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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LE-GC/MS법을 사용하여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추정되는 항 산화제 및 살충제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항 산화제는 butylated hydroxy anisole(BHA) 및 butylated hydroxy toluene 

(BHT)이고, 살충제는 allethrin 및 fenvalerate이었다.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검출한계 (LOD)는 0.071 〜0.159 

ng/ml이었으며 , 이 때 상대표준편차는(%RSD)는 1.41~5.34이 었다. 한강, 금강, 낙동강 및 섬진강 수계 중에서 이들 화 

합물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합성한 시료의 경우, 검출한계 (LOD)는 0.051사).132 ng/ml이었으며, 이 때 상대표준편차 

(%RSD)는 6.39시34% 이었다.

주제어: 액체 액체 추출, 항산화제, 살충제

ABSTRACT. A procedure based on liquid liquid extraction(LLE)-GC/MS has been developed for the simultaneous 
analysis of antioxidants and insecticides known as endocrine disrupters. The endocrine disrupters investigated in this 
study are butylated hydroxy anisole(BHA) and butylated hydroxy toluene(BHT), and the insecticides are allethrin and 
fenvalerate. The limit of detection(LOD) was 0.071-0.159 ng/ml with RSD of 1.41-5.34% for the standard sample. 
From water reservior of Han river, Geum river, Nakdong river and Sumjin river, these compounds were not detected. 
For the synthesized sample, the LOD is 0.051-0.132 ng/ml with RSD of 6.39-13.4%.

Keywrods: Liquid Liquid Extraction, Antioxidant, Insecticide

서 론

대기나 수질을 통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유입 

되면 그 작용이 호르몬과 유사하다고 하여 환경호르몬 

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ers)은 적은 양일지라도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 

능을 방해하거나 교란시킨다.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추 

정되는 것은 각종 산업용 원료물질, 플라스틱 가소제 , 

살충제, 항 산화제, 유기금속류, 식물성 및 합성 estrogen 

류, 식품첨가제,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PC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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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hlorinated dibenzo furans(PCDFS) 등과 같이 우리 

들의 주변에 널리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대 

개 벤젠고리가 있고, 기름에 녹는 성질로 체내의 지방 

질에 축적되며,생물학적 활성이 커서 극소량으로도 인 

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검출 및 분석이 

쉽지 않은 편이다.

최근, 내분비계 교란물질들의 분석동향을 보면, 1991 

년, 미국의 화학자 Eichelberger 등은 음용수중 유기물 

질을 분석하는데 liquid solid extraction-GC/MS법을 이 

용하였고, 1994년, Pang 등은 과일이나 야채에 잔류하는 

pyrethroid를 분석하는데 capillary column-GC법과 packed 

column-GC법을비교?적용하였다尸또한, 冷95년 Munch 

는 음용수중에 유기질을 분석하는데 liquid solid extraction 

과 capillary column-GC/MS 법을 이용하였다.，1997년, 

Tena 등은 로즈마리에서 항 산화제를 추출하는데 

supercritical fluid extration(SFE)법을 이용하였고 1998 

년, Ramesh 등은 야체기름이나 버터 중에서 pyrethroid 

를 분석하는데 GC/electron capture detector(ECD)를 사 

용하였다.*1 20이년, Mikael Eriksson 등은 석탄산으로 

오염된 토양 중 탄화수소를 분석하는데 SoUd phase 

microextraction(SPME)-GC/MS를 사용하였고, 2002년, 

Brito 등은 코코넛수 중에 잔류하는 살충제를 분석 하는데 

liquid liquid extraction(LLE)-GC와 solid phase extraction 

(SPE)-HPLC법을 사용하였다，8 2002년, Brossa 등은 수 

질시료 중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분석에 solid phase 

extraction-GCMS법을 이용하였고? Petrovic 등은 수질 

환경시료 중 내분비계 교란물질들을 분석하는데 MS법 

을 사용한 바 있다.m

전처 리 방법 으로는 liquid liquid extraction(LLE),311 

liquid solid extraction(LSE)4 및 solid phase extraction 
(SPE) 등이 알려져 있지만,2,9" 항 산화제 및 살충제 분 

석에는 대개의 논문에서 LLE법이 양호한 것으로 소개 

되어 있다. 특히, laige volume mjection(LVI)에 의한 

LLE법은 농축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준다.卩

본 연구에서는 체내에 유입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 

키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2종의 항 산화제 , butylated 

hydroxy anisole(BHA) 및 butylated hydroxy toluene(BHT), 

2종의 살충제, allethrin 및 fenvalerate을 LLE-GC/MS 

법으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이 물질들을 확인 및 분석하는데 수반되는 

일련의 조건들을 추적하여 최적화 한 다음, 본 방법을 

한강, 금강, 낙동강 및 섬진강의 원수와 합성시료 중에

Allethrin

Fenvalerate
Fig. 1. Chemical structures of BHA, BHT, allethrin and fen
valerate used in this study.

적용함으로써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준물질로 

사용된 BHA, BHT, allethrin 및 fenvalerate의 구조식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 험

소요 시약

BHA 및 BHT는 98% 순도의 Wako사 제품을, 그리 

고 allethrin및 fenvalerate는 98% 순도의 Dr. Ehrenstorfer 

사 제품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용매로는 Wako 

사의 잔류농약시험용인 n-hexane 및 Merck사의 HPLC 

급 dichloromethane을 사■용흐］였다. NaCl은 일본 Junsei 

사의 GR급 시약을 450。。에서 4시간 회화시켜 유기물 

을 제거한 후 사용 하였다.

BHA, BHT, allethrin 및 fenvalerat必］ 약들을 n-hexane 

으로 희석하여 , 각각 4.4, 3.2, 3.2 및 2.9 |ig/mL되게 제 

조하였다. 내부 표준용액으로는 benzyl benzoate 원액 

(5,000 ng/ml in methanol) 50 仙를 J.T. Bakei사의 HPLC 

급 methanol lOmL로 희석하여 25 jig/mL되게 제조하 

였다. 증류수는 Water purification system(Milipore, 

US A)을 통과시켜 18.1 MQ 이상의 증류수를 매 24시 

간 마다 교환하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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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jector operating condition for large volume injection

Time Temp. (°C) Rate (°C/min) Split state Split ratio Column flow (ml/min)

0.00 80 - on 100:1 0.1
0.75 280 200 off off 1.2
3.00 280 一 on 20:1 1.2

20.00 280 - on 20:1 1.2

기기 기구

Gas Chromatograph는 Variant CP 3800 GC로서 온 

도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전자유량제어용 injector/} 장 

착되어 있다. 시료의 정랑주입을위해 Combi-Pal Autosampler 

(CTC analytics, Swiss)를 사용하였다. Capillary columrt은 

Varian시•의 CP Sil-8 Cg길이가 30 m, 내경 이 0.25 mm 

이다. Column의 고정상은 0.25 Rm 두께의 5% diphenyl 

과 95% polydimethylsiloxane으로 코팅되어 비극성이 

고 열에 안정하며, 방향족 화합물에 선택성이 있다. 이 

column^ -50-320 °C 범위의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하 

고, 사용할 때는 미리 300。。에서 12시간 이상 가동하 

여 고정상 손실이 없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injector^ 조건과 oven의 온도는 

Table 1 및 2에 나타나있다.

Mass spectrometer^- ion trap 빙식의 Varian Saturn 

2200으로 0~650 Da 범위의 질량분석이 가능하고 electron 

impact ionization(EI)을 사용하여 물질을 확인한다. MS 

의 operation parameter 들은 Table 3과 같다.

그 외 사용된 유리 또는 teflon 재질의 기구들은 사용 

전에 methanol로 세척한 후 fume hood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

LLE에 의한 효율적인 농축을 위해 사용된 용매 n- 

hexane과dichloromethane의 흡착능, 교반강도, 추출시 간 

및 첨가 염 등 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검출세기를 비교 - 검토하여 최대 값을 나타내는 조건

Table 2. Temperature programming for antioxidant and insec
ticide

Temp. (°C) Rate (°C/min) Hold (min) Total (min)

50 一 2.00 2.00
80 8.0 3.00 8.75

300 10.0 8.25 40.00

Carrier gas: He (99.999%), Column flow: 1.2 ml/min(con- 
stan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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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ss spectrometer operation parameters

Parameter Wlue

Ionization Mode E.I (70 eV) auto gain control
Temperature 220 °C for manifold, 240 °C for

transfer line
Emission current 20卩A
Scan rate 0.66 scane/sec
Filament delay 6 min
Threshold 10 count
Background mass 45 amu
Mass range 45-450 amu
Data aquisition time 40 min
Ion preparation None
Maximum ionization time 25,0001丄 sec
Target TIC 20,000 count

을 선정하였다. 농도를 단계별로 변경시켜 제조한 표준 

용액 일정량을 분취하여 최적화된 LLE 조건에 따라 전 

처리하고, 조율된 GC/MS법에 의해 mass spectrum을 

측정흐}였다. Mass spectrum을 통하여 물질별로 이온화 

와 fragmentation에 따른 특성을 규명하고, fragmentation 

ion에 의해 물질들을 확인한 후, 정량^ 필요한 표준 검 

량선을 작성하였다.

확립된 본 방법을 한강, 금강, 낙동강 및 섬진강의 원 

수와 합성시료에 적용한다.

결과 및 고찰

전처리 조건

항 산화제표준용액 (BHA: 4.4 ng/10 mL 및 BHT: 3.2 

ng/10 mL)과 살충제표준용액 (allethrin: 3.2 및 fenvalerate: 

2.9 ng/10 mL)을각각 10mL씩 분취하여 여러 개의 20 mL 

crimp seal cap vial에 넣고, 용매 2mL를 첨가한 다음 

teflon septa扑 달린 cap으로 밀봉한 후 추출하였다. 추 

출시 간은 3, 5, 10, 15, 20, 30, 60 분으로 또 교반강도 

는 900, 500 및 0 rpm으로 변경시켰다. 추출이 끝난 시 

료용액은 수층과 용매층이 완전히 분리되는 10분 후에 

용매층 200 卩，를 취하여 GM injection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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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IC of n-hexane extraction with TIC of dichloromethane extraction (BHA: 0.44 ng/mL, BHT: 0.32 ng/mL, 
allethrin: 0.32 ng/mL, fenvalerate: 0.29 ng/mL).

Fig. 2는 BHA, BHT, allethrin 그리고 fenvalerate 둥 

의 농축을 위해 사용된 용매 n-hexane dichloromethane 

이 TIC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N- 

hexane의 경우, 바탕선의 세기는 50,000-100,000 count 

범위였으나, dichloromethan。의 경우는 최저 400,000에서 

최고 1,800,000 count 까지 증가하였다. 이것은 dichloromethane 

이 칼럼과 친화력이 더 강하여 칼럼 내에서 머무름 시 

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peak의 꼬리 끌기 현상이 심 

해져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n・hexane은 분자량이 86이며 

주 pea波는 m/z 57, 43에서 나타나고, dichloromethane 

의 분자량은 84이고 m/z 84, 药에서 주 peal가 나타나 

scan range 45-450 Da의 범위에서는 싱대적으로 n-hexane 

에 비해 높은 바탕선 세기를 나타내게 된다. 이때에 측 

정된 S/N비를 보면 dichloromethane迎로 추출한 경우 

는 13-27, n-hexane으로 추출한 경우는 32-462] 범위 

였다. 따라서 n-hexane으로 추출하는 것이 1.7~2.4배 높 

은 S/N 비를 나타내므로 미량분석에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Fig. 3은 BHA, BHT, allethrin 및 fenvalerate 등

Butylated Hydroxy Toluene

응
ds©K

Butylated Hydroxy ANsole

2S&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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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wm

431000

20 40 60 80
Extraction time (r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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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皿m 

600000 

55a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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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aooc
团 40 co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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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fluence of shaking (♦: not shaking, ■: shaking at 500 rpm, ▲: shaking at 900 rpm) of sample on the extraction 
time profile (Y axis is detector response as peak area, X axis is adsorption time in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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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covery of each compound after liquid-liquid extraction

Solvent Compound
Recovery(%)

1 2 3 4 5 6 7 average
BHA 95.5 89.7 99.6 95.2 98.1 91.4 88.0 93.9

n-hexane
BHT 90.8 94.3 87.8 89.5 93.8 96.4 93.9 92.4
Allethrin 95.9 91.7 91.5 90.7 97.8 93.2 87.7 92.6
Fenvalerate 91.7 88.4 89.4 93.3 90.0 92.1 93.9 91.3
BHA 93.3 89.8 96.1 88.2 92.3 93.6 98.0 93.0

dichloro BHT 98.8 91.9 94.8 88.8 89.5 99.6 89.0 93.2
-methane Allethrin 96.8 96.3 99.2 90.8 91.4 92.8 88.4 93.7

Fenvalerate 91.6 92.8 98.7 89.8 93.2 95.4 88,2 92.8
BHA 99.3 92.8 98.3 97.8 89.1 89.9 88.5 93.7

n-hexane BHT 89.8 90.1 91.8 92.0 92.9 96.8 92.0 92.2
- NaCl(5g) Allethrin 96.8 92.9 92.9 95.8 94.9 97.5 96.4 95.3

Fenvalerate 97.7 98.2 90.4 94.6 92.1 90.2 89.0 93.2

을 n-hexane으로 추출할 때, 교반강도 및 시간에 따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900 rpm에서 20분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실험 결과를바탕으로 n-hexane, 

dichloromethane 및 n-hexane-NaCl(5 g) 용매를 사용하 

여 BHA, BHT, allethrin 및 fenvalerate 추출 효율을 측 

정하였다. 평균 회수율을 Table 4에 요약하였다.

N-hexane 및 dichloromethane 용매에서의 회수율은 

각각 91.3~93.9% 및 92.8〜93.7%로 큰 차이는 없었다. 

동｝지만 Fig. 2에서 보여주듯이 dichloromethane을 사용 

한 경우에는 용매 peak의 꼬리 끌기 현상이 나타났으 

며,바탕선의 세기와 noise가증가하였다.또한, n-hexane- 

NaCl(5 g)에서는 92.2〜95.3%로서 회수율에 약간의 증 

가가 있었다.

물질의 확인

Fenvalerate^l mass spectrum은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m/z 125가 base peak이고, fenvalerate의 molecular 

weight peak인 m/z 419의 peak도 역시 관찰되었다. 또 

한, m/z 125의 생성 전단계인 m/z 167과 152 peal港 

확인할 수 있었으며, 3-phenoxy benzyl gnmp에 의한 

m/z 225, 181 peak도 나타났으日로 이 자료들을 물질 

확인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실험 결과로 

부터 fenvalerate^] fragmentation ion들의 생성 메커니 

즘을 추론할 수 있으며 Fig. 5는 가능한 scheme을 보

and

m/z 125

Fig. 5. Scheme for fragmentation of fenvalerate.

2003, Vol. 47,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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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L mass spectrum of allethrin.

mm. 222&.222T Chan: 래 ton: NA RIC: 9E3B4 BC

100W-

-

79
50%. 91 -

[ior I36 -

J . ] j[ I I I T哗 XT

mb ite 顽 跛｝ 3do M 4。。M

Fig. 7. Scheme for fragmentation of allethrin.

여주고 있다.

Alleth而의 mass spectrum은 Fig. 6에서 보는 니卜와 같 

이 2,2-dimethyl-3-(2-methyl -1-propenyl) cyclopropane 

의 fragmentation0!] 의한 m/z 123가 base peal我로, 그것 

으로부터 파생된 m/z 107과 91 peai를 mass spectrum 

에서 획인되었다. 또한, 2-methyl-4-oxo-3-(2-propenyl)- 

2-cyclopenten^l fragmentation0!] 의한 m/z 136의 존재 

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으나, molecular weight peak인 

m/z 303은 검출되지 않았다. Fig. 7은 allethrin의 

fragmentation ion들의 가능한 생성 메커니즘을 보여주 

고 있다.

BHA는 molecular weight peak인 m/z 180과 [-CH3] 

가 이탈되어 생성된 m/z 165, [C。]가 이탈되고 benzene 

고리가 재배열되어 생성된 m/z 137 peak가 주 mass 

spectrum으로 나타났고, BHT는 molecular weight peak 

인 m/z 220 외에 [-CR]가 이탈된 m/z 205 가 주 mass 

spectrum으로 확인되었다. 이 두 물질은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여 다른 물질에 비해 단순한 fragmentation 특성 

을 나타내었다. Fig. 8 및 9는 이 두 물질에 대한 mass 

spectrum과 fragmentation ion들의 가능한 생성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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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205

Fig. 9. Scheme for fragmentation of BHA and BHT.

즘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BHA, BHT, allethrin 및 fenvalerate 

4가지 화합물의 혼합용액의 TIC chromatogram을 측정 

하였다. Fig. 10(a)는 4가지 화합물을 분석하여 얻은 total 

ion count(TIC) chromatogram 이고, (b)는 TIC중 BHA 

의 특성 ion인 m/z 137과 18C만을추출하여 얻은 extracted 

ion chromatogram(XIC)이다. 마찬가지로 Fig. 10(c)는 

BHT의 특성 ion인 m/z 205와 220을, (d)는 allethrin의 

특성 ion인 m/z 123을, 그리고 (e)는 fenvalerate 의 특 

성 ion인 m/z 125와 419만을 추출하여 얻은 XIC이다. 

TIC에 비해 XIC는 조금 더 명확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검출한계 및 표준 검량선

검출한계 측정을 위해 표준시료를 10배 희석하여 각 

각 5회 씩 반복하여 측정 하였고, 이들 각각에 대한 평 

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이를 토대로 검출한계 (Limit 

of Detection)를 구하였다. Table 5에 요약한 바와 같이, 

상대표준편차는(%RSD)는 1.41~5.34이며, 검출한계 

(LOD)는 0.071-0.159 ng/mL이었다.

항산화제 (BHA, BHT) 및 살충제 (fenvalerate, allethrin) 

의 농도를 단계별로 변경하여 제조한 표준용액(3~18

DCMMIfl
xo-
io-
Wfr

1 2 

jJLuj

慙:敬 w애il 아 g

1 wL史 a <

a

IwtH垛爛Hui福t狀瞄 1

1 BHA b ；

2. BHT :

a負]砒血 -

4 fatw洞erate [ '

kCouml

1K*

W

■0-

5疯*3龄“Wn*어 m .

C -

coin

»

w

» 

a.

d '

13꿔

K-

K 

«■

岫版钿5剛蘭허.. 

e . 

...................................................................................................... ...1.:

* * * * 锄!伽

IM ilM 1MB »» IMM

Fig. 10. Chromatograms of BHA, BHT, allethrin, fenvaler
ate. (a) total ion count (TIC) chromatogram, (b) extracted ion 
chromatogram m/z 137+180 for BHA, (c) extracted ion 
chromatogram m/z 205+220 for BHT, (d) extracted ion chro
matogram m/z 123 for allethrin and (e) extracted ion chro
matogram m/z 125+419 for fenvalerate.

ng/lOm!止을 각각 lOmL씩 취하여 20 mL crimp seal cap 

vial에 넣고, n-hexane 2 ml를 첨가한 다음 teflon septa 

가 달린 cap으로 밀봉하고 900 rpm에서 20분 동안 추 

출하였다. 10분 동안 정치시킨 후 용매층 200 卩L를 취 

하여 GC로 injection하였다.

조절된 GC 및 MS의 조건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부 

터 작성된 검량선은 Fig. 11 및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선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료분석

낙동강(6곳), 섬진강(5곳), 한강(6곳) 및 금강(3곳月

Table 5. Detection limit of BHA, BHT, allethrin and fenvalerate

Compounds
Measurement number mean 

(ng/mL)
SD 

(ng/mL)
LOD* 

(ng/mL)1 2 3 4 5

Butylate hydroxy anisole 0.426 0.434 0.472 0.505 0.511 0.470 0.039 0.118
Butylate hydroxy toluene 0.334 0.352 0.272 0.293 0.295 0.309 0.033 0.098
Allethrin 0.314 0.414 0.403 0.303 0.321 0.351 0.053 0.159
Fenvalerate 0.275 0.280 0.230 0.240 0.278 0.261 0.024 0.071

*LOD is computed as 3 times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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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Curves Report
Method: c:\B8tumw^\metho(ft^nnrierat»-h4«oan*mldd«-1 .mth
Recalc tfethod: (或… f터iv넗 y LastCaNbrallon: 2002-104)9 9:48 -=
Sample List N/A Cmpd. Table Updated: 2002*10-09 11:39 =
Sequence: N/A Detector; 2000 Mass Spec
Saturn GC/M8 Workstation Worfc8ta0on Version: V«r^on5^1
Peak Measurement Area CaHbratton Type: External ^andard Analyse

정수장에서 채수한 원수시료를 대상으로 BHA, BHT, 

allethrin 및 fenvalerate을 분석 하였다. 그러나, 4대 강 

어디에서도 BHA, BHT, allethrin 및 fenvalerate는 검출 

되지 않았다. 본 방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코자 다음 

과 같이 합성시료를 제조하였다. 즉, 금강의 정수장에 

서 채수한 원수시료를 1주일 간 정치하고 그 상등액에 

BHA, BHT, aUethrin 및 fenvalerate을 각각 0.440,0.320, 

0.320 및 0.290 ng/mL을 가하였다. Fig. 13은 합성 시 

료와 낙동강에서 채취한 시료의 TIC chromatogram을 

보여주고 있다. 각 시료로부터 관찰된 37 min问서 어 

떠한 피크도 확인되지 • 않았다. 제조한 합성시료에 본 

방법을 5회 반복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요약하 

였다. 합성시료의 이론치와 실험치 간의 오차는+3.18~- 

8.28%범위였다.또한,각물질들의 상대표준편차(%RSD, 

。)는 6.39-13.4% 범위였으며, 3a로부터 산출된 검출한 

계는 0.051-0.132 ng/mL 이었다.

결 론

Liquid-liquid extiaction(LLE)에 의한 BHA, BHT, allethrin 

및 fenvalerate 등의 전처리 실험에서 , 900 rpm 교반으 

로, 20분 동안에 n-hexane 용매에 의해 거의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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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Curves Report ~ 2 - 2002-1(H» 11：41

Method: c:\aatumw8\metfiod\fenvalerate-M-ecan-mWdle-1 .mth
R«calc Method: c:\...(6nvalera Last Calbration:
Sam애* List: N/A Cmpd. Table Updated:
Setpjence： N/A Detector:
Saturn GC/MS Workstation Workstation Verdon:
Peak Measuremmit Area Calibration Type:

2002-1009 948
2002-10-09 11:39
2000 Mass Spec 
Version 5.51 
External Standard Analy^s

Allethrin
Curve Fit Linear, Origin: Include (Edted), Weight 1/nX2 R•허). Fact RSO: 33.51%

이 추출되었다. 추출율이 n-hexane과 유사한 용매로 

dichloromethane이 있지만 이것은 칼럼과의 친화력이 

강하여 칼럼 내 머무름시간이 길어서 peak의 꼬리끌기 

현상과 noise가 나타났다. Mass spectrum을 통해 확인 

한 결과, 각 물질 별 fragmentation ion^] m/z은 다음과 

같았다: BHA; 137, 165, 180, BHT; 205, 220, aUethrin; 

91, 107, 123, 136, fenvalerate; 125, 152, 167, 181, 225, 
419. 각 물질별 검량곡선은 linearity coefficient가 0.903- 

0.961 로직선성을잘 나타내고 있어 BHA, BHT, allethrin 

및 fenvalerate 등의 동시분석 이 가능하였다.

본 LLE-GC/MS법을 낙동강, 섬진강, 한강 및 금강의 

정수장에서 채수한 원수시료에 적용시켜 본 결과 BHA, 

BHT, allethrin 및 fenvalerate는 어느 시료에서도 검줄 

되지 않았다. BHA, BHT, allethrin 및 fenvalerate^l 표 

준용액 일정량을 금강의 원수시료에 가하여 제조한 합 

성시료를 본 방법에 적용시킨 결과, 이론치와 실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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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sis of BHA, BHT, allethrin and fenvalerate in the synthetic sample

Compound
Measurement Number Mean 

ng/ml
SD 

ng/ml
RSD 

%
Theor.
ng/ml

Exper. 
ng/ml

Devia.
%1 2 3 4 5

BHA 0.426 0.434 0.432 0.505 0.472 0.454 0.034 7.49 0.440 0.454 +3.18
BHT 0.334 0.352 0.273 0.295 0.296 0.310 0.032 10.3 0.320 0.310 -3.13
Allethrin 0.314 0.403 0.303 0.293 0.334 0.329 0.044 13.4 0.320 0.329 +2.81
Fenvalerate 0.275 0.280 0.258 0.241 0.278 0.266 0.017 6.39 0.290 0.266 -8.28

간에는 +3.18--8.28% 범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각 물질들의 상대표준편차(%RSD)는 6.39-13.4% 이고, 

3°로부터 산출된 검출한계 (LOD)는 0.051~0.132 ng/mL 

이었다.

본 분석방법은 신속성이 있어 앞으로 다양한 환경에 

서의 수질 분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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