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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탕 과자 모델에서 결합형 3-monochloropropane-1,2-diol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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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3-monochloropropane-1,2-diol (3-MCPD) is a contaminant that occurs in foodstuffs in its free form as well
as in its bound for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emulsifier, frying temperature, and the
amounts of salt and oil on the formation of bound 3-MCPD in a fried snack model. Emulsifier affected the formation of
bound 3-MCPD;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the largest amount of bound 3-MCPD was detected in the fried snack
model when glycerin esters of fatty acids were used as emulsifiers. Frying temperature also affected the formation of
bound 3-MCPD, which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frying temperature increased from 145 to 190oC. In addition, salt
affected the formation of bound 3-MCPD. As the amount of salt increased, the amount of bound 3-MCPD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Moreover, it was observed that the amount of oil did not affect the formation of bound 3-MCPD. These
results will aid in the reduction of bound 3-MCPD in fried sn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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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는 chloropropanol류의

화합물로 지방산이 붙어 있지 않은 3-MCPD와 한 개 혹은 두 개

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형 3-MCPD로 분류되며 결합형

3-MCPD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수많은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

다(Woo 등, 2010). 3-MCPD는 천연 식품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

으며, 가공 식품에서는 산을 사용한 식물단백질가수분해물(Hydro-

lyzed Vegetable Protein, HVP)에서 Velek 등(1978)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3-MCPD는 식품 가공 중 글리세롤 또는 아실글리세

롤이 염소 이온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식물단백질을 산 가수분해

하는 과정에서는 트라이아실글리세롤과 염산이 반응하여 생성된

다고 알려져 있다(Velek 등, 2003). 3-MCPD는 HVP를 함유하는

간장과 소스류 뿐 아니라 영아용 조제식, 빵 및 시리얼과 같은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되고 있다(Breitling-Utzmann 등, 2005;

Zelinkov 등, 2009).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8월 및 1996년 2월에

발생한 소위 ‘산분해간장 파동’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현

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3-MCPD의 잔류허용기준이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서 0.3 mg/kg 이하, HVP에서 1.0 mg/kg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경우

2020년 7월 15일부터 0.1 mg/kg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는 0.02

mg/kg 이하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HVP 및

간장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현황을 보면

CODEX는 HVP가 포함된 소스에 대해 0.4 mg/kg, EU는 간장과

HVP에 대해 0.02 mg/kg, 오스트리아와 캐나다는 굴소스에 대해

각각 0.2과 1.0 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ANZFA, 2018; FAO,

2018; Government of Canada, 2018; OJ, 2018).

3-MCPD의 독성에 대해서는 정자수의 감소와 정자 기능의 감

퇴 등의 생식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Homonnai 등, 1975). 3-

MCPD는 생물체내에서 대사과정을 거쳐 독성을 나타내는데, 먼

저 alcohol dehydrogenase에 의해 β-chloroacetaldehyde로 산화되어

생물체의 당 대사를 억제하며, chlorolactic acid로 전환되어 호흡

장애와 신장독성 등을 일으킨다. 3-MCPD의 최종산물인 oxalic

acid는 calcium oxalate로 변하여 신장 기능 부전을 일으킬 수 있

다(Jones, 1975; Jones 등, 1981). 또한 WHO 산하 기구인 국제암

연구소(IARC)는 3-MCPD를 인간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group 2B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IARC, 2018),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환경건강유해성 평가국(OEHHA)은 3-MCPD

를 췌장암, 선천적 장애 및 생식기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

질인 proposition 65로 분류하고 있다(OEHHA, 2018).

결합형 3-MCPD는 3-MCPD와 마찬가지로 트라이아실글리세롤

을 염산과 함께 가열하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Seefelder 등,

2008).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합형 3-MCPD는 산분해단

백질을 사용하지 않은 가공식품에서도 검출되었으며, 빵류,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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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소스류, 영아용 조제식, 감자튀김, 탈취 공정을 거친 유지류

및 커피를 포함한 식품 등에서도 결합형 3-MCPD 존재 가능성

이 보고되었다(Zelinkov 등, 2006, 2008, 2009). 또한 일부 식품에

서는 결합형 3-MCPD의 검출 수준이 비결합형 3-MCPD의 수백

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Divinova 등, 2004; Weiβhaar, 2011).

식품에서 결합형 3-MCPD는 3-MCPD로 전환되지 않은 중간 물

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식품의 형태로 결합형 3-MCPD를 섭취

했을 때, 소화기관에서 위산과 소화효소 등의 대사 작용에 의해

3-MCPD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57차 JECFA

회의에서 처음으로 3-MCPD에 대한 일일최대섭취한계량(provisional

maximum tolerable daily intake, PMTDI)을 2 μg/kg bw로 설정하

였고(JECFA, 2002), 결합형 3-MCPD의 위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83차 회의에서는 3-MCPD와 결합형 3-MCPD에 대한 group

PMTDI를 4 μg/kg bw (3-MCPD로 환산한 값)로 설정하였다

(JECFA, 2017). 현재 결합형 3-MCPD의 기준을 따로 설정하여 관

리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 역시 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은 만약 결합형 3-

MCPD가 3-MCPD로 100% 전환된다면, 영유아 식품의 경우 TDI

(tolerable daily intake)의 20배 내지 30배를 넘는 수준의 위해도가

있다고 평가하고, 결합형 3-MCPD의 저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BfR, 2018; Larsen, 2009).

결합형 3-MCPD 관련 연구로는 Woo 등(2010)이 결합형 3-

MCPD의 분석법을 확립하여 기름과 소금이 섞여 튀겨진 5건의

유탕 과자를 분석하여 모두에서 결합형 3-MCPD를 검출하였다.

Reece(2005)는 식품 중 결합형 3-MCPD의 생성요인을 연구하였

으며, 가공온도, pH, 소금 양 및 식품첨가물이 결합형 3-MCPD

의 생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첨가물 자체에 결합형 3-MCPD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지방

이 함유된 식품첨가물은 결합형 3-MCPD의 전구체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adowska-Rociek 등(2017)은 shortbread 모델

을 이용하여 감미료가 결합형 3-MCPD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감미료가 pH에 따라 결합형 3-MCPD 생성에 영

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중 결합형 3-MCPD의 잠재적인 생성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유탕 과자 모델에서 결합형 3-

MCPD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재료

결합형 3-MCPD 분석에 사용된 시약은 3-MCPD (98.0%,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3-MCPD-d
5 

(99.7%,

Sigma-Aldrich), 1,2-bis-palmitoyl-3-chloropropanediol (98.0%, TRC

Inc, Toronto, Canada), heptafluorobutyric anhydride (HFBA,

99.0%, Sigma-Aldrich), isooctane (99.5%, Sigma-Aldrich), dichlo-

romethane (99.8%, J.T. Baker, Central Valley, CA, USA), tet-

rahydrofuran (99.5%, TCI chemical, Tokyo, Japan), diethyl ether

(99.8%, J.T. Baker), H
2
SO

4 
(95.0%, Daejung, Siheung, Korea),

NaHCO
3 

(99.0%, Daejung), 메탄올(99.9%, J.T. Baker), 무수황산나

트륨(sodium sulfate anhydrous) (99.0%, Duksan, Korea), NaCl

(99.0%, Samchun, Pyeongtaek, Korea) 및 aluminum oxide

(Sigma-Aldrich)이었으며, 추출단계 중 solid phase extraction은

Extrelut® NT-3 (Merck KGaA, Darmstadt, Germany)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유탕 과자 제조

유탕 과자는 Lanner 등(2000)의 특허를 참조하여 제조하였다.

유탕 과자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CJ제일제당, Yangsan, Korea),

천일염((주)CJ제일제당, Shinan, Korea), 튀김유((주)CJ제일제당,

Incheon, Korea) 및 triolein (>80.0%, TCI Chemical, Tokyo,

Japan)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유화제 6종은 글리세린지방산에스

테르(Kao Corp., Tokyo, Japan), 레시틴(Bunge North America

Inc., Chesterfield, MO, USA), 폴리소르베이트20(Kao Corp.), 폴리

소르베이트80(Kao Corp.), 자당지방산에스테르(Mitsubishi Chemical,

Tokyo, Japan) 및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Kao Corp.)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유탕 과자는 배합 비율에 맞춰 재료를 반죽하고 반

죽을 일정하게 성형한 후 튀김기(DK-205, Delki, Goyang, Korea)

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결합형 3-MCPD 분석을 위해 유탕 과

자는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마쇄한 후 분석 전까지 냉동고(−20oC)

에 보관하였다.

가공 조건 별 유탕 과자 배합

유탕 과자 모델에서 결합형 3-MCPD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유탕 온도, 소금 함량, 유지 함량 및 유화

제의 종류를 달리하여 유탕 과자를 제조하였다(Table 1). 유탕 온

도가 결합형 3-MCPD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45,

160, 175과 190oC로 튀김유의 온도를 달리하여 유탕 과자를 제

조하였다. 소금 함량이 결합형 3-MCPD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천일염의 배합비율을 0, 2, 3, 4와 5%로 달리하여

유탕 과자를 제조하였고, 유지 함량이 결합형 3-MCPD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지의 배합비율을 0, 2, 3, 4와

5%로 달리하여 유탕 과자를 제조하였다. 유화제는 과자 제조에

사용되는 유화제 6종을 2%의 비율로 첨가하였다. 유탕 시간은

모두 5분으로 하였으며 소금, 유지 혹은 유화제를 함유하지 않는

유탕 과자를 각 실험군의 대조군으로 하였다.

3-MCPD 분석

결합형 3-MCPD 분석을 위해서는 3-MCPD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3-MCPD 분석법은 Yang 등(2018)의 방

법을 사용하였다. 3-MCPD 표준용액은 3-MCPD 표준품 1 mg을

100 mL의 ethyl acetate에 녹여 stock solution을 만들고, 각 농도로

단계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3-MCPD-d
5 
표준용액은 3-MCPD-d

5

표준품
 
1 mg을 ethyl acetate 100 mL에 녹여 10,000 μg/mL의 농도

로 만든 후 10 μg/mL로 희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MCPD 분석은 물추출, solid phase extraction (SPE), 농축 및

유도체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물추출 단계에서는 검체 5 g을

5 M NaCl 용액으로 30 mL가 되도록 정용하고 진탕기에서 250

rpm의 속도로 10분간 추출하고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4oC에서

4,5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SPE 단계

에서는 Extrelut® NT-3 컬럼에 물추출 용액 2 mL와 내부표준물질

(3-MCPD-d
5
, 10 μg/mL) 50 μL를 spike하여 10분간 흡착시켰다. 3-

MCPD가 흡착된 컬럼 상단에 무수황산나트륨 약 1 g을 가한 뒤,

dichloromethane 60 mL를 분당 2 mL의 속도로 용출하였다. 농축

단계에서는 용출액을 회전증발농축기를 이용하여 35oC에서 약 1

mL까지 농축한 후 농축액을 마개가 있는 작은 시험관으로 옮기

고 dichloromethane 3 mL로 농축플라스크를 씻어내어 남은 용액

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N
2
 기체를 이용하여 100 μL까지 농축하

였다. 유도체화 단계에서는 농축액 100 μL에 isooctane 900 μL와

HFBA 150 μL를 첨가하고 마개를 닫은 후 60oC의 항온수조에서



유탕 과자 모델에서 결합형 3-MCPD 생성 567

교반하면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상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증류

수 5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상층의 유기용매 층을 취

하여 약 1 g의 무수황산나트륨이 들어 있는 시험관에 넣어 수분

을 제거한 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3-MCPD 정량

3-MCPD 함량은 3-MCPD 표준물질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정량

하였다. 3-MCPD 검량선은 3-MCPD의 농도를 각각 10, 20, 50,

100, 500, 1,000, 2,000, 5,000, 10,000과 20,000 ng/mL가 되도록

조제하여 작성하였다. 표준시험용액은 각 농도의 3-MCPD 표준

용액 50 μL, 내부표준물질용액(3-MCPD-d
5
, 10 μg/mL) 50 μL,

isooctane 900 μL와 HFBA 150 μL를 혼합하고, 3-MCPD 분석법

과 같은 유도체화 조건으로 반응시킨 후 GC-MS로 분석하였다.

검량선은 3-MCPD 정량 ion (m/z 253)과 3-MCPD-d
5
 정량 ion

(m/z 257)의 피크면적 비를 y축으로, 3-MCPD 농도를 x축으로 하

여 작성하였다. 3-MCPD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3-MCPD 함량 (μg/g)= (1)

M: 검량선에서 계산된 3-MCPD 농도 (ng/mL)

V: 유도체화를 거친 최종 시험용액의 부피 (mL)

D: 물추출 단계에서 전체 시험용액 양에 대한 분석에 사용한

시험용액 양의 비

S: 검체 채취량 (g)

결합형 3-MCPD 분석

결합형 3-MCPD 분석은 Woo 등(2010)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결합형 3-MCPD 표준용액은 1,2-bis-palmitoyl-3-chloropropanediol

표준품 1 mg을 ethyl acetate 100 mL에 녹여 stock solution을 만

들고 각 농도로 단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포화 탄산수소나트륨

(NaHCO
3
)은 과량의 탄산수소나트륨을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였고

2% H
2
SO

4
는 H

2
SO

4
 2 g을 메탄올 98 g에 녹여 사용하였다.

결합형 3-MCPD 분석법은 크게 지방 추출, 가수분해와 3-MCPD

분석단계로 구분된다. 지방 추출 단계는 지방에 들어있는 결합형

3-MCPD를 추출하는 단계로 검체 5 g에 diethyl ether 30 mL를 첨

가한 후 진탕기에서 250 rpm의 속도로 1시간 동안 지방을 추출

하였다. 추출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추출은 2회 진행하였다. 지

방을 추출한 diethyl ether는 회전증발농축기(35oC)를 사용하여 약

1 mL까지 농축하였다. 다음 단계로 농축액을 마개가 있는 작은

시험관으로 손실을 최소화하여 옮긴 후 tetrahydrofuran 1 mL와

메탄올에 녹인 2% H
2
SO

4
 2 mL를 첨가하여 항온수조(60oC)에서

4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다. 이후 포화 탄산수소나트륨 0.5 mL를

첨가하여 가수분해를 중지시켰다. 이 때 생긴 흰색 침전물을 제

거하기 위해 4oC에서 4,500 rpm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

1 mL을 3-MCPD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가수분해 이후에는 앞

에서 언급한 3-MCPD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결합형 3-MCPD 정량

결합형 3-MCPD 분석은 결합형 3-MCPD를 가수분해하여 3-

MCPD를 정량 분석하는 것으로, 식품에 함유된 비결합형 3-MCPD

와 결합형 3-MCPD가 모두 3-MCPD로서 정량된다. 총 3-MCPD

함량은 가수분해 희석배수를 고려하여 다음 식과 같이 구하였다.

총 3-MCPD 함량 (μg/g)= (2)

M: 검량선에서 계산된 3-MCPD 농도(ng/mL)

M V× D×
1

S
---×

1

1000
------------×

M V× D
1

D
2

××
1

S
---×

1

1000
------------×

Table 1. Composition of fried snack model

Sample
Frying temp. 

(oC)
Oil
(%)

Flour
(%)

Emulsifier Water
(%)

Salt
(%)

Total
(%)Name Content (%)

Control

170 3.5

63 No emulsifier 0

30 3.5 100

GLE

61

Glycerin ester of fatty acids

2

SUE Sucrose ester of fatty acids

SOE Sorbitan ester of fatty acids

PS20 Polysorbate 20

PS80 Polysorbate 80

LEC Lecithin

Control No frying

3.5 61 Glycerin ester of fatty acids 2 30 3.5 100

T1 145

T2 160

T3 175

T4 190

Control

170 3.5

64.5

Glycerin ester of fatty acids 2 30

0

100

F1 62.5 2

F2 61.5 3

F3 60.5 4

F4 59.5 5

Control

170

0 64.5

Glycerin ester of fatty acids 2 30 3.5 100

O1 2 62.5

O2 3 61.5

O3 4 60.5

O4 5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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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유도체화를 거친 최종 시험용액의 부피(mL)

D
1
: 물추출 단계에서 전체 시험용액 양에 대한 분석에 사용한

시험용액 양의 비

D
2
: 가수분해 단계에서 전체 시험용액 양에 대한 분석에 사용

한 시험용액 양의 비

S: 검체 채취량(g)

결합형 3-MCPD의 함량은 총 3-MCPD 함량에서 비결합형 3-

MCPD 함량을 제외하였고, 결합형 3-MCPD 및 비결합형 3-MCPD

분석의 공시험을 각 3회 반복하여 공시험 값을 결합형 3-MCPD

함량에서 제외하였다.

결합형 3-MCPD 함량(μg/g)

=총 3-MCPD 함량(μg/g)−비결합형 3-MCPD 함량(μg/g) (3)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3-MCPD 분석은 Agilent 6890N/Agilent 5973N mass selective

detector (MSD) (Agilent Co.,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

고, GC 컬럼은 DB-5ms (30 m×0.25 mm i.d.×0.25 μm: J&W

Scientific, Folsom, CA, USA)를 사용하였다. 오븐 온도는 50oC에

서 5분간 유지 후 2oC/분의 속도로 90oC까지 올린 다음 5분간 유

지하였고, 30oC/분의 속도로 280oC까지 올린 다음 3분간 유지하

였다. 인젝터 온도는 250oC로 하였으며 주입모드는 비분할(splitless)

로 하였다. 운반기체(He)의 유속은 0.8 mL/분으로 하였고 이온화

전압은 70 eV로 하였다. MS 모드는 SIM (selected ion monitor-

ing)으로 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하였다.

유도체화 된 3-MCPD의 정성 분석을 위해 253, 275, 289, 291

과 453 (m/z)을 정성 ion으로 하였다. 정성 ion 중 가장 감도가

높은 ion을 정량 ion으로 선택하였으며 3-MCPD는 253 (m/z) 그

리고 3-MCPD-d
5
는 257 (m/z)을 선택하였다.

분석법 비교와 검증

3-MCPD 분석 시 흡착 컬럼으로 aluminium oxide를 사용한

Woo 등(2010)의 방법과 Extrelut® NT-3를 사용한 Yang 등(2018)

의 방법을 비교하였다. 과자 반죽을 만들어 검체로 사용하였으며

검체에 3-MCPD 표준물질을 500 ng/g의 농도로 첨가하고 각 분

석법으로 추출한 후 GC-MS에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램을 확인하

였다. 결합형 3-MCPD 및 3-MCPD 분석법 검증을 위해 검출한

계, 정량한계, 직선성, 정확성 및 정밀성을 확인하였다(MFDS,

2016).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2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으며 요인간의 유의성은 일원배치분산분석

으로 분석하고 p<0.05 수준에서 던컨의 다중검정을 이용하여 사

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3-MCPD 분석법 비교

3-MCPD 분석 시 SPE 단계에서 흡착 컬럼으로 aluminum

oxide를 사용한 방법과 Extrelut® NT-3를 사용한 방법을 비교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두 방법 모두 3-MCPD는 16.8분, 3-

MCPD-d
5
는 16.6 분에서 검출되었으며 분석대상물질 피크 주변

은 외부 물질로부터의 간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흡착 컬럼으로 Extrelut® NT-3를 사용한 방법이 aluminum oxide

를 사용한 방법보다 약 5배 높은 피크 면적을 보였다(Fig. 1). 따

라서 흡착 컬럼으로 Extrelut® NT-3를 사용하는 방법이 3-MCPD

분석에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Fig. 1. Selective ion monitoring (SIM) chromatograms of 3-MCPD and 3-MCPD-d
5
 extracted from snack dough model (ion: 253, 257 m/

z). (A) Extrelut® NT-3 and (B) aluminum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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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 검증

분석법 검증을 위해 검출한계, 정량한계, 직선성, 정확성 및 정

밀성을 구하였다. 분석기기의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를 검증하기

위해 3-MCPD 표준물질을 1, 2, 5, 10 및 20 ng/mL의 농도가 되

도록 제조하고 각 농도마다 5 회씩 GC-MS로 분석하여 저농도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저농도 검량선의 기울기와 y절편의 표준편

차에 근거하여 분석기기의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산출하였다.

검출한계는 0.86 ng/mL이며 정량한계는 2.61 ng/mL로 산출되었다

(R2=0.9936). 직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3-MCPD 표준물질을 10, 20,

50, 100, 500, 1,000, 2,000, 5,000, 10,000 및 20,000 ng/mL의 농

도로 제조하고 각 농도당 5 회씩 GC-MS로 분석하였다. 3-MCPD

표준용액을 주입하여 얻은 chromatogram에서 3-MCPD-d
5
 피크면

적에 대한 3-MCPD 피크면적의 비를 y축으로, 3-MCPD 표준용

액의 농도를 x축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10-20,000 ng/mL

의 농도 범위에서 검량선의 상관계수(R2)는 0.9997로 양호한 직

선성을 보였다.

정확성과 정밀성을 측정하기 위해 3-MCPD와 결합형 3-MCPD

를 각각 과자 반죽에 spike하였다. Matrix 효과를 고려하여 유탕

과자와 유사한 과자 반죽을 검증 matrix로 사용하였다. 3-MCPD

는 과자 반죽에 3-MCPD 표준물질을 30, 100 및 200 ng/g의 농

도가 되도록 첨가하고 3-MCPD 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합

형 3-MCPD는 과자 반죽에 결합형 3-MCPD 표준물질을 100, 300

및 600 ng/g의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고 결합형 3-MCPD 분석법

에 따라 분석하였다. 3-MCPD와 결합형 3-MCPD의 각 3가지 농

도를 3회씩 3일간 분석하였으며, 일내와 일간 정밀성 및 정확성

을 검증하였다.

3-MCPD의 경우 일내 정확성은 81.3-94.0% 그리고 일간 정확

성은 82.1-89.0% 수준이었다(Table 2). 결합형 3-MCPD는 과자 반

죽에서 일내 정확성이 84.1-99.3%, 그리고 일간 정확성은 87.7-

91.1%의 수준이었으며 3-MCPD와 유사한 정확성을 보였다. FDA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정확성은 농도가 10-100 ng/g일 경우 60-

115%, 100-1,000 ng/g일 경우 80-11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따

라서 3-MCPD 및 결합형 3-MCPD 분석법의 일내 및 일간 정확

성 모두 허용 범위 내에 포함되어 분석법이 유효하다고 생각된

다(HHS, 2015).

3-MCPD는 과자 반죽에서 일내 정밀성이 1.5-7.8%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그리고 일간 정밀성은 1.1-5.6% RSD

로 확인되었다(Table 2). 결합형 3-MCPD의 과자 반죽에서 일내

정밀성은 2.8-8.9% RSD, 일간 정밀성은 5.0-6.8% RSD로 확인되

었다. FDA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정밀성은 농도가 10-100 ng/g

일 경우 22%, 100-1,000 ng/g일 경우 11%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3-MCPD 및 결합형 3-MCPD 분석법의 일내 및 일간 정

밀성 모두 허용 범위 내에 포함되어 분석법이 유효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HHS, 2015).

유화제 종류에 따른 결합형 3-MCPD의 생성

유화제가 결합형 3-MCPD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화제 6종(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폴리소르베이트20, 폴리소르베이트80 및

레시틴)을 각각 첨가하여 반죽을 제조한 후 170oC에서 가공하여

유탕 과자를 제조하였으며, 유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반죽으로 같

은 조건에서 유탕과자를 제조하여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유화

제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유탕 과자의 결합형 3-MCPD 함량

은 Fig. 2A에 나타내었다.

비결합형 3-MCPD의 경우 레시틴을 첨가한 시료에서 0.034±

0.004 μg/g 생성되었으며, 다른 유화제를 첨가한 시료에서는 검출

되지 않았다. Velíšek 등(2003)은 3-MCPD의 전구체에 대한 연구

에서 글리세롤류와 레시틴이 3-MCPD를 생성한다고 보고하였는

데, 특히 레시틴이 가장 높은 3-MCPD 생성 능력을 보였다고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결합형 3-MCPD의 경우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를 첨가한 시

료에서 3.40±0.40 μg/g, 자당지방산에스테르를 첨가한 시료에서

1.70±0.21 μg/g,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를 첨가한 시료에서 2.03±

0.10 μg/g, 폴리소르베이트20을 첨가한 시료에서 1.22±0.07 μg/g,

폴리소르베이트80을 첨가한 시료에서 1.54±0.22 μg/g, 그리고 레

시틴을 첨가한 시료에서 1.76±0.08 μg/g 검출되었다. 대조군에서

도 1.38±0.07 μg/g의 결합형 3-MCPD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유탕

과자 반죽에 포함된 소금과 유지가 높은 온도의 튀김유에서 반

응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용된 유화제 종류에 따라 결합

형 3-MCPD의 함량에 차이가 있었으며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를 첨가한 시료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즉, 유화제 종류

는 결합형 3-MCPD의 생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글리세린지방산에

스테르를 유화제로 사용 시 결합형 3-MCPD의 생성이 증가할 것

으로 생각된다. Reece(2005)는 글리세롤 혹은 부분 glyceride된 식

품첨가물을 사용할 경우 결합형 3-MCPD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으며, Shimizu 등(2012)은 모노 혹은 다이아실글리세롤이

존재할 경우 결합형 3-MCPD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는 지방산과 글리세린 또는 폴리글리세

린의 에스테르 및 유도체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글리

세린지방산에스테르는 glycerin monostearate가 주성분이었다. 글

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를 첨가한 시료에서 결합형 3-MCPD가 가

장 많이 생성된 것은 glycerin monostearate가 전구체로 작용하여

결합형 3-MCPD가 생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Glycerin monostearate에서 결합형 3-MCPD가 생성되는 기작은

Table 2. Accuracy and precision of 3-MCPD and bound 3-MCPD from snack dough model spiked at three different concentrations

Compound 
name

Conc.
(ng/g)

Intra day 1 Intra day 2 Intra day 3 Inter day

Accuracy Precision Accuracy Precision Accuracy Precision Accuracy Precision

(%) (% RSD) (%) (% RSD) (%) (% RSD) (%) (% RSD)

3-MCPD

30 89.1 7.8 85.7 6.4 82.0 1.5 85.6 4.6

100 83.1 3.0 81.3 2.2 81.8 2.8 82.1 1.1

200 84.6 2.7 94.0 1.9 88.3 3.2 89.0 5.6

Bound 
3-MCPD

100 89.0 7.0 94.5 2.8 89.7 5.3 91.1 5.0

300 84.1 3.3 99.3 3.7 92.1 7.9 87.7 5.0

600 86.2 4.7 89.4 6.9 87.5 8.9 88.7 6.8

RSD means rela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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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o 등(2016)에 의해 제안되었다. 즉, 가열에 의해 모노아실글리

세롤(monoacylglycerol)의 C-3에서 하이드록실 라디칼(hydroxyl

radical)이 제거되면서 탄소 중심 라디칼(carbon-centered radical)이

생성되고, 이 라디칼과 C-1에 있는 에스테르의 카보닐기가 반응

하여 cyclic acyloxonium free radical 중간체를 생성한 후 염소 라

디칼이 반응하여 결합형 3-MCPD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유탕 온도에 따른 결합형 3-MCPD의 생성

유탕 온도가 결합형 3-MCPD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145, 160, 175 및 190oC의 기름에서 유탕 과자를 제조

하여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대조군은 튀기지 않은 반죽을 상온

에서 보관한 것으로 하였다. 유탕 온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시료

에서 결합형 3-MCPD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B에 나타

내었다.

비결합형 3-MCPD는 모든 실험군에서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

는 유화제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결합형 3-MCPD는 대조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145oC

에서 0.64±0.03 μg/g, 160oC에서 4.00±0.26 μg/g, 175oC에서 7.34±

0.41 μg/g, 그리고 190oC에서 15.46±0.41 μg/g이 검출되었다. 유탕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합형 3-MCPD의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

여, 유탕 온도가 190oC일 때는 유탕 온도가 145oC일 때에 비해

결합형 3-MCPD가 약 24배 많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유탕 과자

에서 유탕 온도는 결합형 3-MCPD의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Chai 등(2018)은 beef flavor에 소금을 첨가하고

가열을 하였을 때, 가열 온도가 높을 수록 결합형 3-MCPD의 생

성량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소금 함량에 따른 결합형 3-MCPD의 생성

소금 함량이 결합형 3-MCPD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소금을 2, 3, 4 및 5% 첨가한 반죽을 170oC에서 가공하

Fig. 2. Effects of emulsifier, frying temperature, salt, and oil on the formation of bound 3-MCPD in fried snack model. (A) Effect of
emulsifier, GLE: glycerin ester of fatty acids, SUE: sucrose ester of fatty acids, SOE: sorbitan ester of fatty acids, PS20: polysorbate 20, PS80:
polysorbate 80, LEC: lecithin; (B) Effect of frying temperature; (C) Effect of salt; and (D) Effect of oil. a-e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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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탕 과자를 제조하였으며,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반죽으로

같은 조건에서 유탕과자를 제조하여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소

금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유탕 과자의 결합형 3-MCPD 분석

결과는 Fig. 2C에 나타내었다.

비결합형 3-MCPD는 모든 실험군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결합

형 3-MCPD는 대조군에서 0.54±0.07 μg/g, 2%의 소금을 첨가한

시료에서 1.69±0.51 μg/g, 3%의 소금을 첨가한 시료에서 3.00±0.15

μg/g, 4%의 소금을 첨가한 시료에서 5.05±0.41 μg/g, 그리고 5%

의 소금을 첨가한 시료에서 7.29±0.58 μg/g 검출되었다. 대조군에

서도 결합형 3-MCPD가 검출되었는데 Reece(2005)는 유화제와 밀

가루개량제 등 식품첨가물을 사용 시 결합형 3-MCPD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Shimizu 등(2012)은 튀김유로 사용된 대

두유가 탈취 과정을 거치면서 결합형 3-MCPD를 함유할 수 있

다고 하였으며, Tiong 등(2018)은 식물성 기름에 포함된 유기염

소에 의해 결합형 3-MCPD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소금이 첨가되지 않더라도 결합형 3-MCPD가 생성될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군의 경우 사용된 소금 함량에 비례하여

결합형 3-MCPD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의 소

금을 첨가하였을 때에 비해 5%의 소금을 첨가하였을 때 결합형

3-MCPD가 약 4배 많이 생성되었다. Chai 등(2018)은 beef flavor

에 소금의 양을 변화시켜 결합형 3-MCPD의 생성량을 측정하였

는데 첨가된 소금 함량이 증가할수록 결합형 3-MCPD의 생성량

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유탕 과자에

첨가되는 소금 함량은 결합형 3-MCPD의 생성에 크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지 함량에 따른 결합형 3-MCPD의 생성

유지 함량이 결합형 3-MCPD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triolein을 2, 3, 4 및 5% 첨가한 반죽을 170oC 기름에서

튀겨 유탕 과자를 제조하였으며, triolein을 첨가하지 않은 반죽으

로 유탕 과자를 제조하여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유지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시료의 결합형 3-MCPD 분석 결과는 Fig. 2D에

나타내었다.

비결합형 3-MCPD는 모든 실험군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결

합형 3-MCPD의 경우 대조군에서는 1.66±0.07 μg/g, 2%의 유지를

첨가한 시료에서 1.95±0.08 μg/g, 3%의 유지를 첨가한 시료에서

1.58±0.07 μg/g, 4%의 유지를 첨가한 시료에서 1.91±0.22 μg/g, 그

리고 5%의 유지를 첨가한 시료에서 2.08±0.20 μg/g이 검출되었

다. 즉, 사용된 유지 함량과 결합형 3-MCPD 생성량 사이에는 유

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유지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서도 결합형 3-MCPD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유지가 첨가되지 않

더라도 유탕 과자에 포함된 소금, 튀김유와 유화제 등에 의해 결

합형 3-MCPD가 생성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유지 함량은 결

합형 3-MCPD의 생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탕 과자 모델에서 4가지 요인(유화제 종류,

유탕 온도, 소금 함량, 유지 함량)이 결합형 3-MCPD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3-MCPD 분석법 검증을

위해 검출한계, 정량한계, 직선성, 정밀성 및 정확성을 구하였고,

분석 시 흡착 컬럼으로 사용한 aluminum oxide와 Extrelut® NT-3

컬럼을 비교하였다. Aluminum oxide에 비해 Extrelut® NT-3 컬럼

으로 추출하였을 때 피크 면적이 약 5배 더 높아, 흡착 컬럼으

로 Extrelut® NT-3를 사용하는 방법이 3-MCPD 분석에 더 적합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직선성은 3-MCPD 표준용액 검량선의 상관계수가 0.9997 이상

의 양호한 직선성을 보였다. 기기의 검출한계는 0.86 ng/mL, 정량

한계는 2.61 ng/mL이었다. 분석법의 정밀성 및 정확성은 과자 반

죽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3-MCPD 분석법의 일내 정확성은

81.3-94.0%, 일간 정확성은 82.1-89.0% 수준이었으며, 결합형 3-

MCPD 분석법의 일내 정확성은 84.1-99.3%, 일간 정확성은 87.7-

91.1% 수준이었다. 3-MCPD 분석법의 일내 정밀성은 1.5-7.8%

RSD, 일간 정밀성은 1.1-5.6% RSD 수준이었으며, 결합형 3-

MCPD 분석법의 일내 정밀성은 2.8-8.9% RSD, 일간 정밀성은

5.0-6.8% RSD 수준이었다.

유탕 과자 모델에서 유화제 종류는 결합형 3-MCPD 생성에 영

향을 주어 유화제 6종 중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를 첨가한 시

료에서 가장 많은 결합형 3-MCPD가 검출되었다. 유탕 온도에

따른 결합형 3-MCPD 생성량을 분석한 결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결합형 3-MCPD의 함량도 증가하였다. 190oC로 가열하였을

때 145oC에 비해 결합형 3-MCPD 함량은 약 24배 높았다. 소금

함량 또한 결합형 3-MCPD 생성에 영향을 주어 소금 함량에 비

례하여 결합형 3-MCPD의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유

지 함량에 따른 결합형 3-MCPD 생성량을 분석한 결과 유지 함

량이 증가하여도 결합형 3-MCPD의 생성량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유탕 과자에서 유화제 종류, 유탕 온도

와 소금 함량이 결합형 3-MCPD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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