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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nalytical method of trace toxic metals in livestock products was confirmed and validated

through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and the international proficiency tests. There are some difficulties

to determine low levels of toxic metals in livestock products because of interferences due to the matrix.

The recoveries of CRM (NIST 1577c) ranged from 73.9 to 119% for lead and from 86.4 to 111% for

cadmium in bovine liver. The international proficiency tests were carried out with the milk powder and

cocoa powder samples including metals provided by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FAPAS®, UK). The test samples were prepared by microwave digestion using solution of

HNO3 : H2O2 : H2O (v/v/v = 5 : 2 : 4) and analyzed by ICP/MS. The analytical result of cadmium in milk

powder was 121 µg/kg with –0.3 of the z-score compared to the assigned value of 131 µg/kg by FAPAS®.

The analytical results of lead and cadmium in cocoa powder were 29.2 µg/kg and 97.6 µg/kg, respectively,

which satisfied the assigned values of 34.2 µg/kg for lead and 126 µg/kg for cadmium by FAPAS®. It is

verified that the analytical method is accurate and reliable to determine trace lead and cadmium in livestock

products by microwave digestion and 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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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해중금속은 난분해성 물질이며 생체 축적성이 강하

므로 축산식품에 잔류 할 경우 인체로 이행될 수 있으

므로 체내에 다량 축적되는 경우에는 중독 증상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납에 의한 중독은 악성

빈혈을 일으키고, 카드뮴에 의한 중독은 단백뇨나 이타

이이타이병을 유발한다. 또한 유해 중금속은 생식기능

을 비롯한 각종 생체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

비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관

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생체에 축적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중독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의 조

사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축산물의 중금속 분석은 원자흡광 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AAS)에 비하여 기기의 정량한

계가 낮은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방출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CP/AES)나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ICP/MS)를 주로 사용한다 [3]. 본 연

구에서는 part per billion 내지 part per trillion 수준의 극

미량 유해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하여 4중극자(quadrupole)

ICP/MS를 사용하였다. ICP/MS는 시험 용액 중의 분석

원소를 유도결합플라스마에 의해 이온화하여, 이온화된

원소의 질량/전하(m/z) 비율에 따라 분리된 이온 스펙트

럼과 그의 세기에 의해 각각 정성 또는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극미량의 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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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은 극초단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시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해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법을 사용하였다 [6]. 

국내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중 중금속 허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27호)이 시행됨에

따라 납은 0.1 mg/kg, 카드뮴은 0.05 mg/kg 이하의 검출

이 가능한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국외에서는 유

럽연합(EU)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여러 국가에서 축산물

의 중금속 분석방법을 확립하고 잔류조사를 수행하여

왔다 [1, 2, 7-9].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축산물의 미

량 유해중금속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시험법의 확립

과 잔류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05호)에

초고압초음파법과 ICP/MS법을 이용한 유해성금속의 시

험법이 있으나 납 분석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

이 있다.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배제시켜야 정확

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차의

원인 중에서 시험과정의 오염에 초점을 두고, 시료채취,

실험과정, 실험실 환경 및 실험기구 등의 다양한 오염원

을 점검하고 확인된 오염원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험법을 확립한 후 이를 검증하고자 국제비교숙련도시

험에 참여하고 검증된 시험법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축산물의 유해중금속 분석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축

산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5].

재료 및 방법

시료의 개요

유해중금속 분석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 시료는

회수율시험을 위한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NIST 1577c, bovine liver powder)과 영

국 식품 환경 연구기관(The Food and Environment

Research Agency) 소속의 식품분석능력 평가기구(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FAPAS®)로부

터 구매한, 납과 카드뮴이 포함된 우유분말과 코코아분

말을 사용하였다.

시약 및 기구

중금속 표준물질은 납, 카드뮴, 인듐이 혼합되어 있는

표준품(AccuStandard, USA)을 사용하였다. 그 이외의 시

약은 ultra 및 supra grade 질산(Merck, Germany), supra

grade 과산화수소(Merck, Germany)를 사용하였다. 표준

액 제조 및 시료분해에 소비되는 질산은 ultra grade 질

산, 세척에는 supra grade 질산으로 용도에 따라 분류해

서 사용하였다. 실험 전반에 사용되는 초 순수 정제수는

중금속 전용 초 순수 제조장치(Milli-Q element; Millipore,

USA)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중금속 분해용기는

마이크로웨이브 분해기(Q-Lab 6000; Questron corporation,

USA)에서 세척하고 약 10% 질산과 초 순수 정제수에

각각 24시간 이상 담근 후에 용기의 오염도를 측정하

였다. 오염도 측정은 분해용기에 초 순수 정제수 15 mL

를 넣고 가열기(heating block)에서 2시간 동안 끓인 후

용기내의 정제수 중 납과 카드뮴의 농도를 ICP/MS로 분

석하였다. 오염도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 분해용기만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오염도가 확인된 용기는 위의 세

척과정을 재 반복하여 확인하거나 실험에 사용하지 않

았다.

시료 전처리

분해용기에 시료 약 0.3 g을 넣고 ultra grade 질산 5

mL, supra grade 과산화수소 2 mL와 내부표준물질로 100

ng/mL 농도의 인듐 100 µL를 넣고 후드에서 약 2시간

동안 정치하여 예비 분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다

음, 초 순수 정제수 4 mL를 추가하여 마이크로웨이브

분해기에서 분해하였다. 마이크로웨이브 분해기의 최적

분해 온도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다. 분해된 시료액을

4oC에서 12시간 동안 정치한 후 polypropylene sample

tube로 옮기고 초 순수 정제수를 가하여 희석한 후 검액

으로 사용하였다. 정확한 극미량 분석을 위하여 시료 전

처리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 바탕시험용액(system blank)

을 분석한 후 시료분석 결과를 보정하였다.

기기 분석

4중극자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기(ICP/MS, Elan

DRC II; Perkin Elmer, USA)를 이용하여 시료 중 납과

Table 1. Temperature program of microwave digestion

Step Temperature (oC) Power (W) Ramp (min) Dwell (min)

1 100 750 15 15

2 130 750 10 15

3 160 750 10 10

4 180 75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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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의 정성, 정량 분석 및 표준물질을 확인하였다. 분

광학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208Pb, 111Cd, 115In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결 과

축산물의 유해중금속 분석방법을 Fig. 1의 과정에 따

라 확립하였고, 이를 검증하고자 회수율 시험과 세계 각

국의 분석 실험실이 참여한 국제비교숙련도시험을 수행

하였다. 분석물질로는 2011년 1월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납과 카드뮴을 선정하였다. 소의 간장 분말

(bovine liver powder)에 0.063 mg/kg의 납과 0.097 mg/kg

의 카드뮴이 함유된 CRM을 분석하여 회수율을 시험하

였다.

CRM을 이용한 회수율 측정으로 분석의 정확도와 정

밀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총 18회의 반

복시험을 통하여 회수율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우선 전처리 과정에서 사

용하는 질산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ultra 또는 supra

grade의 질산을 각각 사용하여 시료를 분해시키고 결과

를 비교하였다. Ultra 또는 supra grade의 질산은 중금속

함유량에 따라 그 등급이 결정되며 ultra grade가 중금속

함유량이 적지만 고가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Ultra grade

의 질산을 사용하여 시료를 분해하였을 경우에 납, 카드

뮴, 인듐의 회수율 범위가 각각 79.8~128%, 86.4~116%,

84.2~111%이었고, supra grade를 사용한 경우 납, 카드

뮴, 인듐의 회수율 범위가 각각 65.7~143%, 88.8~136%,

82.9~119%이었다. Ultra grade를 사용한 경우의 회수율

이 supra grade를 사용한 경우보다 양호하였으며, 표준

편차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질산 등급과 원소별 관계를

살펴보면, 카드뮴과 인듐의 경우는 표준편차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비하여 납의 경우는 ultra와 supra grade 사

용 시 표준편차가 2배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납 분석에

서는 시약의 순도가 결과 값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분석방법의 반복성 시험 후 CRM을 이용하여 약 한

달 동안 10회의 실험으로 분석방법의 재현성을 시험하

였다. 그 결과, 납의 평균 회수율은 93.7%(73.9~119%),

카드뮴의 평균 회수율은 95.9%(86.4~111%)로 분석방법

의 재현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 시험

결과로 본 시험법 및 시험자의 숙련도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되어, 국제비교숙련도시험에 참여하였다. 우유

분말 및 코코아분말 각각에 미지 농도의 납 또는 카드

뮴이 함유된 국제비교숙련도시험 시료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분석하여 함유된 중금속의 농도를 정성 및 정량 분

석하였다. 비교숙련도시험은 매질에 함유된 중금속 농

도를 분석하는 시험으로, 결과의 신뢰성 판단은 분석된

중금속 농도와 본래 시료에 포함된 중금속 농도의 차이

Table 2. Analytical results for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Element
Certified value

(mg/kg)

Determined value (mg/kg) % Recovery (n = 18)

in Ultra grade 

HNO3

in Supra grade 

HNO3

in Ultra grade 

HNO3

in Supra grade 

HNO3

Lead 0.063 ± 1.0 0.065 ± 8.7 0.065 ± 15.8 103 ± 13.8 103 ± 25.1

Cadmium 0.097 ± 1.4 0.098 ± 8.5 0.097 ± 12.0 101 ± 8.8 100 ± 12.4

Indium† 0.10 0.098 ± 8.1 0.093 ± 9.1 198 ± 8.1 93 ± 9.2

*NIST 1577c (Metals in bovine liver). †Internal standard.

Fig. 1. Flow chart for analysis of cadmium and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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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인 z-score로 평가한다. Z-score의

절대값이 2보다 적은 경우에 분석 숙련도가 충분한 것

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0년 5~6월에 실시된 FAPAS®

Proficiency Test 보고서(Metallic Contaminants in Milk

Powder Report 07138, May-June 2010, The Food and

Environment Research Agency, UK)에 실린 우유분말에

서의 카드뮴 분석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37개 국

가에서 82개 실험실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69개 실험

실에서 제출한 측정값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

었다. 우유분말에 들어있는 실제 카드뮴 농도는 131 µg/

kg이며 측정값은 121 µg/kg으로 z-score가 –0.3이었으므

로 시험법 및 숙련도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본 시험에

참여한 69개 실험실의 측정값과 z-score는 Fig. 2와 같다.

또한 2010년 8~10월에 실시된 FAPAS® Proficiency

Test 보고서(Metallic Contaminants in Cocoa Powder

Report 07143, August-October 2010, The Food and

Environment Research Agency, UK)에 실린 코코아분말

에서의 납과 카드뮴의 분석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

다. 28개 국가에서 53개 실험실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47개 실험실에서 제출한 측정값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코코아분말에 들어있는 실제 납의 농도

는 34.2 µg/kg이고 측정값이 29.2 µg/kg으로 z-score는

–0.7이었다. 실제 카드뮴의 농도는 126 µg/kg이며 측정

값은 97.6 µg/kg으로 z-score가 –1.0 이었다. 이로써 납과

Table 3. Analytical result and z-score for milk powder in FAPAS® proficiency test

Laboratory number

Analyte

Cadmium (Assigned value = 131 µg/kg)

Analytical result (µg/kg) Z-score

34* 121 –0.3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Table 4. Analytical results and z-score for cocoa powder in FAPAS® proficiency test

Laboratory number

Analyte

Lead (Assigned value = 34.2 µg/kg) Cadmium (Assigned value = 126 µg/kg)

Analytical result (µg/kg) Z-score Analytical result (µg/kg) Z-score

17* 29.2 −0.7 97.6 −1.0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Fig. 2. Result of FAPAS® proficiency test for cadmium in milk powder. The number of our laboratory is 34. © Crown

copyright 2010 Fera. 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ntroller of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Any

interpretation of these figure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 and is not endorsed by FA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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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의 시험법 및 분석 숙련도의 신뢰성이 인정되었

다. 본 시험에 참여한 실험실의 측정치와 z-score 분포도

를 Fig. 3과 4에 나타내었으며, 카드뮴에 비해 납의 측

정결과가 z = |2| 를 벗어나는 정도와 빈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시료 분해에 사용한 질산의 순도가 분석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된 후 시료 분해용 질산은 ultra

grade를 사용하였다. CRM을 이용한 질산 등급의 비교

시험 결과에서 얻은 카드뮴과 납의 회수율 및 표준편차

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분석방법의 정

확도와 정밀도는 신뢰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수행된

비교숙련도시험 결과, 축산물에서의 납과 카드뮴의 z-

score 절대값이 모두 2 이하로 확인됨에 따라 사용된 시

험법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값

과 실제 중금속 농도와의 차이는 바탕시험용액(system

Fig. 3. Result of FAPAS® proficiency test for lead in cocoa powder. The number of our laboratory is 17. © Crown copyright

2010 Fera. 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ntroller of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Any interpretation of

these figure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 and is not endorsed by FAPAS®.

Fig. 4. Result of FAPAS® proficiency test for cadmium in cocoa powder. The number of our laboratory is 17. © Crown

copyright 2010 Fera. 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ntroller of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Any

interpretation of these figure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 and is not endorsed by FA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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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과 매질의 차이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시료와 바탕시험용액을 동일 조건에서 분해하고 기

기분석하기 때문에 오직 시료만이 물리적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바탕시험용액의 분석값이 시

료 분석값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이로 인

해 실제 보다 큰 값이 바탕시험용액의 보정 과정에서 감

해질 수 있다 [2]. 또 다른 원인으로는 매질에 존재하는

방해물질의 간섭을 생각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전처리 과정은 축산물 시료에 적당하도록 확립하였

기에 매질이 다른 시료에서의 중금속 분석에는 적절하

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우유분말과 코코아분말에서의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코코아분말에서 z-score가 더 많이

벗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석기기의 편류도

항상 나타나는 현상임으로 측정값의 오차에 대한 허용

범위를 설정하거나, 분석과정의 각 단계별 측정불확도

를 계산하여 결과값과 함께 표기하는 방법도 권장되고

있다 [2].

CRM을 이용한 회수율 분석결과에서 납과 카드뮴의

원소별 분석 경향을 파악해 본 결과, 카드뮴에 비하여

납 분석 결과의 정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supra grade의 질산을 사용하여 납을 분석한 경우, 결과

값에 대한 표준편차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카

드뮴에 비하여 납의 경우, 시약, 시험 기구 및 실험실 환

경 등의 바탕오염(background contamination)이 큰 영향

으로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 납 분석 방법이 계속 발

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오차가 크게 발생함을 몇몇 연구

자가 보고하여왔다 [4, 7]. 실제로 질산, 과산화수소 및

초 순수 정제수를 기기분석 하였을 때 납의 오염도는 카

드뮴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었다. 또한 전처리과정 중 분

해용기의 오염도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납의 정확도

가 크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러므로 유

해중금속 분석 시에는 원소별 바탕오염을 파악하고 이

를 개선하여야 한다. 중금속은 환경유래의 유해물질이

므로 실험과정 중 오염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

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험실의 오염원 점검을 통한 시험

법개선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하

여 바탕시험용액이 과대 보정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시료의 매질별, 중금속의 원소별로 최적의 분석이 이루

어지도록 매 시험에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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