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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가열 조리된 어패류에서의 

heterocyclic amines 함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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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wan Lee, Yoo-Mi Back, Kwang-Geun Lee, and Han-Seung Shin*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stitute of Lotus Functional Food Ingredient, Dongguk University

Abstract Heterocyclic aromatic amines (HCAs) are mutagenic and carcinogenic substances that are formed during the
heating of protein-rich foods. HCAs are generally found at low amounts in a complex matrix, which requires sophisticated
analysis. In this study, HCAs were extracted from lyophilized fish and shellfish samples using solid-phase extraction (SPE)
and determined by liquid chromatography-electrospray ionization/mass spectrometry (LC-ESI-MS). The HCA recoveries in the
fish and shellfish ranged from 15.7 to 74.7% with standard deviations from 0.2 to 7.63%. And HCA concentrations ranged
from 0.8 to 1,117.7 ng/g−1 in cooked food samples. 1-methyl-9H-pyrido[3,4-b]indole (Harman), 9H-pyrido[3,4-b]indole
(Norharman), and 2-amino-1-methyl-6-phenylimidazo[4,5-b]pyridine (PhIP) were the most abundant HCAs formed in the
muscle of fried mackerel, at levels of 1,117.7, 926.6, and 133.7 ng/g, respectively. 3-amino-1-methyl-5H-pyrido[4,3-b]indole
(Trp-P-2), 2-aminodipiryrido[1,2-a:3,2-d]imidazole(Glu-P-2), 2-amino-9H-pyrido[2,3-b]indole(AαC), 2-amino-3methyl-9H-pyrido
[1,2-a:3,2-d]imidazole(MeAαC), 2-amino-3,4,7,8-tetramethylimidazo[4,5-f]quinoxaline (TriMeIQx), 2-amino-3,7,8-trimethylimidazo
[4,5-f]quinoxaline(7,8-DiMeIQx), and 2-amino-3,8-dimethylimidazo[4,5-f]quinoxaline (MeIQx) were only detected by small
quantities ranged from 1.5 to 98.6 ng/g. Overall,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on HCA levels in fish and shellfish
products consum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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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숯불구이나 직화, 훈연조리 또는 튀김 등의 조리과정 중 생성

되는 물질들은 식품의 기호성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돌연변이성

과 발암성을 나타낸다(1). 높은 온도에서 아미노산 및 단백질 등

을 가열할 경우 돌연변이성 또는 발암가능물질들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화합물 중 대표적인 물질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

(heterocyclic amines, HCAs)가 있다(2,3). 즉, 육류나 어류 등의 단

백질 식품을 가열 조리할 때 생성되는 HCAs는 약 15여종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트립토판의 열분해로부터 생성되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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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p-P-2와 끓인 정어리로부터 분리된 IQ(2-amino-3-methylimidazo

[4,5-f]quinoline), 구운 쇠고기로부터 분리된 MeIQ(2-amino-3,4-

dimethylimidazo[4,5-f]quinoline) 등이 있다(4,5).

1970년대 초 일본 국립 암 센터(National Cancer Center)의

Sugimura 등(6)이 담배연기 및 타르의 유전독성 연구를 하던 도

중 발견한 HCAs는 마이야르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는 아미노산과 크레아틴 또는 크레아티닌의 열분해에 의해 생성

된다. 크레아틴이 탈수현상을 일으켜 ring 구조인 amine-amidazo

를 형성하고 환원당과 아미노산의 상호작용에 의해 마이야르 반

응이 일어나서 pyridine 또는 pyrazine 등이 형성되며 aldol 축합

반응에 의해 15여종의 HCAs가 생성된다(7-10).

HCAs는 그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 순수 아미노산의 가열분해

산물들인 amino[α]carboline들과 아미노기를 가진 imidazole고리가

quinoline이나 quinoxaline 또는 pyridine에 결합되어 있는 amino-

imidazoazzarene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aminoimidazoaz-

zarene은 주로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조리조건(300oC 미만)에서 생

성되므로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HCAs는 유기용매 및 산성용액에 잘 용해되며 그 상태가 매

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냉장 및 냉동식품의 유통과정에서도 안정

적으로 존재한다(11). HCAs의 인체노출정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도 혈액이나 뇨 중에서 이들 물질들이 검출되었으며 1993년에 국

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는 4종류의 HCAs를 발암가능성(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

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발암우려물질(그룹 2A)로 IQ, 발암가능

물질(그룹 2B)로 PhIP, MeIQ, MeIQx 등을 분류하였다. 일반적으

로 인간은 하루 동안 103-160 ng/day의 HCAs를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MeIQ는 0.5-1.8 µg, PhIP는 0.1-13.8 µg 정

도를 섭취한다고 알려지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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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s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돌연변이원성 측정실험에서 아플라

톡신 B1과 비교하였을 때 100배 정도 높은 돌연변이원성을 나타

낸다(13). 또한 이들 물질은 F344 rat과 CDF
1
계 mouse에 대하여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간세포암(hepatoma), 선암

종(adenocarcinoma), 편평상피세포암종(squamouse cell carcinoma),

대장암(large intestine cancer) 등의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

혀져 있으며, IQ를 원숭이에게 투여한 결과 간암발생이 확인되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설치류 뿐만 아니라 포유동물에서도 일부

HCAs에 의해 암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14).

식품 중 HCAs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로는 조리시간, 조

리온도, 조리방법, 당, 아미노산, 크레아틴 등의 전구물질, 지방,

단백질, 수분, 생성억제물질 등이 보고되어 있다(15). 식품 중

HCAs의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식품원료유래의 생성억제물질

들이 보고되고 있다. 마늘에 함유된 황화합물, 기능성소재인 공

액 리놀레산(conjugated linoleic acid, CLA) 뿐만 아니라 천연항산

화물질인 비타민 E 등이 HCAs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생성억

제물질들로 알려져 있다(16-21).

HCAs의 효과적인 추출, 정제 방법은 주로 고체상 추출(solid-

phase extraction)방법이 사용되며 정량, 정성분석에는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GC(gas chromatography),

LC/MS 등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분석의 sensitivity와 selectivity를

향상시킬 수 있는 LC/ESI-MS/MS(electrospary ionization tandem

mass spectrometry) 등의 분석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22-24).

현재 HCAs에 대한 국내연구는 식품 중 HCAs 생성과 돌연변

이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리시간과 온도, 당과 당 관련 화합물,

억제가능인자들에 대한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다. 반면에 국내에

서 섭취되는 식품에서의 HCAs 함량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하

며 특히 어패류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섭취되는 고등어, 삼치, 조기 등의

생선류와 대합, 바지락, 꼬막, 백합 등의 조개류에서의 HCAs 함

량을 모니터링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재료

15종의 HCAs 표준물질(IQ, MeIQ, MeIQx, 2-amino-3,4,8-t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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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8-tetramethylimidazo[4,5-f]quinoxaline(TriMeIQx), 3-amino-1,4-

dimethyl-5H-pyrido[4,3-b]indole(Trp-P-1), Trp-P-2, 2-amino-6-m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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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P, Harman, and Norharman)은 Toronto Research Chemicals

(Toronto, Canada)사에서 구입하였으며 표준용액은 HCAs 표준물

질을 HPLC급 메탄올에 녹여 조제하였으며 Fig. 1에 나타내었다.

내부표준물질로는 caffeine(Sigma, St. Louis, MO, USA)을 구입하

여 어패류에 spike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어패류는 지역 슈퍼

마켓 및 농수산물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 전까지 −20oC에서 냉

Fig. 1. Chemical structures and common names for HCAs found in roasted fish and shell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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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관하였다.

Extrelut-20 columns, polysulfonic acid(PRS) Bond Elute columns

(500 mg), C
18

 cartridge(100 mg)는 Varian(Harbor City, CA, USA)

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추출, 정제 및 분석에 필요한

유기용매는 Fisher Scientific(Fair Lawn, NJ, USA)사와 Burdick

& Jackson(Muskegon, MI, USA)사의 HPLC 등급을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어패류의 준비 및 조리

동네 슈퍼마켓 및 농수산물시장에서 구입한 고등어, 조기, 삼

치 등의 생선류는 뼈, 내장 등과 기타 협잡물을 제거하여 수돗물

에 3회 세척하였으며 대합, 바지락, 꼬막, 백합 등의 조개류도 깨

끗하게 세척한 후 사용하기 전까지 −20o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냉동 보관된 생선류는 muscle만 있는 부위와 muscle과 skin이 같

이 붙어 있는 부위(muscle+skin)로 나누어서 Teflon-coated electric

frying pan(Chefline Corp., Seoul, Korea)를 이용하여 표면온도가

230-260oC인 상태에서 생선의 앞·뒷면을 각각 10분씩 가열하였

다. 프라이팬의 표면온도와 어패류의 내부온도는 surface temper-

ature thermometer(Trend Instruments Inc. Lawrenceville, GA,

USA)와 thermocouple thermometer(Pacific Transducer Corp., Los

Angeles,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0분 조리 후 생선

류의 내부온도는 75-80oC이었다. 생선류의 조림은 일반적인 가정

조림법에 따라 냄비에 최소한의 물과 간장, 다진 마늘, 설탕 등

을 넣고 시료내부 온도가 80oC가 되도록 중간 불에서 15분 가열

하였다. 조개류는 프라이팬 표면 온도 260oC에서 내부온도가 75-

80oC가 되도록 약 15분간 가열하였다. 구워진 조개에서 살만 제

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가열 조리된 생선류 및 조개류는 잘게 자른 후 deep freezer에

넣고 얼린 다음 이를 동결건조기(Labconco., Kansas City, MO,

USA)를 이용하여 동결건조시키고 건조된 어패류를 막자사발과

blender(Hanil Electronic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었다.

어패류에서의 HCAs 정제 및 추출

어패류에서 HCAs을 정제, 추출하기 위해 SPE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방법은 Fig. 2와 같다. 전처리 방법은 Gross 등(25)의 방법

을 변형하여 실험하였으며 Extrelut-20 columns, PRS cartridge,

C
18

 cartridge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전처리 방법은 4 g의 동결 건조된 갈은 어패류에 내부표준물질

은 caffeine을 spike한 뒤 1 M NaOH 16 mL에 넣고 3시간 동안

ultra sonicator(Kodo Technical Research Co., JAC-2010, Anyang,

Korea)와 homogenizer(Omni International Inc., Gainesville, FL,

USA)을 이용하여 균질화시켰다. 이 알칼리 용액은 재사용이 가

능한 Extrelut-20 columns에 넣고 0.1 M HCI 6 mL, 0.1 M HCI:

MeOH(4:6) 15 mL, H
2
O 2 mL로 preconditioning한 PRS cartridge

(500 mg)에 직접 연결하였다. Extrelut-20 columns에 흡착된 분석

물은 CH
2
CI

2
: toluene(95:5, v/v) 60 mL를 사용하여 다음 PRS car-

tridge로 용출시켰다. 이때 CH
2
CI

2
: toluene(95:5, v/v)을 20 mL씩 3

번에 걸쳐 용출시켰다. Extrelut-20 column은 버리고 PRS cartridge

는 건조시킨 뒤 H
2
O 15 mL로 씻어주면서 C

18
 cartridge(100 mg)를

MeOH 5 mL, H
2
O 5 mL로 preconditioning 시켰다. 그 다음 PRS

cartridge와 C
18

 cartridge를 연결한 뒤 0.5 M AcONH
4
(pH 8) 20

mL로 용출시킨다. PRS cartridge는 버리고 C
18

 cartridge는 건조

뒤 H
2
O 2 mL로 씻어주고 MeOH : NH

3
(9:1, v/v) 0.8 mL로 용출시

켰다. 이 용출액을 온화한 조건에서 질소 농축기(Tpkyo Rikakjkai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한 뒤 MeOH 1 mL에

용해시킨 후 LC/MS에 주입하였다.

HCAs 분석을 위한 LC/MS 조건

가열 조리된 어패류에서의 HCAs 분석을 위해 사용된 HPLC

장비는 Agilent 1100 series(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 이었으며 MS는 Agilent 1100 series LC/MSD를 사용하였다.

어패류 중 HCAs의 분석에 대한 크로마토그래픽 분리를 위한 LC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Column은 Zorbox RX-C8 Column(Agi-

lent Technologies, Narrow-Bore 2.1×150 mm 5 µm)을 사용하였으

며 column temperature는 25oC이다. 샘플의 injection volume은

5 µL이다. 각 표준물질의 분리를 위해 유속은 0.3 µL/min으로 설

정하였으며 이동상 A는 30 mM ammonuim formate buffer(pH

3.7)를 사용하였고 이동상 B는 acetonitrile이었으며 기울기 용매

조건을 사용하였다. 기울기 용매 조건은 초기에 A가 92%이였으

며 0.5-10분 동안 83%, 10-20분 동안에는 67%, 20-24분 동안에

는 40%, 24-30분 동안에는 55%로 흘려주었으며 초기 조건으로

돌아오기 위해 30-33분에 걸쳐서 92%를 흘려주었으며, 컬럼의 재

평형을 위해 20분간 흘려주었다.

사용된 질량 분석기는 Agilent 1100 series LC/MSD이었으며, 이

온화는 양이온(positive ion) 방법의 전자 분무 이온화이었다. 질량

분석기는 quadrupole mass analyzer와 연결된 분석기를 사용하였

다. Capillary voltage과 nebulizer pressure은 4 kV와 30 psig이었고,

Fig. 2. SPE method for HCA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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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ing gas flow와 dry gas temperature는 10 L/min와 350oC이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data는 5회 반복한 것이며 각 실험군 간의 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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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를 이용하였다. 각 군 간의 측정치 비교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시행하였으며 유의성은 신뢰구간 p<0.05

에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가열조리에 따른 고등어에서의 HCAs의 함량은 Table 1에 나

타내었다. 고등어를 가열 조리한 결과 muscle부위에서 Norharman

과 Harman이 각각 926.6, 1,117.7 ng/g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Muscle 부위뿐만 아니라 muscle+skin 부위와 조림한 고등어에서

도 Norharman과 Harman이 주로 검출되었다. 가열조리에 따른 삼

치에서 HCAs의 함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삼치의 경우에서

도 muscle+skin 부위에서 Norharman(418.6 ng/g)과 Harman

(443.6 ng/g)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Tai 등(26)의 결과에서도 가

열조리된 어류에서 Norharman과 Harman이 각각 35.2, 16.7 ng/g

로 HCAs중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Totsuka 등(27)은 구운 쇠고

기, 닭고기, 양고기에 형성된 Norharman과 Harman를 분석한 결

과 67.7-795 ng/g 정도의 검출량을 보였다. Norharman과 Harman

은 국제암연구소(IARC)의 독성분류에서 발암가능물질로 구분되

Table 1. Concentration of HCAs from fried mackerel and boiled mackerel1)

Compound
Fried mackerel (muscle) Fried mackerel (muscle+skin) Boiled mackerel

Amount (ng/g) SD2) Amount (ng/g) SD Amount (ng/g) SD

AαC ND3) ND ND

MeAαC ND ND ND

Norharman 926.6 260.0 583.4 1.76 40.5 9.0

Harman 1,117.7 15.7 1,019.5 303.4 373.2 12.0

Trp-P-1 15.5 0.9 ND ND

Trp-P-2 98.6 6.4 24.6 8.8 3.0 0.2

Glu-P-1 ND ND ND

Glu-P-2 ND ND ND

IQ ND ND ND

MeIQ ND ND ND

7,8-DiMeIQx ND ND ND

4,8-DiMeIQx ND ND ND

MeIQx 9.2 1.6 ND ND

Tri-MeIQx ND ND ND

PhIP 133.7 19.1 ND 2.2 0.2

1)Means in the same columns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SD: standard deviation of five analyses per treatment (n=5)
3)ND: not detected

Table 2. Concentration of HCAs in fried yellow corbina and boiled yellow corbina1)

Compound
Fried yellow corbina (muscle) Fried yellow corbina (muscle+skin) Boiled yellow corbina 

Amount (ng/g) SD2) Amount (ng/g) SD Amount (ng/g) SD

AαC 411.3 7.8 ND3) ND

MeAαC 44.9 2.6 ND ND

Norharman 312.9 66.5 418.6 42.1 99.6 1.7

Harman 20.5 3.6 443.6 13.5 241.7 20.3

Trp-P-1 ND ND ND

Trp-P-2 7.4 1.1 11.2 1.4 6.7 1.3

Glu-P-1 ND 9.9 0.1 ND

Glu-P-2 ND ND ND

IQ ND ND ND

MeIQ ND ND ND

7,8-DiMeIQx ND ND ND

4,8-DiMeIQx ND ND ND

MeIQx ND ND ND

Tri-MeIQx ND ND 9.1 1.2

PhIP 73.8 8.9 15.2 2.0 52.8 0.9

1)Means in the same columns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SD: standard deviation of five analyses per treatment (n=5)
3)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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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식품군에서 높은 검출량과 검출빈도를 보

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가열

조리에 따른 조기에서의 HCAs함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가

열 조리한 조기의 경우 Norharman과 PhIP가 각각 54.4-179.5,

17.5-103.4 ng/g으로 주로 검출되었으나 그 검출량이 고등어와 삼

치보다 적었다.

Tryptophan의 열분해산물(tryptophan pyrolysate)로부터 생성되는

Trp-P-1, Trp-P-2의 경우 건어물 등의 탄 부분에서 많이 검출된다.

그러나 건조시킨 생선류 뿐만 아니라 고등어 muscle 구이에서 각

각 15.5, 98.6 ng/g이 검출되었으며 가열 조리된 삼치에서 Trp-P-

2가 모두 검출되었고 조기의 경우 조림에서 Trp-P-2이 78.6 ng/g

검출되었다. MeIQx의 경우 creatine의 탈탄산반응에 의해 생성된

creatinine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HCAs로서 주로 쇠고기 패티에서

많이 검출되지만 고등어 muscle 부위와 조기 muscle+skin 부위에

서 각각 9.2, 37.5 ng/g 검출되었다.

현재 알려진 약 15여종의 HCAs중 PhIP, MeIQ, MeIQx 등은

그룹2B로서 발암우려물질로 구분되어 있으며 IQ는 그룹 2A즉,

발암가능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분류되어 있다. 가

열 조리된 고등어, 삼치, 조기 모두 발암가능물질인 IQ는 형성

되지 않았지만 고등어 muscle 부위와 조림 그리고 삼치, 조기의

모든 실험군에서 발암우려물질인 PhIP가 검출되었다. 또한, 고

등어 muscle 부위와 조기 muscle+skin 부위에서 MeIQx가 각각

9.2, 37.5 ng/g 검출되었다.

부위별로 보면 고등어를 제외하고 삼치와 조기의 경우 muscle

부위보다 muscle+skin 부위에서 더 많은 HCAs가 검출되었다. 특

히, Norharman과 Harman의 경우 그 양상이 뚜렷하였다. 가열 조

리된 고등어의 경우에도 muscle+skin 부위가 muscle 부위보다는

검출량이 적지만 583.4-1,019.5 ng/g 정도로 삼치, 조기보다 휠씬

많은 양이 검출되었다. Sugimura 등(28)은 연어와 소금에 절인 생

선을 muscle 부위와 skin 부위로 구분해서 HCAs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muscle 부위보다 skin 부위에서 PhIP, MeIQx, 4,8-

DiMeIQx, 7,8-DiMeIQx 등이 0-700 ng/100 g 정도 더 많이 검출되

었다. 다시 말해 skin이 붙어있는 생선을 가열 조리하였을 때 더

많은 HCAs가 검출된다. 비타민 A와 비타민 B그룹 등과 같은 비

타민류 등은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속살보다는 껍질 쪽에 붙어

있는 협잡육에 더욱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껍질을 고온에

서 가열 조리하면 돌연변이성, 발암성 물질 등이 생성 될 수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등어, 삼치, 조기 모두 간장을 이용해서 조림한 경우가 75-

80oC에서 구이한 경우보다 휠씬 많은 HCAs가 형성되었다. 고등

어를 조림한 경우 Norharman, Harman, Trp-P-2, PhIP 등이 각각

40.5, 373.2, 3.0, 2.2 ng/g 정도 검출되었으며 삼치조림의 경우

Norharman(99.6 ng/g), Harman(241.7 ng/g), Trp-P-2(6.7 ng/g), PhIP

(52.8 ng/g) 뿐만 아니라 quinoxaline 계열의 Tri-MeIQx(9.1 ng/g)도

검출되었다. 조기의 경우 조림 시 구이 때 형성되지 않았던

Harman(111.3 ng/g)과 Trp-P-2(78.6 ng/g) 그리고 δ-carboline 계열의

Glu-P-2(2.3 ng/g) 등이 검출되었다. Lan 등(29)은 돼지고기, 계란,

콩깻묵 등에 간장을 농도별(0, 5, 10, 20%)로 첨가해서 가열 조

리한 결과 7종의 HCAs(IQ, MeIQ, MeIQx, 4,8-DiMeIQx, Trp-P-

1, PhIP, AαC)형성이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마이야르 반응은 carbonyl기를 가진 당류가 amino기나 imino기

를 가진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갈색물질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생

성된 열분해 생성물 중 발암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HCAs라고 하

는데 Lan 등(29)의 결과에서 보면 마이야르 반응에 관여하는 글

루코스가 간장을 첨가해서 가열 조리한 결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간장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0.09 mg/100 g) 등의 아

미노산이 어류의 글루코스(0.57±0.16 mg/g) 등과 반응하여 마이야

르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HCAs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는 조개류를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260oC에서 내부온도

가 75-80oC가 되게끔 약 15분간 가열 조리한 결과이다. 대합, 바

지락, 꼬막, 백합 모두 Norharman(2.7-196.4 ng/g)이 검출되었으며

Harman의 경우 대합(47.5 ng/g)과 꼬막(39.6 ng/g)에서 형성되었다.

발암유력물질(그룹 2A)인 IQ는 모든 조개류에서 검출되지 않

았지만 대표적인 발암가능물질(그룹 2B)인 PhIP는 바지락(1.7 ng/

g), 꼬막(3.1 ng/g), 백합(1.5 ng/g)에서 검출되었으며 MeIQx는 대합

(12.2 ng/g)과 바지락(2.9 ng/g)에서 검출되었다. 조개류의 경우 생

Table 3. Concentration of HCAs in fried spanish mackerel and boiled spanish mackerel1)

Compound
Fried Spanish mackerel (muscle) Fried Spanish mackerel  (muscle+skin) Boiled Spanish mackerel 

Amount (ng/g) SD2) Amount (ng/g) SD Amount (ng/g) SD

AαC ND3) ND ND

MeAαC ND ND ND

Norharman 54.4 16.2 179.5 16.8 74.8 5.5

Harman ND ND 111.3 9.1

Trp-P-1 ND ND ND

Trp-P-2 ND ND 78.6 10.7

Glu-P-1 ND ND ND

Glu-P-2 ND ND 2.3 1.7

IQ ND ND ND

MeIQ ND ND ND

7,8-DiMeIQx ND ND ND

4,8-DiMeIQx ND ND ND

MeIQx ND 37.5 6.6 ND

Tri-MeIQx ND ND ND

PhIP 17.5 3.8 43.7 4.5 103.4 1.2

1)Means in the same columns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SD: standard deviation of five analyses per treatment (n=5)
3)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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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류와는 다르게 조갯살이 조개껍질속에 들어가 있어 직접 열이

닿지 않아 HCAs의 형성이 적었다고 간주된다.

15종의 HCAs 표준물질은 positive ion mode로 분석되었으며 30

분 이내에 대체로 일관된 패턴 양상을 보이며 분석되었다. Fig.

3은 15종의 HCAs의 TIC(total ion chromatogram)와 EIC(extracted

ion chromatogram)을 나타내었으며 TIC와 각 물질에 대한 EIC는

SIM mode에서 확인되었다. 가열 조리한 어패류의 LC/MS 분석

에 대한 유효성(validation)을 확인하기 위해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와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를 구했

는데 이때 LOD와 LOQ는 Harris(30)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5가지 HCAs 에 대하여 식품 중에서

LOD는 0.2-7.2 ng/mL이었으며 정량을 위한 LOQ는 0.8-23.9 ng/

mL이었다. Sentellus 등(31)의 결과에서는 HCAs의 분석방법의

LOD가 0.3-45.0 ng/mL 이었으며 Vollenbröker 등(32)은 2.8-9.1 ng/

mL이었다. 전처리 방법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수율(recovery)

을 측정하였는데 전체적으로 15.7-74.7% 범위였다. Abdulkarim 등

(33)의 실험결과에서 보면 IQ, MeIQx, MeIQ, Norharman, Har-

man, PhIP 등의 회수율이 30.5-77.0%이었으며 Knize 등(34)도 30-

72% 정도의 회수율을 구하였다. 농도별 반복측정에 대한 변이계

수를 뜻하는 CV (coefficient of variation)값은 MeAαC(24.6%)와

Harman(16.7%)을 제외하고는 0.3-9.9%로 적절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열 조리된 어패류에서 가장 많

이 검출되는 HCAs는 Norharman과 Harman이고 발암유발물질(그

룹 2A)인 IQ는 검출되지 않았다. 부위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muscle만 있는 부위보다는 muscle+skin 부위에서 더 많은 HCAs

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간장을 이용한 조림방법보다는 직접적으

로 열로 구이한 경우에 더 많은 HCAs가 검출되었다. 조개류(대

합, 바지락, 꼬막, 백합)에서도 Norharman과 Harman이 주로 검출

되었으나 가열 조리된 어류에서부터 검출된 HCAs 함량보다 적

었다. 가열 조리된 어패류의 섭취와 돌연변이원성, 발암성과의 상

관관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여러 in vivo, in vitro 실험

을 통해 HCAs가 유전독성물질로서의 가능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들 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국내에서 주로 섭취되는 어패류(고등어, 삼치, 조기, 대합, 바지

락, 꼬막, 백합)를 가열조리 하였을 때 형성되는 HCAs를 분리, 동

정하여 그 함량을 모니터링 하였다. 추출 및 정제는 고체상 추출

Table 4. Concentration of HCAs in roasted shellfishs1) 

Compound
Har-clam Short-necked clam Ark shell White clam

Amount (ng/g) SD2) Amount (ng/g) SD Amount (ng/g) SD Amount (ng/g) SD

AαC ND3) ND ND ND

MeAαC ND ND ND ND

Norharman 196.4 32.9 25.8 1.1 76.2 1.8 2.7 0.2

Harman 47.5 12.7 ND 39.6 3.7 ND

Trp-P-1 ND ND ND ND

Trp-P-2 ND ND ND ND

Glu-P-1 ND ND ND ND

Glu-P-2 ND ND 2.2 0.5 ND

IQ ND ND ND ND

MeIQ ND ND ND ND

7,8-DiMeIQx ND 4.1 1.2 ND ND

4,8-DiMeIQx ND ND ND ND

MeIQx 12.2 2.8 2.9 0.5 ND ND

Tri-MeIQx ND ND ND ND

PhIP ND 1.7 0.4 3.1 0.1 1.5 0.1

1)Means in the same columns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SD: standard deviation of five analyses per treatment (n=5)
3)ND: not detected

Fig. 3. LC-MS chromatograms (total ion chromatogram, TIC) of

HCAs fraction isolated from spiked cooked sample by SPE
method: (1) Glu-P-2, (2) IQ, (3) Glu-P-1, (4) MeIQx, (5) MeIQ,

(6) 7,8-DiMeIQx, (7) Norharman, (8) 4,8-DiMeIQx, (9) Harman,

(10) TriMeIQx, (11) Trp-P-2, (12) PhIP, (13) Trp-P-1, (14) AαC,
(15) MeAα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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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였고 정성, 정량을 위한 분석장비는 LC/MS를 사

용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생선류에서는 고등어(2.2-1,1117.7 ng/g),

삼치(9.1-443.6 ng/g), 조기(17.5-179.5 ng/g)순으로 HCAs가 많이 검

출되었으며 특히 고등어 muscle에서 많은 양(1,1117.7 ng/g, Har-

man)이 검출되었다. 조개류 중에서는 대합(12.2-196.4 ng/g), 꼬막

(2.2-76.2 ng/g), 바지락(1.7-25.8 ng/g), 백합(1.5-2.7 ng/g)순으로 많이

검출되었으며 대합의 Norharman(196.4 ng/g)이 가장 많이 검출되

었다. 15종의 HCAs 중 β-carbolines에 속하는 Norharman과 Har-

man이 주로 검출되었으며 그 밖에 PhIP, Trp-P-1. Trp-P-2 등의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 검출되었다. 조리방법 측면에서 보

면 간장을 이용한 조림방법보다는 직접적인 가열을 통한 구이방

법이 많은 양의 HCAs를 형성시켰으며 구이 중에서도 muscle만

있는 부위에서의 검출함량보다는 muscle과 skin이 함께 있는 부

위에서 검출함량이 더 많았다. 가열 조리한 어패류 분석방법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해 본 결과 정량한계는 0.8-23.9 ng/mL, 검출

한계는 0.2-7.2 ng/mL이었으며 회수율은 15.7-74.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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