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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FLD 및 LC-MS/MS에 의한 두류 중 제랄레논 오염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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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A Survey of Zearalenone in Beans Using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Fluorescence Detector (HPLC-FLD) and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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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for zearalenone contamination was conducted on 27 soy bean samples, 27 red bean samples, 16 black
bean samples, 19 seoritae samples, 14 seomoktae samples, for a total of 127 commercial Korean samples. Zearalenone was
quantified by the immunoaffinity column clean-up method with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fluorescence
detection (HPLC-FLD), and was confirmed by liquid chromatography tandem mass spectrometry(LC-MS/MS). The limits
of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were 2.0 µg/kg and 6.0 µg/kg, respectively. The recovery in the beans ranged from 82.2 to
98.4%. According to HPLC-FLD, zearalenone was detected in 13 samples (10.2% incidence), including 1 soybean and 12
red bean samples. The zearalenone contamination levels were in the range of 8.01~38.98 µg/kg. Finally, LC-MS/MS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contaminated samples to verify the results of HPLC-FLD. The LC-MS/MS results confirmed
the presence of zearalenone in all 13 samples. The contamination level was lower than that of EU, which is below 100
µg/kg for raw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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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랄레논(zearalenone)은 Fusarium 속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
로 Fusarium graminaearum, Fusarium moniliforme 등에 의해 주
로 생성되며 비교적 열에 안정하여 조리, 가공 후에도 분해되지
않는다(1). 체내에 흡수되어 대부분 배출되나 일부는 자궁, 고환,
난소 등에 전달되어 과에스트로겐증, 유산, 불임 등 생식에 관련
된 독성을 주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전 세계적으
로 발생 빈도가 높은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은 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비해 제랄레논은 5-20oC의 저온, 저
산소의 환경인 온대 및 한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 흔히
발생되므로(5) 온대지역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아시
아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Aspergillus 속 곰팡이 독소
보다는 Fusarium 곰팡이 독소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덴마크에서는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수확된 밀, 보리 및

호밀을 분석한 결과 시료 20%에서 제랄레논이 검출되었고(6), 독
일에서는 콩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랄레논이 최고 214 µg/kg 수준
으로 검출되었으며 옥수수에서 85%(48 µg/kg)의 시료에서 검출되
었다는 국외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7). 국내에서는 Kim 등(8)이
보리에서 287 µg/kg 검출사례를 보고하였고 Hyun 등(9)은 옥수
수, 보리, 밀가루 등을 분석한 결과 옥수수에서 최고 174.9 µg/kg
검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대부분 시료가 보리, 옥수수, 밀
등 곡류에 제한적으로 모니터링 됨으로 전반적인 농산물에 대한
오염실태조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랄레논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유럽연합은 가공되지
않은 곡류에 대하여 100 µg/kg, 가공되지 않은 옥수수는 200 µg/
kg으로 규격 관리하고 있으며, JECFA(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는 가장 민감한 동물인 돼지를
대상으로 수행한 15일간 실험결과의 무독성용량인 40 µg/kg body
weight를 바탕으로 종간, 개체간 불확실성 차이를 반영하여 잠정적
최대 허용 일일 섭취량(provisional maximum tolerable daily intake,
PMTDI)을 0.5 µg/kg body weight/day로, 유럽식품과학위원회(EU
scientific committee for food)에서는 0.2 µg/kg body weight/day으
로 제안하였다(10,11).
제랄레논의 분석방법은 thin layer chromatography(TLC)법(12),

enzyme linked immuno sorbent assay(ELISA)(13), gas chroma-
tography(GC),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GC-MS)

(14) 및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HPL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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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17)를 사용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으며 정제법은 multifunc-
tional column을 이용하거나 Sep-Pak silica cartridge를 이용한 방
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immunoaffinity column(IACs)을
이용한 신속하고 간편한 정제법이 제시되고 있다(17). 곰팡이독
소는 식품에 ppm 또는 ppb로 미량 존재하기 때문에 정제, 농축
및 고감도의 장비가 요구되어져 형광검출기를 장착한 HPLC와
IACs를 이용한 연구보고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1,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두, 붉은콩, 검정콩, 녹두 등 두류에
대하여 immunoaffinity column으로 정제 후 HPLC fluorescence
detection(HPLC-FLD)로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랄레논에 대
한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제랄레논이 검출된 시료에 대하여
LC-MS/MS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시중 유통 농산물 중 대두, 붉은콩,
검은콩, 녹두, 서리태(속청), 서목태(약콩) 6품목을 서울, 부산, 대
전,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비롯하여 10개 지역의 대형 할인마
트, 재래시장 등에서 수집하였다. 대두 27건, 붉은콩 27건, 검정
콩 16건, 녹두 24건, 서리태 19건, 서목태 14건 총 127건 시료에
대하여 제랄레논 오염실태를 조사하였다. 모든 시료는 포장단위
(500 g~1 kg) 전체를 분쇄기로 균질화하여 −20oC 냉동상태로 보
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시약 및 표준물질
제랄레논 표준품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
서 구입하였으며 추출 및 분석에 사용되는 acetonitrile, methanol은
HPLC 용으로 Merck Co.(Darmstadt, Germany) 제품을 사용하였
다. Sodium chloride(Merck Co.), n-hexane(Merck Co.) 등 분석 사
용된 모든 시약 및 용매는 특급 및 그 이상의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표준용액 조제
표준품을 methanol에 녹여 2,500 µg/mL 농도로 조제한 다음

75% methanol로 최종 농도가 5 ng/mL, 10 ng/mL, 25 ng/mL, 50
ng/mL, 75 ng/mL, 100 ng/mL가 되도록 희석하여 검량선용 표준용
액으로 하였다. 

정제용 칼럼 및 분석장비
실험에 사용된 제랄레논 정제 immunoaffinity column은 zearala

test(Vicam, Watertown, MA, USA)을 이용하였다. 이 칼럼은 1 mL
syringe에 제랄레논 특이성을 지닌 monoclonal antibody가 부착된
sepharose가 충진된 것으로 완충액이 채워져 있으며 사용 유효기
간은 실온에서 1년이다. 분석장비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Shiseido SI-2, Tokyo, Japan) 및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
matograhy(UPLC) ACQUITYTM/Micromass Quattro Premier XE
API triple-quadrupole mass spectrometer(UPLC-MS/MS, Micro-

mass, Manchester, UK)를 사용하였다. 

Table 1. HPLC condit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zearalenone
in beans

Parameters Operation conditions

Instrument HPLC(Shiseido SI-2)

Column Capcellpak C18 UG120 (3.0 mm×250 mm, 5 µm)

Mobile phase Acetonitrile : methanol : water = 10 : 55 : 35 (v/v/v)

Flow rate 0.5 mL/min

Detector
Fluorescence detector
Ex. wavelength : 275 nm
Em. wavelength : 450 nm

Temperature 40oC

Injection volume 10 µL

Table 2. LC-MS/MS conditions for the confirmation of zearalenone 

Instrument Parameter Condition

Liquid chromatography
(Waters, ACQUITY UPLC)

Column ACQUITY UPLCTH BEH C18

(Waters, 2.1 mm×50 mm, 1.7mm)

Mobile phase
Solvent A(80) : 0.1% Formic acid in distilled water

Solvent B(20) : 0.1% Formic acid in acetonitrile

Flow rate 0.25 mL/min

Injection volume 10 µL

MS/MS
(Waters, Micromass 
Quattro Premier XE)

Ionization mode ESI+

Capillary (kV) 3.5

Source temp. (oC) 120  

Desolvation temp. (oC) 400

LM/HM resolution 14.0 / 14.0

Ion energy 1.0

Entrance/ Exit 1 / 1

MRM mode

Precursor ion (m/z) 319

Product ion (m/z)
319>203 (Quantification)

319>185 (Confirmation)

Dwell time (s) 0.1

Con voltage (V) 22

Collision energy (eV)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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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액 전처리
균질화한 시료 25 g에 sodium chloride 2 g 및 75% methanol

100 mL를 가하여 20분간 진탕 혼합한 다음 여과지(Adantec No.4)
로 여과하고 여액 10 mL에 증류수 20 mL을 혼합하였다. 이 때
혼합액이 현탁할 경우 원심분리(6,000 rpm, 10 min)한 다음 상등
액을 사용하였다. 시료 정제를 위해 혼합액 15 mL를 immunoaf-
finity column으로 로딩(유출 속도를 초당 1-2방울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함)한 후 증류수 15 mL로 씻고 methanol 5 mL로 제랄레논
을 용출시킨 다음 3 mL 공기를 통과시켜 column에 남은 액을 모
두 용출시킨 액을 모아 질소가스(40oC, 수욕상)로 농축시켰다. 이
를 이동상 용매 1 mL로 녹인 다음 0.45 µm membrane filter를 통
과시켜 HPLC용 및 UPLC-MS/MS용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HPLC 및 LC-MS/MS 분석조건
제랄레논 정량분석을 위해 3023 pump, 3023 auto injector 그리
고 fluorescence detector(excitation 275 nm, emission 450 nm)가
장착된 Shiseido SI-2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칼럼은 capcellpak C18

UG120, 이동상은 acetonitrile:methanol:water(10:55:35, v/v/v) 사용
하였다(Table 1). 또한 HPLC-FLD로 제랄레논 오염이 확인된 시
료는 LC-MS/MS(UPLC ACQUITYTM/Micromass Quattro Premier
XE API triple-quadrupole mass spectrometer(Micromass, Manches-

ter, UK)를 사용하여 Table 2에 제시된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검량선,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표준용액을 5 ng/mL, 10 ng/mL, 25 ng/mL, 50 ng/mL, 75 ng/

mL, 100 ng/mL 농도로 조제하여 검량선을 구한 결과 상관계수
(R2)는 0.9998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고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는 signal 대 noise 비가 3대 1일 때의 농도, 정량한계
(limit of quantification)는 LOD ×3일 때의 농도로 구한 결과, 각
각 2 µg/kg, 6 µg/kg이었다. Urraca 등(15)에 따르면 검출한계가 3-
6 µg/kg, Mateo 등(17)은 4 µg/kg, Jimenez 등(20)은 3 µg/kg로 다
른 연구자의 결과 보다 낮은 검출한계를 보였다.

회수율 및 재현성
제랄레논이 오염되지 않은 검은콩, 붉은콩에 최종농도가 각각

5 µg/kg, 10 µg/kg, 25 µg/kg, 50 µg/kg, 75 µg/kg 그리고 100 µg/kg
이 되게 제랄레논 표준용액(0.1 µg/mL, 0.5 µg/mL, 50 µg/mL, 250
µg/mL, 500 µg/mL)을 첨가하여 각 시료에 대한 회수율을 검토한
결과, 검정콩 85.2-98.4%, 붉은콩 82.2-91.6%로 양호한 회수율을
보였다. 또한 동일 조건에서 1일 5회 반복 실험하여 재현성을 검
토한 결과 RSD가 검정콩, 붉은콩에서 각각 1.45-5.97%, 0.82-
6.40%로 비교적 양호한 재현성을 보였다(Table 3). 

시료 중 제랄레논 오염도 조사 
식품 중 미량 존재하는 제랄레논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중 유
통되는 농산물 중 대두, 붉은콩, 검은콩, 녹두, 서리태(속청), 서
목태(약콩)을 대상으로 총127건 수집하여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대두(백태) 27건 중 1건(3.7%)에서 37.62 µg/kg 검출되었고 붉은
콩(팥) 27건 중 12건 검출되어 44.4%의 검출율을 보였고 그 오
염수준은 8.01-38.98 µg/kg이었다. 나머지 시료 검정콩 16건, 녹두
24건, 서리태(속청) 19건, 서목태(약콩) 14건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Table 4). 따라서 전체 시료 127건 중 13건 검출되어
10.2%의 검출율을 보였고 그 오염수준은 8.01-38.98 µg/kg이었다.

제랄레논 표준용액 및 검출된 붉은콩의 HPLC-FLD 크로마토그
램을 Fig. 1, 2로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에서 검출된 제랄레논의
오염수준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유럽연합(가공되지 않은 곡류
:100 µg/kg, 가공되지 않은 옥수수:200 µg/kg)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류에 대한 연구보고를 살펴보면
캐나다 Scott 등(19)은 대두 97건 중 6건에서 5-39 µg/kg 검출되
었다고 보고하였고 독일 Schollenberger 등(20-22)은 콩 5건 중 1
건에서 7 µg/kg, 콩식품 45건 중 7건에서 2-214 µg/kg, 대두유 14
건 중 3건에서 5-46 µg/kg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대두의 경우
캐나다의 오염수준과 유사하였고 독일 가공식품인 Soya meal, 대
두유에 비해 오염수준이 비교적 낮았다. 본 연구에서 검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붉은콩는 독일 콩식품에 비해 오염수준이 비
슷하거나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동 시료의 경우 연구보고
가 극히 미비하여 국내외 다른 연구 결과와 직접적 비교는 어려
우나, 제랄레논 곰팡이독소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연구된 옥수수, 보리를 대상으로 그 오염수준을 비교한 결과, 독
일(보리:2-311 µg/kg, 옥수수:860 µg/kg이하)(23,24), 캐나다(보리:4-
21 µg/kg, 옥수수:5-647 µg/kg)(19) 그리고 한국 박 등(보리:14-171
µg/kg, 옥수수가공품:36-84 µg/kg)(25) 및 전 등(보리:33.3 µg/kg, 옥
수수:평균 42.8 µg/kg, 최대 174.9 µg/kg)(26)의 오염수준과 유사하
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모니터링 결과가 유럽연합 기준 이하로
안전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으나 곰팡이독소는 기후, 수확 전 후 관
리, 저장, 유통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시
료라도 오염수준이 달리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노출평가를 위해
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우리나
라는 free trade agreement(FTA)와 같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외

Table 3. Recoveries (n=5) of zearalenone from black bean and
red bean spiked with standard solution at the levels of 0.1, 0.5,
1.0, 5.0, and 10.0 µg/mL, respectively

Spiked level
(µg/mL)

Measured level
(µg/kg)

Recoveries (%) ± RSD (%)

Black bean Red bean

0.1 5 97.2 ± 1.46 88.7 ± 6.40

0.5 25 85.2 ± 1.69 82.2 ± 1.89

1.0 50 88.1 ± 5.97 85.7 ± 0.82

5.0 250 98.4 ± 4.11 89.7 ± 1.75

10.0 500 95.8 ± 1.45 91.6 ± 1.64

Table 4. The incidence and levels of zearalenone in various beans
by HPLC/FLD

Type of food
Incidence

(positive/analysed samples)
Range of 

zearalenone
levels (µg/kg)No. %

Beans

Soybean 1/27 3.7 37.6

Red bean 12/27 44.4 8.01-38.98

Black bean 0/16 - N.D.1)

Mung bean 0/24 - N.D.

Seoritae2) 0/19 - N.D.

Seomoktae3) 0/14 - N.D.

Total 13/127 10.2 8.01-38.98
1)N.D. : Not detected
2)Glycine max merrill
3)Rhynchosia nolub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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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PLC/FLD chromatogram of zearalenone standard at
50 µg/kg.

Fig. 2. HPLC/FLD chromatogram of a positive red bean sample
was detected zearalenone at 38.98 µg/kg.

Fig. 3. LC-MS/MS chromatograms of zearalenone standard at 50 µg/kg. (A) Total ion current (TIC) chromatogram of standard, (B) MRM
chromatogram of product ion (quantification : 319>187), (C) MRM chromatogram of product ion (confirmation : 3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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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식품 안전성확보를
위해 동 곰팡이독소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오염실태 조사가 되어
야 한다고 생각된다(27-29).

LC/MS/MS을 이용한 검출시료 확인 
HPLC/FLD에서 검출된 시료를 LC/MS/MS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product ion인 185 m/z, 203 m/z을 얻어서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ode로 분석하여 대두 1건, 붉은콩 12건에서
product ion 185 m/z, 203 m/z을 확인하였다. 검출 시료 13건 모
두 제랄레논임을 확인하였고 제랄레논의 표준용액 및 검출시료
에 대한 LC/MS/MS 크로마토그램은 Fig. 3, 4로 나타냈다. 

요 약

국내유통 중인 대두, 붉은콩, 검은콩 녹두 등 6품목의 두류 총

127건을 immunoaffinity column 정제방법 및 HPLC-FLD을 이용
하여 제랄레논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였다. 상관계수(R2) 0.999
이상으로 양호한 직선성을 보였고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각각
2.0 µg/kg, 6.0 µg/kg, 회수율 82.2-98.4%로 나타났다. RSD가 0.82-
6.40%로 양호한 재현성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대두(백태)
27건 중 1건(3.7%)에서 37.62 µg/kg 검출되었고 붉은콩(팥) 27건
중 12건 검출되어 44.4%의 검출율을 보였고 그 오염수준은 8.01-
38.98 µg/kg이었다. 나머지 시료 검정콩 16건, 녹두 24건, 서리태
(속청) 19건, 서목태(약콩) 14건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따
라서 총 시료 127건 중 13건 검출되어 10.2%의 검출율을 보였
고 그 오염수준은 8.01-38.98 µg/kg이었다, 검출시료 13건을 LC-
MS/MS로 확인한 결과 모두 제랄레논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두류의 검출빈도 및 오염수준은 유럽연합에서
설정된 기준규격 이하의 수준이었으나 곰팡이독소의 생성의 특
이성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오염실태 조사가 되

Fig. 4. LC/MS/MS chromatogram of contaminated red bean. (A) Total ion current (TIC) chromatogram of red bean (B), MRM
chromatogram of product ion (quantification : 319>187), (C) MRM chromatogram of product ion (confirmation : 3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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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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