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시험법

가. 시험법 적용범위
참깨 등의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
검체 중 에틸렌옥사이드를 산 가수분해하여 2-클로로에탄올
(2-Chloroethanol)로 전환하고 MTBE(Tert-Butyl Methyl Ether)로 추출한
후 d-SPE(dispersive-Solid Phase Extraction)로 정제하여 기체크로
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다. 장치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2) 물: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표준원액: 에틸렌옥사이드 표준품을 에틸아세테이트에 녹여 1,000
mg/L가 되게 한다.
4) 표준용액의 조제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무처리 시료(control sample) 5 g씩 준비한
후 표준원액을 에틸아세테이트로 희석하여 적당한 농도가 되도록 각각
첨가하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제한다.
* 무처리 시료추출물 : 분석대상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시료를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 정제한 것

5) d-SPE: C18(Octadecyl bonded silica)
6) 기타시약: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가수분해 및 추출
검체를 분쇄하여 균질화한 후 5 g을 정밀히 달아 50 mL 원심분리관에
넣고 포화식염수 10 mL와 5 M 염산 2 mL를 가한 뒤 상온(15∼25℃)
에서 20분간 진탕한 후 80℃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수분해한다. 가수분해
후 상온으로 식힌 후 시료에 헥산 5 mL를 가하여 1분간 진탕한 후
4℃, 4,60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헥산층은 버린다. 추출물에
MTBE 10 mL를 가하여 20분간 진탕하고 4℃, 4,600 G에서 10분간 원
심분리하여 상층액 전량을 취한다. MTBE 10 mL를 재차 가하여 위
과정을 반복하고 앞의 상층액과 합한다. 무수황산나트륨 1 g을 통과
시켜 탈수한 후 20 mL 용량플라스크로 정용한다.
2) 정제
C18 1 g이 미리 담겨져 있는 15 mL 원심분리관에 ‘1)추출’로부터 얻은
20 mL 정용액 중 10 mL를 가하고 30초간 와류교반기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이를 4℃, 4,6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정제된
상층액 4 mL를 취하여 질소 농축한 뒤 MTBE를 이용하여 부피를 1
mL로 맞추고, 멤브레인 필터(Nylon, 0.2 μm)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분석조건
가) 칼럼: DB-WAX(0.25 mm I.D. × 30 m, 0.25 μm)
나) 이동상가스 및 유속: 헬륨, 1.2 mL/분
다) 칼럼 온도: 70℃에서 1분간 유지한 후 5℃/분의 속도로 120℃까지
승온하고 다시 50℃/분의 속도로 250℃까지 승온
라) 주입부 온도: 200℃

마) Interface 온도: 230℃
바) 이온화: 전자충격(EI), 70 eV
사) 주입모드: pulsed split mode(3:1)
아) 주입량: 2 μL
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분석을 위한 특성이온
분석성분
(Compound)
2-클로로에탄올
(2-Chloroethanol)

머무름 시간(분) 분자량
(MW)
7.0
80.5

이온
(Ion, m/z)
491)
51

정량이온이며, 그 외는 정성이온임.
※ 각 이온에 대한 질량분석기의 기기조건은 사용기기의 최적값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이외의 이온도 적용이 가능함.
1)

사. 정성 시험
1) 정성 확인
위의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 피크는 표준용액과 비교하여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 및 이온(ion)이 일치하여야 한다.
2) 표준용액의 크로마토그램

그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서 표준용액(2-chloroethanol,
7.0분)의 크로마토그램(SIM mode, m/z 49)
* 분석기기: GC (Agilent TechnologiesⓇ 7890B), MS (Agilent TechnologiesⓇ 5977A),
칼럼(DB-WAX, 0.25 mm I.D. × 30 m L., 0.25 μm)

아. 정량시험
1) 검량선 작성
표준용액에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2) 정량
위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가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일치할 때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검량선에 대입하여 정량한다.
시험용액의 농도가 검량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처리 시료 추출물로
희석하여 검량선 범위 내에서 정량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