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시험법
가. 시험법 적용범위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과자류, 감자튀김, 커피 등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
균질화한 검체를 물로 추출한 후 정제용 카트리지로 정제하여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로 분석한다.
다.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표준원액 : 아크릴아마이드 표준품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
mg/mL가 되게 한다.
4) 내부표준원액 : 탄소(C) 13 동위원소(13C3)로 치환된 아크릴아마이드
-13C3 표준품을 정밀히 달아 메탄올에 녹여 1 mg/mL가 되게 한다.
5)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물로 희석하여 적당한 농도가 되게 한다.
6) 내부표준용액 : 내부표준물질 표준원액을 0.1% 개미산으로 희석하여
200 ng/mL가 되게 한다.
7) 정제용 카트리지 : HLB (Hydrophilic lipophilic balance) 카트리지(
200 mg, 6 mL), SCX (Strong cation exchange) / SAX (Strong anion
exchange)혼합 카트리지 (Bond Elut-Accucat, C8, SCX, SAX 200㎎,
3 mL) 또는 이와 동등한 것
8) 막여과지(membrane filter) : 0.45 μm PVDF 또는 이와 동등한 것
9) 기타시약 : 특급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과자류, 감자튀김 등
균질화한 검체 1 g을 정밀히 취하여 50 mL 폴리프로필렌 튜브에 넣고
내부표준용액 1 mL와 물 9 mL를 가하여 20분간 진탕한 후 원심분리
기를 이용하여 20,000 × g로 30분간 원심분리한다. 이후 원심분리하
여 얻어진 물층 5 mL를 0.45 μm 막여과지(PVDF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 A로 한다. 메탄올 3.5 mL와 물 3.5 mL로 활성화시킨
HLB 카트리지에 A액 1.5 mL를 넣어 통과시킨 후 물 0.5 mL는 흘려버
리고 물 1.5 mL를 용출시켜 모아 B액을 얻는다. 메탄올 2.5 mL와 물
2.5 mL로 활성화시킨 SCX / SAX 혼합 SPE 카트리지에 B액 1.5 mL를
넣어 처음 유출되는 0.5 mL를 흘려버리고 이후 얻어진 1 mL를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의 시험용액으로 한다.
2) 볶은 커피
볶은 커피 원두를 분쇄하여 표준망체(No. 18, 1.0 ㎜, 16 mesh)로 걸러
내려받아 균질화한 다음, 1)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과자류, 감자
튀김의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른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
가) 칼럼 : C18(2.1 × 150㎜, 1.8㎛)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이동상
(1) 이동상 A : 0.1% formic acid를 함유한 물
(2) 이동상 B : 메탄올
(3) 농도 구배 조건
시간(분)
0
3
7
8
9
15

이동상 A(%) 이동상 B(%)
99.5
0.5
99.5
0.5
90
10
90
10
99.5
0.5
99.5
0.5

※ 이동상 gradient 조건은 사용기기의 최적값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질량분석기 측정조건
가) 유속 : 0.2 mL/min
나) 칼럼온도 : 40℃
다) 주입량 : 5 μL
라) 이온화방식 : ESI (positive)
마) Capillary temperature : 350℃
바) Capillary voltage : 2.0 kV
사) 분석대상물질의 조건
물질명
(Compounds)

아크릴아마이드
(Acrylamide)

아크릴아마이드-13C3
13
(Acrylamide- C3)

분자량

생성이온

(Precursor

(Product ion,

(Collision

ion, m/z)

m/z)

energy, eV)

27

12

55

10

58

25

(Molecular

3.4

71.08

71.03

72

3.4

74.06

74.05

75

weight)

관측질량

선구이온

머무름
시간(분)

(Exact mass)

충돌에너지

※ 밑줄 표시 되어 있는 것은 정량이온이며 그 외 이온은 정성이온임
※ 각 생성이온(Product ion)에 대한 질량분석기의 기기조건은 사용기기의 최적값으로 변
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정성시험
위의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표준용액 피크의 머
무름 시간과 비교하여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선구이온(Precursor ion) 및 생성이온(Product ion)이 일치하여야 하고,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Response ratio)
을 비교하여 그 비율은 주1)과 일치하여야 한다.
주1. 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허용범위
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 50 %
> 20 %
> 10 %

∼≤
∼≤

50 %
20 %

허용범위

≤
≤
≤

20 %
25 %
30 %

아. 정량시험
정성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량선 표준용액에서 얻어진 표준물질
및 내부표준물질의 피크면적비[AS/AIS]를 Y축으로 하고 표준물질의 농
도를

X축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시험용액의

피크면적비

[ASAM/ASAMIS/D]를 Y축에 대입하여 아크릴아마이드의 농도를 계산한다.
AS : 검량선 표준용액의 표준물질 피크면적
AIS : 검량선 표준용액의 내부표준물질 피크면적
ASAM : 시험용액의 아크릴아마이드 피크면적
ASAMIS : 시험용액의 아크릴아마이드 내부표준물질 피크면적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mg/kg)= C × V/S × D
C : 검량선에서 계산된 아크릴아마이드의 농도(ng/mL)
V : 시험용액의 최종부피(mL)
S : 검체 채취량(g)
D : 희석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