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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계란 중에 잔류하는 6 종의 글루코코티코이드 약물을 극미량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동시분석을 위한 시료 추출방법과 정제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의 최적

화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5 g의 계란에 초산 완충용액을 사용하

여 시료의 pH를 5.2로 조절한 후 효소 가수분해를 위해 Helilx pomatia를 사용하였다. 혼합물을 원심분

리하여 20 mL n-헥산으로 두 번 추출하였다. 다시 HLB 카트리지에서 메탄올에 의한 추출이 이루어진

후 연속해서 실리카 카트리지에서 메탄올/에틸아세테이트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분석물질은 역상 HPLC/

ESI-MS/MS로 분석하였으며 ESI는 음이온 모드를 사용하였다. 검정곡선의 상관계수는 0.99 이상을 나타

내었고 검출한계는 0.09-0.17 µg/kg 이었으며 회수율은 55.7-69.8%이었다. 바탕 계란 중에서 실험된 유효

성 검증방법에 근거하여 확립된 분석법은 계란 중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수 µg/kg 농도까지 검출하는데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pecific analytical method able to identify and quantify traces of six glucocorticoids residues in

eggs were developed. The extraction and clean-up parameters for simultaneous analysis were evaluated and

HPLC and spectrometric conditions were also established. For determination of glucocorticoids, 5 g of egg

was transferred into a test tube, adjusted pH 5.2 with acetate buffer and was β-glucuronidase/arylsulfatase from

Helix pomatia added. The mixture was centrifuged and supernatant was extracted twice with 20 mL n-hexane.

The extraction was performed with HLB cartridge using methanol, followed by clean-up with silica cartridge

using methanol/ethyl acetate (4/6, v/v). The analytes were determined by HPLC/ESI-MS/MS operating in the

negative ion mode. Validation studies with fortified egg samples for established method were performed. The

result of method validation gave good efficiency, linearity, accuracy and precis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r2) of the calibration curves appeared to be higher than 0.99 in egg, indicating excellent linearity. LOD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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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d 0.09 to 0.17 µg/kg, and recoveries for most compounds were in the range of 55.7-69.8%. This method

can be used to determine µg/kg levels of glucocorticoids in eggs.

Key words : Glucocorticoids, LC/MS/MS, egg

1. 서 론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 예방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들 약품을 복용한

가축은 대부분 식품으로 제공되므로 동물용 의약품에

관하여 대상 동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외에 축산물

중 잔류로 인한 공중 보건적 위험, 내성균의 확산 등

의 영향이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에서는 축산물 중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설정하여 가축에

사용된 동물용 의약품이 축산물 심부 또는 표면에 존

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잔류농도를 규제하고 있다. 

CODEX 등 국제기구에서는 잔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위험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잔류허

용기준 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간의 조화를 유

도하고 있으며, EU,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보다 과

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험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자국민

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1 

글루코코티코이드는 부신피질호르몬으로 아미노산

을 포도당으로 전환, 지방산의 물질대사 등을 촉진하

여 혈당을 증가시키고, 보조 T 림프구를 억제하여 염

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항 염증작용으로 인하여

류마티스 치료 및 항 스트레스에 사용된다. 그러나 인

공적으로 합성한 글루코코티코이드 약물들은 수분과

지방의 머무름으로 인하여 체중을 증가시키고, 사료

전환비율을 감소시키는데 베타-아고니스트(β-agonist)

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s)와 같은 다

른 분자들과 결합하였을 때 시너지효과를 나타낸다.2,3

그러므로 이들은 사료나 주사를 통해서 가축에 투여

하여 성장촉진제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4,5

따라서 유럽의 European Medicines Agency (EMEA)

에서는 살찌게 하는 목적으로 합성 글루코코티코이드

를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동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낮은 농도의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글루코코티코이의 초기 분석방법은 LC-UV/Vis를6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지만 이 방법은 선

택성이 결여된 관계로 GC/MS 분석법7,8으로 대체되었

다. GC/MS에 의한 분석방법은 유도체화 과정이 필요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최근에는 LC/MS/

MS 방법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9-15

계란 중에서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분석하기 위한 시

료 전처리 방법은 제한적이며16 우유나 생체 조직들로

부터 분석하는 방법들로서 대부분 고체상 추출법을

사용한 추출 및 정제방법이다.9 

본 논문에서는 가축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물질 중 국내에서 잔류농도를 규제하고자 검토

중인 글루코코티코이드 6종 즉, flumethasone, dexa-

methasone, betamethasone, prednisone, prednisolone,

methylprednisolone에 대하여 계란 중 잔류하는 양을

측정하도록 선택하였다. 분석 물질은 계란 중에 수

µg/kg 정도의 미량으로 존재하며 시료 매트릭스에 많

은 방해 물질이 존재하고, 의약물질의 물리적 성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시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분석방법에서는 SPE 카트리지를 3개 사

용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본 논

문에서는 Shao 등이 발표한 논문16에 근거한 시료 전

처리방법을 변형하여 6종의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동시

에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확립하고 이 방법에 대

한 유효성 검증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기구 및 시약

2.1.1. 기구

실험에 사용한 시험관 등 모든 유리 기구는 세척액

과 3차 증류수로 세척 후 건조하여 사용하였고, 시료의

농축을 위한 질소농축기는 Caliper Lifescience사 (Seattle,

WA, USA)의 TurboVap LV 농축기를 사용하였다. 고체

상 추출법에 사용한 Oasis HLB (Hydrophilic Lipophilic

Balance, 500 mg, 6 cc)와 Sep-Pak 실리카 카트리지

(500 mg, 6 cc)는 Waters사(Milford, Massachusetts,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vacuum manifold는 Supe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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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Bellefonte, PA,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원심분

리기는 Vision Scientific사(Bucheon, Korea)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료 혼합을 위해서는 Vision

Scientific사(Bucheon, Korea)의 vortex mixer를 사용하

였다. 

2.1.2. 시약 

표준물질 flumethasone, dexamethasone, betamethasone,

prednisone, prednisolone, methylprednisolone, 내부표준

물질 1종(fluorometholone)은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의 고순도 시약을 사용하였다. 

메탄올, 아세토나이트릴, 아세톤 등의 용매는 J.T.

Baker사(NJ, USA)의 HPLC 등급 시약을 사용하였고,

Helix pomatia로서 β-Glucuronidase/Arylsulfatase는 Roche

사(Mannheim,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개미산(formic

acid)은 Fluka사(Seelze, Germany), 증류수는 Milli-Q

system을 통과한 3 차 증류수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6 종의 구입한 표준시약과 내부표준물

질(fluorometholone)은 메탄올을 이용하여 1000 µg/mL의

표준용액으로 제조하여 -20 oC 냉동고에 보관하였으며,

표준용액을 취하여 메탄올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1.3. 분석기기

실험에 사용한 LC/MS/MS는 시료 자동주입기

(Agilent 1200 series Autosampler)가 장착된 Agilent

사(Palo Alto, CA, USA)의 Agilent 1200 series HPLC

를 사용하였다. 질량분석기는 Agilent사 6410 Triple

Quadrupole tandem mass spectrometer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이온화방식은 ESI (Electrospray

ionization)를 사용하였다. 컬럼은 Agilent 사(Palo Alto,

CA, USA)의 Eclips C18을 사용하였다.

6종의 글루코코티코이드와 내부표준물질 fluorome-

tholone의 동시분석을 위해 길이 100 mm, 안지름은

2.1 mm, 입자크기는 3.5 µm의 C18 컬럼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0.1% formic acid 를 포함한 수용액 (A)과

0.1% formic acid 를 포함한 아세토니트릴 (B)을 사용

하였다. 시료의 주입량은 5 µL이고 유속은 0.3 mL/

min로, 초기에는 이동상 B를 25%에서 10분까지 30%

로 증가, 20분까지 60%로 증가 시킨 후 20.1분에 재

평형을 위해 10분 동안 25%으로 감소시켰다. ESI-

MS/MS의 조건으로 이온화 모드는 음이온 모드이며,

capillary voltage가 3500 V, nebulizer gas는 35 psi이었

고, drying gas는 8 L/min, 기체온도는 350 oC이었다.

글루코코티코이드의 LC/ESI-MS/MS 작동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전처리 방법

계란 중 수 µg/kg~mg/kg로 존재하는 의약물질을 추

Table 1. LC/ESI-MS/MS parameters for the simultaneous
analysis of glucocorticoids

Parameters Conditions

Column

Mobile phase

Gradient 

Column flow rate

Injection volume

Column temperature

Ionization mode

Capillary voltage

Gas temperature

Gas flow

Nebulizer

 Eclipse Plus C18 column, 2.1mm i.d. 

 100 mm length, 3.5 µm particle size

 A: 0.1% Formic acid in water

 B: 0.1% Formic acid in Acetonitrile

 Time(min)  0  10  20  20.1 30

 Solvent B(%)  25  30  60  25  25

 0.3 mL/min

 5 µL

 25 oC

 Negative(−) ion electrospray

 3.50 kV

 350

 8 L/min 

 35 psi

Fig. 1. Chemical structures of six Glucocortic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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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해 액체-액체 추출법을 이용하여 계란 시료

의 매트릭스를 제거하고, 농축이 용이하고 회수율이

높은 고체상 추출법(SPE)을 사용하였다. 매트릭스 제

거를 위해 두 가지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높은 추출율

과 깨끗한 바탕선을 얻었다.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 고르게 혼합한 뒤 5

g을 취하여 내부표준물질 fluorometholone을 첨가하고,

0.2 M 아세테이트 완충용액 10 mL을 사용해 pH를

5.2로 조절하였다. 균일하게 혼합하고 효소 가수분해를

위한 Helix pomatia로서 β-Glucuronidase/Arylsulfatase

100 µL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60 oC의 오븐에 incu-

bation시켰다. 시간 경과 후 상온에서 냉각한 시료에

메탄올을 첨가하여 0 oC에서 2000 g 속도로 10분간

원심 분리했다. 상층액을 분별 깔대기에 옮기고 n-헥

산을 20 mL 첨가하여 시료의 방해물질을 정제했다.

상층액을 제거한 뒤, n-헥산 20 mL를 넣고 한번 더

정제했다. 정제된 하층액에 1-프로판올 5 mL를 첨가

한 후 질소로 농축했다. 잔사를 증류수 32 mL로 녹이

고, 메탄올 8 mL를 첨가했다. Oasis HLB (500 mg, 6

cc)카트리지를 vacuum manifold에 장착한 후 메탄올

6 mL와 증류수 6 mL를 흘려서 활성화시킨 후 시료

를 HLB 카트리지에 적재한 후 증류수 3 mL로 두 번

씻었다. 카트리지를 진공상태에서 10분 동안 건조시킨

후 6 mL 메탄올로 용리하고, 질소증발기를 이용하여

용리액을 완전히 증발시켰다. 잔사를 500 µL 클로로

포름으로 녹인 후 n-헥산 5 mL를 첨가하여 혼합했다.

Sep-Pak 실리카 카트리지(500 mg, 6cc)를 vacuum

manifold에 장착한 후 n-헥산 6 mL 를 통과하여 활성

화한 후 시료를 적재했다. 카트리지를 n-헥산 5 mL로

세척한 후 메탄올/에틸아세테이트(4/6, v/v) 2 mL로

용리하여 질소증발기로 용이액을 완전히 증발시켰다.

메탄올 500 µL로 잔사를 녹여 0.45 μm 여과지로 여

과한 후 2 mL 갈색 바이알에 옮겨 LC/ESI-MS/MS로

분석했다(Fig. 2)

2.3. 실험 인자 최적화

시료 전처리를 위한 적절한 카트리지의 선택과 용

리 과정, 최종용매를 조절함에 따라 추출 회수율이 달

라지기 때문에 실험의 재현성과 회수율의 향상을 위

해서 최적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위 과정의 인자들 즉, 카트리지가 회수율에 미치는 영

향, 효소 가수분해의 조건에 따른 회수율 비교, 최종

용매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의 비교 등 각 인자들의 최

적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2.4. 시험방법의 유효화

분석방법의 유효성 확인하기 위해서 검정곡선을 작

성하였는데, 이를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글루코코티코

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 고르게 혼합한 뒤 바탕시료(계란) 중

농도가 0.6, 1.5, 2.5, 4.0, 5.0 µg/kg이 되도록 표준물

질을 첨가한 후 전처리 방법을 거쳐 LC/ESI-MS/MS

로 분석하였다.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와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는 동일 농도의 시료 7개를 분석

한 결과 값의 표준편차(s)와 특정 농도에 대한 농도

대 감응도로부터 얻은 직선식의 기울기 값(m)을 사용

하였는데, 검출한계는 , 정량한계는 으

로 정의하였다. 

절대 회수율(absolute recovery)은 바탕 시료에 표준

물질을 첨가하여 시료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내부표

준물질을 첨가하여 기기분석을 하여 얻은 대조시료

값과 전처리 과정 없이 대조시료의 최종 용매의 양에

대조시료에 spike시킨 양(amount)의 표준물질을 첨가

3s m⁄ 10s m⁄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sample preparation for
analysis of glucocorticoids in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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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여 기기분석한 후 얻은

기준시료의 값을 비교하여 구했다. 

정밀도와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란중 글루코

코티코이드의 농도가 0.6, 2.5, 5.0 µg/kg이 되도록 각

농도 당 3개의 바탕 계란 시료에 글루코코티고이드를

spike시켜서 측정하였다. 

3. 결 과

3.1. 시료 전처리 방법의 최적화

3.1.1. 카트리지가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

계란 중에 잔류하는 의약물질은 높은 농도의 여러

방해물질과 함께 수 µg/kg으로 극미량 존재하기 때문

에 분석하고자 하는 의약물질을 추출하기 위한 최적

의 카트리지를 선택해야 한다. 비극성 상호작용으로

중성형태의 분석물질을 흡착시키는 HLB 카트리지와

비극성 정지상의 흡착제를 포함하는 실리카 카트리지

와 aminopropyl 카트리지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3종의 카트리지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본 실험에서 새롭게 시도한 2종의 카트리지인 HLB와

실리카 카트리지를 연속해서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3종의 카트리지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카트리지에 시료를 적재하고 세척하는

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한 결과 aminopropyl

카트리지의 시료 적재 과정에서 분석물질이 카트리지

에 흡착되지 않고 손실되어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Flumethasone 이 9%의 회수율로 가장 낮았으며

prednisolone 17%, prednisone 19%, me- thylprednisone

16%, betamethasone 37%, dexamethasone 31%로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하지만, aminoprophyl 카트리지를

제외하고 HLB와 실리카 카트리지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prednisolone 79%, prednisone 90%, methylpred-

nisolone 84%, betamethasone 88%, dexamethasone 81%,

flumethasone 83%로 대체로 80% 이상의 높은 회수율

을 보였다. 따라서, 고체상 카트리지로 HLB와 실리카

카트리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단, 이 실험은 계란중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

보다 훨씬 높은 고농도(ppm, mg/kg)에서 실시한 것이

었으며, 실제로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ppb(μg/kg)

수준에서는 유효화 시험에서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3.1.2. 효소 가수분해의 조건에 따른 회수율 비교

계란 중 잔류하는 분석물질은 체내에서 대사를 일으

켜 Phase 2의 대사 형태인 glucuronidation, amino acid

conjugation, fatty acid conjugation등으로 존재한다. 따

라서 분석물질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이

나 효소를 이용하여 가수분해시킨 후 분석물질만을

검출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Helix pomatia를 사용

하여 가수분해하기로 하고, 37 oC에서 12시간 동안

incubation 시키는 조건과 60에서 1시간 동안 가수분

해시키는 조건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37 oC에서 12시

간동안 가수분해한 조건에서 모든 분석물질은 30%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60 oC에서 1시간동안의 강한

조건에서는 betamethasone이 61%로 가장 낮은 회수율

을 얻었고 prednisolone 75%, prednisone 73%, methyl-

prednisolone 71%, betamethasone 87%, flumethasone

70%로 대부분 높은 회수율을 얻었다(Fig. 4). 

3.1.3. 최종 용매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의 비교

고체상 추출법에 의한 시료 전처리가 끝난 후 잔사

Fig. 3. Comparison of extraction yield according to SPE
cartridge usage. Fig. 4. Comparision of the enzymatic hydrolysi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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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HPLC/MS/MS에 주입하기 전에 잔사를 용해시키

는 용매(reconstitution)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할 때 잔사를 녹이는 용매는

이동상에 사용된 용매조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본 실험에서도 이동상 용매인 0.1% formic

acid를 포함하는 아세토나이트릴에 잔사를 녹여서

분석한 결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꼬리끌림 현

상과 더불어 피크가 뭉쳐서 나온 것이 관찰되었다

(Fig. 5). 반면에 메탄올에 잔사를 녹여서 주입하였

을 때 크로마토그램에서 이상적인 피크 모양을 나타

내었다(Fig. 6).

3.2. 크로마토그램과 질량 스펙트럼

글루코코티코이드 6 종은 기울기 용매 조건에서

4.6~16.2 분 이내에 모두 용리되었다(Fig. 6). 

전기분무이온화(ESI) 방식의 음이온(−) 모드에서 높

은 감도를 나타내었으므로 음이온 모드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에 포함된 0.1% formic acid 로 인하여 모분자

에 formate가 결합되어 [M+formate]−가 유사분자이온

(pseudo-molecular ion)으로 생성되면서 기준이온(base

Fig. 5. Peak shape of chromatogram according to reconstitution solvent.

Fig. 6. HPLC/MS/MS total ion chromatogram and extracted ion chromatograms of six glucocortic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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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을 나타내었다. 이를 선구이온(precursor ion)으로

선택하고, 충돌 에너지를 가하여 생성이온(product

ion)을 생성하여 MRM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으로 검출하여 확인이온(criteria ion)과 정량이온

(quantitation ion)으로 사용되었다. 

Prednisolone은 4.6 분의 머무름 시간에서 선구이온

이 m/z 405 이었으며 탠덤질량분석법에 의해 생긴 생

성이온인 m/z 405를 확인이온으로, 정량이온으로는

m/z 329를 선택하였다. Methylprednisolone의 머무름

시간은 8.3 분이었으며 선구이온은 m/z 419 이었고

생성이온은 m/z 343, 373, 419이었다. Betamethasone

은 8.9 분에 검출되었으며, dexamethasone은 9.4 분에

서 검출됨으로써 분리가 잘 되었고 두 물질은 공통으로

m/z 437을 선구이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betame-

thasone의 확인이온은 m/z 307, 437이었고 정량이온은

m/z 361이었으며, dexamethasone은 m/z 437이 확인이

온이었으며 정량이온은 m/z 361이었다. Flume-

thasone 은 9.8 분의 머무름 시간에서 선구이온이 m/z

455이었고 생성이온이 m/z 455와 379가 MRM을 위

한 특성이온으로 선택하였다. 내부표준물질로 사용한

fluorometholone은 16.2 분의 머무름 시간을 가지며 선

구이온은 m/z 421이었고, 확인이온은 m/z 421과 m/z

355, 정량이온은 m/z 355를 선택하였다. 의약물질의

크로마토그램과 질량스펙트럼 및 생성이온 스펙트럼

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또한, 분석방법의 선택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탕시

료(계란)와 바탕시료에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소량첨가

한 후 분석한 MRM 크로마토그램을 Fig. 7에 나타내

었는데 바탕시료에서는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전혀 나

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Table 2. Retention time, precursor ion, and characteristic ions of glucocorticoids by LC/ESI(−)-MS/MS

Glucocorticoids
Retention

time (min)

Precursor ion (m/z) 

[M+CHOO]−
Qualification

ion (m/z)

Quantitation 

ion (m/z)

Prednisolone 4.6 405 405 329

Prednisone 4.8 403 357, 403 327

Methylprednisolone 8.3 419 373, 419 343

Betamethasone 8.9 437 437 361

Dexamethasone 9.4 437 307, 437 361

Flumethasone 9.8 455 455 379

Fluorometholone (I.S.) 16.2 421 421, 355 355

Fig. 7. EICs (extracted ion chromatogram) of blank egg matrix (upper layer) and spiked (5 μg/kg) sample (lower layer) :
(a) Prednisolone, (b) Prednisone, (c) Flumethasone, (d) Betamethasone, (e) Dexamethasone, and (f) Methylpredniso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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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방법의 유효성 확인

3.3.1. 검정곡선

검정곡선을 작성하기 위해 바탕시료(계란) 중 농도

가 0.6~5 µg/kg의 범위가 되도록 표준물질을 첨가하

여 확립된 전처리 방법을 거쳐 LC/ESI-MS/MS로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내부표준물법을 사용하여 검정

곡선을 작성하였다. 

글루코코티코이드 6종 의약물질에 대하여 시료 내

농도를 0.6, 1.5, 2.5, 4.0, 5.0 µg/kg의 범위가 되도록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betame-

thasone: y=0.737x−0.059 (r2=0.996), dexamethasone: y=

0.934x-0.051 (r2=0.994), prednisolone: y=0.532x−0.071

(r2=0.995), prednisone: y=0.637x+0.017 (r2=0.996), methyl-

prednisolone: y=0.491x−0.022 (r2=0.994), flumethasone:

y=0.912x−0.136 (r2=0.997)을 나타내었다. 분석물질의

검정식의 변동계수는 모두 r2=0.99 이상을 나타냄으로

써 양호한 정량성을 나타내었다.

3.3.2. 검출한계, 정량한계 및 회수율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와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는 동일 농도의 시료 7개를 분석

한 결과값 중 표준편차(s)와 한 농도에 대해 얻은 직

Table 3. Recoveries, limit of detection and limit of quantitation
for simultaneous analysis of six glucocorticoids

Glucocorticoids

LOD LOQ
Conc.

(µg/kg)

Recovery 

(%)

(n=3)Conc. (µg/kg) (n=7)

Prednisolone 0.12 0.4

0.6 69.8

2.5 63.6

5 64.8

Prednisone 0.17 0.56

0.6 58.7

2.5 63.6

5 62.4

Methylprednisolone 0.11 0.36

0.6 55.7

2.5 60.3

5 56.7

Betamethasone 0.09 0.30

0.6 59.9

2.5 62.4

5 67.6

Dexamethasone 0.12 0.41

0.6 57.9

2.5 58.4

5 62.2

Flumethasone 0.13 0.43

0.6 67.8

2.5 54.4

5 61.8

Table 4. Intra- and inter-day accuracies and precisions for glucocorticoids analysis (n=3)

Glucocorticoids
Conc.

(μg/kg)

Accuracy

(Bias%)

Precision

intra-day day-1 day-2 day-3

Prednisolone

0.6 -3.6 9.7 9.0 8.9 14.7

2.5 1.4 12.7 3.9 7.5 9.7

5 -0.2 4.7 3.7 9.8 3.7

Prednisone

0.6 -6.8 10.1 7.1 16.7 10.4

2.5 -13.4 14.4 4.2 5.5 10.6

5 -20.0 4.5 2.2 8.9 2.2

Methylprednisolone

0.6 -1.3 12.0 6.3 5.9 15.0

2.5 23.1 9.9 7.0 9.1 4.9

5 22.3 7.2 5.8 5.7 5.8

Betamethasone

0.6 -10.7 6.1 4.3 14.0 5.5

2.5 2.9 15.3 2.5 5.5 4.8

5 -4.9 6.9 7.9 4.4 7.9

Dexamethasone

0.6 -9.1 9.6 7.4 10.8 6.6

2.5 -18.1 10.4 4.7 3.9 4.6

5 -23.9 6.5 4.1 6.6 4.1

Flumethasone

0.6 -22.8 5.4 5.5 12.5 4.7

2.5 -7.2 14.9 1.0 5.3 6.4

5 -23.9 7.6 4.1 7.1 4.1



334 장미애·명승운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선식의 기울기 값(m)을 이용하여 검출한계는 3s/m, 정

량한계는 10s/m으로 정의하였다. 

절대 회수율(absolute recovery)은 대조시료와 기준

시료를 비교하여 실험하였다. 대조시료는 바탕 계란

시료에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시료 전처리 과정을 거

친 후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여 분석했다. 기준시료는

전처리 과정 없이 대조시료의 최종 용매의 양에 대조

시료에 spike시킨 양(amount)의 표준물질을 첨가하고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준시

료를 사용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여 대조시료를 검정

곡선에 적용하여 농도를 계산하여 절대 회수율을 구

했다. 여기서, 회수율(%)은 전처리를 거친 후 회수된

양과 전처리를 거치지 않은 표준물질의 양에 100을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세 농도(0.6, 2.5, 5.0 µg/kg)에서 측정한 회수율은

54.4~69.8% 이었으며, 검출한계는 0.09~0.19 µg/kg,

정량한계는 0.36~0.56 µg/kg 범위를 나타냄으로써 회

수율은 다소 떨어지나 µg/kg 농도의 극미량 수준까지

검출이 가능했다(Table 3). 

3.3.4. 정확도 및 정밀도

실험 방법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란중 글루코코티코이드의 농도가 0.6, 2.5, 5.0 µg/

kg 이 되도록 각 농도 당 3개의 바탕 계란 시료에 글

루코코티코이드를 spike시켜서 측정하였다. 

정밀도는 상대표준편차(RSD)로 표현하였다. 시험의

정확성은 bias로 나타내었으며, 이는 기지의 농도(Xa)

에서 검정곡선에 통해서 정량한 농도(Xm)의 평균값을

뺀 후 기지의 농도로 나눈 비의 백분율(%) (Biax=

((Xa−Xm)/(Xa)×100)로 구하였다. 

정확도는 0.2~23.9% 범위로 양호하였고, intra-day와

3일간의 inter-day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2.2~16.7%

로 재현성있는 실험값을 얻었다. 몇 농도에서 20% 이

상의 값이 나타났지만 대체적으로 20% 이내의 정확

도와 정밀도를 나타내어 비교적 유효성 실험결과가

우수하였다(Table 4).

4. 결 론

계란중에 잔류하는 글루코코티코이드계 항염증성

약물 6 종을 동시에 정확하고 정밀하며 고감도로 분

석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확립하였다. 

LC/ESI-MS/MS를 사용한 MRM 분석법에서 분석물

질들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음이온 ESI 모드에서 최

적의 이온화효과를 나타내었다. 

6종의 글루코코티코이드에 0.6~5 µg/kg 범위에서 검

정곡선을 구한 결과 상관계수가 0.99 이상으로 직선

성이 매우 우수하였으며 검출한계는 0.09~0.17

µg/kg 범위였다. 

효과적인 시료 전처리를 위해서 액체-액체 추출법

으로 시료의 매트릭스를 제거한 후 HLB(500 mg, 6

cc)와 실리카(500 mg, 6 cc) 카트리지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분석물질의 흡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기존

의 분석방법19에 비해 시료 전처리방법이 단축되었으

며, SPE 카트리지의 사용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도 줄

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HPLC 분리를 위한 고가의 UPLC 컬럼 대신

에 일반적인 HPLC 컬럼을 사용해서도 비슷하거나 더

양호한 크로마토그래리 분리와 머무름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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