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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를 이용한 우유에서의 fluoroquinolones 시험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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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method was established for the determination of
fluoroquinolones in milk. Protein was removed by using trichloroacetic acid in order to increase a mean recovery of milk.
The extracts were using StrataTM-X solid-phase extraction cartridge. The analytes were detected by HPLC on a C

18
 column.

HPLC method with fluorescence detection system (Ex: 278 nm, Em: 456 nm) provided a high degree of sensitivity in
detecting fluoroquinolones. The limits of quantitation (LOQ) and mean recoveries of fluoroquinolones were 40 µg/kg and
73.6-95.2% (ofloxacin), 10 µg/kg and 77.3-91.9% (norfloxacin), 20 µg/kg and 91.6-94.3% (ciprofloxacin), 10 µg/kg and
81.0-87.8% (enrofloxacin), 10 µg/kg and 71.3-81.0% (sarafloxacin), 10 µg/kg and 89.4-90.8% (orbifloxacin), 2 µg/kg and
69.4-85.5% (danoflox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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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80년대 초에 처음 발견된 플루오르퀴놀론은 nalidixic acid의

naphthyridine 핵의 fluorine과 piperazine 환이 부착된 것이며(1),

nalidixic acid보다 항균력이 강하고 항균 범위도 넓다. 이는 세균

의 세포 내로 쉽게 들어가 세균의 위성이성질화 효소 중 DNA

선회효소나 위성 이성질화 효소에 작용하여 효소 활동을 저해함

으로써 DNA 복사 또는 전사가 되지 않게 하여 미생물을 죽게

한다. DNA 선회효소는 그람 양성 세균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람

양성 및 음성 세균 모두에 의한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광범위 항

생제이다(2).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균제는 설파제 개발 이래

가장 중요한 항균 물질로써, 그람 음성 및 양성 세균과 설파제,

β-lactam계, 아미노글리코싸이드, 테트라싸이클린, 마크로라이드

등의 항생 물질에 저항성 있는 세균에까지도 광범위하게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3). 이들은 강한 항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

, 개, 닭 등 가축의 질병 치료에 중요한 항균 물질로 쓰이며, 사

람의 질병 치료 및 예방 약제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4). 이런 제

제들의 효능을 개선하여 2세대 퀴놀론 제제로는 ofloxacin, nor-

floxacin, ciprofloxacin, sarafloxacin, danofloxacin 등이 있다. 낮은

독성과 넓은 항균 범위, 경구투약 가능, 좋은 흡수력으로 인한 넓

은 조직 분포로 임상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뇨기과, 호흡기

계 질병에 적용하며 소화기, 피부 등의 감염에도 적용되고, 질병

예방과 세균 감염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

으로 그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 하지만, 사람이

지속적으로 플루오르퀴놀론 합성 항균제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에는 약물이 체내에 이행되어 내성균이 출현 할 수 있으며, 인체

의 생리에 변화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으로는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에서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균제를 사람의 질병 치료를 위한

중요한 항생제로 분류하고 있어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규

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6).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플루오

르퀴놀론 제제가 다수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

었으나 항생제 내성 등의 문제로 사람과 동물에 공통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플루오르퀴놀론계 중 4종(시프로플록사신, 노르플록

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로사신)에 대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 금

지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있고, 엔로플록사신, 사라플록사신,

오비플록사신, 다노플록사신 등은 현재 관리 대상 중에 있다. 플

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균제 분석법에 관한 연구로는 미생물학

적 방법(7,8), 면역학적 방법(9,10), HPLC를 이용한 방법(11,12) 등

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에서도 플루오르퀴

놀론계 합성 항균제의 동시 분석법이 알려져 있다(13-15). 엔로플

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사라플록사신, 다노플록사신이 우유로

이행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지만(16,17), 우유 내

오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사라

플록사신, 오비플록사신, 다노플록사신에 대한 감도 높은 분석법

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Fig.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소비 식품인 우유에서 안정성

에 논란이 되고 있는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균제의 동시 분

석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처리 방법 및 HPLC를 이용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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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기기

분석에 사용된 ofloxacin, norfloxacin은 Sigma(St. Louis, MO,

USA)에서, ciprofloxacin hydrochloride, enrofloxacin, sarafloxacin

hydrochloride은 Dr. Ehrenstorfer-GmbH(Augsburg, Germany)에서,

Orbifloxacin, danofloxacin은 Riedel-de Haën(Seelize, Germany)에

서 구입하였다. 추출 용매로 사용되어진 acetonitrile, methanol은

(J.T Baker, Phillipsburg, MT, USA)에서 구입하였다. Triethy-

lamine, phosphoric acid, tetrahydrofuran, trichloroacetic acid 시약

은 특급 또는 일급으로 사용하였고, 실험에 사용한 증류수는 멤

브레인 필터(Millipore, Billerica, MA, USA)에서 18 MΩ-cm로 통

과시켜 사용하였다. 정제 과정에 사용되는 카트리지는 StrataTM-X

(60 mg, 3 mL; Phenomenex, Torrance, CA, USA)를 사용하였다.

시료 전처리 과정 중 항생제 추출에는 원심 분리기는 LS-130

(Beckman, Tokyo, Japan)를 사용하였고, Turbo vap은 ZYMARK

사(Hopkinton, MA, USA)의 제품을, Vaccum Manifolder는

VISIPREP 24TM DL(Supelco, Bellefonte, PA, USA)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HPLC는 Nanospace SI-2(Shiseido, Tokyo,

Japan)를 사용하였고, HPLC 칼럼은 Capcell Pak C
18

(4.6×250 mm,

5µm)(Shiseido)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EZChrome Elite (Ver.3.1.3)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우유는 국내산으로 구입하였고, 50 mL 씩 튜브에 포장하여 약

−20o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분석 시 실온에서 녹인 후 사용하였다.

Fig. 1. Chemical structures of ofloxacin (A), norfloxacin (B), ciprofloxacin (C), enrofloxacin (D), sarafloxacin (E), orbifloxacin (F),
danofloxac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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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검량선 작성

Ofloxacin, norfloxacin, ciprofloxacin, enrofloxacin, sarafloxa-

cin, orbifloxacin, danofloxacin을 각각 정밀히 달아 메탄올에 녹여

100 µg/mL가 되도록 표준원액을 제조한 후 메탄올로 희석하여 10

µg/kg의 표준용액을 제조한다. 제조된 표준원액과 표준용액은 약

2oC에서 냉장보관 하였다. 검량선 작성을 위해 표준 혼합 용액을

제조하였는데, ofloxacin은 0.02, 0.04, 0.08, 0.2, 0.4, 0.8 µg/kg가

되도록 하고, norfloxacin, enrofloxacin, sarafloxacin, orbifloxacin은

0.005, 0.01, 0.02, 0.05, 0.1, 0.2 µg/kg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ciprofloxacin은 0.01, 0.02, 0.04, 0.1, 0.2, 0.4 µg/kg가 되도록 하

였으며, danofloxacin은 0.001, 0.002, 0.004, 0.01, 0.02, 0.04 µg/

kg가 되도록 하였다. 이후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얻은 피크의 머

무름 시간을 확인하였는데, 7종의 플루오르퀴놀론을 validation 한

결과 같은 머무름 시간에 분석되었다. 이후 크로마토그램으로부

터 얻은 피크의 머무름 시간을 확인하고, HPLC로 분석하여 얻

은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각각의 플루오르퀴놀론계에 대한 농도

별 평균면적을 구하고 X축을 농도, Y축을 면적으로 하여 검량선

을 작성하였다.

우유 시료 중의 플루오르퀴놀론계 추출

균질화한 시료 1 g을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여 15 mL 원심 분

리관에 취하고, 10% trichloroacetic acid와 acetonitrile(9:1, v/v) 5

mL를 첨가한 후 5분 동안 균질화 하였다. 4oC, 3000 rpm에서 6

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새로운 원심 분리관에 취하고,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한다.

Strata
TM

-X 카트리지를 사용한 정제

우유의 추출용액을 미리 메탄올 3 mL, 물 3 mL로 활성화시킨

SPE-Surface modified polymer reversed phase(StrataTM-X) 카트리

지(충진제 60 mg, 3 mL)에 흡착시키고 10% 메탄올 수용액 3 mL

로 세척한 후 메탄올 3 mL로 용출하였다. 용출액은 40oC에서 질

소농축하고 잔류물은 0.4% triethylamine, 0.4% phosphoric acid

(1:1, v/v)과 acetonitrile, tetrahydrofuran(97.5:2.5, v/v) (91:9, v/v)

1 mL에 녹인 후 PTFE 0.2 µm 멤브레인 필터(Millipore)로 여과하

여 HPLC로 분석하였다.

HPLC에 의한 분석

플루오르퀴놀론계의 분석의 HPLC 조건은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Table 1). 분석칼럼은 Shiseido Capcell Pak C
18

(4.6×250 mm,

5 µm)의 역상칼럼을 이용하였고, 이동상 A는 0.4% triethylamin과

0.4% phosphoric acid(1:1, v/v)을, 이동상 B는 acetonitrile과 tet-

rahydrofuran (97.5:2.5, v/v)을 이용하였다. 분석시간 0분에서 25분

까지 이동상 A 91%로 용리하고, 25분에서 38분까지 linear gra-

dient로 B가 12%가 되도록 한 다음 46분까지 15%로 이동상 B

를 유지하면서 1.0 mL/min의 유속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칼럼의 오븐 온도는 40oC로 일정하게 하였다.

분석법 검증

우유 시료에 대하여 7종의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균제의 농

도별 회수율을 구하기 위하여 플루오르퀴놀론계 혼합 용액을 각

각 LOQ×1, LOQ×2.5, LOQ×5의 농도가 되게 시료에 첨가한 후,

일 내(Intra-day) 5회 반복 실험하여 재현성과 정밀성을 구하고, 2

일간(Inter-day) 반복 수행하여 일간 재현성을 보았다.

결과 및 고찰

우유에 잔류하고 있는 7종의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균제를

분석하기 위해 HPLC를 사용하였다.

플루오르퀴놀론계는 Fig. 1과 같이 구조적으로 fluorine기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HPLC 분석 시, UV 검출기보다 형광 검출기

를 사용 할 때 특이성과 민감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Ex: 278

nm, Em: 456 nm에서 최적 파장을 보여주었다(18). 기존의 분석

방법(19)을 살펴보면 계란에서 4종의 플루오르퀴놀론 약물을 연

구한 결과 peak tailing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플루오르퀴놀론계는

분자 구조상 산성과 염기성의 작용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HPLC

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of HPLC for analysis of

fluoroquinolones

Parameters Conditions

Column Capcell Pak C
18 

(4.6×250 mm, 5 µm)

Column Temp. 40oC

Flow rate 1.0 mL/ min

Injection volume 20 µL

Run time 55 min.

Gradient Time (min) % A (1) % B (1)

init 91.0 09.0

25 91.0 09.0

26 88.0 12.0

38 88.0 12.0

40 85.0 15.0

46 85.0 15.0

47 91.0 09.0

Wavelength Ex (nm) 278, Em (nm) 456

(1) A: 0.4% triethylamine, 0.4% phosporic acid (1:1, v/v)
B: acetonitrile, tetrahydrofuran (97.5:2.5, v/v)

Fig. 2. Chromatograms of fluoroquinolones in blank sample (A),

standard solution (B), and milk fortified with various

fluoroquinolones.



524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2권 제 5호 (2010)

컬럼으로 사용된 C
18

 컬럼의 고정상에 있는 free silanol과 결합하

여 분석 시 약간의 끌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상에 트리에틸아민과 인산을 첨가하여 약간의 끌림 현상을

방지하였다(20).

Fig. 2(A)는 우유의 blank 시료이고, Fig. 2(B)는 플루오르퀴놀

론계 각 성분의 표준물질, Fig. 2(C)는 시료에 7종의 플루오르퀴

놀론을 첨가한 시료로서 본 시험방법에 따라 전처리 한 후 HPLC

로 분석하여 얻은 대표적인 크로마토그램이다. Fig. 2(A)에서 보

면 blank 시료에서 약 20분대에 피크가 검출되었지만 이것은 우

유 시료에서 나온 피크로 각각의 플루오르퀴놀론계의 성분들과

겹치지 않았고, Fig. 2(B)의 7종의 플루오르퀴놀론의 피크는 약

17-40분대에서 모두 검출되며,원하는 물질을 선택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2).

우유 시료에 잔류되어 있는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균제의

추출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염화초산을 사용하여 우유 내 단백질

을 제거하였고, 추출 방법을 최소화하여 분석 시간을 최소한 단

축하였다. 플루오르퀴놀론계를 아세토니트릴, 에탄올 또는 메탄

올과 같은 극성 용매에 10% 삼염화초산을 혼합하여 회수율을 살

펴 본 결과, 에탄올을 사용하였을 때 99-210%, 메탄올을 사용하

였을 때 32-94%, 아세토니트릴을 사용하였을 때 81-94%로 아세

토니트릴을 사용하였을 때가 좋은 결과를 나타내어 아세토니트

릴에 10% 삼염화초산을 혼합 한 추출 용매를 사용하였다. 또한

정제를 위하여 기존의 분석 방법(21)을 살펴보면 C
18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다종의 플루오르퀴놀론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Table 2. Recoveries of fluoroquinolones from different type

Antibiotics
Concentration

(µg/kg)

Cartridge (n=5)

StrataTM-X(%) C
18

(%)

Ofloxacin 200 95±8 130±10

Norfloxacin 50 75±2 124±3

Ciprofloxacin 100 92±8 58±8

Enrofloxacin 50 90±1 62±6

Sarafloxacin 50 81±9 43±9

Orbifloxacin 50 90±2 62±7

Danofloxacin 10 86±5 56±8

Fig. 3. Standard curves for ofloxacin (A), norfloxacin (B), ciprofloxacin (C), enrofloxacin (D), sarafloxacin (E), orbifloxacin (F), and

danofloxac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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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 모두의 회수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하여 극성, 비극성을 모두

분석 할 수 있는 SPE-Surface modified polymer reversed phase

(StrataTM-X, Phenomenex) 카트리지를 선택하였다(Table 2).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는 크로마토그램상에서 신

호대 잡음비(S/N ratio)를 10 이상으로 한 농도를 LOQ로 정하였

으며, ofloxacin 40 µg/kg, norfloxacin 10 µg/kg, ciprofloxacin 20

µg/kg, enrofloxacin 10 µg/kgg, sarafloxacin 10 µg/kg, orbifloxa-

cin 10 µg/kg, danofloxcin 2 µg/kg이었다.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관계수 r2은 ofloxacin 0.9922,

norfloxacin 0.9946, ciprofloxacin 0.9989, enrofloxacin 0.9962,

sarafloxacin 0.9995, orbifloxacin 0.9996, danofloxcin 0.9995으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장하는 r2≥0.95과 비교해도 매

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Fig. 3).

우유 시료에 대하여 7 종의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항균제의 농

도별 회수율을 구하기 위하여 플루오르퀴놀론계 혼합 용액을 각

각 LOQ×1, LOQ×2.5, LOQ×5의 농도가 되게 시료에 첨가한 후,

일 내(Intra-day) 각 성분의 농도마다5회 반복 실험하여 재현성과

정밀성을 구하고, 2일간(Inter-day) 반복 수행하여 일간 재현성을

보았으며, 회수율의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3에서 보면 우유에서의 ciprofloxacin, enrofloxacin, orbi-

floxacin 물질들의 회수율은 각 농도 범위에서 81.0-94.3%, 상대

표준편차/평균×100으로 정밀성(Coefficient of variation, C.V., %)

을 구한 결과 각각 5.1-12.8%로 높은 회수율을 보이는 반면,

ofloxacin, norfloxacin, sarafloxacin, danofloxcin 물질들의 회수율은

각 농도 범위에서 69.4-95.2%, 정밀성은 각각 5.0-13.7%로 다소

낮은 회수율을 보이는 종도 있었지만, 이것은 Codex 권장 수준

이내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HPLC 분

석법은 우유 내 잔류하고 있는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균제의

정량과 확인에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감도와 특이성, 직선성, 정

밀성 및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유에서의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균제의 회

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염화초산을 사용하여 우유 내 단백질을

제거하였고, 아세토니트릴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였다. 또한 정제

를 위하여 극성, 비극성을 모두 분석할 수 있는 SPE-Surface

modified polymer reversed phase(StrataTM-X, Phenomenex) 카트리

지를 사용하였다. HPLC를 사용하여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

균제를 정량 분석하였는데 구조적으로 fluorine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광 검출기를 사용하였고, Ex: 278 nm, Em: 456 nm에

서 높은 감도를 보였다.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항균제의 정량한

계와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ofloxacin 40 µg/kg, 73.6-95.2%, nor-

floxacin 10 µg/kg, 77.3-91.9%, ciprofloxacin 2 µg/kg, 91.6-94.3%,

enrofloxacin 10 µg/kg, 81.0-87.8%, sarafloxacin 10 µg/kg, 71.3-

81.0%, orbifloxacin 10 µg/kg, 89.4-90.8%, danofloxcin 2 µg/kg,

69.4-85.5%이었다. 또한 그래디언트 조건을 사용하여 적당한 분

석 시간과 양호한 피크모양도 얻을 수 있었고, HPLC를 사용하

여 시료 내 잔류되어 있는 7종의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균제

의 성분들을 동시에 검출 할 수 있는 확인 정량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법은 최근 식품 내 플루오르

퀴놀론계 합성항균제의 잔류 여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

유 제품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Table 3. Recoveries of fluoroquinolones in milk using HPLC

Compound

Intra-day Inter-day

Spiked
(mg/kg)

Recovery
(%)

CV(%) Recovery CV(%)

Ofloxacin

0.04

0.1

0.2

77.0±5.5

88.9±7.6

101.7±14.5

7.2

8.5

14.2

73.6±7.7

91.4±6.1

095.2±13.1

10.4

6.7

13.7

Norfloxacin

0.01

0.025

0.05

92.0±4.4

83.5±4.0

83.5±9.7

4.7

4.8

11.6

91.9±6.5

80.9±4.0

77.3±9.6

7.1

5.0

12.4

Ciprofloxacin

0.02

0.05

0.1

99.3±4.4

93.5±5.0

096.6±12.4

4.4

5.3

12.8

94.3±7.0

91.6±4.6

091.8±10.2

7.4

5.1

11.1

Enrofloxacin

0.01

0.025

0.05

083.7±5.02

85.4±6.2

092.5±13.7

6.0

7.2

14.8

81.0±7.0

84.5±4.7

087.8±10.8

8.6

5.6

12.3

Sarafloxacin

0.01

0.025

0.05

76.2±3.3

75.8±9.0

88.5±7.1

4.3

11.9

8.0

71.3±6.4

74.4±7.6

81.0±9.6

9.0

10.3

11.8

Orbifloxacin

0.01

0.025

0.05

91.3±5.6

92.8±5.3

093.4±11.4

6.1

5.7

12.2

89.4±6.8

90.0±5.4

090.8±11.6

7.6

6.0

12.8

Danofloxacin

0.002

0.005

0.01

63.4±5.8

78.6±5.7

086.0±14.3

8.4

7.2

14.6

69.4±6.8

81.0±5.1

085.5±10.3

9.7

6.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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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유에서 플루오르퀴놀론계 합성 항균제의 확

인과 정량을 위하여 HPLC를 이용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우유 내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삼염화초산을 사용하였고 아세토니트

릴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StrataTM-X 카트리지로 정제한 후 C
18

 칼

럼을 이용한 HPLC로 분석하였다. 높은 감도를 얻기 위하여 형

광 검출기를 사용하였고, 최적파장 Ex: 278 nm, Em: 456 nm에

서 분석한 결과 우유 내에서 정량한계와 회수율은 각각 ofloxacin

40 µg/kg, 73.6-95.2%, norfloxacin 10 µg/kg, 77.3-91.9%, ciprof-

loxacin 20 µg/kg, 91.6-94.3%, enrofloxacin 10 µg/kg, 81.0-87.8%,

sarafloxacin 10 µg/kg, 71.3-81.0%, orbifloxacin 10 µg/kg, 89.4-

90.8%, danofloxcin 2 µg/kg, 69.4-85.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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