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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식품 중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가공과

정 중에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특성, 생성 메카니즘, 규제 및 분석현황을 정리하였다.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은 생성원인인 열처리, 발효, 첨가물질, 미지물질에 따라 크게 4부류로 분류되어 진다. 열처

리에 의해 생성되는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에는 아크릴아마이드, 퓨란, HCAs, PAHs가 포함된다. 발효공

정에 따라서는 에틸카바메이트, 바이오제닉 아민류가 생성된다. 식품첨가물에 의해서는 3-MCPD, 벤젠,

니트로사민류가 생성되며, 미지물질에는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성분을 변형시킨 부정유해물질이

포함된다.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액액추출 또는 SPE로 정제하거나 휘발성 성분을

headspace로 포집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피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한 후 자외부흡광기, 형광검출기

나 질량분석기로 검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Abstract: To help understanding about hazard chemicals occurring newly in food, it has been reviewed

characteristics, mechanism, food standards and analytical trend of the hazard chemicals occurring avoidably

in food manufacturing process. The new hazard chemicals in food are classified by 4 regarding mechanism

such as heat, fermentation, additives and unknowns. The new hazard chemicals by heat process are acrylamide,

furan, HCAs and PAHs. By the fermentation, ethylcarbamate and biogenic amines are occurred. According to

food additives, 3-MCPD, benzene and nitrosamines can be produced. And the last group is the illegal compounds

including anti-impotence drug analogues and anti-obesity drug analogues. To analyze the new hazard chemicals

in food, GC or LC with UVD, FLD or MSD are used mainly after sample pretreatment by LLE, SPE or

headspa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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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품 제조가공이란 농임축수산물 등 식품원료에 열

에너지와 같이 일정한 에너지를 전달하여 단백질의

응고, 녹말의 젤라틴화, 물의 증발, 설탕의 캐러멜화,

지방의 형태변화로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한 것으로 변

형시키는 동시에 저장성을 높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가공기술에는 통조림, 병조림, 건조, 절임, 훈연,

냉동, 발효, 레토르트, 냉동건조 등이 포함된다.1-3 따

라서 가공식품이란 식품원료에 식품첨가물을 가하거

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절단 등의 방법

으로 변형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

합하거나 또는 이와 같이 변형시키거나 서로 혼합한

것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장한 것을 말한다.4-5 현행 식품공전에 의하면 Fig.

1에 나타나 있듯이 가공식품을 과자류 등 29개의 식

식품군 식품종 및 식품유형 비고

과자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식품유형

빵 또는 떡류 빵류, 떡류, 만두류  식품유형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

릿, 초콜릿가공품
식품유형

잼류 잼, 마멀레이드, 기타 잼류 식품유형

설탕 백설탕, 갈색설탕, 기타설탕 식품유형

포도당 액상포도당, 분말결정포도당 식품유형

과당 액상과당, 결정과당, 기타과당 식품유형

엿류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식품유형

당시럽류 식품유형

올리고당류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

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 기타올리고당
식품유형

식육 또는 알가공품 식육 또는 알제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식품유형

어육가공품 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 어육가공품 식품유형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품유형

식용유지류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

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

린,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식용유지

식품유형

면류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 식품유형

다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식품유형

커피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식품유형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탄산음료류/두유류/발효음료류/인삼홍삼음/기타음료  식품종

특수용도식품
영아용 조제식/성장기용 조제식/영유아용 곡류조제식/기타 영유아식/특수의료용

도등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식품종

장류
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

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식품유형

조미식품 식초/소스류/토마토케첩/카레/고춧가루 또는 실고추/향신료가공품/복합조미식품  식품종

드레싱 드레싱, 마요네즈  식품유형

김치류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식품유형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식품유형

절임식품 절임류, 당절임 식품유형

조림식품 농산물조림, 수산물조림, 축산물조림 식품유형

주류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 주류  식품종

건포류 조미건어포류, 건어포류, 기타건포류  식품유형

기타 식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캡슐류/전분/과·채가공품류/조미김/튀김식품/벌꿀/모

조치즈/식물성크림/추출가공식품/팝콘용옥수수가공품/식염/밀가루/찐쌀/생식류/

시리얼류/얼음류/즉석섭·취편의식품류

 식품종

Fig. 1. Classification of processed foods on korea food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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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품군은 식품종이나 식품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규격 외 일반 가공식

품으로 곡류 가공품, 두류 가공품, 서류 가공품, 전분

가공품, 식용유지 가공품, 당류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및 기타 가공품이 있다.

식품의 새로운 유해물질이란 식품의 제조가공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유해물질을 말한다. 식품

가공의 주요 기술인 열처리에 의해 아크릴아마이드,6-7

퓨란,8-9 hetero cyclic amines (HCAs)10-11 및 poly aromatic

hydrocarbons (PAHs)12-14가 생성되며, 발효 공정에 의

해서는 에틸카바메이트,15-16 바이오제닉 아민류17-18가

생성된다. 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과 비타민 C에 의

해 음료류에서 벤젠19-20이 생성되며, 염산을 사용하는

산분해 간장에서는 3-monochloropropandiol (3-MCPD)21-

22가 생성되고, 아질산을 사용하는 식육 및 어육가공식

품에서는 니트로사민류23-24가 생성되기도 한다. 또한,

식품 중에서 검출되는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성분을 변형시켜 불법으로 합성한 부정유해물질의 경

우 안전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신종유해물질에 포

함하고 있다.25-28

감자 칩, 프렌치후라이 등 가공식품 중 아크릴아

마이드을 검출하기 위한 시험법으로는 LC/MS/MS에

의한 분석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GC/MS/MS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기도 한다.29-32 식용유지 중

PAHs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보고되고 있는

데, 주로 액액추출이나 비누화 반응 등에 의해 시료

를 전처리한 후 HPLC/FLD, GC/MS 등으로 분석하

고 있다.33-36 콜라 등 탄산음료수나 먹는 물 중 벤젠

이나 통병조림 중 퓨란과 같은 휘발성 물질을 검출

하기 위한 시험법으로는 headspace 등을 이용한 시

료 전처리 방법 및 GC/MS에 의한 분석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37-39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는 액액

추출 또는 SPE로 정제추출 후 후로리실 등으로 정

제하여 GC/MS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40-42 또한, 식

품 중 바이오제닉 아민이나 부정유해물질, 니트로사

민은 주로 액액추출 후 각각의 특성에 따라 HPLC/

UV 또는 G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43-48

식품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의 각 단계마다 과학적

인 원칙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식품에서 새롭게 생성된 유해물질의 경우 인체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잠재적 능력으

로 인하여 사람들이 정확한 인식을 갖기 전까지는 보

다 훨씬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 질적

인 향상을 위하여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법 확립,

모니터링, 노출실태조사, 위해평가, 저감화 실행규범

제작보급 및 관련자 교육 등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의

안전평가가 진행되고 있다.49-52 이에 식품 중 새로운

유해물질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

가공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특성,

생성 메카니즘, 규제 및 분석현황을 정리하였다. 

2. 신종유해물질의 특성

2.1. 분류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은 열처리, 발효, 첨가물질,

미지물질 등 생성원인에 따라 크게 4부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물질은 Table

1과 같다. 또한, 다수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PAHs, HCAs, 바이오제닉아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의

경우 식품 중 검출 이력, 독성 등을 고려하여 PAH

8종, HCA 15종, 바이오제닉아민 2종 및 니트로사민

7종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규명된 부

정유해물질 16종을 포함한 각각의 신종유해물질은

Table 2와 같다.

2.2. 물리화학적 성상

신종유해물질의 화학구조, 화학식 및 분자량은 각각

Fig. 2~7에 나타나 있다. 이중 벤젠, 퓨란, n-nitro-

sodimethylamine (NDMA), n-nitrosodiethylamine (MDEA)

및 n-nitrosodipropylamine (NDPA)는 액체로 휘발성 물

질이고 n-nitrosopiperidine (NPIP) 및 n-nitrosopyrro-

lidine (NPYR)은 액체로 비휘발성이며 그 외 신종유해

물질은 고체이다. 식품의 제조가공과정 중 생성되는

대부분의 물질은 작은 분자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분

자량은 최소 68(퓨란)에서 최대 278(디벤조(a, h)안트

라센)의 범위에 있으며, 부정유해물질의 경우는 최소

389(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에서 최대 505(잔소안트

라필)이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실데나

필, 바데나필, 타다라필과 같은 의약품 성분 분자구조

Table 1. The representative groups for new hazard chemicals
in food

New hazard chemicals

Heat
Acrylamide, Furan, Hetero Cyclic Amines,

Poly Aromatic Hydrocarbons

Fermentation Ethylcarbamate, Biogenic amines

Additives Benzene, 3-MCPD, Nitrosamines

Unknowns Illegal Drug analo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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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골격을 지니고 있으며 치환기를 약간 변형한 물질

임을 알 수 있다. 

2.3. 유해성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국제적으로 암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암에 대한 공동

연구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역학

연구와 동물실험에 기초하여 발암성의 정도에 따라

1,000여종의 화학물질을 각각 그룹 1(인체발암물질),

그룹 2A(발암가능물질), 그룹 2B(발암우려물질), 그룹

3(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그룹 4(인간

에게 암을 일으킬 개연성이 없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

Table 2. List of new hazard chemicals in food

PAHs HCAs Biogenic amines Nitrosamines Illegal compounds

 Benzo(a)anthracene IQ  Histamine  NDMA  Homosildenafil

 Chrysene MeIQ  Tyramine  NDEA  Hydroxyhomoslidenafil

 Benzo(b)fluoranthene MeIQx  NDPA  Hongdenafil

 Benzo(k)fluoranthene PhIP  NMOR  Aminotadalafil

 Benzo(a)pyrene AαC  NPIP  Pseudovardenafil

 Dibenzo(a,h)anthracene MeAαC  NPYR  Hydroxyhongdenafil

 Benzo(g,h,i)perylene Trp-P-1  NSAR  Dimethylsildenafil

 Indeno(1,2,3-c,d)pyrene Trp-P-2  Xanthoanthrafil

 Glu-P-1  Hydorxyvardenafil

Glu-P-2  Norneosildenafil

Norharman  Demethylhongdenafil

Harman  Piperidinohongdenafil

7,8-DiMeIQx  Carbodenafil

4,8-DiMeIQx

TriMeIQx
 Thiosildenafil

 Dimethylthiosildenafil

 Acetylvardenafil

 IQ: 2-amino-3-methylimidazo[4,5-f]quinoline

 MeIQ: 2-amino-3,4-dimethylimidazo[4,5-f]quinoline

 MeIQx: 2-amino-3,8-dimethylimidazo[4,5-f]quinoxaline

 PhIP: 2-amino-1-methyl-6-phenylimidazo[4,5-b]pyridine

 AαC: 2-amino-9H-pyrido[2,3-b]indole

 MeAαC: 2-amino-3-methyl-9H-pyrido[2,3-b]indole

 Trp-P-1: 3-amino-1,4-dimethyl-5H-pyrido[4,3-b]indole

 Trp-P-2: 3-amino-1-dimethyl-5H-pyrido[4,3-b]indole

 Glu-P-1: 2-amino-6-methyl-dipyrido[1,2-α:3',2'-d]imidazole

 Glu-P-2: 2-amino-dipyrido[1,2-α:3',2'-d]imidazole

 Norharman: β-carboline

 Harman: 9-methyl-β-carboline

 7,8-DiMeIQx: 2-amino-3,7,8-trimethylimidazo[4,5-f]quinoxaline

 4,8-DiMeIQx: 2-amino-3,4,8-trimethylimidazo[4,5-f]quinoxaline

 TriMeIQx: DiMeIQx: 2-amino-3,4,7,8-tetramethylimidazo[4,5-f]quinoxaline

 NDMA: N-Nitrosodimethylamine

 NDEA: N-Nitrosodiethylamine

 NDPA: N-Nitrosodipropylamine

 NMOR: N-Nitrosomorpholine

 NPIP: N-Nitrosopiperidine

 NPYR: N-Nitrosopyrrolidine

 NSAR: N-Nitrososarcosine

Fig. 2. The molecular formular, molecular weight, and chemical
structures of acrylamide and f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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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3 이에 따라 벤조피렌 등 102종을 그룹 1, 아크릴

아마이드 등 68종을 그룹 2A, 퓨란 등 245종을 그룹

2B, 크라이센 등 516종을 그룹 3, 카프로락탐 1종을

그룹 4로 구분하고 있다.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의 경

우 Table 3에 나타나 있듯이 벤조피렌 등 2종이 그룹

1, 아크릴아마이드 등 6종이 그룹 2A, 퓨란 등 19종이

그룹 2B, 크라이센 등 2종이 그룹 3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식량농업기구(FAO)의 합동

전문위원회 JECFA에서는 국제식품규격(Codex) 오염

물질 분과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 오염물질 등

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54 3-MCPD의

경우, in vivo에서 유전독성이 없다고 재평가하여 잠정

1일내용섭취량 PMTDI를 2 μg/kg bw로 설정하고 있

다. 아크릴아마이드의 경우 생성량이 조리가공 등의

온도와 시간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식품에

대한 섭취 주의 등 권고가 어려우며 이를 위하여 보

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에틸카바

메이트의 경우 설치류 2종에서 유전독성물질, 다장기

발암물질로 평가되었으나 주류를 제외한 식품에서의

노출량은 미미하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고

농도로 검출되는 주류에서 저감화를 추진하여 식품

Fig. 3. The molecular formular, molecular weight, and chemical structures of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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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molecular formular, molecular weight, and chemical structures of H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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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molecular formular, molecular weight, and chemical structures of ethylcarbamate, histamine  and tyramine.

Fig. 6. The molecular formular, molecular weight, and chemical structures of 3-MCPD, benzene and  nitrosa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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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molecular formular, molecular weight, and chemical structures of illegal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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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노출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생성 메카니즘

3.1. 아크릴아마이드

식물성이며 탄수화물은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감자

등을 120 oC 이상의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거나 구울

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스파라긴과 당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6-7

3.2. 벤조피렌 등 PAHs

식품의 고온 조리가공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성되는데, 특히, 돼지고기

등 고지방 식품과 불꽃이 직접 접촉하여 식품이 탈

때 많이 생성된다.12-14

3.3. HCAs

닭가슴살 등 육류근육 내 크레아티닌이 당과 아미

노산의 Maillard 반응에 의해 고온(150 oC 이상)에서

Table 3. Classification of new hazard chemicals regarding IARC toxicity

Group 11 Group 2A2 Group 2B3 Group 34 Non-Group

Benzene Acrylamide Furan Chrysene 3-MCPD

Benzo(a)pyrene Ethylcarbamate NDPA Benzo(g,h,i)perylene Histamine

NDMA NMOR Tyramine

NDEA NPIP Norharman

Dibenzo(a,h)anthracene NPYR Harman

IQ NSAR 7,8-DiMeIQx

Benzo(a)anthracene 4,8-DiMeIQx

Benzo(b)fluoranthene TriMeIQx

Benzo(k)fluoranthene

Indeno(1,2,3-c,d)pyrene

MeIQ

MeIQx

PhIP

AαC

MeAαC

Trp-P-1

Trp-P-2

Glu-P-1

Glu-P-2

 1. Group 1: Carcinogenic to humans

 2. Group 2A: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3. Group 2B: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4. Group 3: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Table 4. The official analytical method in korea food code for new hazard chemicals in food

Targets Main food samples Sample preparation Instrumental analysis

Acrylamide Potato chips LLE  LC/MS

Benzopyrene Edible oils LLE  HPLC/FLD

HCAs Barbecued chicken SPE  LC/MS/MS

Furan Canned food Headspace  GC/MS

Ethylcarbamate Alcoholic beverages SPE  GC/MS

Biogenic amines Bean paste LLE  HPLC/UVD

Benzene Beverages Headspace  GC/MS

3-MCPD Soy souce LLE  GC/MS

Nitrosamines Ham SPE  GC/MS/MS

lllegal Compounds Food (capsule, pill) LLE  HPLC/U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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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돌축합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조리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생성된다.10-11

3.4. 퓨란

탄수화물(비타민 C 포함) 및 아미노산(카제인, 시스

테인, 알라닌 등)의 열분해에 의한 캐러멜 반응산화

및 고도의 불포화지방산(PUFA)의 가열산화 등에 의

해 생성된다. 퓨란은 휘발성이나 밀봉식품인 통병조림

식품에 미량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8-9 

3.5. 에틸카바메이트

식품의 발효과정 중 생성되는데, 특히, 포도주 등

주류에서는 발효과정 중 아르기닌에 의해 치환된 요

소나 시트룰린이 에탄올과 반응하여 생성된다.15-16

3.6. 바이오제닉 아민

장류 등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의 유리아미노산인 히

스티딘, 타이로신 등이 저장 또는 발효숙성되는 과정에

서 미생물의 탈탄산작용으로 생성되는 히스타민, 티라

민 등으로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분해산물이다.17-18

3.7. 벤젠

식품원료에 존재하거나 산화방지나 영양보충을 위

하여 첨가한 비타민 C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이 공존

하는 음료류의 경우, 비타민 C에 의해 금속촉매가 산

화되어 산소가 환원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된 하

이드록실 라디칼이 안식향산의 벤조익산에서 카복실

기를 제거하고 벤젠을 생성한다.19-20

3.8. 3-MCPD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

수분해하여 가공한 산분해 간장 제조과정 중에 생성

되는 물질로서 지방산에 염산의 염소기가 치환되어

생성된다.21-22

3.9. 니트로사민

식품 가공 시 육류 및 어류 등에 존재하는 아민

(amine, R-NH2)과 아질산 이온(NO2
−)의 니트로소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23-24

4. 각국의 규제현황

식품의 제조가공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신

종유해물질은 식품원료의 구성요소 및 조리가공 등의

온도와 시간 등에 따라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특정식

품에 대한 기준설정이나 섭취량의 권고는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WHO, Codex

등 국제기구나 제 외국 등은 기준규격을 설정하기보

다는 효과적인 저감화 또는 제어 방법 개발을 위해

생성기전을 연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식품 중

생성수준이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가 되도록 저감화되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54 

4.1. 제외국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PAHs의 경우 유럽연합 EU는 벤조피렌을 PAHs의

marker로 인정하고 기준 설정을 1종에 한하고 있지만

독일 및 캐나다에서는 식품에 따라 7종 혹은 8종으로

선정하고 있다.33 에틸카바메이트의 경우 캐나다에서

는 포도주 등 주류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업계 자율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식

품규격 Codex에서는 알콜음료관련 기업에 자율적인

저감화를 권고하고 있다.40 또한, 바이오제닉아민 중

히스타민은 Codex, 미국, 뉴질랜드 및 EU에서 어류

및 가공어육식품 등에 권장규격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4.2. 우리나라

제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

여 식품 중 기준 설정을 우선하고 있으나 물질의 특

성에 따라 다양한 규제 방법을 선택하여 관리하고 있

다.52 벤젠의 경우, 생성의 주원인인 합성보존료의 사

용자제를 권고함으로서 대부분의 음료류에서 벤젠이

불검출이거나 음용수의 기준(기준 10 μg/kg)이하로 검

출되고 있다. 아크릴아마이드의 경우 식품 중 생성량

은 식품구성요소 및 조리가공 온도와 시간 등에 따라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특정식품의 기준설정이나 섭취

량의 권고가 어려우므로 식품제조공정 중 도달할 수

있는 저감화 수준을 식품업계 자체적으로 안전목표

(1 mg/kg 이하)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퓨란이나

에틸카바메이트의 경우 식품 중 검출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식품 중 저감화에 주

력하고 있다. 그러나 산분해 간장 및 혼합간장 중 3-

MCPD (기준 3 mg/kg 이하),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기준 2.0 μg/kg 이하) 등 일부 물질은 기준이 설정되

어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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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 중 분석방법

식품 중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벤조피렌, 3-

MCPD 및 부정유해물질은 식품공전에 시험법이 등재

되어 있으며, 기준 미설정물질 중 아크릴아마이드, 퓨

란 및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시험법은 고시로 운영

하고 있다.4,55 그 외 HCAs, 바이오제닉아민, 벤젠 및

니트로사민도 시험법은 확립하고 있으며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기준설정이나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Table 5).

5.1. 아크릴아마이드

프렌치후라이 등 감자를 이용한 가공식품 중 아크

릴아마이드을 분석하기 위하여 capillary zone electro-

phoresis, GC/MS/MS 등을 사용하기도 하나 LC/MS/

MS에 의한 분석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29-32 고시된

공정방법은 균질화한 시료를 물로 추출하고 C18 및

혼합이온교환수지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정제한 후 대

상물질의 특성이온, 즉, 아크릴아마이드는 m/z 72→

55, C13으로 치환된 내부표준물질은 m/z 75→58을 선

택하여 electrospray ionization (ESI) 질량분석기로 확

인 및 정량하고 있다(정량한계 10 μg/kg).49,55

 

5.2. 벤조피렌 등 PAHs

식용유지 중 PAHs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액액추

출이나 비누화 반응 등에 의해 시료를 전처리한 후

HPLC/FLD, GC/MS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33-36 식품

공전 상의 공정방법으로는 marker PAH로 사용되는

benzo(a)pyrene (벤조피렌)만을 대상물질로 선정하고

시료의 지방성분을 헥산으로 제거한 후 N,N-dime-

thylformamide 수용액을 다시 헥산으로 추출하여 후로

리실 SPE 카트리지로 정제한 후 HPLC/FLD를 이용

하는 매우 간편하고 보편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정량한계 0.9 μg/kg).4,49

5.3. HCAs

동물성 식품의 근육부위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주

로 생성되는 HCAs는 다수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데 PhIP 등 대표적인 물질 15종을 LC/MS를 사용하여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56 시료를 균

질화한 후 Extrelut-20 및 Bond-Elut PRS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정제한 후 내부표준물질 1-naphthylamine 및

대상물질의 특이이온을 각각 선택하여 electrospray

ionization (ESI) 질량분석기로 확인 및 정량하고 있다

(정량한계 10 μg/kg).

 

5.4. 퓨란

일반적으로 퓨란 등 휘발성 물질을 분석하기 위하

여 purge and trap, headspace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처리 방법이나 최근에는 SPME (solid phase micro-

extraction) 방법도 사용되고 있으며 GC/MS로 기기분

석하고 있다.37 통조림이나 병조림 등 식품 중 퓨란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상기의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

다. 고시된 공정방법은 고체 또는 반고체의 시료는 물

이나 포화염화나트륨용액으로 희석하고, 액체 시료는

희석 없이 중수소로 치환된 퓨란 내부표준물질을 첨

가하여 시험용액의 헤드스페이스 중 퓨란을 GC/MS

로 분석하고 표준물질첨가법으로 정량하는 것이다.49,57

특성이온 m/z 39, 68, 및 72가 확인되어야 하고 특성

이온 m/z 39와 68의 반응세기비는 퓨란 표준물질의

m/z 39과 68의 반응세기비와 비교할 때 ±25% 이내에

서 일치하여야 하며 m/z 68에 대한 피크 면적비로 정

량하고 있다(정량한계 1 μg/kg).

5.5. 에틸카바메이트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를

액액추출 또는 SPE로 정제추출하거나 추출 후 색소나

비극성물질 등 잔존하는 방해물질을 알루미나 또는

후로리실로 정제하여 GC/FID, GC/AFID, GC/MS,

GC/MS/MS 등의 기기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40-42

대표적인 웰빙 식품인 포도주의 경우 고시된 공정방

법은 균질화한 시료를 규조토 카트리지로 추출한 후

GC-SIM/MS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선택이온 m/z 62,

74, 89를 사용하여 확인 및 정량 시 시험용액과 표준

용액 간의 선택이온 m/z 62 및 m/z 74의 반응세기 비

는 20%이내에서 일치하여야 하며 선택이온 m/z 89는

확인되어야 하며 m/z 62에 대한 피크 면적비로 정량

하고 있다(정량한계 10 μg/kg).49,55

5.5. 바이오제닉아민

식품 중 히스타민 및 티라민은 액액추출하여 염화

단실이나 o-phthalicdicarboxaldehyde로 유도체화한 후

HPLC/UV나 HPLC/FLD로 분석하고 있다.47-48 이중

간편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염산으로 추출하여 염화

단실로 유도체화 한 후 HPLC/UV를 이용하여 동시분

석하고 각각의 머무름 시간에 의해 정성 확인을 하며

피이크 면적법에 의해 정량하는 방법이 선택되고 있

다(정량한계 1 mg/kg).49 단, 검출 시스템의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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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캐더버린과 히스타민 혼합용액

을 동일조건에서 분석할 때 캐더버린, 히스타민의 순

서로 유출되고 그 분리도가 1.5 이상이어야 한다.

5.6. 벤젠

콜라 등 탄산음료수나 먹는 물 중 벤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purge and trap, headspace, solid phase mi-

croextraction을 이용한 시료 전처리 방법 및 GC/MS에

의한 분석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37 최근에는

headspace-GC/MS를 이용하여 음료류 중 벤젠을 분석

하는데 선택이온 m/z 51, 77, 78로 확인하며 선택이온

m/z 78에 대한 m/z 51 및 m/z 77의 반응세기비로 재

검증한 후 벤젠의 선택이온 m/z 78과 내부표준물질

d6-벤젠의 선택이온 m/z 84에 대한 피크 면적비로 정

량하고 있다(정량한계 1 μg/kg).38,52

 

5.7. 3-MCPD

산분해 간장 등 식품 제조공정 중 3-MCPD가 생성

되는 식품을 분석하기 위한 식품공전 상의 공정방법

은 시료를 알루미늄옥사이드와 혼합하여 크로마토그

래프용 유리칼럼에 충전한 다음 디클로로메탄으로 추

출하고 HFBA (heptafluorobutyric anhydride)로 유도체

화한 후 GC/MS로 분석하는 방법이다.4,49 특성이온

m/z 253, 275, 289, 291 및 453이 확인되어야 하고 특

성이온 m/z 453과 253, 275, 289 및 291간 4개의 반

응세기의 비(response ratio)를 3-MCPD 표준물질의 특

성이온 간 반응세기의 비와 비교하여 2개 이상의 반

응세기의 비가 ±20%이내에서 일치하여야 하며 m/z

253 피크면적비로 정량하고 있다(정량한계 0.01 mg/kg).

5.8. 니트로사민

햄이나 어묵 등 식육 및 어육가공품 중 니트로사민

을 분석하기 위하여 GC/TEA (Thermal Energy Analyzer)

를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GC/MS를

사용하여 NDMA 등 7종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45-46 균질화한 시료를 Extrelut 카트리지

로 추출 후 후로리실 카트리지로 정제하여 GC로 분

리하고 음이온 모드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한

chemical ionization (CI) 질량분석기로 정성 및 정량분

석하고 있다(정량한계 0.3 μg/kg). 

5.9. 부정유해물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같은 부정유해물질을

합유하는 환제, 캡슐제와 같은 식품을 분석하기 위한

식품공전 상의 공정방법은 균질화하고 추출한 후

HPLC/UV로 분석하여 머무름 시간에 의해 정성 확인

을 하며 피이크 면적법에 의해 정량을 한다(정량한계

0.01 mg/kg).4,49 또한, 질량분석을 하여 각각의 물질임

을 재확인한다. 질량분석의 경우 interface는 elec-

trospray ionization (ESI)을 사용하고 분리능 1,000에서

분석한다.

6. 국내외 검출현황

식품 중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유해물질은 기

준 이하로 검출되어야 한다. 벤조피렌의 경우 콩기름,

옥수수기름, 참기름, 들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

류, 쇼트닝, 마아가린류,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2.0 μg/kg 이하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3-MCPD

는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에 0.3 mg/kg 이하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4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호모실데

나필 등 16종 부정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식품 중 불검

출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양하게 변화시킨 미지물질이 식품 중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최근 이슈화가 되었으나 식품 중 기준규격이 설정

보다는 저감화를 선행하고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의 경

우 감자칩은 평균 0.7 mg/kg, 프렌치후라이는 평균

0.3 mg/kg로 식품원료는 같아도 대상 식품의 유형 및

제조공정에 따라 검출 수준에 차이가 나지만 목표수

준인 1 mg/kg보다 낮게 검출되고 있다.52 

통병조림 식품 중 퓨란의 경우 국내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3~18 μg/kg로 미국 FDA의 2~48 μg/kg과 유

사하게 검출되고 있다.52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의 경우 우리나라는 0.6(탁

주)~171(과실주) μg/kg, 미국은 5(럼)~255(브랜디) μg/

kg, 영국은 불검출(브랜디)~6131(과실주) μg/kg로 술

의 종류에 따라 검출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40,54 특히 복숭아와 같은 핵과류를 원료로하여 제조

된 술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다. 

HCAs의 경우 조리방법에 따라 식품 중 검출수준에

차이가 있다. 국내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닭고기를 튀

김, 숯불바베큐, 전기구이하였을 때 각각의 검출량은

불검출~21, 9~63, 불검출~66 μg/kg로 미국의 닭가슴

살을 팬구이, 오븐구이, 바비큐구이하였을때 각각의

검출량 12~60, 6~150, 27~480 μg/kg에 비해 유사하거

나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56 

음료류 중 벤젠의 경우 초기에는 우리나라는 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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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49 μg/kg으로 미국(9~79 μg/kg), 캐나다(불검출~23

μg/kg), 호주(불검출~40 μg/kg) 등 제외국의 모니터링

결과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식품 중 벤젠

의 안전관리 결과 음용수중 벤젠 기준인 10 μg/kg 이

하로 저감되었다.52

니트로사민 중 대표물질인 NDMA는 식육 및 어육가

공품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3.8(소세지)~7.7(햄), 에스토

니아의 경우 0.6(훈연어류)~2.0(생선튀김), 태국의 경우

6.3(베이콘)~66.5(염장어류), 그 외 국가에서 12(소세지)

~300(구운오징어) μg/kg로 대상식품의 제조방법에 따라

매우 광범위한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다. 23, 45-46

7. 결 론

식품 제조가공 공정 중 새롭게 생성될 수 있는 유

해물질의 특성, 생성 메카니즘, 규제 및 분석현황을

정리하여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은 첫째, 열처리에 의해 생성

되는 아크릴아마이드, 퓨란, HCAs, PAHs가 있으며,

둘째, 발효공정에 따라 에틸카바메이트, 바이오제닉

아민류가 생성될 수 있고, 셋째, 식품첨가물에 의해 3-

MCPD, 벤젠, 니트로사민류가 생성되며, 넷째, 미지물

질에는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성분을 변형시

킨 부정유해물질이 포함된다. 

벤조피렌, 3-MCPD, 부정유해물질, 아크릴아마이드,

퓨란 및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시험법은 공전에 등

재되어 있거나 고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HCAs,

바이오제닉아민, 벤젠 및 니트로사민도 시험법은 확립

하고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기준설정이나 시험법 고

시를 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유해물질의 식품 중 검출 수준은 대체적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식품원료의 구성요소 및 조리가공

등의 온도와 시간 등에 따라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식품 중 기준규격 설정에 앞서 효과적인 저감화 또는

제어방법 개발을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식품 중 저감

화를 권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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