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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를 이용한 조제유류 중 베타카로틴 함량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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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procedure based on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is described to determine
β-carotene in infant formulas. The method for β-carotene analysis was performed on a C18 reversed-phase column
using acetonitrile/methanol/dichloromethane (6:1:3, v/v/v) as a mobile phase. β-Carotene was determined in HPLC
with photo diode array (PDA) detector. The parameters of validation were specificity, linearity, LOD, LOQ, accuracy,
precision and repeatability. The specificity was confirmed by the retention time and the linearity (R2), which was over
0.999 in the range of 0.125~2 mg/L. Th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limits were 0.064 and 0.193 mg/L, respectively.
The accuracy and precision of this method using an STD spiked sample were 80~119% and 1.02~2.05% respectively.
The method was applied to the analysis of various infant formula and follow-up formulas products containing β-carotene, and all the products contained acceptable levels of β-carotene for nutrition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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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신체대사 및 생리적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따라서 모유 외에 조제유류를 유일한 영양공급원으로 하
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CODEX6) 및 「식품의 기
7)
에서 조제유류 중 열량, 비타민 등의 영양성
준 및 규격」
분에 대해 엄격한 성분규격 및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현
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조제유류 중 베타카로틴의
기준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조제유류는 높은 비율로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다. 조
제유류 중 베타카로틴 함량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신설
에 대비하여 베타카로틴 시험법을 검토하였다. 베타카로
틴 분석법은 일반적으로 HPLC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8-10), AOAC의 최근 분석법에는 infant formula
에 대해 ultra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로
분석하는 방법(AOAC 2016.13)11)이 소개되고 있어 베타카
로틴 함량 분석을 위한 국내 공인 분석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12)에 제시되어 있으나, 조제유류는 건강기능식품과는 달
리 베타카로틴 성분만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양한 식품성분 중에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분석이 쉽

베타카로틴은 생체 내에서 시각 기능, 세포 증식과 세
포 분화를 조절하고 면역기능 등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베타카로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600여종의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알파카로틴, 베타크립토
잔틴과 함께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작용하며2), 화학적 구
조는 Fig. 1과 같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활성을 가
지는데, 비타민 A는 체내의 생리작용에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 주로 배아 발생과 성장에 관여하며, 특히 태
아의 폐 형성에 필수적이어서 폐의 완전한 성숙과 유지를
돕는다3).
영유아는 주로 모유 또는 조제유류를 통해 성장, 발달
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받으며, 이 시기는 일생 중 성장
발달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로 적절한 영양공급이
매우 중요하다4,5). 이 중 비타민은 미량이지만 유아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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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dditives Standard divis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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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conditions for
β-carotene analysis

Fig. 1. Chemical structure of β-carotene.

Parameter

Condition

Column

Capcell pak C18 UG120
(4.6 mm × 150 mm, 5 μm)

Mobile phase Acetonitrile : Methanol : Dichloromethane = 6 : 1 : 3

지 않아 조제유류와 같은 식품에 적용될 수 있는 베타카
로틴 분석방법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제유류에 적용가능한 베타카로틴 분석
법을 검토하고 시험법 검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밸리
데이션을 수행한 후 국내에서 유통 중인 조제유류 및 조
제식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여 분석법을 확립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Flow rate

0.6 mL/min

Column temp.

40oC

Wavelength

450 nm

Injection volume

20 μL

시험용액의 조제
균질화한 시료 약 1 g(베타카로틴으로서 1~2 μg 에 해당
하는 양)을 정밀히 칭량하여 50 mL 추출관에 넣고 3% 피
로갈롤 에탄올 용액 10 mL와 60% 수산화칼륨 용액 1 mL
를 가하여 70 C 수욕 중에 30분간 진탕하며 비누화하였다.
이것을 흐르는 물에 냉각하고 2.25% 염화나트륨 용액
10 mL, 헥산·초산에틸(9 : 1)혼합용액 15 mL를 첨가하여
진탕기에서 10분간 진탕한 후, 720xg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하층에 헥산·초산에틸(9 : 1) 혼합용액 15 mL를 가
하여 2회 반복 추출하고 상층액을 합하여 감압농축한 후,
0.45 μm 나일론 실린지 필터로 여과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o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조제유류 및 조제식은 식품의약품안
전처에 신고된 품목제조보고서(2013년~2017년)와 수입신
고서(2013년~2017년)를 확인하여 구입하였다. 국내에 품
목제조보고 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총 82 품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생산 중단된 제품 및 수출용 제품,
품목제조보고가 중복된 것은 시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
저 제품유형별로 시료를 구분하고, 생산량 통계자료를 활
용하여 제조사별 상위 1, 2위 제품을 선정한 다음, 제품명
이 동일하고 유형 또는 단계만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분
석 항목의 표시함량이 낮은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
정된 시료는 조제유류 13 품목(영아용조제유 8, 성장기용
조제유 5), 성장기용조제식 7 품목 등 총 20품목이었으며,
국내 유가공업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하
여 구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는 전처리 후 24시
간 이내에 분석하였다.
표준품 및 시약
베타카로틴의 표준품은 Honeywell Fluka사(Munich,
Germany), 시약 중 수산화칼륨, 염화나트륨, 피로갈롤은
Sigma사(St. Louis, MO, USA), 아세토니트릴, 메탄올, 디
클로로메탄, 에탄올, 사이클로헥산, 헥산, 초산에틸 용액은
Merck사(Whitehouse station, NJ, USA)로부터 HPLC급으
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증류수는 3차
증류수로 18.0 MΩ 이상인 것을 사용하였다.
표준용액의 조제
표준물질 약 5 mg을 정밀히 달아 소량의 butylated hydroxy
toluene (BHT)를 첨가한 사이클로헥산 50 mL에 녹여 100 μg/
mL의 농도가 되도록 하여 표준원액으로 하고 위 용액을 에
탄올로 적절히 희석하여 표준용액으로 하였다.

HPLC 분석조건
베타카로틴 분석을 위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는 PDA (Photo diode
array)가 장착된 Nanospace SI-2(Shiseido Co., Osaka,
Japan)를 사용하였다. 분석칼럼으로는 Capcell Pak C18
UG120 (4.6 × 150 mm, 5 μm) (Shiseido Co.)을 사용하여
아세토니트릴/메탄올/디클로로메탄(6:1:3, v/v/v)을 혼합한
용액을 이동상으로 사용하였으며, 0.6 mL/min 유속으로
측정파장은 450 nm로 하여 분석하였다. 기기분석조건을
Table 1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분석법 유효성 검증
베타카로틴 분석법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OAC 시험법 검증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 을 참
고하여 특이성(specificity), 직선성(linearity),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와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정확성
(accuracy), 정밀성(precision)을 구하였다. 직선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5개 농도의 베타카로틴 표준용액을 HPLC로 측
정하여 얻은 각각의 피크 면적으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하였
다. 정확성은 표준물질 첨가법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구하여
확인하였고, 정밀성은 시료량을 달리하여 반복성(repeatability),
실험실간 비교시험을 통한 재현성(reproducibility)을 relative
standard deviation(RSD, %)으로 나타내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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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 chromatogram and spectrum of β-carotene standard solution (A) and sample (B).

유통 제품 중 적용성 확인
분석법 검증을 통하여 확립된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 중
인 조제유류 및 조제식 20건에 대한 베타카로틴 함량을
확인하였다. HPLC에 주입하여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에서
검출된 피크 면적을 구하고, 미리 작성한 표준 검량곡선
의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베타카로틴 함량을 구하고 제
품의 표시량과 비교하였다.

Results
Fig. 3. Calibration curve for β-carotene.

시험법 검토 및 확립
본 실험에 사용된 베타카로틴 시험법은 피로갈롤에탄올
용액, 수산화칼륨 용액을 가하여 비누화한 후, 추출하여
역상분배형 칼럼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는 분
석법이다. 실험에 사용한 베타카로틴 표준용액은 분석시
간이 지남에 따라 함량이 낮아졌다. 이에 표준용액 조제
시 산화방지제 BHT를 소량 첨가하여 시간에 따른 표준용
액 농도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BHT를 첨가한 경우 베
타카로틴의 농도변화가 적음을 확인하였다. 분석파장의 경
우,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450 nm, Rodeney의 논문 등
에서 470 nm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최적의 스펙트럼을 확
인한 결과 최대흡수파장으로 450 nm를 선택하였다. 또 이
동상을 아세토니트릴/메탄올(85:15) 용액 70%와 디클로로
메탄 30%를 컬럼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베이스라
인의 안정도가 떨어져 아세토니트릴/메탄올/디클로로메탄
을 6:1:3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13)

분석법 검증
특이성
베타카로틴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을 통
하여 분리도와 머무름 시간을 확인하였고 표준용액, 시험
용액에서 표준용액에서와 동일한 시간대에 단일 피크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직선성
베타카로틴 표준용액(100 μg/mL)을 에탄올로 희석하여
0.125, 0.25, 0.5, 1.0, 2.0 mg/L의 농도범위에서 직선성을
검토한 결과 R2값이 0.999 이상으로 확인되었다(Fig. 3).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HPLC의 분석조건에 따라 검량선의 기울기(S) 및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편차에 3.3배를 곱한 값을 기울기로
나눈 것을 검출한계 (검출한계 = 3.3 × δ/S), 10배를 곱한
것을 정량한계 (정량한계 = 10 × δ/S)로 하였으며, 각각
0.1, 0.3 mg/L로 나타났다(Table 2).
정확성
공시료에 표준물질 첨가법을 이용하여 정확성을 확인하
였다. 베타카로틴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유류에 대하여 각기
다른 3개 농도의 표준물질을 첨가(spiking)하여 첨가하기 전
과 후의 값을 5회 반복 측정하여 회수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농도에서 회수율은 119.6%, 80.7%, 82.6%, 상
대표준편차는 1.0%, 2.1%, 1.0%로 나타났다(Table 3).
정밀성
시료에 대해 검체량에 따른 반복성과 실험실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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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idation of the method concerning the limits of detection and quantificaiton
Analyte

Concentration range (mg/L)

LOD (mg/L)

LOQ (mg/L)

β-Carotene

0.125 ~ 2.0

0.1

0.3

LOD : 3.3*σ/S
LOQ : 10*σ/S
(σ :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ponse, S : the slope of the calibration curve)
Table 3. Accuracy of analytical method for β-carotene in infant formula (n=5)
Analyte
β-Carotene

Amount added (μg/mL)

Amount found (μg/mL)

RSD (%)

Recovery (%)

0.175

0.21

1.0

119.6

0.35

0.28

2.1

80.7

0.7

0.58

1.0

82.6

Table 4. Repeatability for the determination of β-carotene in sample (n=5)
Sample amount
(g)

Analyte contents mean
± SD (μg/g) ; RSD (%)

1

1.94 ± 0.09 ; 4.9

2

1.91 ± 0.04 ; 2.3

3

1.81 ± 0.04 ; 2.1

Mean
(μg/g)
1.88

RSD
(%)
4.5

Table 5. Inter-laboratory reproducibility for the determination of
β-carotene in sample (n=5)
Laboratory

Analyte contents mean
(μg/g)

A

1.94

B

1.91

Mean
(μg/g)

RSD
(%)

1.93

4.0

Discussion
성으로 정밀성을 확인하였다. 반복성은 시료량을 달리
취하여 각각 5회 반복한 분석 결과에서 측정값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표본시료 1개를
선정하여 각각 1, 2, 3 g 취하여 분석한 결과 시료 채
취량에 따른 결과값의 상대표준편차가 2.1~4.9% 였다
(Table 4).
재현성은 실험실간 교차검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표본
시료 1개를 선정하여 5회 반복측정하고 상대표준편차를
확인한 결과 4.0%로 나타났다(Table 5).
분석법 적용성 검토
검토된 시험법의 시료 적용성 검토를 위해 국내 유통
중인 영아용조제유 8종, 성장기용조제유 5종, 성장기용
조제식 7종 등 총 20종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해 확립한
베타카로틴 분석법을 적용하여 함량을 확인하였다(Table
6). 조제유류 및 조제식에 대한 베타카로틴의 기준·규격
은 따로 설정되어있지 않아 제품의 표시값과 비교하여
함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시험법은 모든 시료에
적용이 가능하였다. 제품 중 베타카로틴 함량은
0.09~1.0 μg/g 농도로 함유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으
나 실제 분석결과는 함량에 비해 82~284%가 함유되어
있으며, 대부분 표시함량보다 충분히 많은 양을 함유하
고 표시기준인 ‘표시량의 80% 이상’을 모두 충족시키는
값이었다.

베타카로틴 함량의 국내 공인분석법으로는 건강기능식
품공전에 수산화칼륨 용액을 이용하여 비누화 전처리 후
추출하여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12), AOAC에서는 내부표준물질을 첨
가한 후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전처리하여 추출하고 UHPLC
로 분석하는 방법(AOAC 2016.13)11)이 제시되어 있다. 현
행 식품공전에는 조제유류 중 베타카로틴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유통되고 있는 조제유류
및 영아용·성장기용조제식 82개 제품 중에서 54개가 베타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표시된 영양
성분은 주로 100 mL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 값
을 다른 영양성분의 기준·규격의 단위와 비교하기 위하여
제품별 표시된 조유농도 및 열량을 확인하여 100 kcal 당
함량으로 환산값을 산출하여 표시함량을 확인하였다. 영
양표시로 확인한 조제유류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7.8~20.2 μg/
100 kcal의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유형별 평균값은 조제유
류 9.9 μg/100 kcal, 성장기용조제식 9.8 μg/100 kcal로 유형
에 상관없이 거의 유사하였다. 다만 베타카로틴 표시함량
이 다양하더라도 같은 제조회사의 제품인 경우 제품의 종
류에 상관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시중에 유통 중인
조제유류 및 성장기용조제식을 실제로 분석한 결과는 82%
를 함유한 한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121~284%가 함유
되어 있어 대부분 표시함량보다 충분히 많은 양을 함유하
고 있었다. 확립된 베타카로틴 분석법으로 직선성,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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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ontents of β-carotene in sample (n=3)
Sample type

Infant formula
(milk based)

Follow-up formula
(milk based)

Follow-up formula
(soy based)

Sample No.

Labeled (μg/g)

Contents (μg/g)

RSD (%)

표시량 대비 함량 (%)

1-IMF_L

0.09

0.21

1.5

227.8

2-IMF_P

1.00

0.82

0.6

81.8

3-IMF_P

0.60

0.74

1.0

124.0

4-IMF_P

0.60

1.09

2.0

182.2

5-IMF_P

0.60

0.92

4.6

163.5

6-IMF_P

1.00

1.84

0.3

183.9

7-IMF_P

0.60

1.68

1.4

279.8

8-IMF_P

0.60

1.55

3.2

237.5

9-FMF_P

1.00

1.21

2.1

121.3

10-FMF_P

0.60

1.02

2.2

170.3

11-FMF_P

0.60

1.70

0.8

283.8

12-FMF_P

0.60

1.51

3.0

255.0

13-FMF_P

0.60

1.66

4.6

183.6

14-FF_L

0.08

0.17

1.4

200.7

15-FF_P

0.60

0.85

1.5

142.5

16-FF_P

1.00

1.38

0.6

138.2

17-FF_P

0.60

1.60

2.2

266.8

18-FF_P

0.60

1.48

2.9

246.4

19-FF_P

1.00

2.41

0.4

232.9

20-FF_P

0.60

1.58

4.9

133.8

정밀성, 실험실간 교차검증의 값을 검토하였고, 이 결과는
AOAC에서 제시하는 시험법 검증 가이드라인을 만족시켜
실험법으로 사용가능함을 확인하였다14).
본 결과로부터 확립된 분석법은 조제유류 중 베타카로
틴 함량을 확인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조제
유류 영양성분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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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HPLC를 이용한 기기분석조건을 확립하고 시료 중의
베타카로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법 검증은 특이
성, 직선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정확성, 정밀성에 대해
수행되었다. 0.125~2 mg/L의 농도범위에서 R2=0.999 이상
의 우수한 직선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LOD와 LOQ는
각각 0.1, 0.2 mg/L였다. 표준물질 첨가법을 이용하여 정
확성을 검토하였으며, 81~120%의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정밀성을 검토한 결과 시료 채취량에 따른 반복성
은 RSD값이 2.1~4.9%, 실험실간 교차검증을 통한 실험일
자에 따른 재현성은 4.0 RSD(%)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에서 확립된 분석법을 적용하여 조제유류 13건, 성장기용
조제식 7건 등 국내 유통 중인 제품 20건에 대해 적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체 시료에서 분석이 용이하였으며,
모두 표시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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