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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simultaneous determination method of 5 medical

compounds, including beclomethasone, dexamethasone, prednisolone, ketoprofen, phenylbutazone in foods, using

LC-MS/MS. To optimize MS analytical condition of 5 compounds, each parameter was established by MRM mode.

The chromatographic separation was achieved on a C18 column successfully, with a mobile phase made up of A

(0.1% formic acid) and B (0.1% formic acid in acetonitrile), at a flow rate of 0.3 mL/min for 17 min with a gradient

elution. LOD and LOQ of 5 compounds were in the range of 0.40~4.60 ng/mL and 0.81~11.46 ng/mL,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hree concentrations of the standard mixture added to blank samp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recovery rate of 5 compounds was in the range of 81.52~103.83%, and RSD (%) of Intra- and Inter-day

assay were 0.52-10.45. Since relatively fine selectivity, accuracy and reproducibility were shown in this qualified

experimental method, it could be utilized efficiently to investigating those 5 compounds to see if it is added to food

products illeg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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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효과가

기대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1,2). 이러

한 제품들 중 일부에는 생리효과를 증대시키거나 과도하

게 효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적 합성물질 혹은 의약품이 첨가된 채 판매가

되고 있어 소비자의 건강상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염증성 질환에 효과가 기대되는

건강관련식품에 소염·진통 의약품 성분이 불법적으로 혼

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약품

이 혼입된 식품을 장기간 또는 다량으로 섭취 시, 심각한

부작용으로 건강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

제를 일으키는 실정이다. 

소염·진통 효과를 보이는 성분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

염·진통제에는 이부프로펜(ibuprofen), 케토프로펜(ketoprofen),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 등이 있고, 스테로이드 제제

중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베클로메타손(beclomethasone)

등이 또한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 실제 의

사의 처방전에 의해 사용되는 성분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식품위생법상에는 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부정유해물질들

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은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할 목적

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이 금지되어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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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포괄적인 의약품 성분에 대한 연구나 스테로

이드 의약품 성분에 대한 동시분석 연구는 다소 보고되어

있다. HPLC에 의한 동시분석으로 스테로이드 9 종 성분에

대해 QuEChERS 기법을 이용한 연구4)는 다양한 시료에 적

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나, LC-MS 비해 복잡한 전처리 과정

을 거쳐야 하고, 미량성분의 검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최근의 연구는 주로 LC-MS/MS를 이용하여 좀 더 선

택적이면서 동시에 신속한 동시분석법이 주로 보고되었다.

소변 및 혈장에서 검출되는 스테로이드 성분 동시분석연

구5,6), 수질환경 시료 중 산성의약물질 분석7), 그리고 동시

분석은 아니지만 우유 중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및

그 유사체를 분석한 연구8)와 약초치료제 중 의도적으로

첨가된 합성의약품 성분의 총괄적인 분석법을 제시한 연

구9)가 LC-MS/MS를 이용한 분석법으로 보고되었다. 그러

나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유사한 생리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들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유사한 구조를 지닌

성분들의 그룹으로 동시분석을 진행하였다. 식품에 의도적

으로 이들 의약품 성분이 첨가된 경우에는 그 기대효능에

따라 유사한 생리효과를 지닌 성분들의 혼입 가능성이 높

으므로, 선택적이면서 효율적인 동시분석법이 필요하다.

소염·진통에 유사한 생리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비스테

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성분들의

복합적인 동시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출빈도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의 선별적인 분

석의 일환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2종과 스테

로이드 의약품 성분 3종에 대해 LC-MS/MS를 이용한 동

시분석법을 확립하여 실제 유통 중인 제품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표준품 ketoprofen (98.0%)은 Wako Chemicals (Osaka,

Japan), phenylbutazone과 dexamethasone, prednisolone은

Sigma-Aldrich (Saint Louis, Mo, USA), beclomethasone은

Steraloids Inc. (R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아세

토니트릴과 메탄올은 Merck사(HPLC Grade, Darmstadt,

Germany), 개미산은 LC-MS 분석용으로 Fisher Chemical

사(Leicestershire, UK), 인산(HPLC Grade, 85%)은 Fluka

Analytical (Buchs, Switzerland)에서 구입하였고, 실험에 사

용된 물은 PRIMA & UHQ-MKII water purification (ELGA,

High Wycombe, Buckinghamshire, England)을 이용하여 초

순수로 정제(18.2 MΩ·cm) 한 후 사용하였다. 분석법 검

증에 사용한 공시료는 충남 공주시 소재 업체에서 제조한

것으로,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서 2012년 10월 경 구입한

환형태의 기타가공품이었고, 원료는 홍화씨, 백출, 죽염, 산

약, 건강, 찹쌀 등이 혼합된 제품이었다. 실제 유통중인 식

품에서 위 5종 성분의 혼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자 관절

염 등에 소염 및 진통효과가 있다고 기대되는 환형태 및

추출액 형태의 기타가공품 및 추출가공식품 21건, 다류 및

음료류 9건, 건강기능식품 중 개별인정형 제품 9건, 총 39

개 제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분석하였다. 

기기 및 분석조건

원심분리기는 Combi-514R Model (Hanil science in-

dustrial Co., Incheon, Korea)을 사용하였고, 질량분석기는

API 4000Qtrap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을 이용하였고, LC system은 Agilent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y, Waldbronn, Germany), 컬럼은 Eclipse plus C-

18 (2.1 × 150 mm, 3.5 µm, Agilent, USA)을 사용하였다.

표준용액을 positive ion mode로 EP (Entrance Potential),

DP (Declustering Potential), CE (Collision Energy), CXP

(Collision cell Exit Potential) 등 MS 각각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한 MRM (Multi Reaction Mode)조건을 확립하고

(Table 2), Ion spray voltage 5500, Temperature 400oC, Ion

source gas1 20.0, Ion source gas2 20.0, Curtain gas 20.0

으로 Table 1의 HPLC 조건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재평

형시간은 5분을 유지하였다.

표준용액의 조제

표준용액은 메탄올에 녹여 각 1000 µg/mL 수준으로 만

들었고, 이를 약 100 µg/mL 농도로 working standard 혼

합용액으로 만든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험용액의 조제

약 0.5 g 의 시료에 working standard 용액을 첨가하여

70% 메탄올용액 10 mL로 교반 후 15분 동안 초음파 추

출하였다. 이를 10분 동안 원심분리하고(4500 rpm), 이 과

정을 2회 반복하여 20 mL 부피플라스크에 합쳐 정용하였

다. 다시 이 용액의 1 mL를 10 mL 부피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로 정용하여 0.22 µ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 후 LC-

MS/MS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HPLC/MS-MS

Mobile solvent
A : 0.1% formic acid

B : 0.1% formic acid in acetonitrile

Injection volume 5 µL

Column temperature 40oC

Flow rate 0.3 mL/min

Pump gradient pro-

gram

Time

(min)
A(%) B(%)

Time

(min)
A(%) B(%)

0.0 90 10 12.0 10 90

2.0 90 10 13.0 90 10

7.0 10 90 17.0 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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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재현성 및 검출한계, 정량한계 실험

혼합표준용액을 2~100 ng/mL 수준으로 희석하여 검량

선을 작성하였고,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각각 신호대잡

음비 3배 이상, 10배 이상인 농도로 계산하였다. 회수율 측

정은 이들 5종 성분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공시료에

최종농도가 5.0 ng/mL, 20.0 ng/mL, 50.0 ng/mL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첨가한 후 시험용액의 조제 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반복 실험하였고, 분석의 정확성은 3회 반복하여 얻

은 회수율의 평균으로써, 재현성은 일내 및 일간 3회 반

복 분석하여 얻은 결과의 상대표준편차(%)로써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MS/MS 분석 조건 중 MRM모드는 분석하고자 하는 모

분자에 MS 각각의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쪼개짐 이온의

감도를 최적으로 높이고, 형성된 이온들의 패턴을 비교하

여 분석물질에 대한 높은 특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0). 각 표준용액을 주입하여 양이온모드와 음이온

모드를 모두 이용하여 분석한 후 감도가 더 좋은 양이온

모드로 최적화시킨 MRM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고, 각

전구이온과 생성이온들은 기존의 연구5,9)와 일치하는 결과

였다. 5종 성분 모두 전구이온에서 2개의 생성이온을 기

준으로 그 중 감도가 높은 이온을 정량이온으로 결정하여

위 Table 1의 HPLC조건을 이용하여 혼합표준용액을 분석

한 이온 크로마토그램을 Fig. 1에 나타내었다. 

Table 3은 5종 성분 표준용액의 직선성과 검출한계, 정

량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약 2-100 ng/mL 범위의 농도에

서 모든 성분의 R2 값이 0.999 이상인 훌륭한 직선성을

나타내었고, prednisolone을 제외한 4종 성분의 검출한계

가 0.40-0.90 ng/mL, 정량한계는 0.81-2.22 ng/mL 로 낮은

농도까지 정량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Bogusz 등9)의 연구

결과인 ketoprofen, phenylbutazone 각각 검출한계 0.2, 0.4

ng/mL와 유사하였으나, Lau 등11)의 phenylbutazone 검출

한계 3.69 ng/mL, 정량한계 12.29 ng/mL와, Dikunets 등12)

의 dexamethasone, beclomethasone의 검출한계 3 ng/mL, 정

량한계 5 ng/mL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약 5 ng/mL, 20 ng/mL, 50 ng/mL, 3개 수준의 농도로 표

준용액을 공시료에 첨가하여 얻은 회수율 결과를 Table 4

에 나타내었다. ketoprofen과 prednisolone을 5 ng/mL 수준

으로 첨가한 시료를 제외하고 각 성분 모든 농도에서 80%

이상의 우수한 회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Piotr 등8)이 보

고한 ketoprofen을 15 ng/mL 수준에서 얻은 회수율 93%

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회수율 84%(20 ng/mL 수준)를

얻었으나(Table 4), 상대표준편차로 비교한 반복 재현성

(RSD, %)은 그들이 얻은 11.2 보다 낮은 2.35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5). 상대표준편차(%)로 나타낸

Table 5의 일내, 일간 반복 재현성은 약 0.5-10 이내로, 전

Table 2. MRM condition of 5 target compounds

Compound
Exact 

mass

Q1 

mass

Q3

mass

DP1)

(volts)

EP2)

(volts)

CE3)

(volts)

CXP4)

(volts)

beclomethasone 408.2 409.1 391.0 61 10 17 10

283.1 61 10 15 10

dexamethasone 392.5 393.1 372.9 91 10 13 10

355.2 91 10 19 10

prednisolone 360.4 361.0 343.1 86 10 15 20

147.0 86 10 31 10

ketoprofen 254.3 255.0 209.0 71 10 21 12

104.9 71 10 35 20

phenylbutazone 308.4 309.1 160.1 81 10 29 12

104.0 81 10 47 18

1)Declustering Potential. 
2)Entrance Potential. 
3)Collision Energy.
4)Collision cell Exit Potential.

Fig. 1. XIC of 5 target compounds. Peak identification: A. pred-

nisolone(tR: 7.34 min), B. dexamethasone(tR: 7.73 min), C. beclom-

ethasone(tR: 7.82 min), D. phenylbutazone(tR: 8.31 min), E. keto-

profen(tR: 9.24 min).

Table 3. Linearity, limit of detection (LOD) and limit of quantifi-

cation (LOQ) of 5 target compounds

Analyte R2 Linear range

(ng/mL)

LOD

(ng/mL)

LOQ

(ng/mL)

beclomethasone 0.9997 2.2-111.2 0.90 2.22 

dexamethasone 0.9998 2.0-100.0 0.40 1.00 

prednisolone 0.9989 11.5-114.6 4.60 11.46 

ketoprofen 0.9995  2.1-105.5 0.42 1.06 

phenylbutazone 0.9996  2.0-101.0 0.40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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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우수한 재현성을 보여주었고, Piotr 등8)이 보고

한 반복 재현성 결과인 ketoprofen 8.5 (5 ng/mL), 11.2 (15

ng/mL)와 phenylbutazone 5.7 (5 ng/mL)과 유사하였다. LC-

MS/MS를 이용하여 소염·진통에 효과를 나타내는 위 5

종 성분의 선택성 및 직선성, 회수율로 측정한 정확성 및

반복 재현성 분석 결과, 효율적인 동시분석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에서 검증한 동시분석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구매

한 건강기능식품 및 기타식품류 39개 제품에 대해 위 5종

성분의 검출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

출되지 않았다.

요  약

소염·진통 의약품 성분인 beclomethasone, dexameth-

asone, prednisolone, ketoprofen, phenylbutazone 5종에 대

한 동시분석을 위해 LC-MS/MS 분석 조건 중 MRM 방식

으로 각 성분의 MS 분석 최적조건을 결정하고, 정량이온

으로 beclomethasone 409.1/391.0, dexamethasone은 393.1/

372.9, prednisolone은 361.0/343.1, ketoprofen은 255.0/209.0,

phenylbutazone은 309.1/160.1 을 분석하였다. 혼합표준용

액을 기울기용매 조건으로 이동상 A(0.1% 개미산), B(0.1%

개미산을 함유한 아세토니트릴)를 이용하여 17분 동안 분

석한 결과, prednisolone (tR: 7.34 min), dexamethasone (tR:

7.73 min), beclomethasone (tR: 7.82 min), phenylbutazone

(tR: 8.31 min), ketoprofen (tR: 9.24 min) 순서로 검출되었

다. 5종 성분 모두 약 2-100 ng/mL 농도 수준의 검정곡선

에서 R2 값이 0.999 이상의 우수한 직선성을 나타내었고,

prednisolone을 제외한 4종 성분의 검출한계는 0.4-0.9 ng/

mL, 정량한계는 0.81-2.22 ng/mL 였으며, prednisolone은

그보다 다소 높은 4.60, 11.46 ng/mL 이었다. 환제품의 기

타가공품 공시료에 5종 성분 혼합표준용액을 최종농도가

5, 20, 50 ng/mL 이 되도록 직접 첨가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80% 이상의 우수한 회수율을 얻을 수 있

었고, 일내 일간 반복 분석의 상대표준편차(%)를 통해 모

든 성분에서 비교적 재현성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

인터넷 상에서 유통중인 식품에 이 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진 않았으나, 소비자들의 건강상 위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들 성분의 동시분석법을 활용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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