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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method to analyze biurea decomposed from azodicarbonamide in
processed foods such as wheat flour and bread. New method was developed using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mass/mass spectrometry to determine biurea in wheat flour and bakery products. The recovery rate was 94.3-112.5%. The
limit of detection for biurea was 0.003 mg/kg, and the limit of quantification was 0.01 mg/kg. The monitoring results for
biurea content using established methods showed that biurea was detected at 2.76 mg/kg in the azodicarbonamide-detected
flour (detection rate, 2%). The detection rate in processed foods such as baked goods was 27% (16/59). The detection
range was 0.19-18.01 mg/kg (average, 3.79 mg/kg). However, it was thought that the detection level was safe due to much
lower values than the standard (45 mg/kg). As a result, the newly established biurea analytical method will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of azodicarbonamide in processed foods such as wheat flour and bak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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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풍미나 외관을 좋게 하고, 식품의 보존성

및 품질 향상, 영양소 보충강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

azodicarbonamide(ADC)는 밀가루에 밀가루개량제 및 반죽조절제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며, 식생활이 간편화되면서 밀가루

를 사용한 가공식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ADC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서는 허용되고 있

으나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ADC 사용기준은 밀가루에 대하여 1 kg 당 45 mg

(45 ppm) 이하로 규정(1) 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잡곡 밀가루

숙성과 표백 및 제빵의 반죽 첨가제로 45 ppm 이하로 사용되도

록 관리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은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지정하

고 있으며, 현재 607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들 품목 중 보

존료, 산화방지제, 착색료 등의 53 품목에 대해서만 식품 중 식

품첨가물 분석법이 식품공전(3,4)에 수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 이외의 확립된 분석법이 없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식품

에 사용여부 및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ADC도 식품 중 분석방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ADC 자체 및 이

의 분해산물을 정확히 정성, 정량할 수 있는 분석법 확립이 요구

되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되어 있는 ADC 시험법은 치

오황산나트륨 적정법으로 식품 중 미량함유되어 있는 ADC의 함

유량을 측정하는데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신속, 정확한 기

기분석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ADC는 제빵과정 중 biurea, semicarbazide(SEM), ethyl carbamate

(EC)로 분해되어 식품 중에 잔류하게 된다(5-11). 제빵과정 중

ADC는 wet flour와의 반응에 의해 양적으로 거의 biurea(hydra-

zodicarbonamide)로 전환된다. Biurea는 산분해되면 SEM이 약

0.1% 생성된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ADC를 45 mg/kg 첨가할 경

우 EC가 평균 2.4 µg/kg이 생성된다(12). SEM은 ADC의 분해 이

외의 여러 생성원인이 있어 시험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식품 중 검출될 수 있는 SEM의 생성경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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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첫째 니트로푸란계 동물용의약품이 니트로푸라존의

생체내 대사로 생성되며(13), 둘째는 플라스틱의 발포제 및 밀가

루개량제로 사용되는 ADC의 분해로 생성되고(14,15), 셋째는 식

품의 차아염소산 처리시(16) 또는 자연식품의 가열공정(17)에서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식품에서 SEM 검출

시에는 기원물질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식품의 종류, 성상, 식품

유형 및 형태 등으로 유래물질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

국외에서 밀가루 중 ADC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hidrazine

으로 분해 후 발색하여 자외선흡수분광기로 분석하는 방법과 액

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는 방법이 보고되어 있다(18-24). 밀가

루 또는 가공식품에서 ADC 분해산물의 분석은 SEM, biurea 및

EC가 보고되어 있으며, 본 연구과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

우레아의 분석법은 1건 보고되었으나, 방사성동위원소표지-biurea

를 합성하여 내부표준물질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분석에 바

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ADC에 대한 연구결과

는 ADC를 첨가한 밀가루 반죽의 물성 및 냉동저장 중 제빵 특

성의 변화 등(25)에 대한 연구뿐 밀가루 중 ADC 및 분해산물의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 중 ADC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

하여 ADC의 분해특성을 고려하여 분해중간산물인 biurea를 밀가

루 및 빵류에서 분석 가능한 방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확

립된 biurea 분석법을 이용하여 국내 유통 밀가루 및 빵류 등의

식품에 대해 함유량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재료

표준품으로는 biurea(TCI, Toky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HPLC/

MS/MS 이동상으로 methanol(Merck, Whitehouse Station, NJ,

USA), 시료 전처리용 시약으로는 dimethylforamamide(Burdick and

Jackson, Muskego, MI, USA), acetonitrile(Merck)를 사용하였으며,

초순수는 Quantum Express (Millipore, Billerica, MA, USA)에 의

해 저항값이 18 MΩ 이상인 정제된 물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밀가루 51건 및 빵 59건은 서울지역의 마트, 제과점 등

에서 구입하였다.

Biurea 정제 및 추출

시료 약 2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 mL를 가하고 80oC 수욕에

서 15분간 가열 추출하고 추가로 15분간 진탕 추출하였다. 이 추

출용액을 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취

한 후 acetonitrile 10 mL를 가하고 20 mL로 정용한 한 액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기 전에 0.45 µm의 멤브레인 필터로 여

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Biurea 분석을 위한 LC/MS/MS 분석 조건

ADC의 분해산물인 biurea 분석을 위해 사용된 HPLC 장비는

Agilent 1200 series(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

이었으며, MS/MS는 Agilent 6460 series LC/MSD를 사용하였다.

밀가루 및 빵 중 biurea 분석에 대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를 위

한 LC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Column은 ZORBAX RX-Sil

HILIC(Agilent Technologies, 4.6×150 mm, 5 µm)을 사용하였으며,

column temperature는 40oC이었다. 샘플의 injection volume은

5 µL이었다. 각 표준물질의 분리를 위해 유속은 0.8 mL/min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동상 A는 100 mM ammonium formate를 사용하

였고 이동상 B는 methanol이었으며 기울기 용매 조건을 사용하

였다. 기울기 용매 조건은 0-5분 동안 B가 20%, 5.1-6분 동안에

는 5%, 8-8.5분 동안에는 100%, 9분에는 80%로 흘려주었으며 컬

럼의 재평형을 위해 20분간 흘려주었다.

사용된 질량 분석기는 Agilent 6460 series LC/MS/MS 6460이

었으며, 이온화는 양이온(positive ion) 방법의 전자 분무 이온화

이었다. 질량분석기는 quadrupole mass analyzer와 연결된 분석기

를 사용하였다. Capillary voltage와 nebulizer pressure은 4 kV와

60 psi이었고, drying gas flow와 dry gas temperature는 11 L/min

와 350oC이다.

검체중의 biurea의 농도는 시료를 일정량 취하고 전처리하여 시

험용액을 제조 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에 주입·

분석하여 표준용액의 성분과 머무름 시간이 일치하는 피크의 면

적값을 해당표준물질의 검량선에 대입하여 농도를 구한 다음, 아

래의 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표준용액의 조제

Biurea 표준품 10 mg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정밀히 취하여

증류수 50 mL을 첨가하여 20분간 초음파 처리한 후 방냉하여 증

류수로 정용한 것을 표준원액이라 한다(100 ppm). 표준원액을 증

류수로 희석하여 0.01, 0.05, 0.1, 1.0, 5.0, 10.0 µg/L로 제조하여

검량선 작성용 표준용액으로 한다.

검체 중 biurea의 함량(mg/kg)=
 시험액중 농도(mg/L)×최종 액량(mL)

                                      시료(g)

분석법 유효성 검증

최종적으로 확립한 분석법을 ICH Guide line Q2B에서 제시하

는 방법(26)을 근거로 하여 특이성(specificity), 직선성(linearity),

회수율, 검출한계(LOD) 및 정량한계(LOQ) 등으로 유효성 검증

을 실시하였다. 회수율은 밀가루에 biurea를 최종농도 10, 25 mg/

L가 되도록 첨가하고 검토한 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의 회

수율을 시험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 조건 검토

ADC의 분해 산물인 biurea 분석을 위한 추출조건은 Fig. 1과

같다. 시료에 물을 가하고 수욕에서 가열 추출한 후 이 용액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취하고 acetonitrile를 가한 액을

HPLC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전처리에는 증류수, dimethyl

formamide, dimethylformamide-물 혼합용매 등을 검토하였으며, 추

출효율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

으로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검체를 튜브에 정밀히 취하고 추출한

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추가 희석후 시험용액으로 하

였다.

분석 조건 검토

ADC는 밀가루와 반응할 때 마치 수소 수용체처럼 행동하고

제빵용 조건에서 안정한 biurea로 빠르고 완전히 변환된다. ADC

와 밀가루 사이의 반응은 젖어서 축축한 상태에서만 일어난다.

ADC의 분해 산물인 biurea 분석을 위하여 극성이 큰 화합물로

일반 역상계 컬럼을 사용하여 분리시에는 용리시간이 너무 빨라

이동상에 이온페어링(Ion pairing) 시약 등을 첨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온페어링 시약의 휘발성 문제로 LC/MS/MS에 적용시 많

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Mulder 등(10)의 연구결과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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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컬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HILIC(Hydrophilic

Interaction Liquid Chromatography) 방식의 분리 컬럼을 사용 하

였다. Agilent사의 ZORBAX RX-Sil HILIC(4.6×150 mm, 5 µm)

컬럼이 분리능, 피크의 대칭성 등의 분리성능 면에서 우수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MS/MS 분석을 위해 biurea의 극성이 매우 크므로 이온화 방

법으로는 ESI(Electrospray Ionization)를 선택하였고, positive 및

negative mode를 비교한 결과 positive mode의 감도가 월등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두 화합물 모두 아미노기를 주요 기능

기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타 MS의 drying gas, sheath

gas, capillary voltage, nozle voltage, EM voltage 등과 같은

parameter를 최적화하여, 최적의 감도와 분리능을 갖도록 조건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선택성과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MS/MS 분석시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ode로 분석하였으며, dewell

time, fragmentor voltage, collision energy 등을 조정하여 최적의

감도를 나타내도록 조정하였다.

Biurea 이온(m/z=119)은 위의 MS 조건에서 분해되어 m/z=76,

59 및 31의 product ion을 생성하며, SEM 이온(m/z=76)은 분해되

어 m/z=59 및 31의 product ion을 생성하였다(Fig. 2).

분석법 검증

특이성(specificity)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물질의 영

향을 받지 않고 목적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항목

으로 표준용액과 시험용액 중 biurea를 분석한 결과 표준용액 중

biurea의 retention time은 4.3분이었으며, biurea로부터 분해되어 생

성되는 SEM의 경우 retention time은 3.7분이었다. biurea의 분해

로 생성되는 SEM 이온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3). 또한 LC/MS/MS 특성상 다른 방해성분의 간섭을 받지

않고 특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DC에 대한 문헌결과

를 종합할 때, 대부분이 biurea로 환원분해되고 소량만이 SEM로

분해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확립된 biurea의 분석법을 밀

가루함유 가공식품에서 니트로푸란계항생제의 분석시 문제가 되

는 SEM의 위양성여부를 판단하는 분석법으로 활용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직선성(linearity)은 분석의 정확도 및 범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기기분석 시 측정농도와 반응값의 상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직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iurea 표준용액을 각각 0.05, 0.1, 1,

5, 10 mg/L 농도로 조제하여 상관관계값을 작성하였다. 5개 농도

범위로 표준용액을 3회 제조하여 각각의 검량선을 작성한 결과

biurea는 0.05-10 mg/L의 범위 내에서 농도와 반응값의 상관계수

가 0.996으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data not shown). 범위

는 특정 실험방법의 측정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밀성과 정확성

을 나타내며, 직선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실험방법의 측정범위는 직선성과 정밀성을 모두 감안하여

0.05-10 mg/L를 범위로 설정하였다.

반복실험간에 정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iurea의 표준용액을

Fig. 2. MS/MS patterns of biurea (119→***).

Fig. 1. Flow diagram of the sample preparation for analysis of
biurea in flour and bak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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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제조하여 각각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10 mg/L의 농도가 되도

록 biurea를 반복 제조하여 분석한 결과 peak의 면적 및 retention

time 모두 상대표준편차(%RSD)가 각각 0.05%, 1.68%로 모두 2%

미만으로 반복실험간 오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ADC의 분해산물인 biurea 분석을 위하여 설정된 전처리 조건

의 확인을 위하여 밀가루에 대하여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ADC는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기준에 밀가루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밀가루를 대상으로 회수율을 측정하

였다. 밀가루에 biurea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회수율을 검토한 결

과 회수율은 94.3-112.5%를 보여 양호하였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란 base-

line의 잡음으로부터 3배 이상인 농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검출한

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은 이론적인 계산치를 통한 방법도 있

지만 실제의 농도로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므로 검출한계로

예상되는 농도를 분석하였다. 확립된 분석조건으로 표준품을 대

상으로 S/N비(signal to noise ratio)를 3으로 하여 biurea의 검출한

계를 측정한 결과(Table 2) 0.003 mg/L의 농도까지도 biurea는

base-line 잡음과 구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량한계

(limit of quantification, LOQ)를 측정한 결과(Fig. 4) 0.01 mg/L의

농도까지 정량이 가능하였다. Biurea 경우 precusor ion m/z=119

로부터 유래한 product ion 중 m/z=76이 59보다 검출한계 및 정

량한계에서 100배 정도 낮은 값을 나타내어 분석 m/z로 선정하

였다.

국내 유통 식품 중 biurea 함량 분석

Biurea는 수분함량이 비교적 적은 밀가루 상태에서도 밀글루텐

과 소량 함유되어 있는 물에 의하여 ADC가 biurea로 환원되어

생성된다. 따라서 밀가루 중에 함유되어 있는 ADC의 전체량을

알기 위해서는 분해산물의 측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ADC

의 분해산물인 biurea 분석법으로 국내 유통 중인 51개 밀가루

및 59개 빵 등에 대하여 biurea의 함량분석 결과는 Table 3에 나

타내었다. 밀가루 중 biurea의 함량 분석 결과 밀가루 및 밀가루

가 주원료인 튀김가루 51건 중 1건에서 biurea가 검출되었으며(검

출율: 2%), 빵 등 밀가루가 함유된 가공식품 59건에서는 총 16

건에서 biurea가 검출되었다(검출율: 27%). 밀가루 및 밀가루가

주원료인 튀김가루에서 검출된 biurea의 농도는 2.76 mg/kg으로

밀가루에 첨가된 ADC가 분해되어 biurea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

되며, 사용한 ADC의 초기 함유량은 약 3 mg/kg으로 예상되었다.

Fig. 3. Specificity of biurea (10 mg/L) at LC/MS/MS chromatogram.

 Table 1. Recovery rates of biurea at various spike levels

No.
Biurea spike level (mg/L)

10 25

1 11.4391 24.5152

2 11.4438 24.0564

3 10.8626 22.1686

Mean 11.2500 23.5800

SD 2.970 5.270

Recovery rate (%) 112.50000 94.3000

Table 2. Limit of detection (LOD) and limit of quantification

(LOQ) of standard solution

Standard MS/MS LOD (mg/L) LOQ (mg/L)

Biurea

11976 0.003 0.01

11959 0.300 1.00

11931 1.0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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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 기준에서 ADC는 밀가루 1 kg당 45

mg 미만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검출된 biurea의 양으로 ADC의 첨

가량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빵 등 밀가루가 함유된 가공식품에서 검출된 biurea의 농도는

0.19-18.01 mg/kg(검출평균 3.79 mg/kg)으로 함유농도의 편차가 크

게 나타났으며, 이는 빵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밀가루의 비율의

차이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ADC의 농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빵 등 가공식품에서 biurea의 검출율이 높은

이유는 ADC를 사용한 빵의 구입에 중점을 둔 것이 가장 큰 이

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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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DC는 밀가루개량제로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

이나 이의 사용량과 잔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분석법이 확

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으로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위해서

ADC의 분해산물인 biurea를 밀가루 및 빵류에서 분석 가능한 방

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식품 중 ADC의 분해산물인 biurea 분석을 위하여 컬럼, 이동

상 조건, 전처리 조건, 기기조건 등을 검토하여 LC/MS/MS를 이

용한 분석법을 확립하였으며, 개발된 분석법의 회수율, 분석법의

유효성 검증 등을 검토하였다. 회수율은 94.3-112.5%로 양호하였

으며, 검출한계(LOD)는 0.003 mg/L의 농도이었고, 정량한계(LOQ)

는 0.01 mg/L의 농도이었다. 확립된 분석법에 의해 밀가루 등 51

건, 빵 등의 가공식품 59건에 대하여 biurea 함량을 분석한 결과

밀가루 1건에서 2.76 mg/kg의 농도로 검출되었고(검출율: 2%), 빵

등 가공식품에서는 16건이 검출(검출율: 27%)되었으며 검출농도

범위는 0.19-18.01 mg/kg(평균: 3.79 mg/kg)이었다. ADC의 사용기

준인 밀가루 1 kg당 45 mg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식품 중 biurea 분석법으로 밀가루, 빵

류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ADC의 사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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