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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S/MS를 이용한 설사성패류독소의 분석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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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stablish and validate a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method for the
rapid and accurate quantitation of 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DSP) toxins, we compared the results from different
mobile phases and columns used for their analysis and collision energies for MS/MS experiments. Clear peaks of okadaic
acid (OA) and dinophysistoxin-1 (DTX1) were obtained by using a mobile phase comprising aqueous acetonitrile
containing 2 mM ammonium formate and 50 mM formic acid. The collision energies were optimized to facilitate the most
sensitive detection for each toxin, namely, OA, DTX1, pectenotoxin-2 (PTX2), or yessotoxin (YTX). Further, the maximum
ion response was obtained at a collision energy of 48 V for OA and DTX1. We compared the analytical performance of
C

8
 and C

18
 columns. A wide range of toxins namely, OA, DTX1, PTX2, and YTX, except DTX3, were detected by both

the columns. Although DTX3 was only detected by the C
8
 column, we found that the C

18
 column was also suitable for

the quantitation of OA and DTX1 the toxins responsible for inducing diarrhea. The limit of detection of OA and DTX1
by the established LC-MS/MS conditions was 1 ng/g, and the limit of quantitation of the toxins under the same conditions
was 3 ng/g. The process efficiencies were 91-118% for oysters (Crassostrea gigas) and 96-117% for mussels (Mytilus
galloprovincialis) further, we observed no significant effect of matrix during the ionization process in LC-MS/MS. The
comparison between mouse bioassay (MBA) and LC-MS/MS yielded varying results because low concentrations of OA
and DTX1 were detected by LC-MS/MS in some shellfish samples, which provided positive results on MBA for DSP. The
analysis time required by MBA for DSP analysis can be reduced by LC-M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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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설사성패류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은 Dinophysis spp.와

Prorocentrum spp.에 속하는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자

연독으로, 중독 시 주로 설사,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 소화기계

장해를 나타내지만 아직 사망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1). 또한, 설

사성패류독 식중독은 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1970

년대에 각각 발생하였으나(1)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중

독사고가 보고된 바 없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1991년부터 남

해안 주요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설사성패류독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패류에서 마우스 시험으로 독성이 검

출되기도 하였다(2).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연안산 패류에서도 외

국의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미량이지만 okadaic acid(OA), dino-

physistoxins(DTXs) 등의 독소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3).

설사성패류독은 유독 성분의 기본적인 골격의 화학구조 특성

에 따라 OA group, pectenotoxin(PTX) group, yessotoxin(YTX)

group 등으로 구분된다(4,5). 이러한 독소 중 OA, DTXs 등 OA

group 독소가 설사를 주로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으며, 이

독소는 발암 promotor로도 알려져 있다(6,7). PTX group 및 YTX

group 독소는 OA group 독소와 함께 검출되어 설사성패류독 성

분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동물에 경구투여 시 OA group에 비하

여 독성이 훨씬 낮을 뿐 아니라(8-10) 설사도 유발하지 않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6,11).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유독성분별

로 각각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YTX의 기준을 OA group이

나 PTX group 독소보다 훨씬 높게 설정하였다(12). 또한 CODEX

에서도 PTX나 YTX에 의한 중독사고가 보고되지 않아 OA, DTXs

등 OA group 독소에 대해서만 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13).

지금까지 설사성패류독 분석을 위하여 acetone 등의 용매로 추

출한 독소를 마우스 복강에 투여하는 시험법(1,14)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마우스 시험법은 유독성분의 일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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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는 좋은 점이 있으나 각각의 독소를 별도로 정량할 수 없고,

유리지방산 등 혼재하는 다른 성분에 영향을 받으며, 감도도 좋

지 못할 뿐만 아니라(15) 동물사용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점도 지

적되고 있다(16). 이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동물을 사용

하는 설사성패류독 분석법을 대체하기 위한 고감도 신속 정량법

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유력한 분석법으로 고속액체크

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한 시험법이 등장하

고 있다(17-20). LC-MS/MS 시험법은 마우스 시험법에 비하면 고

가의 장비 사용에 따라 비용은 다소 많이 소요되지만 분석시간

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또한 미량의 패류독을 성분별로

정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기기분석에서 이동상의

조성이나 컬럼 등 분석조건에 따라 검출할 수 있는 유독 성분이

달라지고, 감도도 크게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C-MS/MS를 이용한 설사성패류독의 신속정밀

분석법 확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문헌을 통하여 보고된 각

종 분석조건을 시험하여 최적의 조건을 확립하고, 확립된 조건에

서 유효성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또 마우스 시험법의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표준독소

분석에 사용된 acetonitrile과 methanol 등 용매는 Merck(Darm-

stadt, Germany) HPLC grade를, formic acid(Fluka, Buchs, Ger-

many), ammonium formate(Sigma, St. Louis, MO, USA), acetic

acid(Sigma) 등은 mass spectrometry grade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

류수는 Milli-Q water purification system(Millipore, Bedford, MA,

USA)에서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표준독소 중 OA, PTX2, YTX 및 OA와 DTX1이 포함된 certi-

fied reference material(CRM-DSP-MUS-b) 등은 Canada의 National

Research Council(Halifax, Canada)에서, DTX1과 DTX3은 Wako

(Osaka, Japan)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패류시료의 처리

시험에 사용된 패류 시료는 탈각한 패육을 균질화하여 1 g 칭

량하고, 9배량의 90% methanol을 가하여 재균질화한 후 2,500×g

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상징액을 0.45 µm filter(Millipore)로 여과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기기 및 조건

Mass spectrometer는 Thermo Finnigan TSQ Quantum discovery

(San Jose, CA, USA)를 사용하였고, 유독성분 분리를 위한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HPLC) 또한 Thermo Finnigan

MS Pump plus system(San Jose, CA, USA)을 사용하였다.

분석용 column은 대부분의 시험에서 Luna C
18

(2)(5 µm, 150×2

mm; Phenomenex, Torrance, CA)를 사용하였으나 column 종류별

분리능 비교를 위해서는 Hypersil-BDS-C
8
(3 µm, 50×2.1 mm; Key-

stone Scientific, Bellefonte, PA, USA)도 사용하였다. MS의 spray

voltage는 4.5 kV, capillary temperature는 200oC, 시료검출은

selected reaction monitoring(SRM)법으로 하였으며, 각 성분 분석

을 위한 기기의 parameter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동상 조건별 시험

LC-MS/MS를 이용한 설사성패류독 분석을 위한 이동상 조건

은 acetic acid 또는 formic acid와 ammonium formate를 일정농도

첨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시험에는 용매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gradient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유

속은 200 µL/min의 조건으로 하였다. 첫 번째 이동상 조건시험에

서 A용액은 0.1% acetic acid 수용액, B용액은 acetic acid가

0.1% 함유된 95% acetonitrile 용액을 사용하였다(21,22). 두 번째

시험조건에서는 A용액은 formic acid와 ammonium formate가 각

각 50 mM 및 2 mM이 되도록 한 수용액, B용액은 formic acid와

ammonium formate가 각각 50 mM 및 2 mM 농도로 함유된 95%

acetonitrile 용액을 사용하였다(23,24). 두 가지 시험조건에서는 동

일하게 A용액과 B용액의 비율을 80:20으로 시작하여 10분간에

걸쳐 B용액을 20%에서 100%까지 올린 후, 13분간 유지하여 독

성분을 용출한 후 다시 20%로 낮춰 5분간 column의 평형화 시

간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분석법 유효성 시험

확립된 분석조건의 유효성 시험은 미리 설사성패류독이 오염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굴과 진주담치를 사용하여 CODEX에서

기준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OA와 DTX1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즉, 최적의 분석조건에서 각 유독성분의 농도가 1, 5, 10, 50, 100

ng/mL이 되도록 표준용액을 각각 조제하고 LC-MS/MS로 분석하

였다.

분석기기의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는 Xcalibur soft-

ware에서 신호대 잡음비(S/N)가 >3으로 하였으며,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fication)는 LOD×3일 때의 농도로 구하였다.

Process efficiency(%)는 균질화한 굴과 진주담치 시료에 OA 및

DTX1 표준용액을 최종농도 10, 50, 100 ng/mL가 되도록 첨가한

후 시료 전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전처리하여 LC-MS/MS로 정량

하여 산출하였다. Matrix effect(%)는 굴과 진주담치 시료의 90%

methanol 추출액에 표준독소를 0.05µg/mL이 되도록 첨가하여 반

복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시험방법의 정밀성은 진주담치 시료에

기지의 농도가 첨가되어 있는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

rial; CRM)을 동일한 전처리법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n=5). 또

한 하루에 5번 반복 측정을 시행하여 일내 정밀성(%CV)을 구하

였고, 5일간 반복 측정을 시행하여 일간 정밀성(%CV)을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이동상 조건에 따른 비교

Acetic acid와 formic acid로 각각 조제한 두 가지 이동상을 사

용하여 Luna C
18

(2) column에서 OA와 DTX1을 분석한 결과,

0.1% acetic acid 수용액을 사용하였을 때, OA와 DTX1 혼합물에

서 OA는 검출되었으나 DTX1은 검출되지 않아 이동상 조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formic acid와 ammonium

Table 1. MS/MS parameters for detection of 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toxins

Toxins Parent ions (m/z) Fragment ions (m/z) Mode

OA 803.5 255.4 *ES-*

DTX1 817.5 255.4 ES-

DTX3 1055.4 255.4 ES-

PTX2 903.5 137.0 ES-

YTX 1141.5 1061.5 ES-

OA, okadaic acid; DTX1, dinophysistoxin-1; DTX3, dinophysistoxin-
3; PTX2, pectenotoxin-2; YTX, yessotoxin.
*Electrospray negative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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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e 농도가 각각 50 mM 및 2 mM인 이동상을 사용하였을 때

에는, OA와 DTX1이 완전히 분리되어 acetic acid 보다 formic

acid와 ammonium formate를 사용하는 조건이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Collision energy에 따른 비교

OA와 DTX1이 혼합된 표준용액을 collision energy를 변화시키

며 full scan하여 ion이 조각되는 패턴을 분석하였다. Collision

energy는 MS/MS에서 fragment ion의 생성에 중요한 parameter로

collision energy를 크게 주었을 경우, fragment ion들의 ion spectra

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Fig. 1-1), 48 V 정도의 collision

energy를 주었을 때는 OA와 DTX1 고유의 fragment ion들이 최

적의 intensity로 확인되었다(Fig. 1-2).

Full scan 분석은 고유한 fragment ion들을 확인하여 정성분석

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quadrupole type의 mass spec-

trometry인 기기의 특성과 matrix effect에 의한 방해물질의 제한

을 위하여 negative mode에서 분석을 하는 특성상 정성분석보다

는 정량분석의 감도가 더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분석

을 위해서 SRM(selected reaction monitoring)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는 분석 물질에 따라 collision energy를 다르게 주어야 하며,

본 시험에 적용한 collision energy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Column의 종류에 따른 비교

Column의 종류에 따른 독성분 분리능 비교를 위하여 C8과 C18

column을 사용하여 위에서 확립한 이동상 조건으로 OA, DTX1,

DTX3, PTX2, YTX 등 5가지의 혼합 표준용액(100 ng/mL)을 분

석하였다. C18 column 사용 시, OA, DTX1, PTX2 및 YTX는 대

단히 잘 검출되었으나 DTX3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C8

column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5가지 성분을 모두 검출할 수 있었

다(Fig. 2). C8 column을 사용하였을 때 retention time은 DTX3의

검출시간이 늦어 OA, DTX1, PTX2 및 YTX 보다 15분정도 더

연장되었다. 이렇게 DTX3의 retention time이 지연되는 것은 화

학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DTX3는 OA, DTX1 혹은 DTX2에 지

방산이 7-O-acyl esters 결합된 복합체로서 극성도가 다른 독성분

에 비하여 낮기 때문이다(6). DTX3는 플랑크톤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패류의 체내에서 변환되는 유도체로 이 독소를 alkali로

가수분해하여 지방산이 유리되면 원래의 독성분(OA, DTX1 또는

DTX2)으로 변환된다(6).

분석법 유효성 시험결과

위의 조건으로 C8 column을 사용하여 분석하면 5종의 유독성

분의 정량이 가능하지만 독소가 검출되는 retention time, 규제 대

상 유독성분 및 alkali 가수분해에 의해 DTX3이 OA, DTX1 또

는 DTX2로 변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C18 column으로 분석법

의 유효성을 시험하였다. 기기분석으로 개별 유독성분 정량 시

설사성패류독의 허용기준은 미국의 경우 OA와 DTX1을 합한 량

으로 200 µg/kg(25), EU에서는 OA, DTX1 및 PTX를 합하여 160

µg/kg, YTX는 1,000 µg/kg(26)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진주담치

및 굴 시료에 대해 OA와 DTX1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Fig. 1. LC-MS/MS chromatograms (total ion current) of a mixture of okadaic acid (OA) and dinophysistoxin-1 (DTX1) and fragment
ion chromatograms of each toxin obtained using different collision energies.

Table 2. The optimum collision energies for detection of toxins
and retention times of toxins obtained from different columns

Toxins
Collision energy 

(V)

Retention time (min)

C8 column1) C18 column2)

OA 48 7.4 11.2

DTX1 48 8.7 12.9

DTX3 60 21.1 -

PTX2 60 7.9 11.8

YTX 40 6.3 12.7

OA, okadaic acid; DTX1, dinophysistoxin-1; DTX3, dinophysistoxin-
3; PTX2, pectenotoxin-2; YTX, yessotoxin.
1)Hypersil-BDS-C8 column (3 µm, 50×2.1 mm; Keystone Scientific,
Bellefonte, PA, USA).
2)Luna C18(2) column (5 µm, 150×2 mm; Phenomenex, Torrance,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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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확립한 분석조건에 따라 1, 5, 10, 50, 100 ng/mL

이 되도록 혼합표준용액을 제조하고 LC-MS/MS에 주입하여 측

정값을 구하고 계산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구하였다. OA는 상관

계수(r2)가 0.9999, DTX1은 0.9996으로 각 농도 범위에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분석기기의 검출한계(LOD)를 확인한 실험 결과, 신호대잡음비

(S/N)를 >3으로 보았을 때 OA와 DTX1의 검출한계는 모두 1 ng/

g이었으며, 정량한계(LOQ)는 각각 3 ng/g이었다.

한편, process efficiency는 균질화시킨 굴과 진주담치 시료에

OA 및 DTX1 표준용액을 최종 농도 10, 50, 100 ng/mL가 되도

록 첨가한 후 시료 전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전처리하여 측정하

였다. 굴과 진주담치를 대상으로 측정한 process efficiency는 굴

의 경우 91-118%, 진주담치에서는 96-117%로 시험 농도에서 양

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3).

 Matrix effect는 굴 및 진주담치 시료의 90% methanol 추출액

에 OA, DTX1, PTX2, YTX를 0.05 µg/mL이 되도록 첨가하여 반

복 측정한 결과로서 Table 4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matrix effect

는 진주담치 및 굴 등 시료에 관계없이 OA는 105-106%, TX1은

96-98%로 확립된 분석조건에서 matrix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분석법의 정밀성(%CV)은 OA와 DTX1이 진주담치 시

료에 함유 되어있는 CRM을 사용하여 시료 전처리 방법과 같

이 추출하고, 얻어진 추출액을 단계별로 희석한 후 반복 측정하

여 구하였다. 정밀성은 두 표준물질 모두 ±5% 이내의 범위에

들어 본 시험방법이 매우 양호한 것임이 확인되었다(Table 5).

또한 본 분석법의 일내 정확성 및 정밀성의 경우, OA는 95.2-

102.5%의 정확성과 1.4-5.8%의 정밀성을 나타내었고, DTX1은

99.7-106.7%의 정확성과 2.9-5.5%의 정밀성을 나타내었다. 일간

정확성 및 정밀성의 경우, 5일간 시험을 반복 시행하여 구하였

으며, OA는 99.2-105.3%의 정확성과 1.3-4.2%의 정밀성을 나타

내었고, DTX1은 91.2-109.1%의 정확성과 1.8-4.4%의 정밀성을

나타내었다(Tabel 6).

Fig. 2. LC-MS/MS SRM chromatograms for a mixture (100 ng/mL) of standard toxins obtained by C
8
 column and C

18
 column.

Table 3. Process efficiency of toxins spiked into bivalve samples

Species
Concentration

(ng/g)

Recovery (%)1)

OA DTX1

Oyster

10 115±6.0 111±6.2

50 118±4.1 113±3.2

100 091±0.7 105±0.3

Mussel

10 117±8.8 096±6.6

50 102±2.5 114±5.6

100 116±2.9 107±1.4

1)Mean±SD (n=5)
OA, okadaic acid; DTX1, dinophysistoxin-1

Table 4. Effect of matrix on recovery of toxins spiked into 90%

methanol extracts of shellfish

Toxins
Recovery (%)1)

Mussels Oysters

OA 106±5.8 105±4.3

DTX1 98±7.0 96±5.0

1)Mean±SD (n=5)
OA, okadaic acid; DTX1, dinophysistoxin-1

Table 5. Average precision (%CV, n=5) of peak areas of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Concentration
(ng/g)

Toxins

OA DTX1

10 2.2 2.4

50 1.7 3.6

100 3.0 0.2

OA, okadaic acid; DTX1, dinophysistoxin-1



462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1권 제 4호 (2009)

마우스 시험법과 LC-MS/MS에 의한 패류독 분석결과 비교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설사성패류독소 모니터링에서 마

우스 시험법(14)으로 0.05 mouse unit(MU)/g을 나타낸 진주담치

및 굴 등의 시료를 LC-MS/MS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정량 시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된 것은 모두 불검출

로 간주하였다. 1월부터 3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시료에서

는 마우스 시험법으로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다.

마우스 시험법에서 0.05 MU/g의 독성을 나타낸 시료들을 LC-

MS/MS로 분석하였을 때 일부 시료에서 설사성패류독 성분이 검

출되었으나 검출량은 낮은 수준으로 생물시험과 기기분석의 결

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마우스 시험법보다 높은 감도와 신속하고 정확하

게 독의 조성을 파악할 수 있는 LC-MS/MS법으로 설사성패류독

을 정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설사성패류독의 신속정밀 분석조건 확립을 위하여 LC-MS/MS

를 사용하여 이동상, 분석용 column 및 collision energy 등을 변

화시키면서 시험하였다. 50 mM formic acid와 2 mM ammonium

formate가 함유된 acetonitrile 수용액을 이동상으로 사용하였을 때

OA와 DTX1이 검출되었다. Collision energy는 독소 성분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다성분 동시분석에 적합하였으며 OA와 DTX1 고

유의 fragment ion들은 48 V 정도에서 최적의 intensity로 확인되

었다. Column의 종류에 따라서는 C8 column의 경우 OA, DTX1,

DTX3, PTX2 및 YTX 모두 검출 가능하였으나 실제 검출 대상

이 OA와 DTX1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18 column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립한 LC-MS/MS 분석

조건의 검출한계는 OA와 DTX1 모두 1 ng/g, 정량한계는 각각 3

ng/g이었고, 표준독 성분을 첨가한 시료에서 process efficiency는

굴의 경우 91-118%, 진주담치에서는 96-117%이었고, matrix의 영

향은 거의 없었다. 마우스 시험에서 양성을 나타낸 시료를 LC-

MS/MS법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시료에서만 OA 및 DTX1이 검

출되어 두 시험법의 독성은 일치하지 않았으며 LC-MS/MS법은

마우스 시험법보다 하루 이상 분석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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