후 , syringe filter로  여과한  용액  5mL 중  1.5 

mL (용액  A)을  통과시켜  버렸다 . 이후  물  0.5 mL를  통과시켜  버린  후 , 

추가적인  물  1.5 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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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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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HPLC-MS/MS 를  이용한  아크릴아마이드의  정량 

 

조리  완료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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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으로  하고  시험용액  중  20 μ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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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5와  

27.10을 , 13C3-아크릴아마이드(m/z 75.05)는  m/z 58.05와  29.01 이온을  

모니터하여 , 표준물질  m/z 55.05 (내부표준물질  58.05) 이온으로  

정량하였다 . Base ion과  secondary ion의  ratio 범위  9.10 ~ 16.90% 

내에서만  아크릴아마이드  이온으로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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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리 아스파라긴 및 유리당 분석법 

 

3.5.1. 시료  전처리  

 

앞서  3반복  조리에  사용된  분말  반죽을  덜어  동결건조  후  

균질화하였다 . 50 mL 코니컬  튜브에  시료  1 g를  넣고  증류수  18 mL를  

가하여  vortex후  60℃  항온  수조에서  15분  sonication 하였다 . 

진탕기(SI-600R, Lab companion, Jeiotech, Seoul, Korea) 에서  37℃ , 

200 rpm으로  20분동안  추출하고 , 원심분리기에서  2,898 g으로  20분  

원심분리  하였다 . 0.22 μm PVDF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상층액  3 

mL를  취하여  아스파라긴  분석  용으로  사용하였고 , 상층액  3 mL와  

아세토니트릴  3 mL를  혼합하여  유리당  분석  용으로  사용하였다 .  

 

3.5.2. HPLC-FLD 를 이용한  아스파라긴의  정량 

 

조리  전의  동결건조  반죽  내의  아미노산  분석을  위해  pre-column 

derivatization 방법을  이용한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Fluorescence Detector (HPLC-FLD) 분석  조건을  확립하였다 . Kang 

(2007)의  방법을  변형하여  본  실험에  이용하였다 . 여과된  분석  시료  20 

μL에  0.5M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 μL와  0.4M 붕산  완충용액  10 

μL를  각각  가하였다 . 약  10초  후 , 2-메르캅토에탄올에  녹인  50 mg/mL 

프탈알데히드  용액  20 μL를  추가적으로  가하여  정확히  2분  간  반응시킨  

용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  Dionex Ultimate 3000 (Thermo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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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USA)에  ZORBAX Eclipse AAA (4.6 x 150mm, 3.5 μm, Agilent, 

CA, USA)를  연결하여  이용하였다 . 이동상은  A: 40 mM 인산나트륨  

완충용액  (pH 7.8); B: 아세토니트릴 : 메탄올 : 증류수  = 45:45:10 용액을  

농도  구배  용리하였다  (Table 3-2). 시험용액  중  20 μL를  주입하였고 , 

정량은  Dionex Ultimate 3000 Fluorescence detector (ThermoFisher, 

MA, USA)기기를  사용하였다 . Excitation 파장과  emission 파장은  각각  

345 nm, 460 nm로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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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Gradient elution with mobile phase A and B 

Time (min) A (%) B (%) 

Flow rate 

(mL/min) 

0 100 0 2 

3.9 100 0 2 

5 90 10 2 

10 90 10 2 

11 50 50 1.5 

18 50 50 1.5 

19 100 0 2 

25 10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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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HPLC-ELSD 를  이용한  유리당의  정량 

 

조리  전의  동결건조  반죽  내의  포도당  및  과당  함량  분석을  위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 (HPLC-ELSD) 분석조건을  확립하였다 . Liu et al. 

(2006)의  방법을  변형하여  본  실험에  이용하였다 . Dionex Ultimate 3000 

(ThermoFisher, MA, USA)에  Carbohydrate Analysis 

(aminopropylmethylsilyl bonded amorphous silica, 10 μm, 125Å  3.9 

× 300 mm, Waters, MA, USA)를  연결하여  이용하였다 . 이동상은  아세톤 : 

아세토니트릴  = 1:3 용액  80%, 증류수  20%를  혼합하여  등용매  

용리하였다 . 유속은  1 mL/min으로  하고  시험용액  중  20 μL를  

주입하였다 . 정량은  PL-ELS2100 (Varian, CA, USA)기기를  

사용하였으며 , evaporator 온도와  nebulizer 온도는  각각  35℃ , 80℃로  

하였고 , 질소가스  유속은  1.60 SLM 으로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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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통계 분석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 (SPSS 

Inc., Chicago, IL)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서로  다른  온도와  수분  함량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의  유의적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3반복  

데이터를  이용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ANOVA)과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 각  조건의  유의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사후  검정은  

Tukey방법을  사용하였다 . 검정  결과  p-value 0.05 미만인  경우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 아스파라긴과  유리당의  농도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피어슨  상관계수  (r)을  통해  가장  적절한  회귀분석  모델을  

결정하였다 . 

 

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최적 조리 조건 확립 

 

4.1.1. 가열  시간  최적화 

 

 수분  함량  50% 와  65%의  감자  분말  반죽을  2, 5, 7, 10, 12, 15, 18분  

각각  조리하여  생성된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을  비교하였다 . 반죽의  

온도가  다를  경우  가열  시간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의  증가  추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실험에서  각각  최저 , 최고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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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로  설정한  160℃ , 200℃  두  가지  가열  조건에서  실험하여  추세의  

일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가열  시간에  따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증가하여  15분에서  18분  

사이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 이는  최저  수분  함량  50%와  최고  수분  함량  65%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 이를  바탕으로 , 다른  온도  및  수분  함량  

조건에서도  약  18분  가열  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가열  시간  조건을  18분으로  결정하였다 . 

 

4.1.2. 가열  온도  및 수분함량  최적화 

  

 수분함량  50%의  감자  분말  반죽을  160℃ , 170℃ , 180℃ , 190℃ , 200℃  

각  온도에서  18분간  가열한  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비교하였다 . 

반죽의  수분함량이  다를  경우  온도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의  증가  

추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수분함량  65% 에서도  

추가적으로  실험하여  추세의  일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두  수분  함량  

모두에서  온도에  따라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 50% 

수분  함량에서는  190 ~ 200℃ , 50% 수분  함량에서는  170 ~ 200℃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의  증가  추세가  멈추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Tabl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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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Acrylamide content of potato dough heated for 18 minutes at 

various temperatures 

 

Temperature (℃) 

Acrylamide content (ng/g) 

Moisture content 50% Moisture content 65% 

Mean±SD Mean± SD 

160 23,154.1a±549.6 34,694.8a±206.1 

170 26,673.6a±359.4 48,361.7b±4,614.0 

180 40,629.0b±335.0 53,488.1b±502.3 

190* 47,551.9bc±4,514.0 53,775.7b±516.0 

200* 51,096.3  c±1,484.6 54,875.2b±2,005.1 

a-c Values with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same moisture 

content.                                                                          

*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moisture contents in the sam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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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부터  190℃까지  모든  온도에  대하여  50% 시료보다  65% 

시료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더  높았으며 , 200℃에서는  두  수분  함량  

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의  유의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 65% 시료의  

경우  수분의  영향으로  열  전달  또는  반응물의  이동성이  촉진되므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Michalak, 

Gujska, Czarnowska, Klepacka, & Nowak, 2016).  

65% 시료의  경우  170 ~ 200℃  에서 , 50% 시료의  경우  190℃와  

200℃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 즉 , 

수분함량이  높을  때  온도에  의한  영향이  더  적었다 . 이를  통해  높은  

수분함량의  시료  가열  시  효율적인  열전달로  인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가열하여도  보다  많은  반응물질들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반응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200℃에서  가열  시  다양한  수분  함량  조건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그러나  온도  조건을  200℃로  

결정한다면  추후  수분함량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200℃뿐만  아니라 , 수분함량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차이를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70℃에서도  

수분함량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비교하여  수분함량을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 170℃와  200℃에서  수분  함량을  달리하였을  때 , 

조리  후  생성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비교하였다(Tabl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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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Acrylamide content of potato dough heated for 18 minutes at 

various moisture contents  

 

Moisture content 

(%) 

Acrylamide content (ng/g) 

Temperature 170 ℃  Temperature 200 ℃  

Mean±SD Mean±SD 

50 26,026.3a±1,036.8 51,096.3a±1,484.6 

55 31,456.0a±686.9 51,511.7a±1,141.4 

60 42,687.4b±1,562.4 53,936.6a±1,715.5 

65* 48,793.9c±2,849.9 52,655.5a±2,150.2 

70 45,906.2bc±2,077.4 53,217.6a±769.8 

a-c Values with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same  

temperature.                                                                          

*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temperatures in the same moistur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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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가열  시  수분  함량  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 따라서  가열  온도가  높은  경우  열  전달  또는  반응물의  

이동성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170℃에서  

18 분  가열하였을  때  시료의  초기  수분함량이  클수록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 이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수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았다(Ciesarova, Kiss, 

& Kolek, 2006; Rydberg et al., 2005).  그러나 , 식품  조리에  있어서  초기  

수분  함량은  식품의  고유한  색도와  조직감을  좌우하므로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해  초기  수분  함량을  낮춰  조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Ahrné et 

al. (2007)의  연구에서 , 오븐에서  가열되는  반죽의  초기  수분  함량이  낮을  

때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감소하였으나  겉면의  색도에도  크게  변화가  

나타났다 . 하지만  이  연구에서  조리  중인  오븐  내부에  수분을  분사하였을  

때  가열  중인  빵의  표면  온도가  감소하여  아크릴아마이드  감소  효과를  

보였고 , 색도도  적절하였다 . 이렇게  식품  자체의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리  방법의  수분을  이용하여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65% 이상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의  증가  추세가  멈추는  모습을  

관찰하였으며 , 65%와  70%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 이는  더  

이상의  수분함량  증가가  반응물의  이동성  증가보다는  반응물의  희석  

효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마이얄  반응을  위한  최적  

수분  활성도  (aw)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 일정  수준  이상의  aw 

에서는  반응물의  희석  효과가  일어나고  낮은  aw 에서는  반응물의  

이동성이  제한되어  반응  속도가  감소하였다  (Lingnert et al., 2002). 



 

28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70% 수분함량은  반응물의  이동성보다  희석  효과를  

증가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Bell, 2020).   

결론적으로 , 다양한  온도로  가열  시  65% 수분  함량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65% 수분함량에서  

170℃와  200℃  가열  시료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실험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종  가열  

조건을  65%, 170℃ , 18 분으로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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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양한 분말에서의 조리 후 아크릴아마이드 및 

조리 전 전구체 함량 비교 

  

4.2.1. 유리  아스파라긴 , 유리당 , 아크릴아마이드  분석 결과 

  

 밀 , 쌀 , 옥수수  등  탄수화물  식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물과  

더불어  한국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분말들에  대해  아크릴아마이드와  그  

전구체인  유리  아스파라긴과  유리당  2종  (포도당 , 과당)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 조리  전의  분말을  분석하였으며 , 앞서  설정한  최적  조리  조건  

(65%, 170℃ , 18분)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리  후  아크릴아마이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 분말  별  분석  결과를  Table 4-3에서  나타냈다 . 모든  

분석  결과는  3반복  실험을  수행하여  도출한  값이다 . 각  물질  별  

방법검출한계  (MDL)와  방법정량한계  (MQL) 값은  아스파라긴  0.01, 0.02 

μmol/g; 유리당  0.04, 0.1 μmol/g; 아크릴아마이드  0.05, 0.2 nmol/g로  

계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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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Free asparagine and free monosaccharides (fructose and 

glucose) contents in the powder before heating; Acrylamide content in 

heated dough of the powder 

 

Type of 

Powder 

Acrylamide 

(nmol/g) 

Asparagine 

(μmol/g) 

Free monosaccharides 

(μmol/g) 

Mean SD Mean SD Mean SD 

Potato1a 604.7 38.8 247.9 15.3 45.5 1.2 

Potato2 623.5 24.8 182.1 10.0 235.8 7.1 

Potato3 713.3 21.9 189.3 15.4 43.5 1.1 

Lotus 

root1 
176.6 4.4 82.8 5.6 106.4 2.2 

Lotus 

root2 
1291.1 38.2 228.8 8.2 50.9 0.7 

Lotus 

root3 
820.7 34.5 232.6 5.0 36.5 0.3 

JA1b 549.6 16.9 236.9 18.0 38.3 1.6 

JA2 255.5 2.3 472.6 34.9 33.1 0.5 

JA3 214.0 15.7 340.1 17.5 31.1 0.9 

Yam1 129.6 6.7 93.7 7.5 24.7 0.5 

Yam2 67.4 2.4 78.4 4.8 28.4 0.3 

Yam3 68.3 1.7 46.1 3.6 79.3 2.0 

Oat 18.4 0.2 52.5 3.4 19.3 0.2 

Corn 11.6 0.1 11.6 0.8 35.3 0.6 

Whole 

Wheat 
10.8 0.2 13.0 0.6 29.7 0.3 

Buckwheat 5.0 0.1 50.3 2.8 22.8 0.1 

Wheat1 5.5 0.2 9.4 0.3 23.3 0.3 

Wheat2 0.7 0.01 20.6 1.2 n.d.c - 

Wheat3 1.0 0.03 6.5 0.04 n.d. - 

Rice 1.7 0.2 7.8 0.1 22.0 0.4 

Starchy 

Rice 
2.7 0.02 9.0 0.5 11.7 0.1 

Acorn 0.1 0.01 15.4 0.6 12.8 0.1 

Soy bean 0.6 0.03 92.0 8.4 13.5 0.1 

Tapioca 

starchd 
0.1 0.001 8.4 0.1 n.d. - 

Potato 

starchd 
0.1 0.003 8.8 0.1 n.d. - 

a Each number indicates different products  
b Jerusalem artichoke 
c n.d: not detected (below the MDL value) 
d Three products were mix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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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이줄기에  속하는  감자 , 돼지감자  및  마  분말과  뿌리줄기인  연근  

분말에서  가열  후  많은  양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고 , 한  연근 

시료에서  기타  분말  대비  가열  후  가장  높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보였다 . 조리  후  밀 , 쌀  등의  곡류  분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고 , 곡류  중  귀리  분말에서  조리  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가장  높았다 .  

밀1, 메밀  분말의  가열  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각각  5.5, 5.0 

nmol/g 으로  유사하였다 . 밀2와  밀3 분말의  조리  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각각  0.7, 1.0 nmol/g으로  밀1분말의  5.5 nmol/g과  비교하였을  때  

생성된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에  차이가  컸다 . 밀  2와  밀3 분말의  유리당  

함량이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난  반면  가열  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정량한계  이상이었는데 , 이는  포도당  및  과당  이외의  기타  당류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 자당(sucrose)은  곡류에  함유된  

대표적인  당류로  알려져  있다  (J. S. Elmore et al., 2007; Henry & Saini, 

1989). 이는  가열  중  분해되어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을  비롯한  다양한  

carbonyl을  생성하며  이것이  아스파라긴과  반응하여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할  수  있는데 , 자당은  가열  후반부에  분해되고  가열  후반부에는  

아스파라긴이  소진되기  때문에  (Nguyen, Peters, & Van Boekel, 2016; 

Nguyen & van Boekel, 2017), 초기  시료에  함유된  단당류가  많은  

경우보다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대한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대두  분말은  0.6 nmol/g, 쌀과  찹쌀  분말의  경우  각각  1.7, 2.7 

nmol/g 으로  조리  후  낮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 조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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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분말은  11.6 nmol/g 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보였다 . 밀 , 쌀 , 

옥수수  등의  곡류  분말은  아스파라긴  함량이  낮은  편에  속하여  가열  후  

생성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도  높지  않았다 . 전체적으로  밀 , 호밀 , 보리 , 

옥수수  등의  곡류  분말은  10 μmol/g 내외의  아스파라긴  함량을  가진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ostles, Powers, 

Elmore, Mottram, & Halford, 2013; Žilić et al., 2017).  

 도토리  분말의  아스파라긴과  유리당  함량은  각각  15.4 μmol/g, 

12.8 μmol/g 로  나타났다 . 그러나  가열하여  생성된  아크릴아마이드는  

정량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 도토리는  65~69%가  겔  형성에  적합한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Ryu, 2010). 밀가루를  이용한  식품  시스템에서  

전분의  첨가는  겔  구조를  이용하여  수분을  가두고 , 식품  겉면의  온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시간에  따른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및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Liu et al., 2017). 이는  곡물  분말에  전분  첨가  시  

기존보다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Ciesarova et al., 2006).  

 연근  분말의  조리  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176.6 ~ 1291.1 

nmol/g으로 , 제조사  별  차이가  존재하나  한  종류의  분말에서  실험한  모든  

시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 감자와  돼지감자  

분말의  가열  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각각  604.7 ~ 713.3 nmol/g, 214 

~ 549.6 nmol/g으로  나타났다 . Jeong등  (2020)의  연구에서  돼지감자  

침출차에서  감자  가공식품보다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음을  보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조리  후  상태의  가공식품을  

그대로  분석하지  않고  온도 , 시간 , 수분함량  등의  가열  조건을  통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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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하였으며 , 그  결과  가열된  감자  분말에서  비교적  높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보였다 .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다른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연근과  

감자  분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평균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보였다 . 마  

분말에서도  조리  후  67.4 ~ 129.6 nmol/g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어  

비교적  높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가진  시료에  속하였다 . 감자 , 

돼지감자와  마는  덩이줄기이며 , 연근은  뿌리줄기로  식물에서  양분을  

저장하는  부위에서  높은  아스파라긴  함량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아스파라긴은  탄소  대  질소  비율이  비교적  높고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 

식물  내에  좋은  질소원으로  저장되며  아미노산  중에서는  드물게  

아스파라긴은  식물체  내에  높은  농도로  축적이  가능하다  (Lea, Sodek, 

Parry, Shewry, & Halford, 2007). 정제된  상태의  타피오카전분 , 감자전분  

분말의  경우  가열  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정량한계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4.2.2. 아스파라긴 , 당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대한  영향 비교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반응의  주요  반응물로서  아스파라긴과  과당  

및  포도당  함량을  분석하였다 . 각  분말  별로  아스파라긴  또는  당류  중  

반응의  제한  요소  (limiting factor)가  되는  물질의  함량  당  검출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비교하였다 . 당류의  경우  과당과  포도당의  함량을  

합한  값을  이용하였다 .     

아스파라긴  함량이  당류보다  높은  시료인  감자1, 감자3, 메밀 , 

돼지감자1, 돼지감자2, 돼지감자3, 귀리 , 대두 , 연근2, 연근3, 마1, 마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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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함량  대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 반면 , 당류  

함량이  아스파라긴보다  높은  시료인  감자2, 쌀 , 찹쌀 , 밀1, 통밀 , 옥수수 , 

연근1, 마3은  아스파라긴  함량  대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 정확한  비교를  위해 , 분석  결과  정량한계  이하의  당류  함량을  

보였던  밀2, 밀3, 타피오카전분 , 감자전분  분말  시료를  제외하였으며  

정량한계  이하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보였던  도토리  분말  시료를  

제외하였다  (Figure 4-1).  

 위  결과를  통해  아스파라긴  및  단당류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 감자1, 감자3, 메밀 , 돼지감자1, 

돼지감자2, 돼지감자3, 귀리 , 대두 , 연근2, 연근3, 마1, 마2 시료에서  

환원당  함량이  높은  시료일수록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감자2, 쌀 , 찹쌀 , 밀1, 통밀 , 옥수수 , 

연근1, 마3 시료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아스파라긴  함량에  

비례함을  확인하였다 . 선행  연구에서  감자에서  환원당  함량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의  주된  결정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J. Elmore et 

al., 2010; Halford et al., 2012). 또한  밀과  호밀의  경우  아스파라긴  

함량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가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Curtis et al., 2010; Granvogl, Wieser, Koehler, Von Tucher, & 

Schieberle, 2007). 

당류가  아스파라긴보다  높은  수준으로  함유된  곡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 아스파라긴  대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의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쌀 , 찹쌀 , 메밀  등  아스파라긴  함량이  비교적  적었던  

곡류들을  중심으로  시료  개수를  늘려  추가로  분석하거나 , 식품  매트릭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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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모델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아스파라긴  농도에서의  

분석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실험의  결과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은  감자 , 연근 , 마  등의  

덩이줄기  또는  뿌리줄기  분말에서는  유리당과 , 쌀 , 밀 , 옥수수  등의  곡물  

분말에서는  아스파라긴과  각각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 이러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대한  아스파라긴과  유리당의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Figure 4-1). 

 

Figure 4-1. Acrylamide content as a function of its limiting factors, either 

asparagine or free monosaccharide contents, depending on the foo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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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을  통해  같은  몰수의  제한  요소  (아스파라긴  또는  당류) 

대비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은  아스파라긴보다  유리당이  제한된  경우에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이것은  아스파라긴과  

당류가  1:1 반응을  통해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 같은  양의  

제한  요소가  같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 따라서 , 아스파라긴과  당류 , 기타  아미노산이  

포함된  환경에서의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합한  다중반응  역학  모델  

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기전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Balagiannis, 2019; Gökmen, 2012) (Figur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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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Acrylamide formation pathway based on reactions between 

monosaccharides and amino acids. The overall reactions were adapted from 

Balagiannis (2019), with the HMF pathway added from Gökm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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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에서 , 아크릴아마이드는  아스파라긴과  유리당이  반응한  

후  바로  decarboxylated Schiff base를  형성하여  진행되는  ‘specific 

amino acid pathway ’와 , 식품  내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을  포함한  기타  

아미노산들이  유리당과  반응하여  마이얄  반응으로  생성된  다양한  중간  

생성물들이  carbonyl source로  작용하여  아스파라긴과  반응하는  ‘generic 

amino acid pathway’ 모두에서  생성될  수  있다 . 각  기전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기여하는  양상은  반응이  일어나는  식품  시스템의  

구성  성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예를  들어 , 같은  몰수의  과당과  

아스파라긴이  포함된  모델  시스템에서 , 아크릴아마이드는  주로  specific 

pathway를  통해  생성된다  (Knol, Linssen, & van Boekel, 2010). 

마찬가지로  높은  당  함량을  가진  밀가루를  이용한  비스킷  모델에서도  

specific pathway를  적용하여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예측하였을  때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Nguyen et al., 2016). 그러나 , 유리당보다  아스파라긴  

함량이  더  높은  감자를  이용한  French fry 모델에서는  (당류  대비  

아스파라긴  비율이  1.5에서  10인  경우), generic pathway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것은  반응성이  큰  

carbonyl 중간생성물의  축적으로  인한  결과였음이  밝혀졌다  (Balagiannis 

et al., 2019). 이  연구는  generic pathway에  의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specific한  아스파라긴-당  pathway에  의한  것보다  약  5배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당류  대비  아스파라긴  비율  1.5, 165℃에서  5분간  

가열하였을  경우). 위  결과들은 , 식품  내에서  아스파라긴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주로  아스파라긴과  당의  직접적인  반응을  통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마이얄  반응으로  생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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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yl 중간생성물들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지배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본  연구의  결과  (Figure 4-1)에서  볼  수  있듯이 , 

아스파라긴이  풍부하여  당류가  제한  요소일  경우  그렇지  않은  시료보다  

약  9배  높은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기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 이  결과는  마이얄  반응에  의해  촉진된  generic 

pathway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Generic pathway는  carbonyl 중간생성물이  생성되는  몇  가지  

반응을  더  거쳐야  하므로 , 초기에  아크릴아마이드는  specific pathway를  

통해  생성된다 . 동시에 , 아스파라긴을  포함한  기타  아미노산들이  유리당과  

반응하여  마이얄  중간생성물을  만든다 . 이렇게  아스파라긴은  specific 

pathway와  마이얄  반응으로  소비되므로 , 아스파라긴이  충분히  풍부한  

상황에서  generic pathway를  통한  아크릴아마이드가  추가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 아스파라긴이  당류  함량을  초과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는  주로  generic pathway에  의해  생성되었다 . 따라서 , 

generic pathway가  크게  기여하여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Table 4-3에서 , 아스파라긴이  당류보다  더  많은  분말의  당류  

대비  아스파라긴의  비율은  약  2에서  14였다 . 앞서  언급한  Balagiannis 

(2019)의  식품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훨씬  큰  비율이었으며 , 이것은  더  

많은  아스파라긴이  carbonyl 중간생성물과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 또한  본  실험의  가열  시간은  18분으로  선행연구의  5분보다  긴  

시간동안  가열하였다 . 이로  인해  마이얄  반응을  통해  생성된  중간생성물이  

더  많이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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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generic 

pathway에서는  아스파라긴을  제외한  기타  아미노산이  반응에  참여한다 . 

기타  아미노산  함량  (free amino acids, FAA)은  본  실험에서  정량  하지  

않았지만 ,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뿌리줄기인  연근과  덩이줄기에  속하는  

감자 , 돼지감자  및  마 , 그리고  몇  가지  곡류에  대해서  그  함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더  나아가서 , 참고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FAA 대비  아스파라긴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 FAA 함량은  본  실험에서  

측정한  각  분말의  유리당  함량과  비교하였으며 , 분말에서  마이얄  반응이  

활발히  발생하여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Tabl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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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Mean concentrations of free amino acids (FAA), mean ratio of 

free asparagine to FAA (ASN/FAA) (data from published studies) and mean 

concentrations of free monosaccharides in powders (data from the present 

study) 

 

 

Free 
monosaccharides 

(μmol/g) 

FAA 
(ASN/FAA) 
(μmol/g) 

Reference 

Lotus 
root 

64.6 1080.6 (0.5) 
Edo et al. (2016) 

Jerusalem  

Artichoke 
34.2 1566.6 (0.3) 

Jung & Shin (2016),  

Bobrivnyk, Remeslo, Stepanets, 

& Fedorenchenko (2017) 

Yam 44.1 159 (0.2) 
Duan, Kim, Joung, & Kim (2016), 

Kim & Park (2014) 

Potato 108.3 250.4 (0.3) 
Halford et al. (2012), 

Davies (1977) 

Oat 19.3 134.5 (0.4) 

Mustafa, Åman, Andersson, & 

Kamal-Eldin (2007), 

Jun, Yoo, Song, & Kim (2017) 

Wheat* 23.3 66.85 (0.16) 
Mustafa, Åman, Andersson, & 

Kamal-Eldin (2007) 

Rice* 22.0 199.0 (0.05) 
Kamara, Konishi, Sasanuma, & 

Abe (2010) 

Corn* 35.3 23.3 (0.1) 

Harrigan et al. (2007), 

Harrigan, Stork, Riordan, Ridley, 

et al. (2007), 

Skogerson et al. (2010) 

* Powders with their asparagine contents lower than suga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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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에서 , 옥수수를  제외한  모든  분말에서  유리당  함량과  

비교하였을  때  아미노산  함량이  약  2에서  46배  더  높았다 . 그러므로 , 각  

분말에서  아미노산이  유리당과  경쟁적으로  반응하며  마이얄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높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보였던  덩이줄기  및  뿌리줄기에서  

아스파라긴은  FAA의  약  20-50%를  차지하고  있었다 . 곡류  중  가장  많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된  귀리는  FAA의  약  40%가  아스파라긴이었다 .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낮았던  밀 , 쌀  그리고  옥수수에서는  FAA 대비  

아스파라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약  5-16%). 즉 , 아스파라긴이  

풍부하여  유리당이  제한  요소였던  분말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말들보다  

전체  아미노산에서  아스파라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따라서 , 아스파라긴을  포함한  모든  아미노산이  carbonyl과  경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 밀  또는  쌀에서  아스파라긴은  이  반응에  있어서  다른  

아미노산에  의해  저해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아스파라긴 , 포도당  및  다양한  아미노산을  이용한  모델  시스템의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실험하였을  때 , 이러한  경쟁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Koutsidis et al., 2009). 아스파라긴  (25 mmol/kg), 포도당  (50 

mmol/kg) 그리고  기타  아미노산  (25 또는  75 mmol/kg) 혼합물을  

160℃에서  20분간  반응시켰을  때 , 75 mmol/kg의  기타  아미노산을  첨가한  

경우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감소하였다 . 감소  정도는  첨가한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valine의  경우  12% 감소 , 

tryptophan의  경우  81% 감소). 그러므로 , generic pathway의  영향과  

더불어  마이얄  반응에서의  아미노산  간  경쟁  효과가  제한  요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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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 

요약하면 , 식품  가열  시  아스파라긴과  유리당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반응에서  다음의  경로를  거친다 : 1) 유리당과  반응한  후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 2) 유리당과  반응하여  마이얄  반응으로  중간생성물  

생성 , 3) 아미노산과  유리당에  의한  마이얄  반응에서  생성된  중간  

생성물이  carbonyl source가  되어  아스파라긴과  반응  후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한다 . 경로1과  2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 

아스파라긴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스파라긴이  고갈된다 . 따라서  경로  3에  

참여하기  위한  아스파라긴이  결핍된다 . 그러나  아스파라긴이  풍부한  

식품에서는 , 경로1과  2에  더불어  경로3을  통해  추가적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 . 결과적으로 , 아스파라긴보다  

유리당이  제한  요소인  경우  더  많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된다 . 

 

마이얄  반응을  통해  생성되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에  기여할  수  

있는  carbonyl 중간생성물들은  일반적인  당류보다  아스파라긴에  대한  

반응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예를  들어 , 포도당과  과당으로부터  

생성되는  α-dicarbonyl인  glyoxal, methylglyoxal (Hollnagel & Kroh, 

1998)이  있다 . 특히  glyoxal과  hydroxy carbonyl의  일종인  

glyceraldehyde는  포도당보다  짧은  탄소  사슬을  가지고  있어  cyclic 

hemiacetal 구조를  쉽게  이룰  수  있으므로  아스파라긴의  α-amine과의  

반응성이  커져  더  많은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Zyzak et al., 2003). 또한  아미노산과  육탄당이  고온에서  반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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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5-hydroxymethyl-2-furfural (HMF)은  아스파라긴이  존재할  

때  포도당과  반응한  경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함이  보고되었다  (Gökmen et al., 2012). HMF는  식품  고온  조리  시  

가장  많은  열에  노출되는  겉면(crust)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Açar & Gökmen, 2009), 본  연구에서도  약  1 mm 두께의  

시료를  고온에  직접  노출시켜  가열함으로써  가열  후반에는  시료가  빵의  

crust와  유사한  양성을  보였다 . 따라서  아스파라긴이  충분한  환경에서  

훨씬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보인  것은  아스파라긴과의  

반응성이  매우  큰  carbonyl인  HMF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이처럼  환원당의  마이얄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다양한  

carbonyl들과  아스파라긴이  반응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많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다 .  따라서  감자 , 연근 , 마  등의  시료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스파라긴  함량을  낮추어  

마이얄  반응을  통해  생성된  carbonyl과의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다양한  식품  저장  및  조리  과정에서  

아스파라긴을  저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되었다 . 감자의  아스파라긴  

함량은  2-9℃의  낮은  저장  온도에서  2주에서  1년까지  긴  시간  

저장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tsuura, 2006; 

Muttucumaru, 2014). 또한  감자  슬라이스를  72.0℃에서  약  10분간  물에  

침지하는  과정을  거친  후  조리했을  때  최대  49.8%의  아스파라긴이  

감소하였다  (Zhang, 2018). 침지  과정에  추가로 , 식품  가공  시  L-

asparaginase를  첨가할  때  최대  90%의  아스파라긴  감소  효과를  

관찰하였다  (Pedreschi, 2011).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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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업체에서  원재료의  아스파라긴  함량을  감소시켜  아크릴아마이드를  

저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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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국내에서  소비되는  다양한  고  탄수화물  분말을  이용하여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 사용한  분말  시료  중 , 

식물의  영양소  저장에  이용되는  부분인  덩이줄기와  뿌리줄기에  속하는  

연근  및  돼지감자에서  많은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었다 . 같은  조건에서  

가열하였을  때 , 연근  시료에서  가장  많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감자 , 돼지감자 , 마  순으로  많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었음을  관찰하였다 . 아스파라긴  함량이  유리당  함량보다  큰  

분말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유리당  함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 유리당  함량이  더  큰  분말에서는  아스파라긴과  비례하여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었다 . 같은  양의  제한  요소  (아스파라긴  또는  

유리당)가  존재할  때  각각  다른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보였다 . 

이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경로에서  아스파라긴이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하거나  마이얄  반응을  통해  carbonyl 중간생성물을  생성하고 , 

아스파라긴이  풍부한  경우  이러한  중간생성물이  다시  아스파라긴과  

반응하여  추가적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 또한 , 아스파라긴과  기타  아미노산  간의  경쟁으로  

인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양상에  더  큰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연근  및  돼지감자와  같이  한국에서  소비되는  일부  

식품  원재료가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 

또한  전구체의  양적  관계에  따라  반응  경로에  차이가  발생하며 , 이로  인해  



 

47 

 

실제  식품  환경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양상이  변화할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 다양한  아스파라긴/당  비율을  가진  식품  매트릭스에서  

아미노산의  함량과  그를  통해  생성된  마이얄  반응  생성물을  정량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제  식품  조리  환경에서  generic pathway의  영향을  

더  직관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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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rylamide Formation in  

Carbohydrate-Rich Powders 

 

Inseon Hwa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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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rylamide formation in carbohydrate-rich botanical powders 

consumed in Korea was investigated. Asparagine and free 

monosaccharides (fructose and glucose)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each precursor to acrylamide formation. Tubers, 

rhizomes, and cereal grains were selected. Upon heating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 highest levels of acrylamide (176.6~1291.1 

nmol/g) were detected in lotus root samples, followed by potato 

(604.7~713.3 nmol/g), Jerusalem artichoke (214~549.6 nmol/g), and 

yam (67.4~129.6 nmol/g). These tubers and rhizomes showed common 

properties, including that they contained more asparagine than sugar 

and high asparagine ratios among free amino acids. Cereal grains, 

including wheat, rice, and corn, generated relatively lower levels of 

acrylamide. The acrylamide formation was dependent on eith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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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ragine or sugar content. More acrylamide was formed in the 

powder where sugars were the limiting factor, compared to the 

powders where the same amount of asparagine was the limiting factor. 

This could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when asparagine was abundant, 

additional acrylamide was generated by the generic amino acid pathway, 

which involved carbonyls from asparagine, in which more than one 

molecule of asparagine was consumed to form acrylamid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crylamide formation in heated foods is affected by 

different pathway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provide further 

knowledge about acrylamide formation in real food systems containing 

various components. 

 

Keywords: Acrylamide, Maillard reaction, asparagine, monosaccha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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