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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S/MS를 이용한 축산물 중 Phorate 및 대사산물 5종 동시분석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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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imultaneous official method was developed for the determination of phorate and its metabolites

(phorate sulfoxide, phorate sulfone, phorate oxon, phorate oxon sulfoxide, phorate oxon sulfone) in livestock samples.

The analytes were quantified and confirmed via liquid chromatograph-tandem mass spectrometer (LC-MS/MS) in

positive ion mode using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Phorate and its metabolites were extracted from beef

and milk samples with acidified acetonitrile (containing 1% acetic acid) and partitioned with anhydrous magnesium

sulfate. Then, the extract was purified through primary secondary amine (PSA) and C18 dispersive sorbent. Matrix

matched calibration curves were linear over the calibration ranges (0.005-0.5 mg/L) for all the analytes into blank

extract with r2 > 0.996. For validation purposes, recovery studies were carried out at three different concentration lev-

els (beef 0.004, 0.04 and 0.2 mg/kg; milk 0.008, 0.04 and 0.2 mg/kg, n = 5). The recoveries were within 79.2-113.9%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RSDs) less than 19.2% for all analytes. All values were consistent with the criteria

ranges requested in the Codex guidelines. The limit of quantification was quite lower than the maximum residue limit

(MRL) set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0.05 mg/kg). The proposed analytical method was accurate,

effective and sensitive for phorate and its metabolites determination and it will be used to as an official analytical

metho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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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이트(Phorate, O,O-diethyl S-ethylthiomethyl phosphorodi-

thioate)는 1954년 American Cyanamid사에서 개발한 침투

성 및 접촉성 유기인제 살충제로 흡즙성, 저작성 해충, 진

딧물, 나방류, 선충류, 멸구 등의 신경전달에 관여하는 효

소인 acetylcholinesterase의 기능을 억제하여 방제효과를

내며 감자, 당근, 밀, 사탕수수, 옥수수, 토마토, 콩 등의

밭작물 및 뿌리식물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국내에서는 입제로 제조되어 시판되며 농산물의 파종 및

정식 전 토양 전면처리 또는 혼화처리 방법으로 살포한다1,2,3). 

하지만 포레이트는 방제 대상 해충 뿐 아니라 포유동물

에게도 높은 독성을 나타내므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2014년 벼멸구 방제를 목적으로 벼에 살포했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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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가 잔류한 볏짚을 먹은 한우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

가 발생하여 농산물 뿐 아니라 축산물 중의 포레이트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GHS 분류에 따르면 포

레이트는 급성경구독성 및 급성경피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로 분류되어 있으며4)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포레이트

의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0-

0.0007 mg/kg bw/day (JMPR, 2004)으로 정하였고, 우리나

라는 0.0007 mg/kg bw/day (MFDS, 2012)으로 정하였다.

또한, 포레이트의 잔류허용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2006), 유럽연합(EU, 2012)에서 축산물 시료에

0.01-0.05 mg/kg으로, 우리나라(MFDS, 2004)에서도 포유류

고기에 0.05 mg/kg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포레이트가 동물

체내에서 대사되며 생성되는 9종의 대사산물 중 독성이

강한 5종(포레이트 설폭사이드, 포레이트 설폰, 포레이트

옥손, 포레이트 옥손 설폭사이드, 포레이트 옥손 설폰)은

잔류물의 정의로 설정하여 잔류허용기준에 적용하여 관리

하고 있다(Fig. 1, Table 1)5).

포레이트와 대사산물의 분석방법으로는 모화합물과 대

사산물 5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최종 산화형

태인 포레이트 옥손 설폰으로 전환하여 총 잔류량을 분석

하는 방법이 있다. 모화합물과 대사산물 5종을 개별적으

로 분석한 연구로는 클로로포름/메탄올(9:1, v/v) 혼합용매

를 이용하여 soxhlet 추출 후 실리카가 충진된 유리 칼럼

으로 정제하여 GC-FPD로 분석 한 연구가 있었고6), 모화

Fig. 1. Metabolic pathway of phorate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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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과 대사산물을 단일성분으로 전환하여 분석한 연구로

는 20% 메탄올이 포함된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 후 KMnO4

용액을 이용하여 포레이트 옥손 설폰으로 전환 시킨 후

GC-FPD로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7). 전자의 경우 모화합물

과 대사산물과의 극성 차이가 커서 분리방법이 상이하여

전처리 방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대사산물

2종(포레이트 설폭사이드, 포레이트 옥손 설폭사이드)에 대

한 감도가 낮았다. 후자의 방법은 모화합물과 대사산물 개

별 성분에 대한 잔류량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식품공전(4.3.1.4)에 등재된 축산물 중 포레이트 분

석법은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대사산물이 아닌 모화합

물만 분석대상으로 하며, 농산물에 대한 포레이트 분석법

(4.1.3.11)은 축산물 시료에 적용 시 농산물과 시료 특성이

상이하여 대사산물에 대한 회수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확

인하였다8). 따라서 기존 분석법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축

산물 중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에 대한 공정분석법 개

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축산물 시료에 적

용이 가능하며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을 동시에 분석

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약 및 재료

포레이트(99.6%) 및 대사산물 5종[포레이트 설폭사이드

(99%), 포레이트 설폰(99%), 포레이트 옥손(96%), 포레이

트 옥손 설폭사이드(92%), 포레이트 옥손 설폰(96%)]의 표

준품은 Dr. Ehrenstofer GmbH (Augsburg, Germany)사에

서 제공받아 분석물질로 사용하였고(Table 2). 전처리용 시

약으로 사용된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메탄올(methanol)

등은 HPLC 등급으로 Merck (Darmstadt, Germany)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아세트산(acetic acid), 무수 황산

마그네슘(anhydrous magnesium sulfate), 아세트산나트륨

(sodium acetate), 무수 아세트산암모늄(anhydrous ammonium

acetate)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PSA

(primary secondary amine)와 C18 (octadecysilane)은 Agilent

Technologies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검체는 시중에

서 판매하고 있는 소고기를 구입하여 균질화한 후 밀봉된

용기에 담아 −50oC에 보관하고 실험에 사용하였고, 우유

는 구입 후 실험에 바로 사용하였다. 

표준원액 및 표준용액의 조제

포레이트, 포레이트 설폭사이드, 포레이트 설폰 표준품

은 20.02 mg, 포레이트 옥손, 포레이트 옥손 설폰 표준품

은 20.83 mg 그리고 포레이트 옥손 설폭사이드 표준품은

21.74 mg을 20 mL의 5 mM 아세트산암모늄 포함 메탄올

에 용해하여 1,000 μg/mL의 표준원액을 조제하고, 이를 무

처리 추출물로 희석하여 0.005, 0.01, 0.02, 0.05, 0.1, 0.2

및 0.5 μg/mL의 표준용액을 조제하였다. 표준원액과 표준

용액은 모두 갈색병에 담아 4oC에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Table 1. Acute toxicity of phorate and its metabolites

Compound
Acute LD

50
 in rat (mg/kg)

Oral Intraperitoneal

Phorate 1.9-10.0  3.0 

Phorate sulfoxide 2.0-4.0 11.0

Phorate sulfone 1.8-2.0 27.0

Phorate oxon 0.6-0.8 -

Phorate oxon sulfoxide 1.4-1.6  1.0

Phorate oxon sulfone 0.6-0.8  1.8

(WHO, 1995)

Table 2. Chemical structure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horate and its metabolites

Pesticide and metabolites Chemical structure Molecular formula Molecular weight Log Pow Solibulity in water (mg/L)

Phorate C
7
H

17
O

2
PS

3
260.4 3.92  50.0 

Phorate sulfoxide C
7
H

17
O

3
PS

3
276.4 1.23 507.5

Phorate sulfone C
7
H

17
O

4
PS

3
292.4 1.34 971.5

Phorate oxon C
7
H

17
O

3
PS

2
244.3 1.60 434.1

Phorate oxon sulfoxide C
7
H

17
O

4
PS

2
260.3 1.76 650.6

Phorate oxon sulfone C
7
H

17
O

5
PS

2
276.3 1.88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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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및 정제

균질화된 검체 5 g(우유: 5 mL)을 정밀히 달아 50 mL 원

심분리관에 취하여 1% 아세트산 포함 아세토니트릴 15 mL

를 가한 뒤 1분간 강하게 흔든 후, 무수 황산마그네슘 6 g

과 무수 아세트산나트륨 1.5 g을 차례로 가하고 10분간 진

탕하였다. 진탕 후 추출물을 4oC, 4000 G에서 10 분간 원

심분리 하고 상층액을 취해 새로운 원심분리관에 옮겼다.

남아있는 검체에 1% 아세트산 포함 아세토니트릴 5 mL를

추가로 가하여 10분간 진탕하고 4oC, 4000 G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해 앞의 추출물과 합쳤다. 합친

추출물은 −20oC 초저온냉장고에 30분간 방치한 후 −4oC,

4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 전액을 무수

황산마그네슘 1200 mg, C18 400 mg, PSA 400 mg이 담긴

50 mL 원심분리관에 옮긴 후 1분간 강하게 흔들고 이를

4oC, 4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정제된 상층액

중 상단의 절반을 취하여 40oC이하의 수욕 중에서 감압하

여 용매를 모두 날려버린 다음 5 mM 아세트산암모늄 포

함 메탄올을 가하여 최종부피 2 mL가 되게 하여 시험용

액으로 하였다(Fig. 2).

LC-MS/MS 분석조건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의 동시분석을 위하여 액체크

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Tandem

Mass Spectrometer, LC-MS/MS)를 사용하였고, 분석용 역

상 칼럼인 C18 칼럼을 선택하였으며 용리 방식은 5 mM 아

세트산암모늄 수용액과 5 mM 아세트산암모늄 포함 메탄

올을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기울기 용리 방식을 선택하였

다. 각 대상성분의 이온화법으로는 electro-spray ionization

(ESI)법의 positive-ion mode를 사용하였다. LC-MS/MS 분

석조건은 Table 3와 같다.

분석법의 검증

확립된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 동시분석법의 직선성

(linearity),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 회수율(recovery), 재현성(repro-

ducibility)에 대해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직선성의 확인을

Fig. 2. Flow chart for phorate analysis.

Table 3. Analytical condit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phorate

and metabolites

Instrument

LC:Acquity UPLC

(Waters, MA, USA)

MS/MS: US/Quattro Primier XE 

(Waters, MA, USA)

UPLC conditions

Column
Acquity UPLC BEH C

18
 (2.1 mm 

i.d. × 50 mm, 1.7 µm)

Column temperature 40oC

Flow rate 0.25 mL/min

Injection volume 5 µL

Mobile phase

A: 5 mM ammonium acetate in

distilled water

B: 5 mM ammonium acetate in 

methanol

Gradient table
Time (min)

Time (min)

A (%) B (%)

0 95 5

4.5 95 5

6.0 0 100

8.0 0 100

8.1 95 5

10 95 5

MS/MS conditions

Ion mode ESI positive mode

Capillary voltage 3.5 kV

Source temperature 120oC

Desolvation temperature 350oC

Desolvation gas flow 650 L/h

Cone gas flow 50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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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을 무처리 시료 시험용액으

로 희석하여 조제한 표준 용액 0.005-0.5 μg/mL의 농도 범

위에 대한 각각의 피크 면적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

였고, 검량선의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 r2)를 구

하였다. 또한,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크로마토그램상에서

신호 대 잡음비(S/N ratio) 각각 3, 10 이상으로 하였다.

분석법의 정확성 및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무처리 시

료에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의 표준용액을 첨가한 후

분석하여 회수율을 구하였다. 처리농도는 소고기 시료의

경우 정량한계, 정량한계의 10배, 정량한계의 50배에 해당

하는 농도로, 우유 시료의 경우 정량한계, 정량한계 5배,

정량한계의 25배에 해당하는 농도로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농도 및 시료에 대하여 5반복으로 수행하여 평균과 상대

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를 계산하여 분

석법의 정확성과 정밀성 및 재현성을 평가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최적기기분석조건 확립

포레이트는 Log Pow가 3.92인 비극성인 화합물로 분자

내에 인을 포함하고 있어 GC-FPD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

러나 대사산물의 경우 모화합물보다 극성이므로 추출, 정

제법이 다르며 유도체화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화합물과 대사산물 5종의 개별 성분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Tandem Mass Spectrometer, LC-MS/MS)를

분석기기로 선정하였다. 칼럼은 분석대상 물질의 Log Pow

가 1.23-3.92로 분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극성물질에

서 소수성물질까지 폭넓게 분리 가능한 C18칼럼을 이용하

였고 5 mM 아세트산암모늄 수용액과 5 mM 아세트산암모

늄 포함 메탄올을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기울기 용리 방식

으로 분석하였다. 각 대상성분의 이온화법으로는 electro-

spray ionization (ESI)법의 positive-ion mode를 사용하였고

Table 3에 나타낸 분석조건을 바탕으로 total ion chromatogram

(TIC)과 mass spectrum을 통해 selected-ion monitoring

(SIM) 분석을 위한 최적 특성이온을 선정하였다. 포레이

트 및 대사산물 표준용액(1 μg/mL)을 일정한 속도(10 μL/

min)로 질량검출기에 직접 주입하고 cone voltage의 변경

(10~70 V)을 통해 20 V에서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 모

두 각 분자의 [M+H]+인 이온의 peak이 최대 강도를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의 선택성과 검출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MS/MS 분석 시 MRM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ode로 분석하였다. Collision cell에서

collision energy를 조절하여 최적의 precursor/product ion

pair를 선정하였고, 가장 좋은 감도를 보이는 product ion

을 정량이온(quantification ion)으로, 다음으로 크게 검출되

는 product ion을 정성이온(qualification ion)으로 설정하여

확인하였다. 최적 기기분석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었고,

분석조건에서 선정된 특성 이온과 머무름 시간은 Table 4

에 나타내었다. 

추출 및 정제조건의 확립

식품공전(4.1.3.11)에 등재된 농산물에 대한 포레이트 시

험법을 축산물 시료에 적용하였을 경우, 대사산물에 대한

회수율이 대체적으로 낮았는데 특히 포레이트 옥손 설폭

사이드의 회수율이 63-64%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Table 5). 이 방법은 농산물에 최적화된 분석법으로

축산물에 적용하였을 때에는 시료의 차이로 인해 분석 대

상물질의 추출효율이 낮았거나 시료 내 지방을 포함한 다

Table 4. Selected-ion of LC-MS/MS for phorate and metabolites

Compound
RTa

 (min)

Molecular 

weight

Exact mass 

(m/z)

[M+H]+

Fragment 

monitored 

(m/z)

CEb

Phorate 6.9 260.4 261
75* 10

199 10

Phorate

sulfoxide
6.6 276.4 277

97 20

143* 17

171 17

Phorate

sulfone
6.6 292.4 293

97 20

115 20

171* 10

Phorate oxon 6.6 244.3 245
75* 10

155 10

Phorate oxon 

sulfoxide
6.2 260.3 261

97 20

111* 10

153 20

Phorate oxon 

sulfone
6.1 276.3 277

97 17

127 17

155* 10

aRetention time
bCollision energy (eV)
*Quantification ion

Table 5. Recovery results of official analytical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phorate and metabolites residues in sample

Compounds

Ave.± RSD (%) 

Concentration

0.5 mg/kg

Concentration

1 mg/kg

Phorate 93.7 ± 7.5 83.0 ± 5.1

Phorate sulfoxide 90.0 ± 7.4 74.6 ± 3.5

Phorate sulfone 88.4 ± 6.8 74.9 ± 2.6

Phorate oxon 82.2 ± 2.0 83.3 ± 1.2

Phorate oxon sulfoxide 63.3 ± 1.7 63.7 ± 2.1

Phorate oxon sulfone 81.1 ± 2.8 73.8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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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간섭물질들이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어 추출 및 정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추출용매의

극성도를 높이기 위해 1% 아세트산 포함 아세토니트릴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모화합물에 비해 극성

인 대사산물의 추출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이온 강

도를 증강시키기 위해 무수 황산마그네슘을 사용하여 시

료 내 수분층과 유기용매 층을 보다 명확하게 분리하여

대상 물질의 분배효율은 높이고 축산물 시료 내의 극성

불순물이 유기용매 층에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분

리된 용매층은 모아 초저온냉동고에 30분 방치하고 원심

분리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시료에서 함께 추출된 지방

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었다. 추가 정제를 위하여 카트리지

대신 PSA (primary secondary amine)와 C18 (octadecysilane)

을 흡착제로 사용한 정제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때 사용

되는 PSA는 두개의 아미노 그룹(-NH2)을 포함하고 있어

카복실 그룹(-COOH)과 강한 수소결합을 하므로 축산물

시료에 존재하는 유기산 및 지방산 등과 결합하며9), C18은

사슬형 탄소화합물로 지방을 포함한 비극성 간섭물질을 흡

착시킨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극성도에 차이가 있는 모

화합물과 5종의 대사산물을 동일한 과정으로 정제하여 시

료 내 간섭물질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였고 분석

대상 물질의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 

분석법의 검증

선택성
 

및
 

직선성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의 선택성(Selectivity)은 표준

용액, 무처리 시료, 표준용액을 첨가한 회수율 시료의 크

Fig. 3. Matrix matched calibration curves of (A) phorate, (B) phorate oxon, (C) phorate sulfoxide, (D) phorate oxon sulfoxide, (E) phor-

ate sulfone, and (F) phorate oxon sulf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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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토그램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무처리 시료와

표준용액을 첨가한 시료를 확립된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

한 결과, 무처리 시료 중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과 머

무름 시간과 질량 대 전하비(m/z)가 같은 어떠한 간섭물

질도 검출되지 않아 검체 중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을

분석을 위해 확립된 본 분석법의 높은 분리능과 선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의 직선성

(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원액을 무처리 추출물로

희석하여 0.005, 0.01, 0.02, 0.05, 0.1, 0.2 그리고 0.5 μg/

mL 5 μL를 LC-MS/MS에 주입하여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r2)가 0.996 이상으로 높은 직선성을 보였다(Fig. 3).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의 검출한계는 기기 크로마토

그램 상에서 신호 대 잡음비(S/N ratio) 3 이상으로 결정하

여 소고기 시료의 경우 분석기기의 최소검출량 0.005 ng에

따른 검출한계는 0.0008 mg/kg이었고, 정량한계는 신호 대

잡음비(S/N ratio) 10 이상으로 결정하여 0.004 mg/kg이었

다. 우유 시료의 경우 검출한계는 0.002 mg/kg이었고, 정

량한계는 0.008 mg/kg이었다. 본 분석법의 정량한계는 우

리나라에서 설정되어 있는 포유류 고기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인 0.05 mg/kg의 1/2 미만으로 본 분석법으로 잔류허

용기준 준수여부를 판별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법의
 

회수율

분석법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고기 시료에는 정

량한계, 정량한계의 10배, 정량한계의 50배 수준인 0.004,

0.04와 0.2 mg/kg의 농도로 우유시료에는 정량한계, 정량

한계의 5배, 정량한계의 25배 수준인 0.008, 0.04, 0.2 mg/

L의 농도로 회수율 실험을 5회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시

험 결과 각 농도에서 평균 회수율은 79.2-113.9%이었고,

이때 상대표준편차도 19% 미만으로 조사되어 모든 분석

물질에 대한 높은 정확성, 재현성 및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잔류물 분석에 관한 CODEX 가이드라

Table 6. Validation results of analytical method for the determi-

nation of phorate and metabolites in livestock samples

 Compounds

Beef Milk

Fortification 

(mg/kg)

Avea. ± RSDb

(%)

Fortification 

(mg/kg)

Ave. ± RSD 

(%)

Phorate

0.004  82.9 ± 6.7 0.008 106.6 ± 14.5

0.04  88.9 ± 5.5 0.04   98.9 ± 4.6

0.2 101.3 ± 4.3 0.2 105.5 ± 15.7

Phorate

sulfoxide

0.004  79.2 ± 7.3 0.008 109.6 ± 9.6

0.04 104.9 ± 4.6 0.04   96.7 ± 17.0

0.2 109.9 ± 3.6 0.2 101.4 ± 6.2

Phorate

sulfone

0.004  98.3 ± 5.0 0.008   87.7 ± 13.2

0.04 109.2 ± 2.7 0.04 101.9 ± 16.2

0.2 109.5 ± 6.5 0.2   97.9 ± 11.3

Phorate 

oxon

0.004  91.5 ± 1.4 0.008 113.9 ± 19.2

0.04 104.5 ± 3.7 0.04   99.3 ± 11.0

0.2 109.9 ± 3.7 0.2 103.5 ± 12.5

Phorate 

oxon

sulfoxide

0.004  86.0 ± 7.5 0.008   88.2 ± 10.8

0.04  86.0 ± 5.9 0.04   95.2 ± 13.7

0.2  96.3 ± 1.9 0.2 103.9 ± 7.1

Phorate 

oxon sulfone

0.004  91.9 ± 8.8 0.008 104.4 ± 7.0

0.04 106.4 ± 1.9 0.04 103.7 ± 7.8

0.2 106.4 ± 4.0 0.2 111.1 ± 11.4

aMean values of 5 times repetitions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 
bRelative standard deviation

Fig. 4. Representative MRM (quantification ion) chromatograms of (A-1) phorate standard at 0.05 mg/kg, (A-2) beef control, (A-3)

recovery sample, (B-1) phorate oxon standard at 0.05 mg/kg, (B-2) beef control, and (B-3) recovery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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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GL 40, 2003)

의 잔류농약 분석 기준에서 > 0.001 mg/kg ≤ 0.01 mg/kg의

30%, > 0.01 mg/kg ≤ 0.1 mg/kg의 20%, > 0.1 mg/kg ≤ 1

mg/kg의 15%보다 낮아 기준에 부합하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출 정제 방법이 축산물 중 잔류하는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을 분석하는데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Table 6).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한 소고기 중 포

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 회수율 크로마토그램은 Figs. 4-6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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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축산물 중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의 안전

관리를 위한 공정분석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분석법의 선택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회수율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의 공정시험법으

로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시에 분석하기 위하여 LC-MS/MS

를 사용하였고, 1% 아세트산 포함 아세토니트릴 추출 후

Fig. 6. Representative MRM (quantification ion) chromatograms of (A-1) phorate sulfone standard at 0.05 mg/kg, (A-2) beef control, (A-

3) recovery sample, (B-1) phorate oxon sulfone standard at 0.05 mg/kg, (B-2) beef control, and (B-3) recovery sample.

Fig. 5. Representative MRM (quantification ion) chromatograms of (A-1) phorate sulfoxide standard at 0.05 mg/kg, (A-2) beef control,

(A-3) recovery sample, (B-1) phorate oxon sulfoxide standard at 0.05 mg/kg, (B-2) beef control, and (B-3) recovery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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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C18을 이용해 정제하였다. 개발된 분석법의 평균 회

수율은 79.2-113.9%였으며, 분석오차는 19.2% 이하로 정

확성 및 재현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분

석법은 국제적 잔류농약 분석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수준

이었으며 축산물 중 포레이트 및 대사산물 5종의 잔류검

사를 위한 공정분석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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