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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rapid and simple method for metalaxyl in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and Achyranthes japonica

Nakai has been developed and validat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method for analyzing metalaxyl by a

method based on QuEChERS using liquid chromatography

coupled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Samples

were extracted with acetonitrile and purified using amino-propyl

(NH2) Solid Phase Extraction cartridge. The method limit of

quantitation (MLOQ) was 0.01 mg/kg. The linearity of matrix-

matched calibration curve (r2) was ≥0.99 at the calibration range

of 0.001-0.05 mg/kg. For recovery test,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or Achyranthes japonica Nakai was

treated with standard solutions at MLOQ and 10MLOQ levels.

Recovery rates were in the range of 88.1-109.1% with <5.5%

coefficient of variation. This established analytical method was

fully validated. Based on these results, i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afety of residual pesticides in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and Achyranthes japonica Nakai.

Keywords Achyranthes japonica Nakai ·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 Liquid chromatography coupled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 · Metalaxyl

서 론

백출(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은 생약으로서 대한

민국약전에 등재된 품목으로, 국화과에 속하는 뿌리줄기이며 항

암, 항산화 작용, 항염증, 당뇨, 항우울 효과 등이 보고 되어있

으며, 대표적인 지표 물질로는 atractylon, atractylenolide로 알려

져 있다[1-2]. 그리고 우슬(Achyranthes japonica Nakai)은 우리

나라에서 골관절염 및 통증 조절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인

inokosterone, oleanolic acid, saponin, ecdysone 등을 다량 함

유하고 있고 항암, 항염, 면역기능, 혈액 순환 등의 효능이 알

려져 있다[3-4]. 이러한 생약재의 수요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과 장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5]. 2020년 기준으로 약용작물의 재배면적은 9,792

ha이며 생산량은 55,183톤이며 그 중 백출은 46 ha의 재배면적

에서 연간 76톤이 생산되었고 우슬은 36 ha의 재배면적에서 연

간 63톤의 생산량을 보였다[6]. 생약 재배과정 중 발생하는 병

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농약이 사용되고 있기 때

문에[7] 필수적으로 잔류농약의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Acylalanine계 살균제인 metalaxyl은 Ciba-Geigy사에서 노균

병, 역병 및 모잘록병 방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병원균의

ribosomal RNA 합성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여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작용기작을 갖고 있으며, 침투이행성 살균제로 약효

및 예방의 효과를 나타낸다[8]. 현재 생약 중 농약 잔류허용기

준은 대한민국약전에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의 해당 성분인 metalaxyl은 농산물 잔류분석법으로 식품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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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 단성분 시험법과 7.1.2.2 다성분 시험법-제2법[9]에 고시

되어 있으나 생약 잔류농약 분석법은 대한민국약전에 아직 고

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농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허용물질관

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PLS는 해당 작물에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으면 일률기준 0.01 mg/kg을 적용하기에 대다수의 소면적 재배

작물들은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

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소면적 재배작

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을 등록하여 적용 확대하고 있다. 농약 직

권등록시험은 농산물 위주로 수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특용작

물에 대한 시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약용작물이 그에 속하여 있

다. 따라서, 농약의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량분석도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metalaxyl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 분석[10-11]하거나 최근 QuEChERS법 도입에 따라

HPLC-tandem mass spectrometry (HPLC-MS/MS)를 활용하고

있다[12-14]. 그러나 생약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건조물 형태가

많고 생약마다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정유와 같은 많은 화학성

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녹말, 당, 스테로이드, 색

소, 타닌, 단백질, 수지, 무기성분 등 직접 약효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부성분이 대량 함유되어 있어 QuEChERS를 활용한 기

기분석 시 해당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산물 시료 정제에 사용하는 PSA

(primary secondary amine), C18, GCB (graphitized carbon

black)가 함유된 dispersive-solid phase extraction를 검토하였지

만, 생약의 매질 특성상 다량의 간섭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Solid Phase Extraction (SPE)를 이용하여 정제한 후 고감도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HPLC-MS/MS를 이용하여 생약 중

metalaxyl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성 및 정밀성이 검증

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잔류분석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초자

시험대상 농약 metalaxyl (99.2%)의 표준품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 후 사용하였다. 유기용매

acetonitrile과 methanol은 J.T Baker (Center Valley, PA,

USA)에서, acetone, dichloromethane, n-hexane 및 ammonium

formate (≥97%)는 Daejung Chemicals & Metals (Siheung,

Republic of Korea)에서, magnesium sulfate 및 sodium

chloride은 Junsei chemical (Tokyo, Japan)에서 구매하였다. 정

제에 사용된 SPE-NH2 cartridge (1 g, 6 cc)는 Waters Co.

(Milford, MA, USA)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dispersive-

solid phase extraction (d-SPE) 시약 키트 Part No. 5982-

4921, 5982-5021, 5982-5121, 5981-5321은 Agilent technology

(Santa Clara, CA, USA)로부터, Part No. 55417-U은 Supelco

(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진탕

추출을 위해 고속 진탕추출기(2010/Grinder, SPEX® Sample

Prep, Metuchen, NJ, USA)를 이용하였고, 원심분리를 위해 고

속 원심분리기(Combo-408, Hanil Science Inc., Gimpo,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하였다.

생약 시료

생약의 재배 및 생산지, 재배시기, 품종 등의 차이로 유효성분

및 불순물의 종류 및 양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생약의 동질성

및 균질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될 생약

은 시중 의약품 규격에 맞는 유통품을 구매하여 연구에 사용하

기 이전에 시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한 후 진행하였다. 생약

적합품 판단은 한약재 관능검사 기준에 따르며 추천된 전문가

의 검증을 받은 후 적합품일 경우에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하

도록 하였다[15]. 분쇄기를 이용하여 균질화하였고, 균질화된 약

재는 –20 oC 냉동고에서 보관하여 실험할 때마다 사용하였다.

표준용액 조제 및 보관

Metalaxyl의 stock solution은 용해도가 높은 acetonitrile을 이용

하여 100 μg/mL을 조제하여 4 oC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Stock

solution을 acetonitrile로 추가 희석하여 working solution

0.005-0.25 μg/mL을 조제한 후, 각 농도별 200 μL를 취한 후

무처리구 시험용액 800 μL를 첨가하여 matrix-matched calibration

표준용액을 조제하였다.

HPLC-MS/MS 기기분석

Metalaxyl을 분석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Nanospace SI-

2 HPLC (Shiseido Co., Tokyo, Japan)와 질량분석기 TSQ

Quantum Ultra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였다. 칼럼은 Unison UK-C8 (150 mm×2.0

mm, 3.0 μm, Imtakt, Portland, OR, USA)을 사용하였고 칼럼

온도는 40 oC이었으며 시료주입량은 2 μL였고 유속은 0.2 mL/

min이었다. 이동상 A는 10 mM ammonium formate가 함유된

methanol, 이동상 B는 10 mM ammonium formate가 함유된

water을 사용하였다. gradient 조건으로 이동상 A를 20%로 시

Table 1 Composition of d-SPE kit for the purification of extraction solution

d-SPE Part No. MgSO4 PSA1) C18 GCB2) Z-Sep

d-SPE 1 5982-5021 150 mg 25 mg - - -

d-SPE 2 5982-5121 150 mg 25 mg 25 mg - -

d-SPE 3 5981-5321 150 mg 25 mg - 7.5 mg -

d-SPE 4 5982-4921 150 mg - 25 mg - -

d-SPE 5 55417-U 150 mg - - - 25 mg

1)Primary secondary amine, 2)Graphitized carbon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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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4분까지 유지하고 이후로 70%로 바꿔 15분까지 유지한

후 16분에 20%로 바꿔 24분까지 유지하였다. 질량분석기의 이

온화방식은 ESI positive mode이며 source parameter는 다음과

같다; spray voltage 4000 V, capillary temperature 350 oC,

vaporizer temperature 270 oC, sheath gas pressure 25 Arb,

aux gas pressure 20 Arb. 그리고 metalaxyl의 전구이온 [M+H]+

는 m/z 280.1이었고 조각이온 중 정량이온과 정성이온은 각각

m/z 220.1 (collision energy; CE 13 V) 및 192.1(CE 17 V)를

선택하였다(Fig. 1).

HPLC-MS/MS 분석법 검증

Metalaxyl의 matrix-matched 표준용액 0.001-0.05 μg/mL를 HPLC-

MS/MS에 2 μL씩 주입하여 chromatogram상의 s/n ratio가 3

이상인 농도를 기기검출한계(ILOD), 10 이상인 농도를 기기정

량한계(ILOQ)로 설정하였다.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metalaxyl의 matrix-matched 표준용액 0.001 mg/L를 반복으로 7

번 분석하였다. 0.001-0.05 μg/mL의 농도를 분석 후 검량선을

작성하고 직선성을 확인하였다.

정제 조건 검토

5가지의 d-SPE와 SPE-NH2 cartridge를 각각 검토하였다. 먼저

5가지 각각의 d-SPE에 metalaxyl 표준용액 0.1 μg/mL를 1 mL

첨가하여 검토하였다. 정제시약으로 흡착제 PSA, C18, GCB,

Z-Sep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종류 및 조성에 따른 정제효율을

검토하였고 d-SPE tube 구분은 Table 1과 같다. 다음으로 SPE-

NH2 cartridge 검토는 acetone/n-hexane의 혼합조성을 이용하여

metalaxyl의 용출 정도를 확인하였다. Acetone/n-hexane (5/95,

v/v) 5 mL로 활성화한 후, metalaxyl 표준용액 10 μg/mL를 1

mL 질소농축 후 acetone/n-hexane (5/95, v/v) 5 mL로 재용해

된 용액을 카트리지에 첨가한 후 acetone/n-hexane (5/95, v/v)

두 분획, acetone/n-hexane (10/90, v/v) 두 분획을 각각 5 mL

씩 용출시켜 검토 확인하였다. 또한, 보다 최적화된 분석법 확

립을 위하여 회수율을 확보한 d-SPE와 SPE-NH2 cartridge를 이

용하여 백출, 우슬 각각의 matrix effect를 검토하였다. Matrix

effect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ME (%)= ×100

분석정량한계 및 회수율 확인

Metalaxyl 분석을 위한 각각 전처리법을 확립한 후 기기정량한

계, 시료채취량, 시험용액 부피, 희석배수 및 농축배수를 고려

하여 분석정량한계(Method limit of quantitation, MLOQ)를 산

출하였다. 또한, metalaxyl 잔류분석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확인

하기 위해 회수율 실험을 수행하였다. 처리수준은 MLOQ 및

MLOQ의 10배가 되도록 metalaxyl 표준용액을 백출, 우슬 5 g

에 처리하였다. 시료 5 g에 물 10 mL를 첨가하여 10분간 습윤

화 후 acetonitrile 20 mL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1,300 rpm으로

3분간 진탕 후 4 g MgSO4, 1 g NaCl을 첨가하여 1분간 추가

진탕하였다. 그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4,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였고, 상등액 5 mL를 분취하여 acetone/n-hexane (50/

50, v/v) 5 mL로 활성화 시킨 SPE-NH2 cartridge에 첨가하였

다. 그 후 acetone/n-hexane (50/50, v/v) 5 mL로 용출 후 질소

건고 후 acetonitrile 5 mL에 녹여서 800 μL를 취해 acetonitrile

200 μL와 혼합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HPLC-MS/MS 분석법 확립 및 검증

질량분석기 최적화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Flow injection analysis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온화 방식은

electrospray을 활용하였으며 spray voltage 4,000 V에서 이온화

하였고 positive 모드에서 분석하였다. ESI positive mode에서는

양성화된 분자이온 [M+H]+을 추가 붕괴시켜 감도 및 선택성이

우수한 2종의 daughter ion인 m/z 220.1을 정량이온으로 m/z

192.1을 정성이온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분석조건에서 metalaxyl

의 기기상 정량한계 농도인 0.001 μg/mL를 7번 반복 분석한 결

과 머무름 시간은 10.6분이었고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1.3%로 10% 이내를 만족하였으며 검량선의

결정계수(R2)는 매질별 0.999이상으로 우수한 직선성을 보였다.

정제조건 확립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보편적으로 정제시 사용되는 5가지의 d-

SPE를 검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SA, C18, GCB의

흡착제가 들어갔을 경우 99.7-107.5%의 우수한 회수율을 보였
Slope of matrix-matched calibration

Slope of solvent calibration
--------------------------------------------------------------------------------------
⎝ ⎠
⎛ ⎞

Fig. 1 Mass spectrum of metalaxyl by ESI positive-ion mode in LC-M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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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Z-Sep이 들어갔을 경우 32.9%의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Z-Sep이 들어간 d-SPE 5를 제외하고 회

수율을 확보한 d-SPE를 이용하여 백출, 우슬 각각의 matrix

effect를 확인하였다. LC-MS의 경우 matrix effect는 질량분석기

내의 이온화 과정에서 나타나며 matrix와 해당 성분과 함께 질

량분석기의 이온화 소스로 주입되어 ion suppression 및 ion

enhancement를 일으켜 정확한 정량분석을 방해한다. 대부분의

농약은 LC-MS ESI positive mode에서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

에[16] LC-MS에서 matrix effect는 불가피하다. 백출의 경우 d-

SPE 1, 2, 3, 4로 정제했을 때 matrix effect가 –69.8%에서 최

대 –71.4%이었고 우슬은 −85.6%에서 최대 −87.0%로 산출되었

다. 두 매질 모두 matrix의 영향이 기존 다른 연구와 동일하게

d-SPE로 정제시 60%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17]. 따라서,

metalaxyl이 약산성 화합물인 점에 착안하여 약음이온교환크로

마토그래피인 SPE-NH2 cartridge를 검토하였다. SPE-NH2

cartridge로 acetone/n-hexane 혼합용매를 각 비율별로 5 mL씩

용출하여 확인하였을 때, acetone/n-hexane (5/95, v/v) 두 번째

분획에서 용출되기 시작하였으며, acetone/n-hexane (10/90, v/v)

두 번째 분획까지 용출되어 총 85.6%의 회수율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생약 시료를 대입하였을 경우 회수율이 36.2%로 감소

하여 acetone의 비율을 높여서 확립하였다. 최종적으로 카트리

지에 acetone/n-hexane (50/50, v/v) 5 mL를 가하여 유출하여

버린 후 acetone/n-hexane (50/50, v/v) 5 mL에 녹인 시료 용액

을 가하여 유출 시 충진제 표면이 노출되기 직전 acetone/n-

hexane (50/50, v/v) 5 mL로 용출하여 받는 조건으로 확립하였

다. 확립한 조건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108.8%의 우수한 회수율

을 보였다. 또한, SPE-NH2 cartridge로 정제했을 경우 SPE

cartridge type은 matrix effect의 영향이 낮다는 연구 결과[18]와

같이 백출에서 −18.9%, 우슬에서 −17.9%의 낮은 수치를 보였

다(Fig. 2). 따라서, SPE-NH2 cartridge 정제조건으로 확립하였다.

분석정량한계 및 회수율

본 연구에서 확립한 분석법 및 기기분석조건 과정을 생약시료

백출과 우슬에 적용하여 수행하였을 때 Table 2와 같은 회수율

결과를 얻었다. 분석기기의 기기상정량한계는 0.002 μg/mL이었

으며, 분석정량한계는 백출과 우슬 모두 0.01 mg/kg 수준이었다.

이에 따른 회수율 시험결과는 백출시료의 경우 0.01 mg/kg 처

리수준에서 100.3%의 회수율과 2.0%의 변이계수를 보였고 0.1

mg/kg 처리수준에서 109.1%의 회수율과 5.8%의 변이계수를 보

였다. 우슬시료는 0.01 mg/kg 처리수준에서 88.6%의 회수율과

3.6%의 변이계수를 보였고 0.1 mg/kg 처리수준에서 88.1%의 회

수율과 6.2%의 변이계수를 보였으며 두 매질 모두 잔류분석기

준인 회수율 70-120%, 변이계수 10% 이내를 만족하였다[19-20].

초 록

생약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metalaxyl에 대해

백출과 우슬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LC-MS/

MS를 사용하여 QuEChERS법을 기반으로 백출과 우슬 중

metalaxyl을 분석하기 위하여 물로 습윤화 시켜 acetonitirile로

추출하여 MgSO4와 NaCl을 첨가해 층 분리 후 SPE-NH2

cartridge로 정제하였다. 본 분석법의 기기정량한계와 분석정량

한계는 0.002 μg/mL과 0.01 mg/kg이었고 표준검량선은 0.001-

0.05 mg/L 범위에서 결정계수(R2) 0.999의 직선성을 확인하였다.

백출과 우슬에 대한 회수율은 MLOQ 수준, MLOQ의 10배 수

준에서 88.1-109.1%의 우수한 회수율을 보였고, 변이계수는 2.0-

6.2%로 10%이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립한 LC-MS/MS를 이용

한 잔류분석법의 회수율 및 분석오차는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

하고 있으므로 생약 백출 및 우슬 중 metalaxyl의 안전성 검사

를 위한 분석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Keywords 생약 · 잔류분석법 · LC-MS/MS · Metalax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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