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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terocyclic aromatic amines (HCAs) are potent mutagens and possible human carcinogens that are formed during the
heating of protein-rich foods. The effects of preheating treatment of beef patties using a microwave prior to frying at 220oC
for 10 min on each side on the reduction of HCAs (amino-carbolines and amino-imidazo-azaarenes) were evaluated. The
amount of HCAs was then evaluated by solid-phase extraction and 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nalysis.
The beef patties were treated by microwaving for various times (0, 1, 1.5, 2, or 3 min) before pan-frying. The results
revealed the presence of 3-amino-1-methyl-5H-pyrido[4,3-b]indole (Trp-P-2), 3-amino-1,4-dimethyl-5H-pyrido-[4,3-b]
indole (Trp-P-1), 2-amino-6-methyldipyrido[1,2-a:3',2'-d]imidazole (Glu-P-1), 2-aminodipyrido[1,2-a:3',2'-d]imidazole
(Glu-P-2), 9H-pyrido[3,4-b]indole (Norharman), 1-methyl-9H-pyrido[3,4-b]indole (Harman), 2-amino-9H-pyrido[2,3-b]
indole (AαC), 2-amino-3,8 dimethylimidazo[4,5-f]-quinoxaline (MeIQx) and 2-amino-1-methyl-6-phenylimidazo[4,5-b]-
pyridine (PhIP) in all samples. However, microwave pretreatment for 1 min inhibited the formation of these HCAs by up to
90%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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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헤테로고리 아민(Heterocyclic amine, HCA)은 높은 돌연

변이성과 발암 가능성을 가진 물질로, 단백질 함량이 높

은 식품의 가열 중 생성된다(Sugimura, 1982). HCA는 화

학구조에 따라 amino-carbolines류와 amino-imidazo-

azaarenes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amino-carbolines류는

300oC 이상에서 생성되고, amino-imidazo-azaarenes류는

300oC 미만의 조리조건에서 생성된다(Hatch et al., 1982;

Sugimura et al., 1982). HCAs는 단백질을 함유하는 육류,

어류, 가금류 등에서 널리 검출되는 물질로 보고되었으며
(Skog et al., 1998; Zimmerli et al., 2001; Busquets et al.,

2008; Salmon et al., 2006) 그 외에도 특정 대상집단과 식

품군에 대한 HCAs 노출량을 평가하는 연구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Byrne 등(1998)에 의하면 미국의 Brigham

과 Boston지역에서 이루어진 HCAs의 섭취량 평가에서

NHS(Nurses’ health study)그룹과 HPFS(health professionals

follow-up study)그룹의 2-amino-3,8 dimethylimidazo[4,5-f]-

quinoxaline(MeIQx) 섭취량은 각각 하루 평균 33.0 ng,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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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P)의 섭취량은 285.5 ng, 457.9 ng이었다. Stockholm에

서 남녀 총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Augustsson

등(1997)의 HCAs 섭취량 평가에서 amino-imidazo-azaarenes

그룹의 섭취량에 대해, 여성그룹 중 한 명이 하루동안 섭

취하는 평균함량은 117 ng, 남자 그룹의 평균 섭취함량은

201 ng이었다. Busquets 등(2004)의 연구에서 한 사람이

하루동안 섭취하는 HCAs 중, 닭 가슴살에 의해 섭취되

는 9H-pyrido[3,4-b]indole(Norharman), 1-methyl-9H-py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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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b]indole(Harman), PhIP의 함량은 각각 99 ng, 49 ng,

307.0 ng으로, 닭 가슴살이 다른 대상식품보다 높은 HCAs

를 함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제암연구센터(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는 HCA 그룹 중 amino-imidazo-azaarenes

에 속하는 IQ는 2A그룹(인체발암추정물질)로, 2-amino-

3,4dimethylimidazo[4,5-f]-quinoline(MeIQ), MeIQx, PhIP는

2B그룹(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동물실험

에서 공통적으로 간세포 선종 또는 암종을 일으킨다고 보

고되었고, 그 외에도 폐 선종, 작은 창자와 큰 창자의 선

암, 피부에 나타나는 평편상피세포 암종, 임파종 또는 혈

액암의 증상이 나타났다. 특히 IQ, MeIQ, MeIQx는 n-

nitrosoamine와 함께 작용하여 실험동물의 간조직에 병변

을 일으켰다(IARC, 1997). Ohgaki 등(1986)에 의하면 쥐

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Glu-P-1, Glu-P-2, MeAαC,

AαC에 의해 혈관내피종(hemangioendothelial sarcomas)이

발생하였다. Hatch 등(1982)은 Norharman과 Harman을 제

외한 amino-carbolines를 pyrolytic mutagen으로 분류하였

다. 그러나 Totsuka 등(1998)과 Wakakayashi 등(1997)은 β-

carbolines인 Norharman 또한 co-mutagen으로서 신체 내에

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발암 위험

성을 가진 HCAs들이 가정에서의 조리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리 중 HCAs의 생성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HCAs

의 생성 저감화를 위해 현재까지 HCAs가 생성되는 조리

조건의 분석(Ahn and GrÜn, 2005a; Salmon et al., 2000;

Sinha et al., 1998)과 첨가물에 의한 HCAs의 생성 억제
(Ahn and GrÜn, 2005b; Cheng et al., 2007; Shin and

Ustunol, 2004; Shin et al., 2002) 등과 같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HCA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주요 전구물질인

free amino acid, creatine 또는 creatinine, glucose가 HCAs

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고, 전구물질

들을 첨가하거나 제거하여 HCA의 생성량 변화를 평가하

는 model system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Bordas et

al., 2004; Skog et al., 2000; Taylor et al., 1986). 특히,

Felton 등(1994)은 microwave를 이용한 preheating 처리가

육류에 함유되어 있는 HCAs 전구물질(creatine, creatinine,

amino acid)의 함량을 감소시킴으로써 HCAs 생성을 억제

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Felton 등(1994)

의 실험에서 주된 분석대상 물질은 2-amino-3-methy-

limidazo[4,5-f]-quinoline(IQ), 4,8-DiMeIQx, PhIP이었으며,

Felton 등(1994)의 연구 이후로 microwave를 사용하여 형

성을 억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는

IQ, 4,8-DiMeIQx, PhIP 외의 amino-carbolines류와 amino-

imidazo-azaarenes류에 속하는 15가지의 HCAs를 대상으

로, 쇠고기 패티를 microwave로 preheating 처리를 한 후

가열조리를 하였을 때 생성되는 발암우려물질인 HCAs의

함량을 평가하고 저감화 효과를 고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재료

Heterocyclic amines 표준물질 15종 2-amino-3-methy-
limidazo[4,5-f]-quinoline(IQ), 2-amino-3,4dimethylimidazo

[4,5-f]-quinoline(MeIQ), 2-amino-3,8 dimethylimidazo[4,5-

f]-quinoxaline(MeIQx), 2-amino-3,4,8 trimethylimidazo[4,5-

f]-quinoxaline(4,8-DiMeIQx), 2-amino-3,7,8 trimethylimidazo

[4,5-f]-quinoxaline(7,8-DiMeIQx), 2-amino-3,4,7,8-tetramethyl-

imidazo[4,5-f]quinoxaline(TriMeIQx), 3-amino-1,4-dimethyl-

5H-pyrido-[4,3-b]indole(Trp-P-1), 3-amino-1-methyl-5H-pyrido

[4,3-b]indole(Trp-P-2), 2-amino-6-methyldipyrido[1,2-a:3',2'-

d]imidazole(Glu-P-1), 2-aminodipyrido[1,2-a:3',2'-d]imidazole

(Glu-P-2), 2-amino-1-methyl-6-phenylimidazo[4,5-b]-pyridine

(PhIP), 2-amino-9H-pyrido[2,3-b]indole(AαC), 2-amino-3-

methyl-9H-pyrido[2,3-b]indole(MeAαC), 1-methyl-9H-pyrido

[3,4-b]indole(Harman), 9H-pyrido[3,4-b]indole(Norharman))

은 Toronto Research Chemicals Inc.(Toronto, Canada)에서

구입하였다. 표준용액은 표준물질을 HPLC급 메탄올에 녹

여 1 mg/g의 농도로 조제하였으며, 분석하기 전 50 µg/g의

농도 이하로 희석하여 사용하였고 내부표준물질인 caffeine

은 Sigma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Polysulfonic acid(PRS) Bond Elute columns(500 mg),

C-18 cartridge(100 mg), Extrelut-20 columns은 Varian(Harbor

City, CA, USA)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모든 유기용매는 Fisher Scientific(Fair Lawn, NJ,

USA)사의 HPLC등급을 사용하였다. 쇠고기 패티를 제조

하기 위해 사용한 쇠고기는 호주산으로 부위는 등심(loin)

이었다.

조리조건

분쇄한 쇠고기의 100 g을 패트리디쉬에 넣어 정형화하

고, 가열조리 전 microwave(Fasion M-M 209 FP, LG co.,

Korea)로 preheating 처리를 하였다. 이때 패티 별로 1분,

1.5분, 2분, 3분 동안 각각 가열한 다음, 표면 온도가 220oC

인 teflon-coated electric frying pan(Chefline Corp., Korea)

에 기름 없이 양면 10분씩 가열 조리하여 제조하였다.

HCAs의 감소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control로서 microwave

preheating 처리를 하지 않은 쇠고기 패티를 위 시료들과

같은 조리 조건(220oC에서 양면 각 10분 간 가열)으로 조

리하였다. 가열 온도의 측정을 위해서 프라이팬의 표면온

도는 철 표면온도계로 측정하였고 쇠고기 패티의 내부온도

는 조리 시간 중 패티 중심에 surface temperature thermo-

meter(Trend Instruments Inc., Lawrenceville, GA, USA)의



Influence of Microwave Pretreatment on HCAs Formation 721

탐침을 넣어 측정하였다.

HCAs 추출방법

가열된 쇠고기 패티의 HCAs는 Gross 등(1992)의 방법

을 변형하여 추출하였다. 일정한 조건에서 조리한 패티를

냉동고에서 보관한 후 동결건조기(Labconco, Kansas City,

MO, USA)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다음, 분쇄하였다. 분쇄

한 시료 4 g을 취하여 1 M NaOH 16 mL에 넣고 3시간 동

안 sonication(JAC Ultrasonic 2010, Kodo Co., Japan) 한

뒤, 30분 동안 homogenizer(Omni macro homogenizer,

Omni Co., USA)로 균질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내부표준

물질인 caffeine(5 µg/mL)을 spiking하였다. 균질화된 용액

을 Chem Elut extraction cartridges에 넣고 10분 동안 흡

착시킨 뒤 0.1 M HCl 6 mL과 0.1 M MeOH:0.1 M HCl

(6:4, v/v)을 5 mL씩 3번에 나누어서 총 15 mL을 가한 후

2 mL H2O을 첨가하여 preconditioning 시킨 Bond-Elut PRS

컬럼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그 후 Chem Elut extraction

cartridges에 20 mL씩 3번에 나누어서 총 60 mL의 CH2Cl2:

toluene(95:5, v/v)를 가하여 용출된 분석물이 Bond-Elut

PRS 컬럼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Bond-Elut PRS

컬럼을 H2O 15 mL(5 mL씩 3회 나누어서 사용)로 washing

하고, 미리 MeOH 5 mL와 H2O 5 mL로 preconditioning시

킨 C-18 cartridges를 Bond-Elut PRS 컬럼에 연결하였다.

그 후 Bond-Elut PRS 컬럼에 0.5 M AcONH4(pH 8) 20

mL을 가하여 용출시켰다. 용출이 끝나면 연결을 해제하고

H2O 2 mL를 C-18 cartridges에 흘려보내었다. 마지막으로

C-18 cartridges에 남은 분석물을 MeOH:NH3(9:1, v/v) 0.8

mL로 용출시키고 이 용출액을 40oC에서 질소 농축(MGS-

22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하였다. 농축된

분석물은 1 mL의 MeOH로 부피를 맞춘 후에 LC/MS에

주입하였다.

HCAs 분석 조건

사용된 HPLC 장비는 Agilent 1100 series(Agilent Tech-

nologies,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다. 식품 중 HCAs

의 분석을 위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를 위한 LC 분석조건

으로 Zorbox RX-C8 column(Agilent Technologies, Narrow-

Bore 2.1×150 mm, 5 µL)을 사용하였으며 column temperature

는 25oC이었다. 시료의 injection volume은 5 µL이었다. 각

표준물질에 대한 분리를 위해 0.2 mL/min의 유속으로 이

성분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 A는 30 mM ammoni-

um formate buffer(pH 3.7)를 사용하였고 이동상 B는

acetonitrile이었으며 기울기 용매 조건을 사용하였다. 기울

기 용매 조건은 초기에 A가 88%이였으며 0-15분 동안

88%, 15-25분 동안에는 50%, 25-33분 동안에는 88%로 흘

려주었으며, 컬럼의 재평형을 위해 15분간 88%로 흘려주

었다. 사용된 질량 분석기는 이온포집(ion trap)형태의

Agilent 1100 series LC/MSD Trap이었으며, 이온화는 양

이온(positive ion) 방법의 전자 분무 이온화(electrospray

ionization, ESI)이었다. 질량분석기는 quadrupole mass

analyzer 와 연결된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Capillary voltage

와 nebulizer pressure는 4 kV과 30 psi(pounds per square

inch)이었고, drying gas flow와 drying gas temperature는

600 L/hr과 350oC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data는 3회 반복한 것이며 각 실험군 간의 통

계학적 분석은 Windows용 Sigma-Stat 2.0(Jandel Co., San

Rafael, CA, USA)를 이용하였다. 각 군간의 측정치 비교

는 one way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시행하였으며

유의성은 신뢰구간 p<0.05에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상관

관계는 Student-Newman-Keuls 방법에 의해 도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LC/MS 분석으로 분리된 15종의 HCAs의 total ion

current(TIC)와 HCAs 15가지 물질의 특성분자 이온 charge

인 m/z값에 대한 selective ion recording(SIR)을 Fig. 1에

나타내었다.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분석한 HCAs의 retention

time과 mass spectrometer의 특성이온 분자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Myoung(2007)에 의하면 HCAs는 이동상의 조

성에 비해 강한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에 양

성자 1개가 붙은 [M+H]+와 메틸기가 떨어진 [M+H-CH3]
+

가 기준이온(base ion)으로 검출된다. 본 실험에서는 이 기

준이온의 분자량을 이용하여 15가지 HCAs를 검출하였고,

해당 m/z 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방법의 회수율을 도출하기 위하여, 15가지 HCAs

의 농도가 각각 500 ng/mL가 되도록 표준용액을 혼합시

킨 혼합용액을 쇠고기 4 g에 spike하고 전처리를 한 후 분

석하였으며, 동일한 농도의 HCAs 표준물질을 LC/MS에서

분석하여 피크 면적비를 비교하여 회수율을 평가하였다.

Solid-phase extraction 방법에 의한 전처리 과정에서 Tri-

MeIQx, Norharman, Harman는 약 15-26%의 낮은 회수율

을 나타내었고, AαC, MeIQx, IQ, Glu-P-2, MeAαC는 회

수율이 60% 이상이었다(Table 1). 본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solid-phase extraction 방법과 LC/MS 분석의 유효성

을 검증하기 위해 Harris(2007)의 방법에 따라 LOD(Limit

of detection)와 LOQ(Limit of quantification)를 계산하였

다. LOD는 대부분의 HCAs가 0.2-2.1 ng/mL이었으며 AαC

와 MeAαC의 LOD는 비교적 높은 수치인 3.8 ng/mL과 7.2

ng/mL이었다. LOQ는 대부분의 HCAs가 4.0 ng/mL 이하

이었고, Glu-p-1, Norharman, Trp-P-1는 4.2-7.2 ng/mL, IQ

와 AαC는 9.7, 12.6 ng/mL, MeAαC는 23.9 ng/mL이었다.

시료로 meat juice를 사용한 실험과 실제 meat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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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s를 분석한 많은 연구 결과에서 amino-carbolines류와

amino-imidazo-azaarenes류인 HCAs가 함께 검출되었다

(Borgen et al., 2001; Busquets et al., 2004; Busquets et

al., 2008; Solyakov et al., 1999; Messner et al., 2004).

Microwave로 preheating 처리를 한 조리한 쇠고기 패티에

서의 amino-carbolines류 HCAs의 함량은 Table 2에, amino-

imidazo-azaarenes류인 HCAs의 함량은 Table 3에 나타내

었다. 본 실험의 동일한 조리조건에서 실험을 한 Messner

와 Murkovic(2004)에 의한 연구에서는, 쇠고기를 220oC에

서 10분간 조리하였을 경우 Trp-P-1이 36 ng/g, AαC가 28

ng/g 정도로 비슷한 함량이 검출되었고, MeAαC는 검출되

지 않았다. Bordas 등(2001)에 의한 model system 실험에

서, free amino acid, creatine, creatinine, glucose가 함유된

고기 추출물을 dry condition인 open dish에서 200oC로 10

분간 가열한 경우, Norharman은 209 ng/g, Harman은 175

ng/g이 생성되어 본 실험에서 검출된 Norharman과 Harman

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검출된 amino-

carbolines류 HCA의 대부분은 가열조리 전, microwave에

1분간 처리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생성량이 감소하였

다. TrP-P-2, Glu-P-1, Glu-P-2는 1분 동안 microwave pre-

heating 처리시 검출한도 이하까지 함량이 감소하였고, 무

처리 대조군에서 비교적 높은 함량이 검출된 Norharman

Fig. 1. Total ion current (A) and selective ion recordings (B) in 15 HCAs mixture (500 ng/g). 1) Glu-P-2, 2) IQ, 3) caffeine, 4)
MeIQx, 5) Glu-P-1, 6) 7,8-DiMeIQx, 7) MeIQ, 8) 4,8-DiMeIQx, 9) Norharman, 10) Harman, 11) Tri-MeIQx ,12) Trp-P-2, 13)
Trp-P-1, 14) PhIP, 15) AαC, 16) MeAαC.

Table 1. Retention time, molecular weight of characteristic
ions (m/z) and recovery of the 15 HCAs analysis

HCA
Retention

time
m/z

Recovery rate 
(%)1)

Glu-P-2 16.2 185 68.7±1.4
IQ 17.3 199 66.3±7.6
MeIQx 17.8 214 64.0±5.1
Glu-P-1 18.9 199 48.7±1.1
7,8-DiMeIQx 10.9 228 40.9±2.8
MeIQ 11.0 213 51.6±0.6
4,8-DiMeIQx 14.1 228 35.9±3.3
Norharman 15.3 169 25.0±1.8
Harman 19.5 183 25.6±0.3
Tri-MeIQx 20.4 242 15.7±0.7
Trp-P-2 22.9 198 74.7±0.2
Trp-P-1 23.7 212 57.1±0.3
PhIP 25.8 225 54.3±2.3
AαC 26.4 184 62.3±4.3
MeAαC 28.7 198 74.6±5.0

1) Data represen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ree analy-
sis per treatment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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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 ng/g)과 Harman(92.00 ng/g)은 90% 이상의 감소율

을 나타내었다. Amino-carboline 그룹 중 특이적으로 Trp-

P-1은 1.5-3분 처리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고, AαC

는 처리시간에 따른 감소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MeAαC

의 경우 대조군 시료와 그 외 실험군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Hatch 등(1982)과 Sugimura 등(1982), Murkovic 등

(2004)에 의하면 amino-carboline 그룹은 대부분이 tryptopan,

glutamic acid, lysine, phenylalanine, ornithine과 같은 유리

아미노산들과 casein, albumin, gluten, soybean globulin과

같은 단백질류의 열분해(pyrolysis)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즉, amino-carboline 그룹의 생성은 시료 내의 유리 아미

노산들과 단백질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Skog 등

(2000)의 연구에서 meat juice에 유리 아미노산(Trp)을 2

배, 5배로 첨가하여 가열하였을 때, closed aqueous 조건

(175oC에서 10분간 가열)과 open dry 조건(200oC에서 30

분 가열)에서 아미노산의 첨가에 의존적으로 Harman과

Norharman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micro-

wave를 이용한 preheating 처리가 쇠고기 패티 내의 유리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함량을 감소시켜 amino-carboline 그

룹의 생성을 저해한 것으로 추론된다.

Amino-imidazo-azaarenes류 HCAs는 300oC 이하의 비교

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HCAs로, Arvidsson 등(1997)

의 model system 실험에서 200oC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가열한 경우 amino-imidazo-azaarenes류 HCAs의 함

량이 감소하거나 더 이상 생성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MeIQx

와 PhIP를 제외한 amino-imidazo-azaarenes류 HCAs는 고

온의 조리조건(220oC에서 양면 10분씩 pan-fry인 가열조

리)에서 생성이 억제되거나 일부는 분해된 것으로 추측된

다. 본 실험 결과에서, amino-carbolines류 HCAs와 마찬가

지로 amino-imidazo-azaarenes류의 MeIQx와 PhIP의 함량

이 microwave preheating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Table 3). 본 실험과 동일한 조리조건인 실험(Messner

and Murkovic, 2004)에서는 amino-imidazo-azaarenes류인

IQ, 4,8-DiMeIQx, MeIQx, PhIP가 검출되었는데, 그 중

MeIQx의 함량은 30 ng/g이고, PhIP의 함량은 390 ng/g이

었다. Amino-carbolines류 HCAs와 마찬가지로 1분간

preheating 처리를 하였을 때, MeIQx의 함량은 검출한도

이하로 감소하였고, PhIP는 26.32 ng/g으로 생성량이 감소

하였다. Amino-carbolines류와는 달리 microwave preheat-

ing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쇠고기 패티의 HCAs 생성

저감화 효과도 증가하였다. PhIP의 저감화율은 microwave

preheating 처리를 2분간 하였을 때 가장 높았다. Felton 등

(1994)의 연구에서는 쇠고기 패티를 1.5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으로 preheating 하였을 때 creatine의 함량이 효과적

으로 감소하였고, MeIQx, DiMeIQx, PhIP 또한 1분 또는

1.5분 동안 가열하였을 때 가장 적게 생성되었다. 그밖에

Model system 연구와 가열된 육류를 대상으로 HCAs를 분

석한 실험에서 MeIQx와 PhIP의 생성은 시료 내의 creatine,

Table 2. Effect of microwave preheating on the formation of amino-carbolines in hamburger patties fried in at 220oC for 10 min 1)

(ng/g)2)

Trp-P-1 Trp-P-2 Glu-P-1 Glu-P-2 Norharman Harman AαC MeAαC

0 min 45.61±18.92b 15.32±4.87 25.17±7.28 8.60±2.06 91.29±9.95b 92.00±12.69c 16.68±14.63a ND
1 min 37.90±10.55b ND ND ND 13.62±1.50a 4.25±1.68a 17.46±15.70a ND
1.5 min 11.81±12.34a ND ND ND 15.85±0.75a 4.53±0.66a 17.77±13.38a ND
2 min 12.94±12.94a ND ND ND 12.85±2.85a 25.84±5.09b ND ND
3 min 10.18±12.71a ND ND ND 10.49±0.85a 7.84±3.01a 64.28±44.42b ND

1)Values are expressed on a cooked ground beef basis.
2)Means in the same column s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ata represen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ree analysis per treatment (n=3).
ND = not detectable with these methods.

Table 3. Effect of microwave preheating on the formation of amino-imidazo-azaarenes in hamburger patties fried at 220oC for
10 min1) (ng/g)2)

IQ MeIQ MeIQx PhIP Tri-MeIQx 4,8-DiMeIQx 7,8-DiMeIQx

0 min ND ND 38.16±9.57 264.20±26.28b ND ND ND
1 min ND ND ND 126.32±15.08a ND ND ND
1.5 min ND ND ND 124.27±11.36a ND ND ND
2 min ND ND ND 18.26±11.74a ND ND ND
3 min ND ND ND 18.77±11.23a ND ND ND

1)Values are expressed on a cooked ground beef basis.
2)Means in the same rows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ata represen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ree analysis per treatment (n=3).
ND = not detectable with thes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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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ine 함량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Arvidsson et al., 1997; Bordas et al., 2004; Skog et al.,

2000; Taylor et al., 1986; Zochling et al., 2002). Felton

등(1994)에 의하면 microwave를 이용한 preheating 처리에

의해 쇠고기 패티에서 빠져나오는 수분과 함께 수용성인

발암 전구물질들이 육류로부터 유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Shinha 등(1998)의 실험에서 쇠고기를 구웠을 때, 구운 쇠

고기에서는 HCAs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출된 육즙에서

MeIQx와 DiMeIQx, PhIP가 검출되었다. 위 결과와 타 논

문에서의 결과를 비교하여 미루어 볼 때, 220oC에서 가열

조리된 쇠고기 패티에서 생성되는 HCAs는 microwave를

이용한 preheating 처리로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이

는 microwave 처리로 인해 육류 내부로부터 HCAs 생성

에 관여하는 전구물질들이 유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

겨진다.

요 약

헤테로고리 아민은 높은 돌연변이성과 발암 가능성을 가

진 물질로, 단백질이 높게 함유된 식품의 가열 중 발생한

다. 본 실험에서는 220oC에서 양면을 10분씩 가열 조리한

쇠고기 패티를 microwave를 이용하여 예열처리를 하였을

때 나타나는 HCAs의 생성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분석을 위해 전처리 과정에서 solid-

phase extraction 방법을 이용하였고, LC/MS로 정량과 정

성분석을 하였다. 시료에서는 9개의 HCAs(Trp-P-2, Trp-
P-1, Glu-P-1, Glu-P-2, Norharman, Harman, AαC, MeIQx,

PhIP)가 검출되었으며 이 중 Norharman, Harman, PhIP가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이었다. 1분 동안의 microwave 예열

처리는 검출된 대부분의 HCAs 생성을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90% 이상 감소시켰다. Amino-carbolines류의 HCAs

경우, 1분의 microwave preheating 처리가 가장 효과적이

었고 PhIP가 대부분의 함량을 차지하는 amino-imidazo-

azaarens류는 microwave preheating 시간이 증가할수록 뛰

어난 HCAs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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