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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thoxyquin (EQ, 1,2-dihydro-6-ethoxy-2,2,4-trimethyl-quinoline) is quinoline-based antioxidant

used in the animal feed and food industry to protect the raw materials and final products against oxidation. In recent

years the use of synthetic antioxidants in fishmeal ingredients carry-over to farmed fish fillets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in food safe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analytical method to determine EQ in aquatic prod-

ucts. The analytes were confirmed and quantified via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in the positive ion mode using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The sample was extracted with 1 N HCl (in case

of flatfish extracted with 1 N HCl containing 10% acetonitrile). Then, solid phase extraction (SPE) was used for the

cleanup. Standard calibration curves presented linearity with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2) > 0.99, analyzed at 0.005-

0.2 mg/kg concentration. The developed method was validated according to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guideline. The limits of quantitation for EQ were 0.01 mg/kg. Average recoveries ranged from 81.3% to 107%.

The repeatability of measurements, expressed a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CV, %), was below 10%. The analytical

method was characterized with high accuracy and acceptable sensitivity to meet CODEX guideline requirements and

would be applicable to analyze the EQ residue in aquat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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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톡시퀸 (1,2-dihydro-6-ethoxy-2,2,4-trimethyl-quinoline)

은 사과나 배 등의 수확 후 갈색 반점의 형성을 방지하고

파프리카 등의 수확 후 카로티노이드의 색소 유지 및 살

균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1,2). 또한, 비타민 및 지질의 산패

방지 효과로 분산성과 안전성이 높은 물질로 연어를 포함

한 어류 및 닭 등 동물사료에 산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3-5). 합성 항산화제에 속하는 에톡시퀸, BHA (butyl-

hydroxyanisol), BHT (dibutylhydroxytoulene), TBHQ (t-

butylhydroquinone), PG (propyl gallate) 등은 식품과 사료

에서 주로 사용되며 천연 항산화제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방부 역할이 뛰어나, 산업적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6). 퀴놀

론계 항산화제 물질인 에톡시퀸은 1921년 p-페네티딘과

아세톤의 반응으로 합성되었으며 항산화작용이 발견되었

고, 1965년부터는 가축사료의 산화방지제로 사용되기 시

작했다1). 현재까지도 수산업 사료의 방부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어분이 약 500 만톤이 생산

되는데 생산량의 66% 이상은 에톡시퀸이 처리된다. 어분

은 연어와 해양어류, 갑각류를 양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7).

하지만, 발암성, 아토피, 간과 신장에 손상을 주는 등 여

러 질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

면서 잠재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8-10). 또한,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는 에톡시퀸 분자 구조

인 퀴논 이민(imine) 중 하나가 유전 독성이 되어 생체 내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사료첨가

제로써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동물, 소비자, 사용자 및 환경을 위

해서 에톡시퀸의 안전성 재평가 자료를 E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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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831/2003)에 제시하였다11). FDA (Food and Drug Ad-

ministration)나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를 비롯한 국제적인 기관에서 에톡시퀸에 대한 사용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농약으로써 배, 사과에 대해서만 각각 3 mg/

kg 으로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설

정하고 있으며, 그 외 동물사료의 산화방지제로 사용이 허

가되어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배에 대해서만 3 mg/kg

으로 MRL을 설정하고 있으며12,13), 일본은 식품에 따라 0.1-

7 mg/kg 으로14), 미국에서는 산화방지제와 동물사료 등에

첨가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EU의 경우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외한 작물에 대한 살충제로 사용이 허가되어있다3). 

농·축수산물 및 사료에 대한 에톡시퀸을 분석하기 위

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액체크로마

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등의 시험법이 주로 개발

되어 왔다15-20). 현재, 우리나라 식품공전(4.1.4.14)에서는 농

산물에 대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하며,

기존 시험법은 시료 전처리 방법이 복잡하고 많은 용매가

사용되며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농산

물에 대한 에톡시퀸의 MRL이 설정 되어 있으며, 사료의

산화방지제로 사용이 허가되어 있어 양식 어류에 잔류 가

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사

용허가가 되지 않아 수산물에 대한 기준·규격과 잔류분

석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물에

대한 에톡시퀸의 MRL과 이에 적합한 분석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톡시퀸7) 검출 가능성이 높은 양식산

새우, 연어 및 넙치에 대하여 LC-MS/MS를 이용하여 기

존 분석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에톡시퀸을 분석하며,

정량성 및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하여

국내 생산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약 및 재료

에톡시퀸(ethoxyquin, 98.8%) 표준품은 Dr. Ehrenstorfer

GmbH (Augsburg, Germany)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전처리 시약으로 사용된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메탄올(methanol) 등은 Merck (Darmstadt, Germany)에서

HPLC 등급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개미산(formic acid,

≥ 95%), 포름산암모늄(ammonium formate, ≥ 99%), 수산화

암모늄(ammonium hydroxide, 28-30%) 등 그 이외의 분석

용 시약 및 용매는 특급 또는 분석용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상추출(solid phase extraction, SPE) 카트리지(cartridge)

는 MCX (Mixed-mode cation exchange, 6 cc, 500 mg,

Waters, Oasis, MA, USA)를 이용하였으며, 활성화 과정을

거쳐 추출물을 흡착시킨 후 용출하는 과정에 사용하였다.

시험용 시료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새우, 연어 및 넙

치를 대상으로 껍질, 내장을 제거한 부위(근육)만을 분쇄

하여 균질화하였다. 균질화한 시료는 분석 전까지 냉동고

(−20oC)에 보관하였다. 공시료(blank) 시험을 거쳐 에톡시

퀸이 잔류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시험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표준원액 및 표준용액의 조제

에톡시퀸 표준품 10.1 mg을 저울로 정밀히 달아 100 mL

볼륨플라스크에 아세토니트릴로 정용하여, 100 mg/L (100

ppm)이 되도록 표준원액을 조제하였다. 이를 10 mM 암모

늄포메이트:아세토니트릴(50/50:v/v) 용매로 단계적으로 희

석하여 0.005, 0.01, 0.02, 0.05, 0.08, 0.1, 0.2 mg/L의 표준

용액으로 각각 준비하였다. 표준원액과 표준용액은 갈색

유리병에 담아 4oC 냉장실에 보관하면서 실험 직전에 희

석하여 사용하였다.

추출 및 정제

각각의 시료를 균질화하여 2 g 을 정밀히 달아 50 mL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튜브에 취하고 추출용액 1 N HCl

10 mL (넙치의 경우 10% 아세토니트릴을 함유한 1 N

HCL 10 mL)를 넣고 가볍게 진탕한 후 10,000 × g, 4oC 에

서 약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다른 50 mL 폴

리프로필렌 재질의 튜브에 취한 후 남은 잔사에 위와 동

일하게 처리하여 상층액을 합하였다. 미리 메탄올 5 mL와

물 5 mL로 MCX 카트리지를 활성화시킨 후 추출액을

Table 1. Molecular structure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ethoxyquin

Property Content 

IUPAC Name
6-Ethoxy-2,2,4-trimethyl-1,2-dihydro-

quinoline

CAS No. 91-53-2

Classification Fungicide, Antioxidant

Molecular formula C
14

H
19

NO
 

Molecular weight 217.31 g/mol

Boiling point 123-125oC (at 2 mmHg)

Density 1.029-1.031 (25oC)

Log P
ow

3.39 (pH 7.0)

pKa 4.56 (22oC)

Vapor pressure 1.82 × 10−5 mm Hg (32oF)

Solubility in water < 0.1 g/100 mL at 20oC

Solubility in solvent Ethanol: > 50 mL/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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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L/min의 속도로 충진제에 흡착시키고 0.1 N HCl을

함유한 10% 메탄올 4 mL를 넣어 같은 유속으로 세척하

였다. 이 때, 감압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 한 후 공기를

통과시켜 건조하였다. 아세토니트릴성 5% 수산화암모늄

2 mL를 15 mL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튜브에 용출하였다.

이 용액을 균질화 한 후 나일론(Nylon) 0.2 μ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하여 유리 바이알에 담아 시험용액으로 사용

하였다(Fig. 1).

기기분석조건

수산물 시료 중 에톡시퀸 분석을 위하여 액체크로마토그

래프-질량분석기(LC-MS/MS, Liquid Chromatograph-Tandem

Mass Spectrometer) Waters US/Xevo TQ-S (Milford, MA,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용 컬럼은 역상컬럼인 X-Bridge

C18 (2.1 × 150 mm, 3.5 μm, Waters, Dublin, Ireland), 컬럼

온도는 40oC를 유지하였으며, 이동상 A는 10 mM 암모늄

포메이트, 이동상 B는 아세토니트릴을 선택하여 기울기

용리 방식을 선택하였다. 유속은 0.3 mL/min, 주입량은 5

μL로 하였다. 질량분석기 조건 확립을 위해서 에톡시퀸의

표준용액(50 ng/mL)을 사용하여 컬럼을 통과하지 않고 직

접 질량분석기로 infusion하여 분석하였다. 이온화법은 전

기분무이온화(electro-spray ionization, ESI)법의 양이온모

드(positive ion mode)에서 물질의 전구이온(precursor ion)

를 선택하였고, 충돌에너지(collision energy)를 조절하여

토막이온(product ion)을 생성한 후 정량 및 정성 이온을

결정하는 multiple reation monitoring (MRM) 조건을 확립

하여 모든 MS조건을 최적화 한 뒤 분석하였다(Table 2).

분석법 검증

분석법은 CAC guideline 16번과 71번에 따라서 직선성

(linearity), 정확성(accuracy), 정밀성(precision), 정량한계

(limit of quantification, LOQ)를 측정하여 유효성을 검증

하였다. 연어, 새우 및 넙치로부터 MRL이 설정되지 않은

에톡시퀸은 10 mM 암모늄포메이트:아세토니트릴(50/50:v/

v) 용매로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LC-MS/MS에 주입하여 얻

어진 정량이온의 피크면적으로 검량곡선을 작성하였고, 각

검량선의 상관 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 r2)를 구하였

다. 정량한계는 크로마토그램 상에서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 ratio)가 10 이상이 되는 농도 값을 이용

해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Limit of quantitation (mg/kg) = (a × b/w)

a: 에톡시퀸의 검출량(mg/L)

b: 최종 희석부피(L)

w: 시료량(kg)

정확성과 정밀성은 공시료에 정량한계를 기준으로 1, 2

및 10배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여 확립된 분석법에 따라

시험용액을 조제한 후 LC-MS/MS로 분석하였으며, 각 5

반복 실험을 통해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분석법 선정 및 조건확립

에톡시퀸은 Log Pow 값이 3.39로 비극성 물질이며, 증기

Table 2. LC-MS/MS parameter for the analysis of ethoxyquin

LC system Waters, UPLC

Column
Waters X-Bridge ® C

18
 (2.1 mm i.d. × 150 mm, 

3.5μm)

Column temp. 40oC

Injection vol. 5 μL

Flow rate 0.3 mL/min.

Mobile phase
A = 10 mM Ammonium formate

B = Acetonitrile

Gradient

Time (min)
Mobile phase

A (%) B (%)

0 40 60

1 40 60

8 0 100

9 0 100

9.5 40 60

12 40 60

Mass spectrometry Waters, Xevo TQ-S

Ionization mode ESI positive

Capillary temp. 350oC

Spray voltage 3.5 kV 

Collision gas Ar

Fig. 1. Flow chart of analysis procedure for ethoxyq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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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이 1.82 × 10−5 mmHg로 휘발성이 낮고 해리되는 특성으

로 인하여 기기분석에 있어서 고감도 및 정량·정성 분석

이 가능한 LC-MS/MS를 선택하였다. 이온화법으로는 전기

분무이온화법으로 positive mode 조건으로 분석되었다. 표

준용액(10 μL/min)을 질량검출기에 직접 주입하여 cone

voltage (10-50 V)조절을 통해 35 V 에서 최대 강도를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구이온(precursor ion)은 full

scan mode에서 질량 스펙트럼을 확인하여 에톡시퀸의 질

량 값(exact mass, M)에 양성자(H+)가 결합되어 [M+H]+ 형

태인 m/z 218의 선구이온을 확인하였다. MS/MS 분석 시

collision energy를 조절하여 정량이온인 m/z 148 (C9H10NO)

과 정성이온(qualification ion)인 m/z 134 (C8H8NO), 176

(C11H14NO)을 얻을 수 있었다(Fig. 2). 3개 이상의 생성이

온(product ion)을 확인하며 최적의 MRM조건을 확립하였

으며, 선정된 이온과 머무름 시간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추출 및 정제조건 확립

에톡시퀸은 극성물질이며, pKa가 4.56으로 약염기성 화

합물인 것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약산성 또는 약염기성

성분인 해당 성분의 pKa 값을 고려하여 극성 추출액의 pH

를 조절한 후 비극성 용매를 이용하여 높은 효율로 분배

정제하는 ion-associated partition 분배법을 적용하였다22).

본 시험법의 경우 분석대상이 약염기성 성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짝산의 pKa를 기준으로 pH 조절 작업을 반대로

수행하여 추출용매를 산성용매로 사용하였다. 산성용매와

비극성 시료간의 분배법은 그 효율이 월등한 편이나, 대상

물질이 낮은 pH에서 가수 분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 물질의 pKa와 추출용매의 pH 차이를 1.5배 정도로

한 뒤, 추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회 반복 추출하였다10).

분배법을 적용하여 불순물 제거효율을 높여 추출액 자체

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에톡시퀸에 1 N 염

산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산성조건으로 만들어30) 이온을

해리상태로 만들어 수용액으로 추출되게 함과 동시에 비

극성 불순물을 제거 하였다. 넙치의 경우 연어와 새우에

적용된 추출용매로는 회수율이 20~40%로 낮은 수준이었

기 때문에 추출용매에 아세토니트릴을 10% 첨가하여 추

출하였다. 이는 아세토니트릴이 비극성 간섭물질의 추출

률이 비교적 낮으며 단백질을 변형시켜 침전물의 형태로

제거할 수 있는 성질31)을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수산물의

경우 시료에 따라 수용액으로만 추출할 경우 심한 에멀전

(emulsion)이 생기게 되며, 이는 전처리 정제과정 중 카트

리지가 막히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때, 유기용매

를 첨가하면 에멀전이 생기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러나 지방 함량이 높은 시료는 유기용매 비율을 높이면

지방성분이 과다하게 추출되기 때문에 연어의 경우 적용

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어와 새우의 경우 1 N 염산에서의

회수율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넙치의 경우 에

멀전이 심하게 생겨 카트리지 정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

었기 때문에 유기용매의 첨가가 필요하였다. 

고상 추출법에 따른 정제과정에서 분석대상물질의 분자

구조와 pKa값을 고려한 카트리지의 선택은 회수율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에톡시퀸은 물리화학적 특성과 추출액이 산

성인 점을 고려하여 본 시험법에서 선택된 MCX 카트리

지는 강한 양이온 교환 메커니즘으로 양이온 형태의 염기

성 물질을 분석대상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착시키며, 수용

성을 포함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상 흡착제인 MCX 카

Fig. 2. Precursor ion spectra (A) and product ion spectra of ethox-

yquin (B).

Table 3. Selected-ion of LC-MS/MS for ethoxyquin

Compound Retention time (min) Exact mass (m/z) Precursor ion (m/z) Confirmation ion (m/z) Collision Energy (eV)

Ethoxyquin 3.8 217.15 218

 148*

134

176

23

26

18

*Quantification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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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지를 선택하였다22-24). 시료로부터 에톡시퀸을 0.1 N

염산 용액으로 추출하여 카트리지에 흡착 시킨 후 세척

단계에서 0.1 N 염산을 함유한 10% 메탄올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세토니트릴성 5% 수산화암모늄용액을 사용하

여 염기성 물질이 용출되는 특성을 분석법에 적용하여 확

립하였다. 

분석법 검증

에톡시퀸 분석법의 선택성(Selectivity), 특이성(Specificity),

직선성(Linearity)을 검증하기 위해 새우, 연어 및 넙치의

무처리 시료, 표준용액, 표준용액을 첨가한 회수율 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을 서로 비교하였다(Fig. 4). 그 결과, 무처리

검체 중 에톡시퀸과 같은 머무름 시간을 갖는 어떤 방해물

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에톡시퀸을 분석하기 위한

본 시험법이 높은 분리능과 선택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에톡시퀸 표준원액을 10 mM 암모늄포메이트:아세토

니트릴(50/50:v/v)로 희석하였다. 정량한계는 크로마토그램

상에서 S/N ratio를 10 이상으로 하여 0.01 mg/kg으로 나

타났고, 정량한계를 포함한 1/2, 1, 2, 5, 8, 10, 20배가 되

도록 검량곡선을 작성하였다(Fig. 3). 상관계수가 0.99 이

상으로 CODEX에서 권장하는 r2 > 0.98와 비교해도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본 시험법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새우, 연어 및 넙치의 처리농도를 정량한계의 1, 2,

10배 농도가 되도록 표준용액을 첨가하여 회수율 실험을 5

회 반복으로 수행하여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어, 새우 및 넙치 시료의 에톡시퀸 평균 회수율과

정밀성(Coefficient variation, CV)은 81.3~107%, 5.02~10.1%

로 조사되어 정확성과 정밀성 모두 CAC 권장기준을 충

족하며,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LC-MS/MS를 이용한 어분, 어유 등에 대한 에톡시퀸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많은 편이지만, 수산물에 대한 연구결

과는 부족하다2,3,16,18-20,27). EURM-SRM (EU Reference La-

boratorie for Residues of Pesticide)30) 의 에톡시퀸 원물질

에 대한 연구는 Ascorbic acid (AA)을 이용하여 산성조건

으로 만들어 분석물질을 추출 하였고, 두 번의 정제과정을

Table 4. Validation results for the analytical method of EQ in salmon, shrimp and flatfish (n = 5)

Concentration

(mg/kg)

Shrimp Salmon Flatfish

Recovery (%) CV (%) Recovery (%) CV (%) Recovery (%) CV (%)

0.01 (LOQ) 97.11 5.52 93.06 9.81 94.11 10.08

0.02 (2LOQ) 106.28 7.14 89.52 10.18 107.98 7.94

0.1 (10LOQ) 87.48 7.58 81.28 5.02 99.93 9.13

Fig. 3. Standard calibration curve ranges, linearitie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r2) of ethoxyquin in shrimp (A), salmon (B) and flatfish (C).

Fig. 4. LC-MS/MS chromatogram of ethoxyquin (m/z 218 → m/z 148) in salmon, shrimp and flatfish sample. Chromatogram of ethox-

yquin in standard at 0.01 mg/kg (a,b,c), blank shrimp (a-1) and fortified shrimp sample at 0.01 mg/kg (a-2). Chromatogram of blank

salmon (b-1) and fortified salmon sample at 0.01 mg/kg (b-2). Chromatogram of blank flatfish (c-1) and fortified flatfish sample at 0.01

mg/kg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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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는 방법이다. AA를 두 번 첨가한 경우는 첨가하지 않

은 샘플을 추출 후 AA를 넣은 경우보다 회수율이 32% 높

게 나왔다. AA를 첨가하여 97.0~108%의 높은 회수율을

얻었지만, AA를 두 번 첨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본 시험법에서는 에톡시퀸 원물질 자체의 분석

법으로 산성용매를 이용한 ion-associated partition 을 적용

한 추출법이기 때문에 불순물 제거 효율을 높일 뿐만 아

니라, 추출액 자체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시료

특성에 따라서 추출용매를 다르게 하였으며 정제법으로는

역상 흡착제인 MCX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에톡시퀸을 분

석하였다.

European Commission에서 2016년 5월 유통 중 수산물

에 대해 양식연어 10건, 새우 4건, 돔류 1건, 메기 1건을

에톡시퀸과 그 대사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식연어 10건에서 에톡시퀸과 에톡시퀸 다이머

(ethoxyquin dimer, EQDM)이 모두 검출되었고 그 이외의

대사체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샘플에서는 모든 성

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에톡시퀸 보다 에톡시퀸 다이머의

수치가 최저 0.62배 - 최고 135배 높은 결과30)가 나왔으

며, 다른 연구26,28,29)에서도 비슷한 결과이다. 에톡시퀸은

물질 내에서 EQDM, N-N’-ethoxyquin dimer, ethoxyquin

quinine imine (EQI or QI), EQI N-oxide, Deethylated EQ

(DEQ), Dihydroethoxyquin (DHEQ) 등의 대사체로 변환된

다25). 이 중 어류 생체 내에서는 에톡시퀸 다이머 형태로

가장 쉽게 변형되어 원물질 에톡시퀸과 대사체 에톡시퀸

다이머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DEQ 또한 검출 가능성이

있지만 에톡시퀸과 에톡시퀸 다이머 보다는 훨씬 낮은 수

준이다26). 하지만, 현재 에톡시퀸 원물질에 대한 수산물 중

분석법은 어분과 어유 등의 식품보다 연구가 적은 편이다.

앞서 확립한 시험법을 적용하여 양식 수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에톡시퀸 원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 바이다. 향후 에톡시퀸 원물질 뿐

만 아니라 대사체와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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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수산물 중 에톡시퀸 정량시험법을 확립하여

국내 생산 및 수입 양식 수산물에 대한 잔류할 수 있는 동

물용의약품인 에톡시퀸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기반을 위해

마련되었다. LC-MS/MS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량성 및 정밀성을 확보하였으며, 확립된 시험법의 선택

성, 정량한계 및 회수율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에톡시퀸

시험법으로서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표준용액을 정량한

계를 포함한 농도에 따라 검량선을 작성한 결과 r2 > 0.99

이상의 직선성을 확인하였으며, 산성용매로 추출 후 MCX

카트리지를 이용해 정제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검출한계

는 0.001 mg/kg, 정량한계는 0.01 mg/kg 수준이었고, 평균

회수율은 81.3~107%이었다. 또한, 분석오차는 10% 이하

로 정확성 및 재현성이 우수하였으며, CODEX 가이드라

인 규정에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개발된 시험법은

안전한 국내유통 수산물과 국민보건을 위해 지속적인 잔

류실태조사에 활용되고, 수산물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

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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