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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Cyclofenil은 국제올림픽 원회(IOC)에서 지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실

험에서는 GC/MS를 사용하여 소변으로부터 cyclofenil의 복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만

들었다. 이를 하여 cyclofenil  그 사체들의 추출 회수율을 측정하 는데 pH 5-9 사이가 

최 의 추출 조건이었으며, 소변으로는 모 약물인 cyclofenil은 배설되지 않아서 검출하지 못하

고 신에 그 사체들을 검출함으로써 cyclofenil의 복용여부를 검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체들은 가수분해 후 pH 9.6에서 에테르로 추출하여 MSTFA로 유도체화시켜서 GC/MS로 분

석하 다.

Abstract：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prohibits the use of cyclofenil for male. To prove 

whether cyclofenil product was taken or not, the analytical method in urine using GC/MS was 

established. The extraction recoveries of cyclofenil and its metabolites were higher in the range of pH 

5-9. Because the parent drug (cyclofenil) was not excreted in urine, metabolites were detected and 

theses were used as a criteria of cyclofenil dose. Therefore the metabolites were hydrolyzed, extracted 

at pH 9.6, derivatized with MSTFA and analyzed by 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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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Cyclofenil [4,4'-(cyclohexylidenemethylene)bis(phenyl 

acetate), CFN]은 에스트로겐 성질과 항 에스트로겐 성

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diphenylethylene계 유도체로

써 그 구조는 Fig. 1과 같다. 분자량은 364이며, 물에 

한 용해도는 매우 작고 알코올에는 매우 잘 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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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의 분말형태이다. CFN은 1963년 스웨덴의 Uppsala 

학의 Miquel에 의해 최 로 합성되었는데, 우수한 

배란유발 효과로 인해 무배란성 불임 환자에게 불임치

료제로서 세계 각국에서 리 이용되어 오던 , 1968

년 Netter에 의해 CFN이 뇨  FSH(Follicle stimulating 

hormone, 난포자극호르몬) 배설을 감소시킨다는 사실

이 밝 짐으로써 이 약물이 폐경기 장애에 사용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1 한, CFN의 장기투여로 폐경기

의 자율신경계 이상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2는 사실

이 밝 진 이후, 이탈리아의 Poli사에서 폐경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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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로써 Neocylm이라는 상품명으로 1982년 발매되

어 지 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 

c OO CC CH3

O

H3C

O

Fig. 1. Chemical structure of cyclofenil

CFN은 시상하부에서 난소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

여 시상하부-뇌하수체 기능상태에 따라 폐경기 여성에

게 약한 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각종 폐경기 증후군 (안면홍조, 감각이상

증, 심계항진, 두통, 불안, 조, 우울증, 발한, 골조송

증 등)을 개선시킨다. 한 가임기의 무배란 여성에게

는 항 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성선 자극 호

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배란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한

다. CFN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estradiol 

valerate, placebo 등은 환자에게 투여시 동등한 임상  

결과를 얻었지만 치료말기에 경도의 체 증가와 유방

통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유방암

을 일으킬 수 있는 prolactin 농도의 격한 증가가 발

견된 바 있으나, CFN 투여시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 그러나 CFN이 

생체내에서 내인성 스테로이드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성질이 오용되어 일부 운동선수들이 이러한 약물을 임

상  치료 목 이외에 근육강화와 지구력 향상, 체력

증진 등의 경기력 향상을 목 으로 스포츠에 오․남용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제 올림픽 원회 

(IOC)에서 남성에 해서는 이를 지약물로 규정하여 

규제하기 시작하 다.4

Cyclofenil에 한 소변에서의 분석 연구는 거의 되

어 있지 않고 액에 한 분석연구는 발표된 논문들

이 있다.5-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약

물로 새롭게 추가된 CFN과 그의 사체에 한, 분석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2. 실  험

2.1. 분석기기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기기는 시료의 분석을 해 

Hewlett-Packard사의 HP 5890 GC에 direct interface로 

연결된 5970 Mass Selective Detector (MSD)를 사용하

다. 컬럼은 Ultra-2 (Hewlett-Packard, 길이 17 m, 직

경 0.20 ㎜, 필름두께 0.33 ㎛)를 사용하 다.

경구투여용 cyclofenil은 (주) 원제약의 제품을 사

용하 고, 표 품도 (주) 원제약으로부터 공 받아 

메탄올에 녹여 1000 ㎍/㎖ 표 용액을 만들어 사용하

다.

시료 처리 과정에 있어서 산화방지를 해 사용

한 L-cysteine은 Sigma사 (미국)로부터 구입하 고 pH 

조 을 해 사용한 5 N potassium hydroxide 용액은 

KOH (Junsei사, 일본)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사용하

다. Sodium sulfate는 Aldrich사 (미국)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유도체화 시약인 MSTFA는 Sigma사(미

국)로부터 구입하 다.

2.2. 실험과정

2.2.1 뇨 시료의 채취와 표 용액의 제조

실험에 사용한 뇨 시료는 건강한 성인남자 (나이 : 

42세, 체  : 65㎏)에게 cyclofenil 200 ㎎ (200 ㎎/1 

Tab)을 일회 복용시킨 뒤 0～48 시간 사이 동안에 채

취하 으며 분석 까지 2～3 ℃의 냉장상태에서 보

하여 사용하 다. Cyclofenil의 표 용액은 표 품을 

메탄올에 용해시켜 1000 ㎍/㎖가 되도록 제조한 후 희

석하여 사용하 다. 이들 표 용액도 모두 암소에서 

냉장 보 하여 사용하 다.

2.2.2 pH에 따른 cyclofenil 표 물질의  회수율 

 사체의 상  회수율 시험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cyclofenil의  회수율 

조사를 통해 최 의 추출조건을 알아내고자 10 ㎍/㎖ 

농도에서 회수율 시험을 3회씩 실시하 다. Cyclofenil

을 복용하지 않고 채취한 소변 5 ㎖에 cyclofenil 표

용액 (1000 ㎍/㎖)을 각각 25 ㎕와 50 ㎕씩 가한 후, 

추출용매인 에테르를 2 ㎖씩 넣어  뒤 3 N HCl과 5 

N KOH를 사용하여 pH를 1, 3, 5, 7, 9, 11로 조 하

다. 염석효과를 해 sodium sulfate를 약간 넣어  

뒤 진탕기를 사용하여 20분간 진탕시켜 추출하 다. 

이 용액을 2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고 -30 ℃

의 냉동기를 사용하여 유기층과 수층을 분리하 다. 

유기층을 다른 시험 에 옮기고 여기에 내부표 물질 

(toliprolol)을 가하여 GC/MSD에 2 ㎕를 주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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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들에 한 상  회수율 실험은 표 품이 없기 

때문에 약물 복용 후 채취된 소변을 통해서 회수율 실

험을 하 다. Cyclofenil과 마찬가지로 pH를 1, 3, 5, 7, 

9, 11, 13으로 소변의 pH를 조 한 후 에테르로 추출한 

후 MSTFA로 유도체화를 시킨 후 GC/MSD로 분석하

으며 자세한 실험 차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다.

2.2.3 유도체화 과정  GC/MSD 분석

5㎖ 뇨 시료를 원심분리 시험 에 취하고 6 N 염산

용액과 L-cysteine 100 ㎎을 가한 후 105℃에서 30분 동

안 가수분해시킨다. 시험 이 냉각된 후 에테르 5 ㎖를 

가하고 10분 동안 진탕기에서 진탕시킨 후 2500 rpm에

서 5분 동안 원심분리 시킨다. 유기층을 취하여 다른 

시험 에 옮기고 5 N KOH를 사용하여 pH를 조 하고, 

t-butanol 0.5 ㎖와 에테르 5 ㎖를 넣은 후 sodium 

sulfate 3 g을 넣어서 20분 동안 진탕시키고 5분 동안 

원심분리시켜서 에테르층을 반응용 시험 으로 옮겼다. 

질소기체를 사용하여 에테르를 완 히 말린 후 methyl 

orange가 200 ㎍/ml이 포함된 acetonitrile-trifluoroacetic 

acid (60:40, v/v) 혼합용액 50 ㎕로 추출물을 용해 시킨

다. 유도체화 시약인 MSTFA (N-methyl-N-trimethylsilyl- 

trifluoroacetamide)를 90 ㎕를 가하여 80℃에서 10분간 

반응시켜 유도체 반응을 완결하 다. 시료를 실온에서 

냉각시킨 뒤 GC/MSD에 2 ㎕를 주입하 다.

바탕실험(blank urine)을 해 cyclofenil을 복용하기 

의 뇨 시료를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한 뒤, 같은 조

건에서 GC/MSD에 2 ㎕ 주입하여, 복용하기 과 후

를 비교하 다. 

3. 결과  고찰

3.1. GC/EI-MS에 의한 cyclofenil  그 사

체 확인

기체 크로마토그래 에 분석하기에 합한 성질로 

만들기 하여 cyclofenil  사체는 TMS 유도체를 

시켜서 극성을 감소시키고 휘발성이 큰 형태로 만든 

후 GC/EI-MS에 주입하여 각각의 이온화 방식에서 크

로마토그램과 질량 스펙트럼을 얻었다. 사체의 확인

을 해서는 cyclofenil을 복용하기 의 뇨 시료(blank 

sample)와 복용 후의 뇨 시료에 한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함으로써 사체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에 의하면 

모 약물인 cyclofenil 자체는 소변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체로 추정되는 물질을 9.53분과 

10.52분에서 검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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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mpared GC/EI-MS chromatograms obtained 

a dosed urine (upper layer) and a blank urine 

sample (lower layer).

사체들에 한 질량스펙트럼은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9.53분에서 검출된 사체는 분자량이 424 

(Fig. 3)로 측정되었는데 나타내었는데, 이는 CFN의 구

조에서 아세틸기가 두 개가 떨어진 히드록실기 형태로 

변한 사체에 TMS가 두 곳에 결합된 형태이며, m/z 

409는 분자이온에서 메틸기가 하나 떨어진 이온이다. 

분자량 424의 이 물질을 M1이라고 표시하 다. 

Fig. 3. GC/EI-MS spectrum of the derivatized (bis-O-TMS) 

metabolite M1

Blank urine

Dosed urine

M2

M1

Time-->

Abundance

9.5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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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분에서 보여진 스펙트럼 (Fig. 4)에서 사체

(M2)는 분자이온이 m/z 512에서 측정되었는데, 분자량 

512는 사체 M1의 cyclohexyl기에 hydroxylation된 형

태가 TMS 작용기와 유도체화 반응에 의해 결합된 형

태이다. M/z 497은 여기에서 메틸기가 하나 떨어져 나

간 이온이다.

Fig. 4. GC/EI-MS mass spectrum of the derivatized 

(tris-O-TMS) metabolite M2.

3.2 추출 회수율

여러 pH (1, 3, 5, 7, 9, 11)에서 cyclofenil 표 물질

에 해서는  회수율을 조사하 으며, 그 사체

들에 해서는 pH에 따른 상 인 추출 회수율 시험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모 약물인 cyclofenil은 산성조

건에서 높은 회수율  좋은 반복성을 나타내는 가운

데 pH 5에서 가장 높은  회수율(93.7%)을 나타내

었으며 염기성에서는 추출 회수율이 낮고 반복성도 좋

지 않았다(Table 1). 하지만 모 약물은 소변에서는 검

출되지 않으므로 실제 약물검사시에는 사체의 추출 

pH가 요할 것이다.

Table 1. Extraction recoveries of cyclofenil

pH
10 ㎍/ml

1 3 5 7 9 11

Recovery

(%)

77.5

85.3

79.9

89.1

77.9

83.7

95.7

86.3

99.2

46.5

37.5

43.2

29.2

37.1

31.3

35.6

29.4

38.9

Average

(%)
80.9 83.6 93.7 42.4 32.5 34.6

RSD

(%)
5.0 6.7 6.7 10.5 13.1 12.4

따라서 cyclofenil의 복용여부를 단하는 사체에 

한 회수율이 pH에 따른 상 인 추출 회수율(가장 

높은 피이크 분값(pH 7)에 한 상 인 분값)을 

조사하 다. 그 결과는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사체 M1은 pH 7이상에서 거의 일정한 회수율을 나

타내었으며, M2의 경우는 pH 5-9사이에 높은 회수율

을 나타내었고 pH 9이상의 염기성 조건에서는 회수율

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pH 11이상에서는 격하게 감

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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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ve extraction recovery of the metabolite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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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ve extraction recovery of the metabolite M2.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cyclofenil의 사체 분석에서

는 추출시 pH는 7-9사이가 함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회수율에서 큰 손실없이 기존의 약물검사 방법에

서 동시에 분석하고 있는 베타-차단제, 마약류와 동시

에 분석 (pH는 9.6에서 추출)이 가능하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로부터 cyclofenil의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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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소변으로 검사하기 해서는 그 사체인 M1

과 M2를 GC/MS로 검출함이 타당하며, 이들 화합물의 

추출율은 pH 7-9 정도가 하며 GC/MS 분석을 

한 유도체화 방법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

이 확립된 GC/MS에 의한 소변 시료 의 cyclofenil 

사체 분석법은 cyclofenil의 복용여부를 단할 수 있

는 방법이 되므로 국제올림픽 원회 (IOC)  각 경기

단체에서 지하고 있는 cyclofenil의 복용여부를 검사

하는데 용할 수 있으며, 법의학, 임상의학 측면에서

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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