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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과 진주담치 중 마비성 패류독소 분석을 위한

HPLC post-column oxidation method의 시험소 내 유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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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OAC Mouse Bioassay Analysis (MBA) has been the gold standard for the analysis of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toxin (PSP toxin) for more than 50 years. However, this method has inaccurate limit of quantification and can-
not be used to determine toxic profiles. An HPLC method (PCOX) was optimized for Korean shellfish to establish an
alternative or supplementary method for PSP analysis and was intended to be used for the official monitoring and
regulation of food. The recovery rate of the PCOX method was 83.5-112.1% and the limit of quantification for total toxin
was about 8.6 µg/100 g. A long-term comparison study showed a good correlation of the PCOX results with the AOAC
MBA results: the correlation factors were 0.9534 and 0.9109 for oyster and mussel matrices, respectively. The PCOX
method may be used as an alternative or supplementary method for AOAC MBA to monitor the occurrence of PSP and
to analyze PSP toxin profile in oysters and mussels.

Keywords: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toxin, mouse bioassay analysis, post-column oxidation, HPLC

서 론

마비성 패류독소는 해수와 담수 환경에서 발생한 특정 플랑크

톤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saxitoxin (STX)과 구조

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20여개의 독소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비성 패류독소는 여과섭식 특성을 가진 이매패류에 축적되며

인간이 오염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심각한 중독증상이 유발되

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1).

이 마비성 패류독소의 분석에는 AOAC 959.08 official method

(OM)에 근거한 mouse bioassay(이하 동물시험법)가 표준법으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패류 균질액에서 묽은 염

산을 이용하여 독소를 추출하고 추출액을 마우스의 복강에 주사

하여 사망에 이르는 시간을 측정하여 그 농도를 추정하는 것으

로 검출한계는 40 mg STX eq/kg으로 알려져 있다(2). 이와 같은

높은 검출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료 중 총 독소량 분석에 대한 신

뢰성이 인정되어 지난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

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물윤리가 대두되면서 시험동물의 사용

을 억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위해분

석을 통한 체계적 위해관리에 필요한 독성 프로파일 정보를 얻

을 수 없는 동물시험법의 결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동물시

험법의 사용범위 축소나 배제를 위한 대체법 개발의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되고 있다(3).

그동안 biological assay (4-7), electrophoresis (8), chemosensors

(9)와 immunoassays (10,11)를 포함한 다양한 대체 분석법이 개발

되었으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응용한 방법이 가장 신

뢰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12-14). 또한 HPLC 기반 분

석법에 필요한 독소성분 표준품이 상업적으로 시판되거나 제공

되기 시작하면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15). 특히 Lawrence

등(16)이 제안한 HPLC pre-column oxidation method는 AOAC에

의해 MBA 대체법으로 공인된 바 있다(2). 그러나 이 방법은 분

석시간이 길고 독소 이성체의 분별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

어(17)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HPLC post-column oxidation

method를 개발(1,14) 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15).

이 연구에서는 HPLC post-column oxidation method(이하,

PCOX 법)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특성을 반영한 분석조건을 수립하였으며, 시험소 내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여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분석환경에서 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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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이동상 조제

분석에 사용된 deionized water (DW)는 18 Ω resistance 또는

동등 순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용매와 시약은 HPLC

급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제된 이동상과 post-column 시약은 0.45

µm membrane filter (Millipore, Bedford, MA, USA)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표준독소의 희석에 사용하는 DW는 10% acetic acid (Sigma,

St. Louis, MO, USA)로 pH를 5.00으로 조정하였고, 독소의 유도

체화를 위한 post-column oxidant는 100 mM phosphoric acid

(Sigma) 및 5 mM periodic acid (Sigma)의 혼합용액으로 pH는

5 M sodium hydroxide (Sigma)를 사용하여 7.8로 조정하여 사용

하였다.

물질의 분리를 위한 이동상은 GTXs/STXs 그룹을 분석하기 위

한 이동상과 C toxins 을 분리하기 위한 이동상을 따로 조제하였

다. GTXs/STXs 그룹을 위한 이동상에서 용액 A는 11 mM hep-

tane sulphonate (Fluka, Buchs, Germany) 및 5.5 mM phosphoric

acid 수용액, 용액 B는 11 mM heptane sulphonate 및 16.5 mM

11.5% phosphoric acid가 함유된 acetonitrile (Merck, Darmstadt,

Germany) 용액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의 pH는 Ammonium hydrox-

ide (Sigma)를 사용하여 7.1로 조정하였다.

C toxins을 위한 이동상은 용액 C는 2 mM tetrabutyl ammo-

nium phosphate (Sigma) 및 용액 D는 2 mM tetrabutyl ammo-

nium dihydrogen phosphate (Sigma)를 함유한 4% acetonitrile 용

액을 조제하였으며, pH는 10% (v/v) acetic acid 또는 1% ammo-

nium hydroxide을 사용하여 5.8로 조정하였다.

표준독소

분석에 사용된 표준독소(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는
C1 (N-sulfocarbamoylgonyautoxin-C1), C2 (N-sulfocarbamoylgon-

yautoxin-C2), dcGTX2 (decarbamoylgonyautoxin-2), dcGTX3

(decarbamoylgonyautoxin-3), dcSTX (decarbamoyl saxitoxin),

GTX1 (gonyautoxin-1), GTX2 (gonyautoxin-2), GTX3 (gonyau-

toxin-3), GTX4 (gonyautoxin-4), GTX5 (gonyautoxin-5), NEO

(neosaxitoxin) 및 STX를 National Research Council Institute for

Marine Biosciences (Halifax, NS, Canad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Table 1).

Stock solutions 조제를 위하여 GTXs/STXs 그룹 독소는 0.003

M HCl로, C toxins은 DIW (pH 5.0)를 사용하여 희석한 후 농도

를 계산하였다(Table 1). 그리고 나서 Working solutions 혼합액은

첫 번째 그룹은 C1 및 C2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dcGTX2, dcGTX3, dcSTX, GTX1, GTX2, GTX3, GTX4, GTX5,

NEO 및 STX로 구성하여 두 그룹으로 구분지었다. 독소성분 별

stock solution에 GTXs/STXs 그룹에는 0.003 M HCl를 가하고, C

toxin에는 DIW (pH 5.0)를 가하여 5.0 mL로 정용한 후 용량 플

라스크 최종무게를 측정하여 용액의 부피를 계산하고 Stock

solution의 농도와 희석비율을 고려하여 최종농도를 계산하였다.

회수율 등의 실험방법의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한 Matrix fortified

working standards (Spiked samples)은 무독소 패류의 탈단백 처리

추출액을 희석액으로 사용하여 상기 표준용액 조제법에 따라 조

제하였다.

패류시료의 처리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통영시 및 거제시 연안 해역에서 양

식산 굴(Crassostrea gigas)과 진주담치(Mytilus galloprovincialis)를

직접 채취하여 시험재료로 사용하였다.

흐르는 수돗물로 패류의 외부를 완벽하게 세척하고 연체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패각근을 잘라 패각을 열고 내부를 수돗물로 헹

구어 모래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탈각된 12-15 패류 개체

를 No. 10 sieve에 담아 5분간 물을 빼고 패각 부스러기와 이물

질이 있으면 제거한 후 균질화 하였다.

동물시험법을 위한 독소추출은 균질액 100 g을 대상으로 AOAC

official Method 959.08(2)에 따라 실시하였다. HPLC 분석을 위해

추출액 500 µL에 25 µL 30%(w/v) TCA를 가하고 혼합한 후 원

심분리(16,000×g, 5분)하여 단백질을 제거하고, 30 µL 1 M NaOH

를 가하고 vortex mixer로 혼합하여 TCA를 중화한 후 다시 원심

분리(16,000×g, 5분) 하였다. 그리고 0.2 µm syringe filter (Milli-

Table 2. List of column for column ruggedness evaluation of PCOX method

No. Column Toxin

1 Phemomenex, 00F-4424-EO, Fusion-RP, 4.6×150 mm, 4 µm GTXs & STXs 
2 Agilent, 863668-901, ZorbaxBonus-RP, 4.6×150 mm, 3.5 µm GTXs & STXs 
3 Waters, Symmetryshield, RPC18, 4.6×150 mm, 5 µm GTXs & STXs 

4 Phemomenex, 00F-4053-E0, Jupiter300, 4.6×150 mm, 5 µm GTXs & STXs
5 Thermo, 71405-254630, Betabasic8, 4.6×250 mm, 5 µm C toxins
6 Phemomenex, 00G-4307-E0, Phenosphere-NEXT, 4.6×250 mm, 5 µm C toxins
7 Phemomenex, 00G-4249-E0, LunaC8 (2), 4.6×250 mm, 5 µm C toxins

Table 1. Concentrations of reference, stock and working standard

solutions

Toxin
CRM
(µM)

Stock standard
solution (µM)

Working standard
solution (µM)

GTX4 19.7 04.9 1.00
GTX1 60.4 15.1 3.13
dcGTX3 26.1 06.5 1.13
dcGTX2 116.00 29.0 5.10
GTX5 65.0 16.3 3.13
GTX3 43.4 18.5 2.13
GTX2 114.20 28.5 5.63
NEO 65.6 16.4 2.50
dcSTX 62.0 15.5 2.50
STX 65.0 16.2 3.00
C1 114.00 28.5 6.75
C2 35.0 08.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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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e, Bedford, MA, USA)로 여과하여 HPLC autosampler vial에

여액을 취하였다. GTXs/STXs와 C toxins 분석을 다른 장비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액을 분취하였다.

장비

분석 시스템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ChromQuest 4.2.34 ver.

3.16 (Thermo Electron, San Jose, CA, USA)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독소의 분리를 위한 HPLC와 fluorescence detector는 Finnigan

Surveyor Plus와 Finnigan Surveyor FL Plus Detector (Thermo

Electron, San Jose, CA, USA)를 각각 사용하였고, detector의

excitation wavelength는 330 nm, emission wavelength는 390 nm로

설정하였다. Post-column reaction system은 post-column deriva-

tizer (Pickering Laboratories, Mountain View, CA, USA)를 사용

하여 반응온도를 85oC로 유지하였다. 또한, 분석용 column은 제

안 시험법의 column에 대한 둔감도 평가를 위해 시판 column 중

마비성 패류독소 분석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여 Table 2와

같이 독소 성분 별로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HPLC Post-column 분석

GTXs/STXs 그룹의 분석을 위하여 column의 오븐 온도를 40oC

로 설정하고 100% 용액 A를 0.8 mL/min 유속으로 20분간 흘려

시스템을 안정화한 후 Table 3과 같은 gradient 조건으로 독소의

분리를 유도하였다. 또한, C toxins의 경우 column 오븐 온도를

15oC로 설정하고 100% 용액 C를 0.8 mL/min 유속으로 20분간 흘

려 시스템을 안정화한 후 Table 3과 같은 gradient 조건으로 독소

의 분리를 유도하였다.

분리된 독소의 반응을 위한 post-column reaction module은 오

븐온도 85oC에서 반응 코일(5 m×0.5 mm, I.D.)를 사용하여 Table

3과 같은 유속으로 반응을 실시하였다. 시스템 안정화 여부는 희

석된 working solution을 GTXs/STXs 그룹 10 µL, C toxins 5 µL

로 주입하고, gradient condition에서 성분의 분리를 확인하였다.

시료 추출물 또한 GTXs/STXs 분석에는 10 µL를 그리고 C toxins

분석에는 5 µL를 주입하고 가장 최근 실시한 표준품 분석에서 얻

은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peak를 판별하고 구분하였다. 정량

및 독소의 계산은 single point calibration을 사용하여 peak 면적

을 측정하였으며 Table 4에 제시된 독소 성분 별 saxitoxin 상대

독성을 고려하여 개별 독소성분의 기여도를 합하여 시료 중 총

독소농도를 계산하고 mg STX eq/kg으로 표시하였다.

Sample toxicity (mg STXeq/kg)

= Σ[µm(372.2/1000)×(Fvol/Ext.vol)×(10/Wt)×ReTx]

= Σ(µm×ReTx×8.33)

 

 µm=추출물 중의 농도

 Fvol=탈단백 추출물 최종부피(560 µL)

 Ext.vol=사용된 조 추출물 부피(500 µL)

 Wt=사용된 시료무게

 ReTx=분석대상 독소의 Saxitoxin 상대독성

동물시험법

AOAC Method 959.08(2)에 따라 1 mL HCl 추출액을 체중 17-

23 g의 마우스 복강에 주사하였다. 그리고 시료 중에 존재하는 마

비성 패류독소량은 Sommer Table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정확도

정확도(Accuracy) 평가는 IUPAC Harmonized Guidelines for

Single-laboratory Validation of Analytical Methods(18)의 Section

A4.3.4를 근거로 반복성(repeatability)과 재현성(Intermediate Preci-

sion)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Reference method와의 비교 역

시 상기한 IUPAC guideline에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시험법에서 얻어진 분석결과와 동물시험법의 비교시험을 진

행하였다.

반복성과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해 blank 패육(진주담치 및 굴)

과 표준독소를 첨가한 평가시료를 사용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절차에 따라 평가시료를 대상으로 추출과 분석을 실시하였

다. 3일간 5회 반복 분석을 실시하여 각 매트릭스 별로 총 15회

의 측정으로 반복성을 평가하였다. 재현성 평가도 반복성 평가에

사용된 동일 평가시료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두 명의 시험원이

각각 3일간 매트릭스와 농도 별로 5회 반복 분석을 실시하여 매

트릭스와 시험원 별로 총 15회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Table

5 및 Table 6과 같다.

반복 시험에서 나타난 상대표준편차는 모두 7% 이하로 AOAC

international 기준에 부합되어 모든 매트릭스에서 모든 독소의 반

복성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험소 내에서 시험원 간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시험원

이 동일한 평가시료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취합하여 진주담치 매트릭스에서 시험 농도별로 Horwitz ratio

(HorRat)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AOAC

international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HorRat는 0.3에서 1.2 범위로

모든 분석결과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Table 3. Step gradient conditions for post-column reaction and
GTXs/STXs and C toxins analysis

Toxin
Time
(min)

Solvent 
(%)

Flow rate (mL/min)

LC Oxidant Acid

GTXs/STXs

0
7.9

8
18.5
18.6

24

B

0
0

100
100

0
0

0.8
0.8
0.8
0.8
0.8
0.8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C toxins

0
8

15
16
19
24

D

0
0

100
100

0
0

0.8
0.8
0.8
0.8
0.8
0.8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Table 4. Relative toxicity of paralytic shellfish toxins

Toxin ReTx Toxin ReTx

STX 1.0000 GTX5 0.0644
NEO 0.9243 dcSTX 0.5131
GTX1 0.9940 dcGTX2 0.1538
GTX2 0.3592 dcGTX3 0.3766
GTX3 0.6379 C1 0.0060
GTX4 0.7261 C2 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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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진주담치와 굴에서 회수율을 평가하기 위해 독소 성분별로

각각 0.1 µg/g의 농도가 되도록 각 매트릭스에 첨가하여 평가시

료를 조제하였다. 회수율 시험은 각 매트릭스 중 3가지 농도에

대하여 5회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제조된 평가시료에 대하여

전술한 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고, 각 독소성분 별로 회수

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이 시험에서 얻어

진 회수율의 범위는 83.5-112.2%로 IAEA/FAO/IUPAC/AOAC
expert consultation report on single laboratory validation (19)

의 시험소 내 유효성 확인시험 권장 회수율 범위인 75-120%에

부합되었다.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와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fication)의 측정을 위해 각 매트릭스 별로 5개의 반복구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독소의 retention time에서 S/N비

는 working standard의 noise response (height unit)에 3을 곱하여

독소의 µM로 변환하여 구하였다. 독소량은 희석비율과 비독성을

고려하여 보정하고 검출한계 결과치는 mg STX eq/kg으로 표기

하였다. 정량한계는 검출한계에 3을 곱하여 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5. Repeatability of STXs, GTXs and C-toxins

Conc
(µg/g)

Sample
Average concentration for 3 days (n=15, µg/g±%RSD)

STX NEO GTX1 GTX2 GTX3 GTX4 GTX5 dcSTX dcGTX2 dcGTX3 C1 C2

0.3
Mussel 0.3±1.1 0.3±0.8 0.3±2.5 0.6±1.1 0.2±0.5 0.1±1.0 0.3±0.9 0.2±0.5 0.5±2.6 0.1±1.7 0.6±5.0 0.2±0.5
Oyster 2.9±1.2 0.3±1.3 0.3±2.0 0.6±1.3 0.2±0.7 0.1±1.2 0.3±0.5 0.2±0.6 0.5±3.0 0.1±2.3 0.6±5.0 0.2±1.5

1.5
Mussel 1.3±1.1 1.4±0.8 1.6±1.9 2.9±0.6 1.1±1.0 0.5±1.6 1.5±1.6 1.0±0.2 2.6±0.5 0.5±1.6 3.3±2.9 1.0±0.4
Oyster 1.2±1.5 1.3±0.7 1.5±1.0 2.7±0.5 1.0±1.5 0.5±2.6 1.5±0.8 1.0±0.5 2.5±0.8 0.5±1.0 3.2±2.5 1.0±0.5

3.0
Mussel 2.7±2.0 2.5±0.9 3.1±2.4 5.5±0.7 2.3±0.7 0.9±2.2 3.1±0.8 2.3±0.6 4.9±1.2 1.0±1.6 6.4±1.5 2.1±1.4
Oyster 2.5±1.0 2.4±2.4 3.0±1.5 5.4±0.8 2.0±1.0 0.9±1.2 3.0±0.9 2.2±0.5 4.9±3.0 1.0±2.3 6.3±2.5 2.0±1.5

Table 6. Intermediate Precision (within-lab productivity) (STXs, GTXs and C-toxins in mussel)

Conc.
(µg/g)

Analyst
Average concentration for 3 days (n=15, µg/g±%RSD)

0.3 NEO GTX1 GTX2 GTX3 GTX4 GTX5 dcSTX dcGTX2 dcGTX3 C1 C2

0.3

1 0.3±1.1 0.3±0.8 0.3±2.5 0.6±1.1 0.2±0.5 0.1±1.0 0.3±0.9 0.2±0.5 0.5±2.6 0.1±1.7 0.6±5.0 0.2±0.5
2 0.3±3.0 0.3±0.4 0.3±1.3 0.6±0.7 0.2±0.6 0.1±1.7 0.3±1.3 0.2±0.6 0.5±1.5 0.1±2.0 0.7±4.0 0.2±2.6

AVE 0.3±2.6 0.3±0.6 0.3±2.7 0.6±0.9 0.2±2.4 0.1±1.5 0.3±1.0 0.2±2.1 0.5±2.2 0.1±1.8 0.7±7.0 0.2±2.0
HorRat 1.07 0.6 1.1 0.42 0.96 0.53 0.42 0.84 1.01 0.64 0.3 0.78

1.5

1 1.3±1.1 1.4±0.8 1.6±1.9 2.9±0.6 1.1±1.0 0.5±1.6 1.5±1.6 1.0±0.2 2.6±0.5 0.5±1.6 3.3±2.9 1.0±0.4
2 1.4±0.7 1.4±1.1 1.5±0.2 2.9±1.0 1.1±1.4 0.4±0.1 1.5±0.4 1.1±1.1 2.5±1.6 0.5±0.4 3.5±7.0 1.2±0.3

AVE 1.3±1.5 1.4±1.0 1.6±2.2 2.9±1.6 1.1±1.7 0.4±1.2 1.5±1.2 1.1±2.1 2.6±1.3 0.5±1.1 3.4±6.1 1.1±1.4
HorRat 0.78 1.12 1.17 0.95 0.87 0.54 0.63 1.04 0.75 0.5 0.27 0.7

3.0

1 2.7±2.0 2.5±0.9 3.1±2.4 5.5±0.7 2.3±0.7 0.9±2.2 3.1±0.8 2.3±0.6 4.9±1.2 1.0±1.6 6.4±1.5 2.1±1.4
2 2.7±0.6 2.5±0.2 3.1±1.1 5.5±0.4 2.2±0.2 0.9±1.3 3.1±1.0 2.2±0.8 4.9±1.1 1.0±2.1 6.4±1.2 2.0±1.6

AVE 2.7±1.3 2.5±0.6 3.1±1.9 5.5±0.6 2.2±1.3 0.9±2.1 3.1±1.2 2.2±0.7 4.9±1.1 1.0±1.7 6.4±1.3 2.0±1.5
HorRat 0.76 0.76 1.14 0.41 0.72 1.03 0.69 0.37 0.68 0.84 1.2 0.83

Table 7. Recoveries of individual PSP toxins (%)

(n=5; concentration, 0.1 µg/g)

Toxin Oyster Mussel

STX 103.9±3.4 106.2±2.5
NEO 107.0±3.8 109.4±4.1
GTX1 108.8±5.0 112.2±5.5
GTX2 096.5±3.7 105.6±6.3
GTX3 096.5±5.2 083.5±2.0
GTX4 105.3±3.2 105.4±4.8
GTX5 093.5±3.7 094.0±3.8
dcSTX 098.1±3.0 091.7±6.0

dcGTX2 100.2±0.9 098.4±0.2
dcGTX3 087.3±0.6 087.4±0.1

C1 101.8±5.0 100.7±2.5
C2 105.3±3.2 092.6±2.0

Table 8. Estimated LOD and LOQ for individual toxin in the
validated matrix                                                 (n=5, mg STXeq/kg)

Toxin
Oyster Mussel

LOD1) LOQ2) LOD LOQ

STX 0.0200 0.0600 0.0210 0.0630
NEO 0.0259 0.0776 0.0277 0.0832
GTX1 0.0258 0.0775 0.0249 0.0746
GTX2 0.0287 0.0862 0.0251 0.0754
GTX3 0.0115 0.0344 0.0179 0.0536
GTX4 0.0240 0.0719 0.0232 0.0697
GTX5 0.0003 0.0009 0.0003 0.0009
dcSTX 0.0200 0.0600 0.0185 0.0554

dcGTX2 0.0062 0.0185 0.0138 0.0415
dcGTX3 0.0038 0.0113 0.0162 0.0486

C1 0.0005 0.0016 0.0005 0.0014
C2 0.0048 0.0144 0.0039 0.0116

1)LOD=3×S/N; 2)LOQ=3×LOD.



굴과 진주담치 중 마비성패류독소 분석을 위한 HPLC Post-Column Oxidation Method의 시험소 내 유효성 검증 245

각 독소성분에 대한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를 합산하여 총 독

소에 대한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추정하는 것은 모든 독소성분

이 각각의 한계치 농도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 시기에 채취된 현장시료에서

는 한 두 가지 독소성분이 저 농도로 검출되다가 독성이 증가하

면 처음 검출되었던 독소성분의 검출량이 증가하고 검출되지 않

았던 독소성분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독소 구성성분 중 가

장 높은 정량한계치가 총독소량 검출에 있어서 정량한계가 된다.

굴을 매트릭스로 이용한 시험에서 나타난 정량한계 최고치는

GTX2의 0.0862 mg STX eq/kg이며 진주담치를 매트릭스로 이용

한 시험에서 나타난 정량한계 최고치는 NEO STX의 0.0832 mg

STX eq/kg이다. 즉 정량한계가 더 낮은 다른 독소성분이 검출되

더라도 이 두가지 독소가 정량한계 이하로 존재하는 경우 검출

되지 않아 총 독소량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이

시험에서 얻어진 실제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각 약 0.0862 및

0.0832 mg STX eq/kg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물시험법의 분

석능력를 기준으로 정량한계를 4.6배 정도 향상시킨 것에 해당된다.

시판 column에 대한 둔감도

제안 시험법의 column에 대한 둔감도(ruggedness) 평가를 위해

시판 C18 column (column No. 1-4, GTXs/STXs 분석용) 4종과

C8 column (column No. 5-7, C toxins 분석용) 3종을 구입하여

독소성분별로 적용하여 column별로 3회 반복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독소 농도는 1.0 mg STX eq/kg이 되도록 조제하였다. STXs

및 GTXs 분석을 위해 사용한 C18 column의 경우 C18 polar

embedded 및 C18 endcapped phase로 대별되었다. 4종의 column을

사용하여 도출한 GTXs 및 STXs 분석 크로마토그램은 Fig. 1과

같다.

분석결과 표준 column으로 사용한 Zorbax Bonus-RP (Column

No. 2)와 비교하여 hydrophobicity는 유사하나 polar surface activ-

ity가 높고 surface area가 2배 이상(475 m2/g)되는 column No. 1의

경우에는 retention time이 길어지고 분리능이 낮게 나타났으며

shape selectivity가 높은 column No. 3의 경우에는 분석피크가 관

찰되지 않았다. 또한 pore diameter가 다른 3종의 column보다 약

4배(320 Å)정도 큰 column No. 4의 경우에는 유도체 분리에 불

리하여 피크가 중첩되었다.

C toxins 분석을 위해 사용한 C8 column의 경우 모두 C8 end-

capped phase이었으며 surface area (m2/g), total carbon (%), par-

ticle size (µm)와 같은 particle 특성과 bonded phase 특성이 유사

하였다. 다만 pore diameter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150-100 Å).

유사한 column의 특성과 같이 도출 크로마토그램도 유사하게 나

타났으나 Column No. 7의 경우에는 분리능이 낮았다(Fig. 2).

직선성

직선성(linearity) 확인을 위해 working solution을 검출한계에서

stock solution의 1/2 농도까지 단계희석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 범위에서 직선성이 확

보되었으며 이때 상관계수는 모두 0.99 이상이었다.

특이성

동물시험법을 묽은 산으로 추출한 독소를 마우스의 복강에 주

사한 후 사망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독량을 역산하는 것

으로 시험동물의 반응은 마비성 패류독 성분에 특이적인 것이 아

니라 신경독소에 특이적인 것이다. 즉 carbamate와 같은 신경독

소 유기인계 살충제와 염과 고농도의 중금속과 같은 방해물질에

영향을 받는다(3). 반면 PCOX 법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가지

는 고유의 특이성(specificity)으로 인하여 마비성 패류독 성분을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으며 blank 시료에 의한 양성반응이 유

Fig. 1. Chromatograms of GTXs & STXs mixed working solution (10 µL) with 4 type of C
18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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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를 볼 때 살충제 등의

방해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아 높은 특이성을 확보할 수 있다
(1,3,15).

동물시험법과 비교

이 연구에서 검토된 PCOX 법과 동물시험법의 동등성을 확인

하여 대체 시험법으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시험법

간 비교시험을 진행하였다. 비교 시험에는 현장시료를 사용하였

으나 특정 독소함량의 시료를 현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piked sample를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그래서 현장시료와 spiked

sample으로 조합된 굴 시료 100점과 진주담치 시료 100점으로 전

체 시험구를 구성하였다. 총 200점의 시료를 두 방법으로 각각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검토한 결과, 굴의 경우 두 시험법의 상

관계수(r2)는 0.9534로 나타났으며, 진주담치의 경우에는 0.9109로

나타나 매우 좋은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Fig. 3).

Fig. 2. Chromatograms of C-toxins mixed working solution (10 µL) with 3 types of 8 columns.

Table 9. Linearity determined by serial dilution of the working

standard

 Linearity (r2)

STX 0.9938
NEO 0.9994
GTX1 0.9999
GTX2 0.9991
GTX3 0.9984
GTX4 0.9998
GTX5 0.9999
dcSTX 0.9993

dcGTX2 0.9969
dcGTX3 0.9973

C1 0.9993
C2 0.9980

Fig. 3. Correlation between AOAC MBA and LC post-column
oxidation method for analysis of PSP toxins in oyster (n=100)

and mussel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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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물시험법과 동일한 시료 전처리법을 이용하고 HPLC의 높은

감도와 선택성을 극대화하여 독소성분의 그룹분석이 가능한 PCOX

법을 우리나라 패류시료의 매트릭스 특성에 맞도록 최적화하였

다. 이 분석법은 GTXs/STXs와 C toxins의 그룹별 동시 분석과

독소성분의 분리와 정량이 가능하였다. 회수율은 83.5% 이상이

며 반복시험에서 나타난 표준편차는 7% 이하로 AOAC interna-

tional의 기준에 부합되었다. 총 독소에 대한 정량한계는 최고 8.6

µg/100 g 수준으로 동물시험법에 비하여 약 4.6배 이상의 향상된

분석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OAC guidelines에 근

거한 시험소 내 시험법 유효성 검증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물시험법과의 동등성 비교에서는 굴과 진

주담치 매트릭스에 대한 두 시험법은 상관계수가 각각 0.9534와

0.9109로 매우 좋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분석에 사용된 column (C18 및 C8)의 특성차에 의한 시험

결과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판 column 7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동일 계열의 column을 사용하더라도 column

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수지와 반응기의 결합특성과 수지 봉쇄특

성에 따라 분리도와 분석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column

적용 가능범위는 다소 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물시험법에 비하여 PCOX 법은 단백질 제거, 크로마토그래

피 현상을 이용한 독소성분의 분리, 독소성분 산화를 통한 형광

성 퓨린의 형성과 특이적 파장을 이용한 형광검출과 같은 단계

를 가지고 있어 특이성이 더 높았다. PCOX 법은 이러한 시험

원리에 기인한 특이성과 더불어 동물시험법에서 방해물질로 작

용하는 carbamate와 같은 신경독소와 유기인계 살충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과 blank 시료에 대한 false positive 결과를 배제할

수 있는 점에서 기인한 특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

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험동물 사용억제 노력에 부응할 수 있

는 윤리적 측면의 이점뿐만 아니라 동물시험법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시료 중 마비성 패류독소 성분을 밝힐 수 있는 과학적 측

면의 이점도 가지고 있다. 독소성분 분석을 통해 마비성 패류독

소 원인 플랑크톤과 패류 중 독소성분을 비교하고 패종 별 독소

축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 마비성 패류독소 위해관리 대책수

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HPLC 기반 분석법의 사용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표준독

소의 상업적 생산과 유통이라는 제한점을 극복해야 한다. 최근

캐나다 NRCC와 일부 관련기관에서 독소성분별 표준품을 시판하

고 있으나, 지속적인 독소성분의 동정과 표준물질의 개발에 관련

연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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