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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국민 생활수 의 향상으로 인하여 건강 리  특

히 먹는 식품의 안정성에 한 심도가 높아지고 있

다. 과거에는 농어 에서 소규모로 사육하던 가축이나 

양식어류가 규모로 사육, 양식되면서 질병 방과 

식육 증산의 목 으로 항생물질이나 성장호르몬제 등 

다양한 약물이 사용되었다. 결과 으로 이러한 약물들

은 가축의 조직이나 우유, 달걀 등에 잔류하게 되며, 

인체에 흡수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980년 1인 1일당 37.9 g이던 

육류 공 량이 2000년에는 102.2 g으로 늘어났고1
 따

라서 식육섭취에 의한 인체 향은 식습 의 다양성과 

안 한 먹을거리에 한 욕구의 증가로 더욱더 심의 

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최근 문제시되고 있

는 우병  구제역 등 가축 련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축에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도 다양해

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내 유통 인 식육들에 

한 안 성 평가, 품질평가  규제가 시 하며 국내 

축산물의 비교우  경쟁력을 살리려면 축산식품의 효

능과 안 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확실한 기 과 규제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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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닭 등 가축과 양식어류에는 질병 방이나 

성장 진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 으로 성장호르

몬제 등이 사료에 첨가되거나 주사에 의해 투여되고 

있다. 투여된 성장호르몬제는 상당기간 체내에 잔류되

므로, 출하 에 일정한 휴약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등 

사용에 주의토록 하고 있다.

이들 잔류호르몬 물질이 있는 육류를 장기간 섭취

하면 간장·신장 등 장기의 장해, 발육 하와 같은 형

태로 인체 유해성이 나타난다.2-3
 최근 내분비계 , 발

생 , 면역부분, 신경생물학, 면역독성, 발암효과 등에 

있어 17 - testosterone, progesterone등의 몇몇 호르몬

이 특히 사춘기 이 의 어린이들에게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4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과

학자들이 최신 기술을 사용해 지난 99년과 2000년 

지된 6종류의 호르몬에 해 조사한 결과 성장호르몬

을 투여해 키운 소의 고기를 먹으면 건강상 험 가

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힌바 있다.5-6
 

유럽연합에서는 잔류 호르몬과 그 사체들의 섭취로 

인해 가능한 유해한 효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해서 가축류의 성장 진을 한 천연 혹은 합성 호

르몬의 사용을 지하고 있다.7 한 축산식품에 잔류

하여 인체에 섭취되는 성장호르몬제도 문제이지만 사

용  사된 성장호르몬, 경구용 피임약 등이 배출되

어 폐수로 환경에 유입되어 일어나는 내분비계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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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성장호르몬제들에 한 기존의 분석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극미량의 잔류한

계까지 측정하기 해서는 정 분석기기에 의한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성장호르몬제에 한 종합 시험분석방

법은 일부 선진국의 연구진들에 의해 일부 확립되어 가

고 있을 뿐 국내에서는 DES와 zeranol 단 두 종의 성장

호르몬제만 규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두 화합물에 

한 시험공정방법만 설정되어있는 실정이다.8 한 지

방성분이 많고 매체가 복잡한 조직시료의 특성상 처

리  정제기술이 특별히 요하다. 그러므로 향후 증

할 수입 식육류와 다양화 될 국내 유통 식육류를 정확하

게 평가하기 해서는 재의 분석방법에 한 개선이 

필요하며, 많은 종류의 인체 유해가능성이 높은 성장호

르몬제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국내 실에 알맞은 다 

성분 동시분석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내용

에서는 성장호르몬제의 선진국에서의 사용과 규제  

검색 황에 해 설명하고 그들의 특성과 가능한 분석

방법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성장호르몬제의 일반  특징

성호르몬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 인 

androgen으로 남성생식기에서 분비되는 testosterone과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estrogen과 progestin등으로 

나  수 있다. Estrogen은 난자의 성숙과 여성의 성징

을 발 시키며 estradiol이 표 이다. Progesterone은 

표 인 progestin으로 주로 자궁에 작용하여 수정란

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유즙분비, 

자궁수축 등을 조 한다. Testosterone은 androgenic 

steroid로서 남성의 성  특징을 발 시키는 작용을 하여 

근육강화, 체력증진의 목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질

사에서 성 스테로이드인 estradiol - 17 과 testosterone의 

사작용 효과는 성장과 발 에 매우 한 계가 있

다. 그러므로 천연호르몬의 경우 인간과 가축의 체내에

서 자체 생성이 가능하므로 성별, 나이 등의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 양이 체내에 존재하게 된다. 천연 성

장 호르몬제의 일반 인 기본 구조는 스테로이드 고리

구조이고, 합성 호르몬제는 근본 으로 의 3가지 호

르몬과 유사한 작용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개발되었다.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천연  합성 성장호르몬제

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HO

HO

H

H H

estradiol - 17           

O

O

CH3

OH

OH

HO

zeranol

H H

H

OH

O

testosterone           

O

OH

H

H

trenbolone

O

O

O

O

H H

H

MGA           

O

O

H H

H

progesterone

HO

OH

 DES

Fig. 1. Molecular structures of anabolics.

2.1 Estradiol-17 (E2 )

Estradiol은 인체  동물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표

인 estrogen으로 여성으로의 특징 발   생식을 

해 필요하다. 생체농도는 성별, 성숙기 이 , 성숙 후, 

임신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암소의 근육에는 원래 상

당량이 들어있다. 육류에서 E2 의 주 사체는 estrone과 17

- 동소체 그리고 glucuronide conjugates이다.
9
 Fig. 2에서 

보듯이 estrone과 estradiol은 demethylation과 aromatization에 

의해 androgen 구물질인 androstenedione과 testosterone으

로부터 생성이 가능하고, estriol 역시 estrone의 16 -

hydroxylation을 통해 생성 가능하다.10 Estrone의 가 과 

양에 있어 estrogen 동화작용 효과는 androgen 보다 우

세하다.11 이들  estradiol이 기능 으로 가장 우세한 

estrogen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토형태인 estrone은 생

물학  검정법에 의하면 estradiol의 1/4 혹은 1/3정도의 

효과를 가진다.12 Estradiol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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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장애물질로 지정되어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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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iotransformation of testosterone.
10

2.2 Zeranol ( - ZAL)과 다른 estrogen

Zeranol은 resocyclic acid lactone으로 옥수수에 배양한 

곰팡이균이 만든 estrogen계의 합성호르몬이다. Zeranol

은 Ralgro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사

용되고 있다. 일반 인 zeranol은 - zearalanol ( - ZAL)

이며 그 이성질체는 taleranol ( - zearalanol, - ZAL)인

데 zeranol만이 성장호르몬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체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Zearalenon도 

- ZAL과 비슷한 상 인 사체를 생성한다고 알려

져 있는데, 근육조직에서 유사구조인 zearalenone의 경우 

사하여 상당한 양의 nonglucuronidated zeranol과 -

zearalenol이 검출되었으며15
 Fig. 3과 같은 사과정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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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osed metabolism of zearalenone.16

합성 에스트로겐인 diethylstilbestrol (DES)은 미국에

서 특허되어 여성의 유산방지제로 리 복용되었던 약

물로서 1979년까지 사용되었다. 합성 비스테로이드성 

물질인 DES는 estradiol과 구조 으로는 다르나 유사한 

작용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과거에는 합법  는 비합

법 으로 매우 범 하게 사용되었으나, 심각한 부작

용으로 인해 사용 지되었고 estradiol - 17 나 zeranol

로 체되었다. 한 합성 에스트로겐인 ethylnyl estradiol 

역시 강한 사 효과를 가진다. 이런 화합물들의 작용특

성은 estradiol과 유사하나 수용체 결합, 경구 생활성, 제

거 등에 있어 기본 인 몇 가지의 차이 을 가진다.

2.3 Testosterone 과 다른 androgen

Androgen은 정소에서 분비되며 표 인 androgen은 

testosterone이다. Androgen은 남성화 효과를 가지며 근육

의 부피를 증가하게 한다. 표 인 근육강화제로 인체에

서는 5 - DHT (dihydrotestosterone), 5 - DHT, androsterone, 

etiocholanolone 등으로 사하여 사람에게는 고 인 

anabolic 물질이나 소나 양 같은 소과의 가축들에게는 상

으로 낮은 근육내의 androgenic receptor 농도 때문에 덜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2.4 Trenbolone

Trenbolone은 가장 효과 인 anabolic steroid 의 하

나로 testosterone보다 8 - 10배 활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18 
Trenbolone은 다른 androgen처럼 활동하며 androgen 

receptor, progestin receptor, 그리고 glucocorticoid receptor와

도 강하게 결합하므로 여러 호르몬 활성을 지닌다.19
 

Trenbolone acetate 형태로 주입되며 쉽게 trenbolone - 17

( - TBOH)로 가수분해된다. 육류에서 주 사체는 -

TBOH이며, 사람의 경우 뇨에서 부분의 - TBOH과 약

간의 - TBOH과 trienedione (17 - keto compound, TBO)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2.5 Progesterone

Progesterone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progestin의 일종

이다. Progesterone의 성장 진 효과는 일부 찰되기

도 하 으나 아직까지 체 인 사작용에 한 확실

한 역할이나 직 인 효과는 불분명하다.20 

2.6 Melengestrol acetate

MGA (melengestrol acetate)는 발정의 동기화, 생산의 

조  등에 여하는 합성 progesterone의 하나로 미국

과 캐나다에서 암소의 성장 진 사료첨가물로 인증되

었고 그 사체는 dihydroxylated와 monohydroxylated 

생성물로 알려져 있다.11 

 3. 각국의 성장호르몬제의 규제  리 

황

3.1 유럽연합

성장호르몬제에 해 가장 엄격한 규제는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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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유럽 연합이다.21-22 유럽연합의 경우 1988년 

이래로 성장호르몬제의 사용이 지되었고 1997년 실

시된 미국산 수입육의 잔류정도검사에서 12%의 소고

기에서 성장호르몬제가 검출됨에 따라 수입을 보류시

켰으며, 매년 잔류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엄

격히 수입  수출을 리하고 있다.23 

유럽연합은 수입식육  EU내의 생산 식육들에 

한 검사 업무를 표 화하기 하여 EU National Plan으

로서 EU내에 4개의 Community reference laboratories 

(CRLs)를 두어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랑스에 각

각 하나의 CRL이 있고, 특히 네델란드의 RIVM에서 

성장호르몬제와 성장 진제에 한 잔류정도검사를 주

도 으로 하고 있다. 한 각 국가별로 최소한 하나 이

상의 national reference laboratories (NRLs)을 갖추어 

EU 내에 총 38 개의 NRLs이 있으며, 이외에 routine 

field laboratories (RFLs)다시 두고 표 화합물, 시료채

취과정, 검색 시스템 등을 체계 으로 표 화하고 있다.

Table 1. Examples of hormones active components in 

the EU
27

Biological 
effect

Natural 
steroid

Xenobiotic steroids
Other 

Xenobiotic 
steroids

substances 
w i t h 
estrogenic 
effect

estradi
ol*

ethynyllestradiol
mestranol

DES*
dienoesterol*
hexoestrol*
Zeranol

substances 
w i t h 
androgeni
c effect

testoste
rone*
nortest
osteron
e*

nortestosterone*
methyltestosterone
Trenbolone*
boldenone*
chlortestosterone*
vinyltestosterone
methylboldenone
stanozolol
methandienone
quinbolone
norethandrolone
ethylestrenol
fluoxymesterone
norethisterone

substances 
w i t h 
progestag
enic effect

progest
erone
hydrox
yproges
terone

medroxyprogesterone (MPA)**

chlormadinone (CMA)**

melengestrol (MGA)**

megestrol**

pregnenedione
fluorogestone
acetoxyprogesterone
algestone*

* These substances are often administered as ester
(propionates, benzoate, laurates, cypionates etc.) 
which breakdown after administration into "free 
anabolics" and their carboxylic acids.

** acetate ester

한 EU Additional Residue Testing Programme을 

통하여 NRP에서 다루지 않는 DES (Diethylstilbestrol), 

hexestrol, dienestrol, MGA, nortestosterone, trenbolone 

그리고 zeranol에 한 잔류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

다.24-26 표1과 2에 유럽연합에서 으로 모니터링

하는 성장호르몬제의 성분들과 성장 호르몬제 처리

의 천연호르몬과 처리의 후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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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centrations of natural steroids found in 

muscle and liver of untreated and treated 

bovine animal
28

 

        (T: testosterone (pg/g), P: progesterone (ng/g), 

E2:estradiol-17 (pg/g), ; steers and male 

calves were treated with 20 mg estradiol-17

+ 200 mg testosterone propionate, and female 

calves with 20 mg estradiol - 17 + 200 mg 

testosterone, all applied subcutaneous implant)

animal
day after 

treatment

muscle liver

T P E2 E1 T P E2 E1

bull

steer

male calf

heifer

pregnant

female

calf

untreated

untreated

day 61

day 90

untreated

day 70

untreated

day 61

day 90

untreated

day 120

day 180

day 240

untreated

day 70

535

101

92

16

17

0.27

0.41

0.44

0.247

0.515

10.1

0.84

7.29

4.51

5.54

10.7

10.4

15.6

27.3

32.7

1.60

2.60

1.79

2.51

3.98

6.4

203

482

523

749

193

39

47

0.26

0.35

0.24

0.269

0.325

3.4

0.91

4.52

5.41

1.54

3.21

3.29

58.4

380

1027

0.66

2.10

1.22

1.7

1.49

1.52

29.7

115

145

3.2 미국

미국은 식품⋅의약품안 청 (FDA), 미국농무성

(USD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가 심

이 되어 식품안 성에 한 연구  국내식육과 수입식

육에 한 검사업무에 해서 체계 으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FDA는 미국  지역을 6개 지역으로 나 어 

각 지역에 하나씩의 FDA Regional Laboratory를 두어 국

내식육  수입식육에 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USDA에서 해마다 National Residue Testing 

Programme (NRP)을 통하여 지속 으로 성장호르몬제

의 잔류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29
 미국에서는 천

연형인 estradiol, progesterone, testosterone과 합성형인 

zeranol/melengestrol, trenbolone등 6종류의 사용이 허용

되고 있다. 미국에서 승인된 호르몬제 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것은 estradiol과 zeranol이다.30 FDA에서

는 표3과 같은 기 치를 두고 있다.

Table 3. Residue limits (tolerance) for synthetic hormone 

and normally present of natural hormones of 

FDA29
 

hormone (㎍/kg) muscle fat kidney liver

 trenbolone

 zeranol
No tolerance required

 estradiol

 progesterone

 testosterone

0.12

3

0.64

0.48

12

2.6

0.36

9

1.9

0.24

6

1.3

3.3 우리나라

축산물에 한 검사는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

행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규제사항  분석

방법과 개선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가

축의 사육·도축·가공·유통의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생에 해로운 향을 미칠 수 있는 해요소를 분석하

고, 이러한 해요소를 방지·제거 하거나 안 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단계에 요 리 을 설정하여  리

하는 HACCP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육류의 경우 DES

(불검출-쇠고기)와 zeranol (0.002 mg/kg이하 - 쇠고기) 

두 물질에 한 리항목만이 정해져있을 뿐 특히 천연 

성장호르몬제에 한 기 이나 공정 방법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estradiol만 환경부에서 내분비계장

애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estradiol & 

estradiol benzoate, testosteron & estradiol, progesteron & 

estradiol benzoates, estradiol - 17 등의 천연형과 zeranol

등의 합성형이 모두 사용되어지고 있다.

3.4 그 외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testosterone, 

estradiol, estradiol benzoate와 progesterone 등의 천연형

과 trenbolone acetate, zeranol, MGA등의 합성형의 호

르몬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31-32 

1981년이래 FAO/WHO 합동식품규격 원회에 잔류 

동물용 의약품 규격분과회가 설치되어 호르몬제의 최

잔류기  설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JECFA는 사용

규격을 수할 경우 천연호르몬제는 잔류기 을 두지 

않으며 합성형의 경우 FDA보다 낮은 표4와 같은 기

을 두고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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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ximum residue limits (MRL) of FAO/WHO 

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 

hormone
muscle
( g/kg)

liver
( g/kg)

Acceptable daily 

intake (ADI) 

maxima
( g/kg body weight)

no - or lowest 

observed - effect 

levels in humans
(mg/kg body weight)

trenbolone

zeranol 2 10
0.02

0.5

estradiol

rogesterone
 
testosterone

not 
recommend

0.05

30

2

0.005

3.3

1.7

4. 분석 방법

일반 인 성장호르몬은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지는

데 생체에서는 스테로이드 형태와 사되어 gluconide 

혹은 sulfate등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스테로이드 

자체는 약한 소수성이며 결합된 형태는 친수성을 나타

낸다. 분자량 범 는 약 200 - 1000정도이며 비휘발성이

다. 따라서 GC를 이용한 분석을 하기 해서는 유도체

화가 필요하며, 부분의 합성  천연 성장호르몬은 

자체 UV흡수를 가지나 estrogen을 제외하고는 감도나 

선택  검출 면에서 장 을 가지는 형 성은 없다. 지

까지 부분의 분석방법은 사 질환 진단 목 의 

colorimetry, radioimmunoassay, HPLC 등이 주로 사용되

어왔으나, 이들 방법은 낮은 감도를 나타내거나 혹은 

구조가 비슷하거나 변형된 사체들의 구별이 불가능

한 단 을 가지고 있다. 면역측정법의 경우 간편하고 

감도가 좋으나 cross - reaction등의 단 을 가지고 있으

므로 재는 여러 개를 동시에 정량할 수 있고 감도가 

좋으며 간섭물질을 효과 으로 배제할 수 있는 GC/MS 

혹은 LC/MS로 환하고 있다. 각 성장호르몬제에 

한 분석방법33-34과 검출한계를 표5에 비교하 다. 

Table 5. Method for determination of hormones in 

tissues

Substance
Assay 

type
LOD Comment

estradiol

GC/MS

LC/MS

RIA

1.0 ppb - 0.5 ppm

30 ppb

0.25 - 10 ppb

validation

progesterone
GC/MS

LC/MS

0.1 - 1.3 ppb

0.1 ppm
validation

testosterone

GC/MS

LC/MS

RIA

0.02 ppb - 0.5 ppm

0.1 ppm

low ppb

validation

trenbolone

GC/MS

LC/MS

RIA

0.06 ppb - 0.5 ppm

0.5 ppb

low ppb

insufficient validation

zeranol
GC/MS

RIA

0.15 ppb - 0.5 ppm

0.3 ppb - 2.5 ppm
insufficient validation

4.1 면역측정법(Immunoassay, IA)35

이들 검사방법은 검체가 되는 시료  잔류약물인 

항원과 특이항체 사이의 면역학  특이 결합반응을 이

용하여 표 항원물질에 표식되어 있는 효소, 동 원소 

는 화학발 체가 발생하는 발색정도나 방사능을 측

정하여 정량  정성분석에 이용된다. 효소면역측정법 

혹은 방사면역측정법은 많은 시료를 단시간에 매우 높

은 감도로 자동화 분석할 수 있고 재 성  특이성

이 우수한 장 이 있다.36
 반면에 cross - reaction이나 

다른 물질에 의한 간섭을 받을 수 있는 단 이 있어 

모든 성장호르몬에 사용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면역측정법의 일반 인 방법은 유

기용매로 조직을 추출하고 여기에 삼 수소 (3H)표지 

스테로이드와 특정 면역 청을 첨가한다. 3H - steroid

와 항체 치의 천연물질 간의 결합반응이 평형을 이루

면 분리하여 섬 계수기로 측정한다.37-38
 HPLC 등으로 

분리 후 RIA를 사용하기도 한다.39-40

4.2 Chromatography
41-42

4.2.1 HPLC  LC/MS

일반 으로 액체-액체 추출법 (LLE)43 혹은 고체상추출

법 (SPE)으로 처리를 하며44
 fluorescence, photochemical 

derivatization, dansyl derivertization, 혹은 chemiluminescence 

등 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용하여 측정한다.45-46 

한 유사한 방법으로 TLC 혹은 기 동법이나 capillary 

HPLC 등을 사용한다.47 근래에 신속하고 처리가 간단

하며 유도체화가 필요 없는 LC - MS 혹은 그 사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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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homogenized

Freeze-drying

Extraction/Deconjugation

Delipitation

Hydrolysis

Liquid extraction

Phenolic steroids Androgens, Gestagen

SPE SPE

Stilbenes
RAL's

Estradiol

Androgen, 

Gestagens
Trenbolone

SPE SPE

Derivertization

GC/MS

Fig. 5. General analytical procedure.

조 확인에 도움을 주는 LC - MS - MS방법이 많이 도입

되고 있을 뿐 아니라48-52 
고체상 추출법과 연계하거나,

53
 

동시에 추출과 분석이 행해지는 시도도 연구되고 있다.54
 

4.2.2 GC
55-56

  GC/MS
57-59

여러 가지 생체시료의 분석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으로 소변60-63
이나 머리카락

64
 혹은 동물의 털

65
 등

의 분석에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육류를 비롯한 조직

시료의 분석에도 많이 사용된다. 특히 동 원소묽힘

(isotope dilution) GC/MS는 액에서 스테로이드의 양

을 결정하는 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66
 환경시료의 경우 고체상미량추출법(SPME)

을 사용하기도 한다.67 국내 식품공 8에서도 zeranol과 

DES분석을 해 GC/MS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GC로 

천연  합성 호르몬을 분석하기 해서는 호르몬 종류

에 따른 한 처리68  정제방법69과 유도체 시약

을 사용하여야한다.70 여러 종류의 합성  성장호르몬

제의 silyl 유도체 크로마토그램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성장호르몬의 분석은 조직시료에서의 추

출, 지방제거  deconjugation, 정제, 성장호르몬의 구

조  차이에 따른 고체상 추출, 유도체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일반 인 합성  천연 호르몬의 분석방법을 

Fig. 5에 도시하 다. 보통 GC/MS에서는 0.5 - 2 ng/L의 

감도를 보이는데, 선택성과 면역측정법정도의 감도를 

높이기 해 한 유도체 과정을 취함으로써 음이온

화학화방법 (NICI)으로 검출감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되고 있다.71-72

1 21 2 1 3 1 41 4 1 5 1 61 6 1 7 1 81 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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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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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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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ion chromatogram showing silyl derivatives of 

several anabolics.

       1 : DES, 2 : - Estradiol, 3 : Epitestoste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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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strone, 5 : - Estradiol, 6 : Testosterone, 

       7 : Zeranol, 8 : Taleranol, 9 : Estriol, 

       10 : Progesterone

4.3 기타

그 외 LC/IA, IR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73

 UV - VIS 

등의 분 학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74

 

5. 결론

미국 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는 

1998년부터 NRP를 통하여 육류 각 부분에 한 20개 

분야에 한 잔류검사를 해마다 시행하여 결과를 발표

하고 있고, 유럽연합 역시 내수  수입 식육에 해 

가장 철 한 검사와 방 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기 과 학에서 이미 천연  합성 

호르몬제에 한 일부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 식품의

약품안 청도 규제 상에서 제외하 던 천연형 호르몬

에 주목하기 시작하 으나, 재 식육  축산 련 식

품에서 동시 분석기술이나 인체에 미치는 향, 사용

정도, 잔류정도에 한 모니터링 결과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장호르몬제 남용에 의해 오염된 식육  

축산 련 식품의 잔류정도 평가  그들에 한 정확

한 분석방법의 개발이 실히 필요한 시 에 와있다. 

분석법 개발과 평가를 통해 확립된 잔류성분  인체

유해성분의 모니터링시스템과, 이들에 한 QA/QC 

program 등을 이용하여 국내 유통 식육제품의 성장

진 호르몬제에 해서 완벽한 검사방법을 제시하면 국

민의 보건증진을 이룰 수 있고 국내 축산산업을 발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얻어진 결과는 수입 식육  

축산물 원료에 한 철 한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반을 조기에 조성함으로써 정확한 검정방

법에 의한 양질의 식육을 개발하는 국내 식품산업의 

발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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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ADI: Acceptable daily intake 

CRL: Community Reference Laboratory

DES: diethylstilbestrol

DHT: dihydrotestosterone

E1: estrone

E2: 17 - estradiol

EU: European Union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AO/WH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World 

Health Organization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C: gas chromatography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IA: immunoassay

IR: infrared spectrophotometer

JECFA : 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LC: liquid chromatography

LLE: liquid - liquid extraction

LOD: limit of detection, detection limit

MGA: melengestrol acetate

MRL: maximum residue limit

MS: mass spectrometry

NICI: negative ion chemical ionization

NRL: 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NRP: National Residue Testing Programme 

P: progesterone

RAL : resocyclic acid lactone

RFL: routine field laboratory

RIA: radio immunoassay

RIVM: Laboratory for Residue Analysis/Community 

Reference Laboratory, RIVM, Bilthoven, The 

Netherlands

RT: retention time

SPE: solid phase extraction

SPME: solid phase micro extraction

T: testosterone

Tb: - trenbolone

TBO: trienedione

TLC: thin - layer chromatography

USDA: United States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UV : ultra violet

UV-VIS: ultra violet - visible spectrophotometer

- ZAL: zeranol

- ZAL : talerlanol ( - zearal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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