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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S/MS를 이용한 축산물 중 clenbuterol과

ractopamine의 동시 분석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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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an Simultaneous Determination for Clenbuterol and
Ractopamine in Livestock Products using LC-M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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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enbuterol and ractopamine, which are β-agonists, have been misused as a growth promoting agent in meat
producing animals. Clenbuterol was banned for veterinary drug in Korea because of its problems regarding safety. Due to
their adverse effects, such as cardiovascular and central nervous diseases on human health proper control and monitoring
should be conducted. The existing analytical method of clenbuterol and ractopamine in the Food code was improved
through our present study. The bovine muscle samples were subjected to enzymatic hydrolysis, extracted with ethyl acetate
and defatted by hexane-methanol partitioning. A molecular imprinted polymer (MIP) solid phase extraction cartridge was
used for clean-up and LC-MS/MS was operated in positive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Clenbuterol-d

9
 and

ractopamine-d
3
 were used as an internal standard. The renewed method was validated according to the CODEX guideline.

The limits of quantitation for clenbuterol and ractopamine were 0.2 and 0.5 µg/kg, respectively. The mean recoveries
ranged in 104.2-113.5% for clenbuterol and in 107.6-118.1% for ractopamine. The improved method was able to save both
time and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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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건강을 고

려한 ‘절대적 안전식품’을 요구하고 있으나 식품과학의 발달로

인한 조리 기구 및 용기에 관련된 신소재 개발과 새로운 유해물

질의 검출 등으로 주요 외국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기준·

규격을 강화하고 있다(1-4). 이와 같은 화학적 유해물질 중 하나

인 잔류동물용의약품의 경우도 최근 국제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

원회(CODEX) 및 유럽연합(EU) 등에서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낮은 농도의 정량한계가 함께 요구되고 있으며(5,6), 기준이 급격

히 증가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분석법 개발 및 오래전에 확

립되어 효율성이 낮은 분석법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

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약 50여종

의 분석법이 신설되기 시작하여(7) 2012년 현재까지 약 100여개

의 분석법이 개발되었고(8), 고상추출법(solid-phase extraction)에

의한 정제법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MS,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mass spectrometry(tandem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분석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증대시킨

분석법 개발이 확대되는 추세이며(9), 분석기기의 검출감도와 더

불어 분석 재현성의 저하 등의 이유로 식품공전의 분석법 중 추

출효율이 낮은 분석법들을 개선하여 분석효율을 증가시키고 분

석법을 현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10).

현재 식품공전에 고시된 클렌부테롤(clenbuterol) 및 락토파민

(ractopamine) 분석법은 동일한 β-agonist 계열로서 분석원리가 매

우 유사하나(11,12), 개별 분석법으로 수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낮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분석법이다.

클렌부테롤과 락토파민은 β-agonist 또는 β-adrenegic agonist 계

열 물질로 phenethanolamine 합성으로 만들어지며, 구조적으로 유

사성을 가진다. β-Agonist 계열 물질들은 축산식품에서 단백질 증

가 및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조직의 불순물을 감소시키는 카테콜

아민,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에피네프린 같은 작용을 하

지만 독성연구 결과, 중추신경계나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13-15). 이에 클렌부테롤은 2001년 미

국에서 개최된 13차 CODEX CCRVDF에서 치료용 이외의 사용

을 금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사용금지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7), 락토파민의 경우에도 EU에서 전면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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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16). 이러한 β-agonist 계열 물질은

검출유무 판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

되어 있지만(13,16-23), 본 연구와 같이 β-agonist 전용 고체상 카

트리지인 MIP(molecular imprinted polymer)를 적용하여 분석한 사

례는 몇몇 연구에 국한되며(21-23), 국내의 기준 및 실정에 맞는

잔류 분석법의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기존

클렌부테롤 및 락토파민 분석법을 검토하고, 이 두 분석법에 대

한 전처리, 추출 및 정제 등의 과정을 통일하여, 검출능이 뛰어

나면서 고감도 정량 및 정성 분석이 가능한 LC-MS/MS을 이용

하여 기존 분석법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현장재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동시 분석법을 개발 및 개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시료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대상 시료는 구입 후 믹서기로 근육을 마쇄하여

균질화한 후 20 g 단위로 소분하여 분석 전까지 냉동실(−20oC)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시약 및 재료

클렌부테롤(clenbuterol hydrochloride, 99.8%)과 락토파민(racto-

pamine, 99.8%)의 각 표준품은 Dr. Ehrenstorfer GmbH사(Augs-

burg, Germany)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내부 표준물질로

는 clenbuterol-d9(Dr. Ehrenstorfer GmbH, Augsburg, Germany)과

ractopamine-d3(Dr. Ehrenstorfer(CDN-ISOTOPES, Quebec, Can-

ada)을 사용하였다. 표준용액은 메탄올(Merck, Darmstadt, Germany)

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그 구조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 및 전처리용 시약으로는 에틸아세

테이트, 아세토니트릴, 메탄올, n-헥산의 경우 HPLC급 시약(Merck,

Darmstadt, Germany)을, 분해효소제는 베타-글루쿠로니다아제(β-

glucuronidase: Merck, Darmstadt, Germany)를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또한, 초산암모늄, 염화나트륨, 무수황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등은 특급 시약(Wako, Osaka, Japan)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분

석에 사용한 고상추출 카트리지(SPE)는 MIP 카트리지(molecular

imprinted polymer: Supel MIP Beta-Agonist LRC Column(25

mg, 10 mL), Supelco, Bellefonte, PA, USA)를 이용하였으며, 활성

화 과정을 거쳐 추출물을 흡착시킨 후 용출하는 과정에 사용하였다.

표준용액의 조제

클렌부테롤 및 락토파민 표준물질과 클렌부테롤-d9 및 락토파

민-d3 내부 표준물질 적당량을 각각 정밀히 달아 메탄올에 녹였

으며, 이를 100 µg/mL 표준원액으로 조제하였다. 내부 표준물질

표준원액은 메탄올로 희석하여 클렌부테롤-d9의 경우 40 ng/mL,

락토파민-d3은 100 ng/mL로 조제하여 내부 표준용액으로 사용하

였다. 표준물질의 표준용액은 표준원액을 메탄올로 희석하여 농

도별로 시험관에 취한 후, 각각 내부 표준용액 100 µL를 넣고 질

소 농축한 후 이동상 A 용액인 10 mM 초산암모늄(pH 4.3) :아세

토니트릴(95:5, v/v) 2 mL에 녹여 조제하였다. 표준원액과 표준용

액은 모두 갈색병에 담아 4oC 냉장실에 보관하면서 실험 직전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전처리

균질화한 시료 5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취해 각각의 내부표

준용액 100 µL를 넣고, 0.2 M 초산 암모늄완충용액(pH 5.2) 10

mL, 포화염화나트륨 2 mL 및 분해효소제 100 µL를 가한 후, 37oC

에서 12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5 M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

하여 pH 12로 조정한 뒤, 이 용액에 에틸아세테이트 10 mL를 가

하여 진탕하고 6,000×g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

였다. 여기에 에틸아세테이트 10 mL를 가해 추출을 재 반복한 후

상층액을 모아 55oC 수욕 상에서 감압 농축 하였다. 여기에 20 mL

메탄올 포화 헥산 용액으로 재 용해한 후, 분액 여과에 옮긴 뒤

20 mL 헥산 포화 메탄올 용액을 첨가하여 3분간 진탕 한 후, 분

Fig. 1. The chemical structures of clenbuterol and ractop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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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하층액은 무수황산나트륨에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을 재 반

복한 뒤, 하층액을 모아 55oC 수욕 상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잔

류물은 0.025 M 초산암모늄 용액 2 mL로 재용해한 후, 미리 메

탄올 1 mL, 물 1 mL 및 0.025 M 초산암모늄용액 1 mL로 활성화

시킨 MIP 카트리지에 추출액을 흡착시켰다. 이에 메탄올 1 mL를

넣어 카트리지를 세척한 후 메탄올:초산(9:1, v/v) 용액 5 mL로

용출하였다. 용출액은 50oC에서 질소 농축하고 잔류물은 10 mM

초산암모늄(pH 4.3):아세토니트릴(95:5, v/v) 용액 2 mL에 녹인 후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Fig. 2).

기기 분석 조건

락토파민과 클렌부테롤의 동시 분석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액

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Thermo Finnigan TSQ Quantum

Ultra, Waltham,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용 컬럼은 XBridge

C18(2.1 mm×150 mm, 3.5 µm; Waters, Dublin, Ireland), 컬럼 온도

는 40oC, 이동상으로는 용매 A-10 mM 초산암모늄(pH 4.3):아세

토니트릴(95:5, v/v)과 용매 B-아세토니트릴을 이용하여 Table 1

의 기울기 용매 조건으로 분석하였으며, 유속은 0.2 mL/min 속도

로 유지시켰고, 주입량은 10 µL로 하였다(Table 1).

질량분석기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각각의 분석물질은 표준

물질을 사용하여 컬럼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텐덤 질량분석기로

분석하였다. 전기 분무 이온화(ESI: electrospray ionization)의 양이

온(+, positive) 모드에서 각 물질별 모분자(precursor ion)를 선택

하고 충돌 에너지(collision energy)를 최적화하여 딸분자(product

ion)를 생성한 후 정성 및 정량 이온을 결정하는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모드로 조건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분석법 검증

최종적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료에 대하여 개선된 클렌부

테롤과 락토파민의 분석법을 CODEX guideline에 준하여(24) 직

선성(linearity), 회수율, 정량 한계(LOQ, limit of quatification), 재

현성(reproducibility) 등으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액

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를 보유한 특정 실험실

2곳을 선정하여 동일한 전처리 과정과 분석 조건으로 5 반복 이

상 분석을 통해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험실간

검증을 수행하였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 시료로부터 클렌부테롤의 경우는 0.2-8.0

µg/kg, 락토파민의 경우 0.5-20.0 µg/kg의 농도에 대한 각각의 피

크 면적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각 검량선의 상관 계

수(coefficient of correlation, r2)를 구하였다. 또한, 정량 한계는 크

로마토그램 상에서 신호 대 잡음비(S/N ratio)를 10 이상으로 하

였다. 이에 대한 분석법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잔류허용기

준(MRL)이 설정되어 있는 락토파민의 경우 0.5배, 1배 및 2배

MRL(0.005, 0.01 및 0.02 mg/kg) 농도로 회수율을 측정하였고, 불

검출 기준으로 설정된 클렌부테롤의 경우에는 1, 2 및 5배 LOQ

(0.2, 0.4, 1 µg/kg) 농도로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분석 크로마토그

램으로부터 얻은 피크의 머무름 시간을 비교하고, 내부표준물질

락토파민-d3의 m/z 107 이온에 대한 락토파민 m/z 284 이온, 클

렌부테롤-d9의 m/z 203 이온에 대한 클렌부테롤 m/z 203 이온의

면적비를 구하였으며, 검량선의 상관성을 통해 시험용액 중의 클

렌부테롤 및 락토파민 함량을 확인함으로써 회수율을 구하였고,

5반복 실험을 통해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석법의 최적 조건 확립

식품공전에 고시된 클렌부테롤과 락토파민의 분석법은 지방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헵탄을 사용하였다(11,1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헵탄을 대체하여 메탄올 포화 헥산 및 헥산 포화 메

탄올을 이용함으로써 액-액 분배 효율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동

Fig. 2. Analytical procedure for clenbuterol and ractopamine residues i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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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경우는 0.1% 개미산:아세토니트릴(80:20, v/v)과 아세토니트

릴 함유 10 mM 아세트산암모늄(pH 4.3):아세토니트릴(80:20, v/v)

을 등용매 분석으로 시험한 결과, 모두 적당한 머무름 시간과 좋

은 피크모양을 보였으나 저감도로 분석되었고, 10 mM 아세트산

암모늄(pH 4.3):아세토니트릴(95:5, v/v)(A)과 아세토니트릴(B)의

두 용매를 기울기 분석으로 시험한 결과, 알맞은 머무름 시간과

피크 모양 그리고 높은 감도로 분석되어 이동상으로 선택하였

다. β-Agonist 계열의 SPE 추출은 기존 연구에 따르면 alumina

A(17), HCX(18), HLB(19), MCX(20), MIP(21-23) 및 PCX(13)등

이 이용되고 있는데, 식품공전에 고시된 기존 분석법에서도 클렌

부테롤의 경우 HLB, 락토파민의 경우 MIP를 이용하고 있다

(11,12). 이렇게 다양한 카트리지를 동시 분석법에는 모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β-agonist 전용인 MIP 카트리지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MIP 카트리지는 β-agonist계열 물질을 선

택적으로 결합하고,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 시 불필요한 중합체들을 충진제에서 제거하여 분석

물질의 분석효율을 증대시키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β-agonist계

열 물질인 클렌부테롤 및 락토파민의 정제 과정에서 높은 효율

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 적용하였다(25). 한편, 내부표준

물질은 기존 분석법에서 두 가지 적용물질 모두 클렌부테롤-d9을

사용하였지만, 락토파민의 경우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상이하여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Blanka 등(16)

의 분석법을 인용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듀테륨(deuterium)

물질인 락토파민-d3을 적용함으로써 재현성 및 회수율을 증대시

켰다. 또한, 고감도 정량 및 정성 분석이 가능한 LC-MS/MS 방

법을 적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하여 현

장 재현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분석법 크로마토그램

클렌부테롤과 락토파민의 내부표준물질로 클렌부테롤-d9와 락

토파민-d3을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을 positive mode 조건 하에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 full scan mode에서 질량 스펙트럼을 확인

하였고, precursor ion을 선택하여 product ion을 생성한 후 특정

이온을 선택하여 최적의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조건

을 확립하였다. 클렌부테롤은 product ion인 m/z 277에 collision

energy 15 eV를 가해 정량이온 m/z 203를 얻었고, collision energy

10 eV를 가해 확인이온 m/z 259를 얻었다. 클렌부테롤-d9는 product

ion인 m/z 286에 collision energy 16 eV를 가해 정량이온 m/z 204

Table 1. Instrument conditions for the analysis of clenbuterol and ractopamine

Parameter Condition

LC Thermo Accela High Speed LC

Column XBridge C18 (2.1 mm×150 mm, 3.5 µm) 

Flow rate 0.2 mL/min

Injection volume 10 µL

Column temperature 40oC

Mobile phase

A: 10 mM ammonium acetate (pH 4.3) : acetonitrile (95 : 5, v/v)
B: acetonitrile

min A (%) B (%)

1 100 0

2 100 0

6 10 90

8 0 100

10 0 100

11 100 0

15 100 0

Mass Spectrometry Thermo TSQ Vantage

Ionization mode ESI (positive ion electrospray)

Spray voltage 4.8 kV

Sheath gas N2 (35 psi)

Capillary temperature 350oC

Auxiliary gas N2 (50 psi)

Collision gas Air

Collision energy

Compound Precursor ion (m/z) Collision energy

Clenbuterol
277-203 15

277-259 10

Clenbuterol-d9

286-204 16

286-268 16

Ractopamine
302-107 29

302-284 10

Ractopamine-d3

305-107 32

305-12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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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cursor ion spectra and product ion spectra of clenbuterol (A), clenbuterol-d
9
 (B), ractopamine (C), and ractopamine-d

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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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확인이온 m/z 268을 얻었다. 락토파민은 product ion인 m/z

302에 collision energy 10 eV를 가해 정량이온 m/z 284를 얻었고,

collision energy 29 eV를 가해 확인이온 m/z 107을 얻었다. 락토

파민-d3은 product ion인 m/z 305에 collision energy 32 eV를 가

해 정량이온 m/z 107를 얻었고, 21 eV collision energy를 가해

확인이온 m/z 124을 얻었다. 분자구조로 살펴보면 락토파민의 경

우, hydroxyl기 및 benzylic hydroxyl 그룹이 이탈되어 각각 m/z

284 및 107 fragment ion에서 최적의 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클렌부테롤은 benzylic hydroxyl 그룹으로부터 hydroxyl기

가 이탈되고, amine group에 인접한 일부분의 isobutene이 이탈되

어 각각 m/z 203 및 259 fragment ion에서 최적의 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각의 fragment ion을 MRM 모드에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Fig. 3)(26).

특이성 및 검량곡선

본 연구의 분석 조건에 대한 특이성(specificity)을 검증하기 위

해, blank test를 한 결과,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렌부테롤

및 락토파민의 머무름 시간대에 blank 검체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해 물질도 검출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어 본 분석법의 높은

분리능과 선택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락토파민과 클렌부테롤의 직선성(linearity)을 구하기 위하여 표

준용액을 농도별로 시험관에 취하고 각각 내부표준용액 100 µL

를 넣고 질소 농축한 후 이동상 2 mL에 녹인 시험용액을 각각

질량분석기에 주입하여 특정이온을 확인했다. 이후 크로마토그램

으로부터 얻은 피크의 머무름 시간을 비교하고, 내부표준물질 락

토파민-d3의 m/z 107 이온에 대한 락토파민 m/z 284 이온, 클렌

부테롤-d9의 m/z 203 이온에 대한 클렌부테롤 m/z 203 이온의 면

적비를 구하고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험용액 중 락토파민과 클렌

부테롤의 함량을 구하였다. Commission Decision 2002/657/EC에

따르면, 금지된 물질의 경우 최소 한 개의 모분자와 두 개의 딸

이온으로 확인시험을 요구하고 있는데(27), 본 연구에서는 이에

부합한 클렌부테롤 및 락토파민과 내부 표준물질로서 클렌부테

롤-d9와 락토파민-d3의 확인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클렌부테롤 및 락토파민의 직선성(linearity)은 각각 0.5,

1, 2.5, 5, 10 및 20 µg/kg, 0.2, 0.4, 1, 2, 4 및 8 µg/kg 범위에서

상관계수(r2) 0.999인 높은 직선성을 나타내었으며(Table 2), 이는

CODEX에서 권장하는 r2>0.95에 적합하여(24)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량한계 및 회수율

클렌부테롤과 락토파민의 정량한계는 크로마토그램 상에서 신

호 대 잡음비(S/N ratio)를 10 이상으로 하였다. 분석법의 정확성

Fig. 4. LC-MS/MS analysis of clenbuterol and ractopamine in blank beef (A) and pork musc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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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기 위하여 MRL이 설정된 락토파민의 경우 0.5, 1.0 및

2.0 MRL(0.005, 0.01 및 0.02 mg/kg)의 농도로, 불검출로 설정된

클렌부테롤의 경우에는 1.0, 2.0 및 5.0 LOQ(0.2, 0.4 및 1 µg/kg)

농도로 회수율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얻은 피크의 머무름 시간을 비교하고, 내부표준물질 락토파민-d3

의 m/z 107 이온에 대한 락토파민 m/z 284 이온, 클렌부테롤-d9

의 m/z 203 이온에 대한 클렌부테롤 m/z 203 이온의 면적비를

구하고 검량선을 통해 시험용액 중 락토파민과 클렌부테롤의 함

량을 확인함으로써 회수율을 구하였으며, 5반복 실험하여 정확성

과 정밀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쇠고기에서의 클렌부테롤과 락

토파민의 평균 회수율은 각각 104.2-106.6 및 107.6-112.3%였으

며, 변동계수는 4.0-4.2 및 1.6-2.8%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에서는

평균 회수율이 106.1-113.5 및 112.8-118.1%, 변동계수가 2.7-10.5

및 2.0-5.2%로 나타나,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CODEX에서 설

정한 회수율 및 변동계수에(24)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동시

분석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또한, 기존에 보

고된 연구 결과(13,17,20,21)보다 회수율이 더 향상된 분석법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실험실 간 분석법 검증

개선된 분석법인 클렌부테롤과 락토파민의 동시 분석법에 대

한 실험실간 검증을 LC-MS/MS를 보유한 특정 실험실 2곳을 선

정하여 동일한 전처리 과정 및 분석 조건으로 5회 이상 반복 실

험을 수행하여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확립된

Table 2. Standard curve ranges, linearitie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r2) of clenbuterol and ractopamine

Compounds Matrixs Standard curve range (µg/kg) Linearity r2

Clenbuterol
Beef

0.2-8.0
y=49.869x-0.0454 0.999

Pork y=49.881x-0.0480 0.999

Ractopamine
Beef

0.5-20.0
y=25.845x-0.0216 0.999

Pork y=25.486x-0.0751 0.999

Table 3. Recoveries, CVs and LOQs of clenbuterol and ractopamine in beef and pork

Compounds Samples Fortification level (mg/kg) Recovery1) (%) CV (%) LOQ (µg/kg)

Clenbuterol

Beef

0.0002 106.6±4.2 4.0

0.2

0.0004 105.8±4.4 4.2

0.001 104.2±4.2 4.0

Pork

0.0002 109.5±11.5 10.5

0.0004 113.5±7.9 6.9

0.001 106.1±2.9 2.8

Ractopamine

Beef

0.005 112.3±2.6 2.3

0.5

0.01 111.2±3.1 2.8

0.02 107.6±1.7 1.6

Pork

0.005 112.8±5.8 5.2

0.01 118.1±2.4 2.0

0.02 114.2±2.8 2.5

1)Mean values of five replicate with standard deviations

Table 4. Validation of analytical methods for clenbuterol and ractopamine in interlaboratory test

Samples
(Laboratory)

Ractopamine Clenbuterol

Spiked Conc. (µg/kg) Recovery1) (%) CV (%) Spiked Conc. (µg/kg) Recovery (%) CV (%)

Beef
(A)

5 98.3 5.9
0.2
0.4

101.2

89.7 

4.8

2.7 
10 102.6 7.0

20 93.5 8.3

Beef
(B)

5 89.6 6.0 0.2 114.5 5.0

10 86.9 2.2 0.4 105.1 7.5

20 90.1 5.6 2.0 108.9 7.2

Pork
(A)

5 100.8 7.7 
0.2
0.4

104.8 

92.7

5.6

9.6 
10 101.0 5.1

20 95.6 4.2

Pork
(B)

5 89.6 6.0 0.2 114.5 5.0

10 86.9 2.2 0.4 105.1 7.5

20 90.1 5.6 2.0 108.9 7.2

1)Mean values of five replicate with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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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의 회수율은 쇠고기 근육에서 클렌부테롤의 경우는 89.7-

101.2%(A실험실) 및 105.1-114.5%(B실험실), 락토파민의 경우,

93.5-102.6%(A실험실) 및 86.9-90.1%(B실험실) 수준이었고, 돼지

고기 근육에서 클렌부테롤 92.7-104.8%(A실험실) 및 105.1-114.5%

(B실험실) 락토파민 95.6-101.0%(A실험실) 및 86.9-90.1%(B실험

실)로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출 효율과 재현성이 낮아 분석 시에

어려움이 있고, 각각 개별 분석법으로 나뉘어져 있어 시간적이나

경제적 측면으로 손실이 컸던 클렌부테롤 및 락토파민 분석법에

대한 문제를 통일시켜 해결하고자 한 결과,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에 대한 효율적인 시료 전처리 방법과 최적의 정제 과정이 확립

되었으며, 만족스러운 정밀성, 정확성 및 재현성을 나타내어 효

과적인 동시 분석법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클렌부테롤 및 락토

파민의 동시 분석법은 국내·외 잔류동물용의약품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설정되었기 때문에, 축산 식품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요 약

동물용의약품은 2007년부터 급격한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많은 수의 분석법도 함께 신설하였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EU 등에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이 국제적으로

엄격해지고 있어, 낮은 농도의 정량한계 및 재현성이 높은 분석

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식품공전에서의 클렌부테

롤 및 락토파민 분석법은 각각 개별 분석법으로 나뉘어져 있고,

시간적 및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뿐 아니라 추출 효율 및 재

현성이 낮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화학

적 특성이 유사한 β-agonist계 동물용의약품인 클렌부테롤 및 락

토파민의 기존 개별 분석법을 동시 분석법으로 개선하고 검사 효

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검체는 소와 돼지의

근육을 이용하였다. 검체에 내부표준물질인 클렌부테롤-d9과 락토

파민-d3을 각각 첨가하고 β-글루쿠로니다제/아릴설파타제 효소를

사용하여 가수분해한 후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농축한 후 헥산과 메탄올을 포화시킨 용매를 적용하여 지방 제

거과정을 거친 뒤 MIP 카트리지로 정제한 후 액체크로마토그래

피-질량분석기(LC-MS/MS)에 주입하였다. 기기분석은 ESI(Electro-

Spray Ionization) 및 positive MRM(Multiple Reaction Monitor-

ing) 모드로 하였고, 검증은 CODEX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클렌부테롤과 락토파민의 LOQ는 각각 0.2 및

0.5 µg/kg 수준이었고, 평균회수율은 각각 104.2-113.5% 및 107.6-

118.1%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오차는 각각 2.8-10.5% 및 1.6-5.2%

로 CODEX 가이드라인 규정에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개

선된 동시 분석법은 잔류동물용의약품의 분석에 있어 보다 신속

하고 경제적인 분석 및 모니터링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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