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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method was developed and validated for the

determination of caffeine in forensic aqueous sample. The centrifuged sample (100 µl) was diluted 50-fold with distilled

water. The diluted sample (400 µl) was then diluted further with 200 µl of 0.1% formic acid solution and 400 µl of acetonitrile

containing 500 ng of caffeine-(3-methyl-13C3) prior to LC-MS/MS analysis. The mobile phase was composed of 0.1% formic

acid in distilled water (A) and acetonitrile (B). Chromatographic separation was performed by using a Zorbax SB-C18 (100

mm×2.1 mm i.d., 3.5 µm) column and caffeine was eluted within 1.1 min. Linear least-squares regression with a 1/x weight-

ing factor was used to generate a calibration curve with the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r2=0.9983). The lower limit of

quantification was 25 ng/ml for the analyte. The process efficiency was 98.6~100.1%. Intra- and inter-day precisions were

not more than 2.1% and 1.7%, while intra- and inter-day accuracies were ranged from −6.8 to 4.5%, respectively. The suit-

ability of the method was examined by analyzing unknown forensic aqueous samples.

Keywords □ caffeine, dilute and shoot, HPLC, mass spectrometry, forensic sample

최근 고 카페인(caffeine) 음료의 섭취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고용량 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학생, 일반인들

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장

기의 중 · 고생, 대학생은 물론 어린 아이들까지 에너지음료를 즐

겨 찾고 있기 때문이다. 고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일정 시간동안

각성 효과를 볼 수 있어 시험을 앞둔 청소년들이 잠을 쫓기 위

해 주로 찾고 있다.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에너지음료로는

‘핫식스’(롯데칠성), ‘레드불’(동서음료), ‘번 인텐스’(코카콜라) 등

이 있다.

에너지음료를 마시면 졸리지 않고 집중이 잘 되는 이유는 음

료 속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분이 각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량섭취하게 되면 불면증, 과잉 흥분 상태 등의 부작용

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카페인에 대한 반응은 나이가 어릴수록 민

감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1,2)

카페인은 식물성 알칼로이드계 물질로 물이나 알코올에 녹고

쓴 맛을 내는 성분이다. 카페인은 알칼로이드계 물질 중에서도

독성이 적은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독에 의한 사망은 흔

치 않으나 의약품 또는 기호식품으로 인한 카페인 섭취가 증가

하면서 야기되는 건강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3)

한편, 알코올이 포함된 카페인 에너지 음료(alcohol mixed with

energy drink, AmED)의 인기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러 논

문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AmED 복용 후에는 마약 사

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어 마약이나 약물의 복용이 오히려 증

가하고 무방비적 성관계(unprotected sex)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4,5) 이러한 AmED의 위험성에 대해 고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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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카페인 성분이 알코올의 진정효과를

상쇄하여 취했다는 느낌을 줄여주며, 이로 인한 판단력 장애에

대한 감각 저하 및 추가 음주로 이어져 판단력과 인지능력의 손

상이 더해지게 된다고 하였다.6-8)

국내에서도 최근 홍대, 이태원 등의 클럽을 중심으로 고용량

카페인과 알코올이 혼합된 에너지폭탄주, 일명 슈퍼 밤(super

bomb)이 유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9,10) 이러한 알코올과

카페인 성분이 마약류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클럽약물(club drug)

이나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개연성은 크다고 볼 수 있어 카페인

성분에 대한 신속 정확한 분석법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카페인의 정량분석법으로 자외선분광법(UV spectrometry)과

분광광도법(spectrophotometric method)의 AOAC 방법,11)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GC),12)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LC),13) 박층판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TLC-MS),14)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

량분석법(LC-MS/MS)15) 등이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효과(matrix effect), 즉 방해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카페인 성분 분석의 감도 및 신속성을 높이기 위

해 초고속 원심분리법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도

입하였다. 시료 희석법을 전처리 과정에 도입하여 추출과정을 단

순화하였고, 동위원소로 치환된 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측정

의 정확 · 정밀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카페인 분석 시

크로마토그램 상에 기질효과의 영향은 받지 않으면서 머무름시

간(retention time)은 최소화되도록 설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석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실험 방법

시약 및 재료

카페인 표준물질은 Cerilliant사(Austin, TX, USA)에서 구입하

였고, 내부표준물질(internal standard, IS)로 사용된 동위원소로

치환된 카페인(caffeine-(3-methyl-13C3))은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사(Tewksbury, MA, USA)에서 제조되었다. 메탄올

과 이동상으로 사용된 증류수와 아세토니트릴은 JT Baker/Avantor

사(Phillipsburg, NJ, USA)의 HPLC 등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개

미산(formic acid) 및 아세트산은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의 LC-MS Ultra 및 ACS reagent 등급 시약을 사용

하였다. 시료 원심분리에 사용된 폴리프로필렌 튜브는 Eppendorf

사(Hamburg, Germany)의 1.5 ml 용량 Safety-Lock 튜브를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보관표준용액(stock standard solution)은 카페

인 표준물질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1000 µg/ml의 농도로 조제

하였으며, 사용 전까지 −20oC에서 냉동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보관표준용액을 희석하여 작업표준용액(working standard

solution)으로 사용하였다. 검량선 작성 및 QC 시료 제조에 사용

된 바탕시료(blank sample)로는 무카페인 음료(Slow Cow®,

EKO-VIT, Poland)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전처리 방법

수용액 시료를 50000 g에서 3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 100 µl

에 증류수를 혼합하여 50배 희석하였다. 희석된 시료 400 µl를

취하여 0.1% 개미산이 포함된 증류수 200 µl와 내부표준물질

(caffeine-(3-methyl-13C3)) 500 ng이 포함된 아세토니트릴 400 µl

를 혼합하였다. 혼합시료(2 µl)를 LC-MS/MS에 주입하여 분석하

였다(Fig. 1).

LC-MS/MS 분석 조건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Agilent Technologies사(Palo Alto, CA,

USA)의 1200 series Liquid Chromatograph에 연결된 Applied

Biosystem사(Foster city, CA, USA) API 3200 QTrap triple-

quadrupole mass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 분리관은 Agilent

Technologies사 Zorbax SB-C18(100 mm×2.1 mm i.d., 3.5 µm)

를 사용하였고, 이동상으로 0.1% 개미산이 포함된 증류수(A)와

아세토니트릴(B)의 두 가지 용매를 기울기 용리하였다. 이동상

의 용매 기울기는 처음 유기용매 아세토니트릴(B)의 비율을 30%

에서 시작하여 2분까지 80%까지 올린 후 다시 유기용매의 비

율이 30%까지 낮추고 안정화될 때까지 4분간 유지하였다. 이

동상의 유속은 300 µl/min이며, 이때 분석기기 주입량은 2 µl였

다(Table I).

Fig. 1 − Sample preparation for the analysis of caff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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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분석기의 이온화 방식은 ESI(electrospray ionization)로 이

온화 장치에 유입되는 질소가스 온도는 650oC, 이온화 전압은

5500 V로 설정하였고,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방법

을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모 이온(precursor ion)의 조각화

(fragmentation)를 위해 충돌기체로 질소 가스를 사용하였다. 카

페인 성분 분석 감도향상을 위해 질량분석기 변수 조건을 검색

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때 분석물질의 모 이온(precursor ion)으

로부터 생성된 특징적인 조각이온(product ion)을 선정하여 하나

의 이온쌍(MRM pair)으로 분석하였다(Table II).

분석방법 유효성 검증

분석방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기질효과(matrix effect), 직

선성(linearity),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와 최저정량한계

(lower limit of quantification, LLOQ), 효율성(process efficiency,

PE), 정밀도(precision) 및 정확도(accuracy)를 평가하였다.16,17)

기질효과 측정을 위하여 5 ng/min으로 카페인 및 내부표준물

질을 분리관 후단에 주입하는 post-column infusion을 수행하였

고, 전처리 과정을 거친 바탕시료를 LC-MS/MS에 주입하여 확

인하였다.

작성된 검량선의 직선성은 결정계수(r2)를 구하여 판단하였다.

카페인은 25, 62.5, 125, 250, 500 및 1000 ng/ml의 농도에서 직

선성을 평가하였다. 앞에서 설정한 전처리 방법에 따라 시료를

처리한 이후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얻은 피크의 머무름 시간을

확인하고,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면적에 대한 분석물질의 피크 면

적 비를 가지고 검정곡선을 작성하였다.

검출한계는 신호 대 잡음 비 3으로 계산하였고, 정량한계는 정

밀도와 정확도가 20% 이내인 검량선의 가장 낮은 농도로 정의

하였다.

효율성(%)은 Matuszewski 등에 따르면 A와 B의 2 세트를 여

섯 개의 등분체(aliquot)로 시료를 제조하여 분석하였다.18) 세트

A는 이동상에 분석물질과 내부표준물을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

세트 B는 바탕시료에 분석물질과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제

조하였다. 두 세트의 시료를 분석하여 얻은 피크 면적을 비교하

여 효율성(PE=B/A×100)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분석물질에 대한 실험환경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하여 일내(intra-day) 및 일간(inter-day) 정밀도를 측정하였다. 균

질화된 시료로부터 취한 여러 개의 등분체로 반복 분석하였을 때

측정값의 근접성을 의미하는 정밀도는 최저정량한계(25 ng/ml)

및 3가지 농도(75, 375, 700 ng/ml)의 QC 시료를 제조하여 각 농

도별 6회 반복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실제값과 측정값 사

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분석법의 정확도는 정밀도 측정 시와 동

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각 농도에 대해 6회 반복 분석을 수행하

였다. 이때 측정된 평균값의 정확도는 실측값의 15%(bias) 이내

로 하였고, 최저정량한계에서도 20%(bias)를 넘지 않도록 하였

으며, 정밀도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최저정량한계에서는 CV가 20%를 넘

지 않도록 하였다.

Table II − Retention times, MRM transitions and compound dependent parameters for LC-MS/MS analysis of caffeine and an internal standard

(IS)

Compound RTa (min) Precursor ion (m/z) Product ion (m/z) DPb (V) EPc (V) CEPd (V) CEe (V) CXPf (V)

Caffeine 1.10 195.1 138.2g 61 2.5 12 21 4

1.10 195.1 110.1g 61 2.5 12 27 4

Caffeine-(3-methyl-13C3) (IS) 1.10 198.1 140.2g 56 7.5 12 25 4

aRT, retention time.
bDP, declustering potential.
cEP, entrance potential.
dCEP, collision cell entrance potential.
eCE, collision energy.
fCXP, collision cell exit potential.
gProduct ion underlined was used for quantification.

Table I − Condition for LC-MS/MS analysis of caffeine

LC condition

Column Agilent, Zorbax SB-C18,
2.1×100 mm, 3.5 µm

Flow rate 300 µl/min

Injection volume 2.0 µl

Column temperature 25oC

Sample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Mobile phase

Time (min) A (%)a B (%)b

1.5 70 030

2.0 20 080

2.1 20 080

2.2 70 030

4.5 70 030

MS condition

Ionspray Voltage (V) 5500

Curtain gas (arbitrary unit) 0045

Source temperature (oC) 0650

Ion source gas 1 (arbitrary unit) 0050

Ion source gas 2 (arbitrary unit) 0055

a0.1% formic acid in water.
bAcetonit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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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LC-MS/MS 분석조건 확립

클럽 등에서 마약대용으로 사용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수퍼밤

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위스키류와 고 카페인 에너지 음료가 혼

합된 에너지폭탄주를 일컬으며, 법과학 기관에 의뢰되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수용액 시료이다. 이러한 고 농도 카페인 함유 시

료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높은 농도의 카페인을 적정한 비

율로 낮추어 분석에 적합한 낮은 농도로 희석시키는 과정이 중

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1차 50배, 2차 이동상과 조성이 같도록

1.5배 희석하였다.

또한 에너지폭탄주 등의 음료에는 알코올, 카페인 뿐 아니라 타

우린, 당류 등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

래피에 다양한 분리관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 성분에 대한 분리능

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으며, 여러 이동상 용매 조합을 검색하여 최

적의 분석조건을 설정하였다. 카페인 분석에 적합한 분리관

(analytical column) 선정을 위해 Agilent사의 Zorbax SB-C18

(30 mm×2.1 mm i.d., 3.5 µm), Shiseido사(Tokyo, Japan)의

Capcell Pak C18 MG II(100 mm×2.0 mm i.d., 3 µm) 및 Zorbax

SB-C18(100 mm×2.1 mm i.d., 3.5 µm)의 3종을 분석에 적용하였

다. Agilent사의 Zorbax SB-C18(30 mm×2.1 mm i.d., 3.5 µm)는

검토 대상 분리관 중 분리능(resolution)이 가장 낮았으며, Capcell

Pak C18 MG II(100 mm×2.0 mm i.d., 3 µm)의 경우 피크 끌림

현상(tailing)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분리능과 피크의 형태가 뛰

어난 Zorbax SB-C18(100 mm×2.1 mm i.d., 3.5 µm)을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모양(shape)을 최

적화하기 위해 0.1%와 0.2% 개미산 수용액, 0.1%와 0.2% 초산

수용액 4종을 A 용매로 아세토니트릴과 0.1% 및 0.2% 개미산이

포함된 아테토니트릴 3종을 B 용매로 하여 이동상 A와 B를 조합

하여 사용한 결과, 카페인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조합인 0.1% 개

미산 수용액(A)과 아세토니트릴(B)을 이동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카페인 정량 분석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해

동위원소로 치환된 내부표준물질과 검출기로 이중질량분석기

(tandem mass spectrometry)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의 유효성 확인

카페인에 대한 기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카페인 및 내부표준

물질을 5 ng/min으로 분리관 후단에 흘려준 후 전처리 과정을 거

친 바탕시료를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램을 확인하였다. Fig. 2에서

와 같이 화살표로 표시한 카페인 성분의 머무름 시간(1.10 min)

과 이온 억제(ion suppression)가 일어나는 0.7~0.8 min 사이의

구간과는 겹치지 않으므로 기질효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검량선 작성하기 위해 바탕시료에 카페인 표준물질을 첨가하

여 25~1000 ng/ml의 범위가 되도록 시료(calibrator)를 제조한

후, 본 연구의 전처리 방법을 거쳐 LC-MS/MS 로 분석한 후 내

부표준법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weighting factor, 1/x)하였

다. 카페인 검량선의 결정계수는 r2=0.9986으로 정량범위 내에

서 우수한 직선성을 나타내었고, 검출한계는 0.3 ng/ml, 최저정량

한계는 25 ng/ml으로 측정되었다(Table III).

분석법의 효율성(PE)은 이동상에 분석물질과 내부표준물을 첨

가하여 제조한 세트 A와 바탕시료에 분석물질과 내부표준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세트 B를 비교하여 실험하였다. 4가지 농도에

서 측정한 PE 값은 98.0~100.1%이었다(Table IV).

Fig. 2 − Ion suppression studied by monitoring MRM chromatograms

during post-column infusion of 5 ng/min of caffeine and

caffeine-(3-methyl-13C3) and subsequent injection of diluted

blank sample.

Table III − Method calibration

Compound Concentration range (ng/ml) Slope (mean±SD) y-Intercept (mean) r2 LODa (ng/ml) LLOQb (ng/ml)

Caffeine 25~1000 0.0328±0.0226 0.0074 0.9986 0.3 25

aLimit of detection (LOD) was based on the concentration corresponding to a signal plus 3 standard deviations above from the mean of
ten replicates of blank urine.
bLower limit of quantification (LLOQ) was defined as the lowest concentration on the calibration curve with precision (% CV) less than
20% and accuracy (% bias) within ±20%.

Table IV − Process efficiency (PE, %) for the analytes

Compound Nominal concentration (ng/ml) PE (%)

Caffeine 025 100.1

075 098.0

375 099.5

700 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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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효율성 실험

에 사용된 농도와 동일한 농도의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측정한

결과, 일내(n=6) 및 일간(n=24) 정확도(% bias)는 −1.4 ~ 4.5%

와 −6.8 ~ −0.3%의 범위로 양호하였고, 일내 및 일간 정밀도(%

CV)는 2.1%와 1.7% 이하로 재현성 있는 실험값을 얻었다. 최저

정량한계 및 저, 중, 고의 3개 농도의 QC 시료 모두에서 정밀도

는 2.1% 이내, 정확도는 ±6.8% 이내의 상당히 우수한 값을 나

타내었다(Table V).

미지시료 내의 카페인 농도 결정

앞에서 설정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의뢰받은 미지 법화학 수

용액 시료를 분석한 결과 카페인의 농도는 295.0 ng/ml로 측정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1일 카페인 섭취량은

체중(kg)당 2.5 mg을 제시하고 있고, 일예로 성인여성의 경우 평

균체중은 57 kg(2013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산술계산하

면 하루 섭취량은 142.5 mg 이하로 권고된다. 미지 시료에서 카

페인 함량 측정결과 295 ng/ml이고 폭탄주 제조에 사용되는 맥

주컵의 용량은 225 ml로 컵에 담기는 액체의 양을 200 ml로 계

산할 때 컵에 담기는 카페인의 양은 59 mg이 된다. 이는 일일

섭취 권고량의 2/5에 해당하는 양으로 알코올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 카페인 성분이 알코올의 진정효과를 상쇄하여 취했다는 느

낌을 줄여주고 과량을 섭취하게 되므로 클럽약물로 오용되어 성

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경우 그 폐해의 심각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Table V - Intra- and inter-day precision and accuracy for the LLOQ and QC samples

Compound
Nominal concentration

(ng/ml)

Intra-day (n=6) Inter-day (n=24)

Precisiona (% CV) Accuracyb (% bias) Precision (% CV) Accuracy (% bias)

Caffeine 025 2.1 −0.8 1.7 −6.8

075 1.3 −4.5 0.9 −0.3

375 0.4 −0.9 0.6 −0.9

700 1.3 −1.4 0.5 −3.4

aExpressed as the coefficient of variance of the peak area ratios of analyte/internal standard.
bCalculated as [(mean calculated concentration−nominal concentration)/nominal concentration]×100.

Fig. 3 − Representative MRM chromatograms including blank sample without IS (A), blank sample (B), spiked urine containing 75 ng/ml of

caffeine (C), and an unknown forensic aqueous sampl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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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수용액 시료 중 카페인 함량 측정방법을 개발하였

고, 분석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고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하

고 있는 법화학 수용액 시료의 경우 증류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후, 이동상과 같은 조성으로 다시 희석하여 그 일부를 액체크로

마토그래프에 직접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중 불순물 또는

분석 방해물질 제거를 위해 50000 g의 초고속원심분리 과정을

도입하였으며, 동위원소로 치환된 내부표준물질과 이중질량분석

기(tandem mass spectrometry)를 사용함으로써 카페인 정량 분

석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개선하였다. 이동상, 분리관 등의 분석

조건을 최적화하여 카페인 성분을 1.1 min 이내에 신속한 분석

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시료 내에 카페인 함유 여부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량분석이 가능하

였으며, 법과학 기관에 의뢰되는 시료 중 카페인 함유 여부 및

함량 측정 의뢰 시 본 실험의 결과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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