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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에서 LC-MS/MS를 이용한 카라졸롤 및 아자페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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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the present work was to develop simultaneous methods of quantification of carazolol,

azaperone, and azaperol residues in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using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

trometry (LC-MS/MS). Samples were extracted from beef, pork, chicken, egg, milk and shrimp using acetonitrile

(ACN); while flat fish and eel were extracted using 80% ACN. For purification, ACN saturated n-hexane was used to

remove fat composition. The standard calibration curves showed good linearity as correlation coefficients; r2 was

> 0.99. Average recoveries expressed were within the range of 67.9-105% for samples fortified at three different levels

(0.5 × MRL, 1 × MRL and 2 × MRL). The correlation coefficient expressed as precision was within the range of 0.55-

7.93%. The limit of quantification (LOQ) was 0.0002-0.002 mg/kg. The proposed analytical method showed high

accuracy and acceptable sensitivity based on Codex guideline requirements (CAC/GL71-2009). This method can be

used to analyze the residue of carazolol, azaperone, and azaperol in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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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축수산업은 집약적인 양식과 수송으로 비

용대비 높은 수준의 생산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식과 동물의 수송은 질병과 스트레스 발생을 높이게 되

었다. 이로 인해 육즙의 손실과 중량 감소가 발생하여 색

깔이 창백하고(pale), 흐물거리며(soft), 육즙이 삼출(exudative)

되기 쉬운 물퇘지고기(pale soft exudative; PSE)1)의 생산

과 높은 폐사율이 나타났다2).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

하여 동물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활동량을 감소시켜 사료 요구율(feed conversation

ratio)을 높이는 면에서도 용이한 베타-수용체 차단제(β-

adrenergic receptor blockers)와 진정제(sedative)들이 1970

년대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3). 하지만 이러한 베타-수

용체 차단제와 진정제가 축수산물의 주사부위나 근육에 잔

류되어 소비자에게 잠재적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혀

지면서 JECFA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는 일부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잔류

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설정하고 있다4). 

카라졸롤(carazolol)은 catecholamin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비 특이적인 베타-수용체 차단제로서 동물을 도살장으로

운반하는 동안 스트레스로 인한 심박급속증(tachycardia)

및 폐사를 막기 위해 사용되며 높은 수준으로 잔류되어

있을 경우 소비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돼지 신장에서 25 μg/kg, 근육에서 5 μg/kg

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잔류량에 대해 엄격히 관

리하고있다3). 아자페론(azaperone)은 항염효과가 있는 부

티로페논(butyrophenone)류의 신경안정제로서 주로 돼지에

사용되며 공격성을 줄여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 분포되어 아자

페롤로 대사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잔류허용기준

을 아자페론과 아자페롤의 합으로 하여 신장과 근육조직

에서 100 μg/kg으로 설정하고 있다5). 동물약품편람에 따르

면 아자페론은 4개 제품이 국내에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6), 카라졸롤은 해외에서 수입을 통해 사용되고 있

*Correspondence to: Hui-Seung Kang, Pesticide and Veterinary

Drug Residu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od & Drug

Safety Evaluation, Osong, Chungcheongbuk-do 28159, Korea

Tel: 82-43-719-4208, Fax: 82-43-719-4200

E-mail: hskang1235@Korea.kr



Determination of Carazolol and Azaperone in Livestock and Fish Using LC-MS/MS 177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라졸롤과 아자페론의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으나 한국동물약

품협회의 통계7)에서 카라졸롤, 아자페론과 같은 신경계열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카

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잔류량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식품 잔류에 대한 연

구는 돼지의 소변과 혈액을 이용한 카라졸롤의 스크리닝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8), 신장 조직을 이용한

박층크로마토크래피(thin-layer chromatography) 검출법9,10),

근육, 신장 및 간에서의 fluorescence detection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ultra violet (HPLC-

UV) 검출법11,12,13), 신장과 조직에서의 GC-MS (Gas chroma-

tography-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검출법14,15)과 신장과

조직에서의 LC-MS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

trometry), LC-MS/MS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분석법16) 등이 보고되어 있다. 이처럼 카라

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실험들은 주로 돼지를 이

용한 분석법만이 진행되어 있으며 돼지 이외의 다른 축수

산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Kay 등4)은 카라졸

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에 대한 쥐와 말 등에 독성 실험

결과 독성이 낮으나, Kamila 등5)에 따르면 카라졸롤, 아

자페론 및 아자페롤과 같은 진정제인 페노티아진(pheno-

thiazine)계 물질이 돼지, 염소, 양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돼지의 진정제로 사용되는 벤조디아핀

계물질17) 중 디아제팜은 중국 수산물에서 사용가능성 및

검출18)이 보고되면서 향후 카라졸롤 및 아자페론이 축수

산물에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실험법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베타-수용체 차단제와 진정제의 잔류에

대해 보고된 기존 실험들을 개선하여 폭넓은 축수산물에

서의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잔류 여부를 판

정 할 수 있는 고감도 분석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향

후 축수산물에 대한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불

법 사용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aterials and Methods

시약 및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표준품 카라졸롤(carazolol, 99.0%)과

아자페론(azaperone, 98.5%)은 Dr. Ehrenstorfer GmbH

(Augsburg, Bayern, Germany)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아자페

롤(Azaperol, 99.7%)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Table 1). 표준품 전처리 시약

으로 사용된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메탄올(methanol),

헥산(n-hexane)은 Merck (Darmstadt, Hesse, Germany)에서

HPLC 등급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개미산(form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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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늄(ammonium hydroxide, 28-30%), octadecysilane

(C18) 등 그 이외의 분석용 시약 및 용매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Waters (Milford, MA, USA) 및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에서 구입하

여 특급 또는 분석용을 사용하였다. 시험용액을 여과하기

위해 여과용 막여과지(membrane filter)는 0.2 μm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Sant Cugat Del Valles, Barcelona,

Spain)를 사용하였다. 시험용 시료는 무항생제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

유, 넙치, 장어 및 새우 등을 구입하여 껍질과, 내장을 제

거한 가식부위(근육)만을 분쇄하고 균질화하여 분석 전까

지 냉동고(−20oC)에 보관하였다. 균질화한 시료는 공시료

(blank)의 특이성 확인 검증을 통하여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시료로 사용하

였다.

표준원액 및 표준용액의 조제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 표준품을 각각 10.8 mg,

10.47 mg 및 10.53 mg으로 정밀히 달아 100 mL 볼륨플라

스크에 메탄올로 정용하여 100 mg/L로 표준원액을 조제하

였다. 조제한 표준원액은 메탄올:물(50/50:v/v) 용매로 희

석하여 카라졸론은 0.62, 1.25, 2.5, 5, 10 μg/L, 아자페론

과 아자페롤은 7.5, 15, 30, 60, 120 μg/L의 농도의 표준용

액으로 각각 준비하였다. 표준원액과 표준용액은 갈색 유

리병에 담아 4oC 냉장실에 보관하고 실험 직전에 희석하

여 사용하였다.

시료 전처리 방법

실험은 Zhang 등16)과 식품공전 방법을 기반으로 시료의

무게를 감소시키고 시료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아세토

니트릴 포화 헥산 추출과정을 추가하였으며 C18을 이용한

정제과정을 생략하여 진행하였다. 각각의 시료를 균질화

하여 1 g을 정밀히 달아 50 mL 폴리프로필렌 원심분리관

에 취하고 아세토니트릴(넙치, 장어는 80% 아세토니트릴)

10 mL를 가하여 1분간 진탕한 후 상온에서 4,800 × g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원심분리관에 상층액을 취하였다. 상층

액이 들어있는 원심분리관에 아세토니트릴 포화 헥산 10 mL

를 가하여 10분간 진탕하고 상온에서 4,800 × g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한 용액에서 하층액을 취하여

40oC 수용상에서 질소농축기한 후 50% 메탄올 2 mL에 용

해시키고 10분간 초음파 처리한 후 4oC에서 20,000 × g로

1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분리하여 0.2 μm 막여

과지(PTFE)로 여과 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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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분석 기기조건

수산물 시료 중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 분석

을 위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는(LC-MS/MS,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er) Waters

US/Xevo TQ-X (Milford, MA,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

용 컬럼은 역상 컬럼인 X-Bridge C18 (2.1 × 150 mm, 3.5 µm,

Waters, Dublin, Ireland)를 사용하였고, 컬럼 온도는 40oC

를 유지하였으며, 이동상 A는 0.1% 개미산을 함유한 물

로, 이동상 B는 아세토니트릴을 사용하였다. 유속은 0.3 mL/

min, 주입량은 5 µL로 하였다. 각 표준물질은 전기분무이

온화(electro-spray ionization, ESI)법의 positive ion mode

를 사용하여 선구이온(precursor ion) 및 생성이온(product

ion)을 선택한 후 정량이온(quantification ion) 및 정성이온

(qualification ion)을 결정하는 다중반응검지법(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조건을 확립하였다. LC-MS/

MS 분석 기기조건은 Table 2와 같다.

분석법 검정 실험

본 시험법은 CODEX 가이드라인 CAC/GL-717)에 따라

직선성(linearity), 정확성(accuracy), 정밀성(precision), 검출

한계(limit of detection, LOD),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 회수율(recovery)에 대해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

출한계는 각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 ratio)

의 3배 이상인 농도로 계산하였으며, 정량한계는 각각 S/

N ratio가 10배 농도로 계산하여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정량한계를 설정하였다. 각 표준품의 실험 농

도는 잔류허용기준을 기반으로 0.0025 mg/kg, 0.03 mg/kg

및 0.03 mg/kg으로 정하여 기준 농도의 0.125, 0.25, 0.5,

1, 2, 4배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시료혼합표준용액(calibration

standard solution)은 전처리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 시

료용액을 만들어 LC-MS/MS로 측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량이온의 피크면적으로 검량곡선을 작성하여 각

검량선의 상관 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 r
2)를 구하였

다. 정확성과 정밀성은 0.5 × MRL, 1 × MRL and 2 × MRL

의 농도로 표준용액을 첨가한 후 회수율과 변동계수

(coefficient variation, CV)를 측정하였다. 각 실험은 5반복

을 통해 평가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LC-MS/MS를 이용한 분석법 및 최적조건확립

본 시험법은 LC-MS/MS를 이용하였으며 이온화법으로

는 ESI-positive mode로 분석하였다. 비극성에 가까운 성

질을 가지는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을 분석하기

위하여 C18 (2.1 mm × 100 mm, 1.7 µm)의 분석용 컬럼을

선택하였다. 최적의 크로마토그램을 얻기 위하여 이동상

A를 5 mM 포름산암모늄과 0.1% 개미산을 함유한 물로

비교한 결과, 5 mM 포름산 암모늄을 사용하였을 때 감도

가 가장 높았으나 피크가 갈라지거나 tailing 현상이 발생

하여 이동상 A로는 0.1% 개미산을 함유한 물, 이동상B는

아세토니트릴로 조건을 설정하였다. 카라졸롤, 아자페론

Fig. 1. Flow chart of analysis procedure for carazolol, azaperone

and azaperol.

Table 2. LC-MS/MS parameter for the analysis of carazolol, aza-

perone and azaperol

LC system Waters, UPLC

Column X-select C
18

 (2.1 mm × 150 mm, 3.5 µm)

Column temp. 40oC

Injection vol. 5 µL

Flow rate 0.3 mL/min.

Mobile phase
A = 0.1% formic acid in water

B = Acetonitrile

Gradient

Time (min)
Mobile phase

A (%) B (%)

0

2

5

5.5

7

10

95

95

30

0

0

95

5

5

70

100

100

5

Mass spectrometry Waters, TQ-X

Ionization mode ESI positive

Capillary temp. 350oC

Spray voltage 0.8 kV

Collision gas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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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자페롤의 각각 표준용액(5 µL/min)을 질량검출기에

직접 주입하여 cone voltage (10-60 V) 조절을 통해 18, 34

및 20 V 에서 최대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

구이온은 full scan mode에서 질량 스펙트럼을 확인하여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각각의 질량 값(298.3,

327.3 및 329.4, exact mass)에 양성자(H+)가 결합되어

[M+H]+ 형태인 m/z 299.1, 328.1 및 330.1으로 확인하였

다. 또한, collision energy 조절을 통한 피크의 강도를 확

인하여 최적화된 3개 이상의 생성이온을 선택하였다. 가

장 좋은 감도를 보이는 생성이온을 정량이온으로 설정하

였고, 다음으로 크게 검출되는 2개의 생성이온을 정성이

온으로 설정하였다. 선정된 이온과 머무름 시간은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추출 및 정제조건의 최적화

추출을 위한 용매로 식품공전 시험법에서 사용된 80%

아세토니트릴을 사용하여 추출한 결과, 일부 검체에서

CODEX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하여 추출용매를 아세

토니트릴(100%)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넙치와

장어를 제외한 나머지 검체에서는 CODEX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우유

및 새우의 추출용매는 100% 아세토니트릴, 넙치와 장어

의 추출용매는 80% 아세토니트릴으로 추출용매조건을 최

적화하였다. 축산물 및 수산물 중 지방성분이 많은 검체

로 인한 분석장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추출과

정은 Zhang 등16)에서 사용된 아세토니트릴과 아세토니트릴

포화 헥산 및 100% 헥산을 비교 실험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아세토니트릴 포화 헥산을 사용한 시험법이 가장 높

은 회수율을 나타내어 기름제거 및 정제과정으로 사용하

였다. 정제과정은 C18 1 g을 첨가한 시험법과 정제과정을

생략한 시험법을 비교한 결과, C18을 사용하였을 때 더 낮

은 회수율을 보여 정제과정을 생략하여 진행하였다. 각 시

료 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용해 용매의 특성과 막

여과지(membrane filter)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재

용해 용매는 메탄올과 50% 메탄올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

며, 막여과지는 PVDF (polyvinylidene difluoride)와 PTFE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50% 메탄올로 재용해하고 PTFE를

사용하였을때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 회수율이

CODEX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의 유효성평가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 분석법을 검증하기 위

해 선택성(selectivity), 특이성(specificity), 정확성, 직선성,

및 정량한계를 평가하였다. 선택성과 특이성 평가는 소고

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넙치, 장어 및 새우의

무처리 시료, 표준용액, 표준용액의 크로마토그램을 서로

비교하여 분리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무처리 검체

에서는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과 같은 머무름 시

간을 갖는 어떤 방해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카

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을 분석하기 위한 본 시험

법이 높은 분리능, 선택성과 특이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정량한계는 크로마토그램 상에서 S/N ratio

를 고려하여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 각각 0.0002

mg/kg, 0.002 mg/kg 및 0.0002 mg/kg으로 설정하였으며,

Fluchard 등19)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아자페론과 아자

페롤이 우수한 감도와 정량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실험농도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잔류허용기준보다 낮은 0.0025 mg/kg,

0.03 mg/kg, 0.03 mg/kg을 기준으로 각각 0.125, 0.25, 0.5,

1, 2, 4배 농도로 시료혼합표준용액에 희석하여 검량곡선

을 작성하여 직선성을 검토한 결과, r
2값이 0.99 이상으로

나타나 CODEX에서 권장하는 r
2 > 0.98을 높은 수준을 만

족하여 각 농도와 기기반응 간의 상관계수에 있어서 우수

한 결과를 보였다. 표준용액을 각 시료에 첨가하여 회수

율 실험을 5회 반복 수행하여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

였다(Table 4) 시험법 검증결과, 축산물과 수산물 모두에

서 정확성(회수율), 정밀성(변동계수)은 각각 67.9~105%와

0.55~7.93%로 모두 CODEX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수

Table 3. Selected-ion of LC-MS/MS for carazolol, azaperone and azaperol

Compound
Retention

time (min)
Exact mass (m/z)

Precursor ion

(m/z)

Confirmation ion

(m/z)

Collision

Energy (eV)

Carazolol 3.9 298.3 299.1

116.0*

193.9

222.0

18

26

18

Azaperone 3.6 327.3 328.1

094.9

122.9*

165.0

52

34

20

Azaperol 3.4 329.4 330.1

108.9

120.9*

149.0

48

20

28

*The bold text expressed as quantification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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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한 시료 전처리

과정 및 분석방법은 축수산물 중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잔류 검사에 있어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카라졸롤은 동물의 취급, 검사 및 수송에 의해 발생하

는 스트레스를 줄여 근육 내 글리코겐 대사 촉진으로 인

한 물퇘지고기(PSE)의 생산을 줄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20). 카라졸롤과 함께 사용되는 진정제 아자페론은 항

염 효과가 뛰어난 신경안정제로 운송 시 공격성과 운동성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

내에서 대사되어 아자페롤을 생성하므로 두 물질의 합으

로 잔류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아자페론의 활성은 아자페

롤과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2).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과 같은 항 스트레스성 물질들은 축

산물 중 돼지와 소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살 몇 시간

전 사료와 함께 섭취되거나 주사하여 이용되고 있다23). 이

러한 항 스트레스성 물질들이 식품에 잔류하여 소비자들

이 섭취 시 현기증, 만성기관지염 환자의 증상 악화4) 등의

건강 문제가 나타나면서 2009년 12월 22일 Commission

Regulation (EU) 37/2010에서 돼지 조직에서의 아자페론과

돼지와 소 조직에서 카라졸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MRL)

을 확립하였다23). 그 결과 돼지와 소의 신장, 간2,5,16)등에

대한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잔류량 분석연구

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하지만 주 식용부위인 돼지, 소,

닭고기, 계란, 우유 등 축산물의 근육에 대한 분석법은 부

족한 실정이다.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은 여러

기능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돼지와 소뿐 아니라 다른 축

산물에도 사용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향후 추가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물의 국제적인 수요와 유통이 늘어나 일반적으로 취

급, 수송, 양식에 민감한 수산물에 대한 진정제 사용에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4). 수산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진정

제로는 가지과의 여러해살이풀 식물 Nicotiana tabacum와

carbon dioxide 등이 있으나 일시적인 진정제로 지속력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2). 사용이 허용된 진정제 tricaine

Fig. 2. LC-MS/MS chromatogram of carazolol : 1, azaperone : 2 and azaperol : 3 in beef : (a), pork : (b), chicken : (c), egg : (d), milk :

(e) flat fish : (f), eel (g) and shrimp: (h) samples: carazolol (0.03 mg/kg), azaperone (0.03 mg/kg) and azaperol (0.03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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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anesulfonate (MS-222)는 사용은 용이하나 21일이라는

긴 휴약기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어 즉시 방출 가능하며

지속력이 높은 항 스트레스성 진정제의 연구가 더욱 필요

한 실정이다24,25). 카라졸롤과 아자페론은 32시간과 7일이

라는 비교적 짧은 휴약기간을 가지므로 수산물에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시험법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공전의 카라졸롤과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분

석법에서 회수율이 낮았던 시료들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

하여 높은 회수율과 정확성 그리고 정량성을 확보하였고,

Mitrwska 등5)과 Zhang 등16)에 의해 보고된 소와 돼지 이

외의 다양한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적용 할 수 있는 시험

법을 확립하였다. 개발된 시험법의 검증과정에서 실제 축

수산물의 모니터링 또는 잔류성소실시험(residue depletion

study)을 통한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 시험법의

적용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검증 방법이지만 현실

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시험법의

검증은 대표 공시료(돼지, 소, 닭, 계란, 우유, 넙치, 장어,

새우)에 분석물질을 주입하여 잔류량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CODEX 가이드라인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시험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

류의 축수산물에서 카라졸롤, 아자페론 및 아자페롤의 잔

류량분석 및 안전관리 연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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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축수산물의 집약적인 양식과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품질이 떨어진 물퇘지고기(PSE)가 생성되면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베타-수용체 차단제인 카라졸롤과 진정제인

아자페론이 사용되어왔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주사부위나

근육에 잔류한 카라졸롤과 아자페론이 소비자에게 현기증

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JECFA

(FAO/WHO)에서 근육 및 신장부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을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잔류

허용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축수산물에서 기존의 규제 대상인 돼지와 소를 비롯한 닭

고기, 계란, 우유, 넙치, 장어, 새우 등 다양한 검체에서 분

석법을 개발하고 시험법 검증과정을 통하여 축수산물에

동시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을 확립하였다. 시험법을 간편

화 하기 위하여 시료의 무게를 줄이고 전처리 과정을 단

순화하였으며 LC-MS/MS를 이용하여 최적조건으로 검증

하였다. 실제 분석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CODEX 기준에

Table 4. Validation results for the analytical method of carazolol, azaperone and azaperol in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n = 5)

Compound
Concentration

(mg/kg)

Beef Pork Chicken Egg Milk Flat fish Eel Shrimp

Rec. 

(%)

CV

(%)

Rec. 

(%)

CV

(%)

Rec. 

(%)

CV

(%)

Rec.

(%)

CV

(%)

Rec.

(%)

CV

(%)

Rec.

(%)

CV

(%)

Rec. 

(%)

CV

(%)

Rec. 

(%)

CV

(%)

Carazolol

0.00125

(0.5 × MRL)
78.2 4.43 78.8 3.73 97.0 3.39 77.57 2.94 84.48 2.65 85.69 4.71 72.54 5.24 88.97 1.38

0.0025

(1 × MRL)
76.7 5.30 76.6 3.09 87.1 1.79 78.14 5.27 79.41 2.09 74.92 2.94 68.38 1.21 86.98 0.79

0.005

(2 × MRL)
74.1 0.86 70.2 1.72 78.5 2.23 70.31 3.71 76.00 2.62 72.89 0.74 67.85 4.06 86.16 1.38

Azaperone

0.015

(0.5 × MRL)
94.6 2.55 94.1 1.18 104.7 1.06 89.71 1.44 96.85 4.69 100.60 1.80 96.62 1.33 104.87 0.82

0.03

(1 × MRL)
87.2 1.31 83.2 2.51 93.4 0.69 74.66 3.63 83.82 2.08 88.43 2.98 83.19 1.08 98.13 0.81

0.06

(2 × MRL)
79.5 0.57 76.1 2.69 82.8 1.44 71.85 2.15 76.59 7.93 80.19 0.57 73.86 3.31 96.51 1.77

Azaperol

0.015

(0.5 × MRL)
86.5 1.80 85.0 1.55 95.8 1.18 90.07 2.51 94.92 2.29 100.76 2.50 92.37 1.68 100.74 0.90

0.03

(1 × MRL)
84.4 2.13 81.5 1.70 92.2 1.47 80.05 1.37 85.52 2.04 88.00 2.65 85.61 0.55 98.17 0.60

0.06

(2 × MRL)
79.2 1.60 76.9 3.15 86.0 2.54 75.49 3.49 78.46 4.22 84.20 1.13 81.18 1.97 96.68 1.65

*Rec, recovery; CV, coefficien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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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특이성, 정확성, 직선성, 정밀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을 검증하였다. 카라졸롤, 아자페론과 아자페론의 대사

체인 아자페롤의 표준용액을 잔류허용기준의 농도에 따라

검량선을 작성한 결과, 0.99 이상의 직선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평균 회수율은 67.9-105%, 변동계수는 0.55-

7.93%로 CODEX 가이드라인에 만족함으로써 정확성 및

재현성이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립

된 분석법은 소와 돼지 뿐만 아니라 닭고기, 계란, 우유, 넙

치, 장어, 새우에도 적용 가능한 시험법을 확립하였으며

이는 향후 축수산물에서 카라졸롤, 아자페론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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