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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분석 시 측정불확도 추정
박찬종․김한솔․안태현․정은아․이지은․서수진․구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

Estim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y of Dioxin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Analysis i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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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Eun Lee, Sujin Seo, and Yong Eui Koo
Food Contaminants Division, Food Safety Evaluation Department,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BSTRACT In this study,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was established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acquiring ISO/IEC 17025 accreditation for dioxin analysis in food.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liability and public credibility
of the results, ISO/IEC 17025 recommends to provide information on ‘measurement uncertainty’ along with the measured
values. Based on the ‘Guide to the Estimat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GUM) and the ‘EURACHEM/CITAC
guide’, a model relational equation for estimating the uncertainty of the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2,3,7,8TCDD) analysis in food was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2,3,7,8-TCDD concentration in food, the
measurement uncertainty wa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important uncertainty factors that may exist. The combined
uncertainty was calculated by using the eight uncertainty factors (precision, recovery, calibration curve, repeat measurement of sample, standard, internal standard, volume of sample, and weight of sample). The biggest factor influencing
the uncertainty was the recovery.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the expanded uncertainty was calculated as 3.8
pg/g using k-value (2). The final expression can be stated as 12.0±3.8 pg/g (confidence interval 95%, k=2). Through
the measurement uncertainty estimation, the factors that cause analysis errors during the analytical procedure of dioxin
were identified and the degree of their influence on the results was calculated.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
was obtained by calculating the uncertainty, which is the basic element of ISO/IEC 17025 and minimizing the uncertaint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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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한 17종 다이옥신(dioxins) 기준규격을 설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시험법은 미국 EPA 1613, 1668을 토대로 마련한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이화학적

식품공전(제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3
다이옥신)에 따르고 있다(MFDS, 2021).

특성 때문에 가축의 지방조직에 축적되며, 사람이 섭취할 경

식품의 국가 간 무역이 확대되면서 유해물질의 검출, 기

우 면역체계, 신경계, 내분비계 및 생식능력 장애를 일으킬

준･규격 초과 등 부적합 발생 시 국가 간 서로 다른 시험･검

수 있다(Poland와 Knutson, 1982). 다이옥신은 polychlo-

사 결과로 인한 국제 무역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WTO

rinated dibenzo-p-dioxins와 dibenzofurans(PCDD/DFs)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위생 및 동식물 검역에 관

를 말하며, 210개의 동족체 중 17개 동족체의 유해성이 밝

한 협정에 따르면, 적격성이 확보된 시험･검사 체계를 갖춘

혀져 있다(Oh 등, 2010).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식육에

후 ISO/IEC 17025 인정을 획득하는 것은 부적합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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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다이옥신 분석 시 측정불확도 추정

국제 무역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WTO, 1995).

833

표준물질(2,3,7,8-치환 동족체 17종,

13

C12 동족체 및

37

Cl4

13

그뿐만 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Codex Alimen-

동족체), 회수율 측정용 표준물질( C12 동족체), 내부표준

tarius Commission)에서도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합성에

물질(13C12–1,2,3,4-TCDD 및

대한 일반요건을 명시한 ISO/IEC 17025를 채택하도록 권

은 모두 Wellington(Wellington laboratories Inc., Guelph,

고하고 있고(CAC, 2004),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Canada)에서 구입하였다. 디클로로메탄과 n-헥산은 다이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의

옥신 분석용 고순도 용매(FUJIFILM Wako Chemical Corp.,

국가 간 시험 결과의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 시험분석기관의

Osaka, Japan)를 사용하였다.

13

C12–1,2,3,7,8,9-HxCDD)

품질보증체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따라 ILAC에 가입된 나라에서 생산한 시

시험용액 조제 및 분석방법

험성적서는 상대국에서 생산된 시험성적서와 동일하게 인

ISO/IEC 17025 인정 신청 대상 시험법은 식품공전의 제

정됨으로써 세계자유무역 실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3 다이옥신 시

있다(ILAC, 2019).

험법이며, 표준문서의 시험법 지침서로 제정되었다(MFDS,

축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2021).
속슬렛 추출을 위하여 균질화된 인증표준물질 2.0 g을

나라 시험분석 시스템에 적합한 식품 중 다이옥신 분야 시험

13

C12 동

･검사 품질보증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

칭량한 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수분을 제거하였다.

해 현행 식품공전 시험법에 따른 식품 중 다이옥신 시험의

족체로 된 50 μg/L 농도의 회수율 측정용 내부표준물질 100

ISO/IEC 17025의 인정 획득이 필요하다. ISO/IEC 17025의

μL를 첨가한 후, 추출용매(디클로로메탄 : n-헥산=3:1, v/v)

인정 획득을 위한 다양한 요인 중 불확도 추정은 측정 결과

300 mL를 넣어 속슬렛 추출기(Duran, Holzminden, Ger-

에 대한 품질관리 및 보증에 중요한 요인이다. GUM(Guide

many)와 연결하였다. 추출용매가 1초당 1~2방울(5 cycl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은 불

h)이 떨어지도록 온도를 조절하여 20시간 동안 속슬렛 추출

확도에 대해 ‘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평

장치로 조지방을 추출하였다. 속슬렛 추출이 끝난 추출용액

가한 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정의하고 있

을 회전감압농축기(35°C 수욕 상, 120 rpm, 200 mb)로 5

고(ISO, 2008),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mL까지 농축하였다. 농축액을 질소농축기(40°C 수욕 상,

Accreditation Scheme)의 해설서에는 ‘모든 교정 및 교정

2~3 psi)로 20분간 농축한 후 30분간 데시케이터 안에 보관

유형에 대한 측정불확도를 추정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

하여 칭량하였다. 이 과정을 항량이 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불확도 추정은 시험법 표

다이옥신 분석을 위해 시료 전처리 시 분석 방해물질 및

준화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명시되어 있

지방 성분을 제거하였다. 지방 성분을 분해하기 위해 30%

다(KATS, 2020). 특히 다이옥신과 같이 시험 및 분석에 소

산성 실리카겔 30 g에 추출액을 가하여 20분간 반응시킨

요되는 시간이 길고 분석 과정이 복잡할 경우, 불확도 개념

후 n-헥산 150 mL로 용출하였다. 용출액을 회전 감압 농축

을 적용함으로써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기(35°C 수욕 상, 120 rpm, 200 mb; Buchi, Flawil, Switz-

본 연구는 식품 중 다이옥신 시험분석 분야에 대해 ‘ISO/

erland)를 이용하여 0.5 mL로 농축하였다. 농축액을 알루미

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

나 컬럼에 첨가한 다음 2% 디클로로메탄 함유 헥산으로 방해

사항’에 적합한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물질을 제거하였다. 그 후 50% 디클로로메탄 함유 헥산으로

보증체계 인정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측정불확도를 추

다시 용출시킨 다음, 질소농축기(Caliper Lifescience, Hop-

정하였다(KATS, 2019). 식품 중 다이옥신 분석 시 ISO 지

kinton, MA, USA)를 이용하여 0.5 mL까지 농축하였다. 농

침(GUM)과 Eurachem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모델 관계

축액을 카본 컬럼에 넣고 50% 에틸아세테이트 함유 벤젠으

식을 설정하고, 각각의 불확도 요인들로부터 불확도를 추정

로 용출시킨 다음 다시 헥산으로 방해물질을 제거한 후 톨루

하였다(ISO, 2008; Ellison과 Williams, 2011). 분석법에

엔으로 용출하였다. 용출액을 질소 농축기(40°C 수욕 상,

대한 측정불확도를 산출하기 위해 측정 모델식을 선정하고

2~3 psi)를 사용하여 농축한 다음

불확도 인자를 검토한 후 요인별 표준불확도 및 자유도 계산

13

을 통해 합성불확도를 추정함으로써 시험분석 결과의 신뢰

하여 최종 부피 100 μL를 시험용액으로 하였다(Fig. 1).

13

C12–1,2,3,4-TCDD 및

C12–1,2,3,7,8,9-HxCDD가 포함된 내부표준물질을 첨가
기기분석은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성을 확보하였다.

chromatography-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ry,

재료 및 방법

TM

GC-HRMS, Thermo Scientific

DFSTM Magnetic Sector

GC-HRMS, Waltham, MA, USA)를 사용하였으며, 컬럼은

시료 및 시약

Aglient사의 DB-5MS(60 m×0.2~0.32 mm×0.1~0.25 μm;

본 연구에서 시료로 사용된 인증표준물질(CRM, freeze-

Agilent, Santa Clara, CA, USA)를 사용하였다. GC-HRMS

dried fish tissue, Wellington WMF-01)과 검량선 작성용

기기분석 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다이옥신 17종 중 독성

박찬종 ․ 김한솔 ․ 안태현 ․ 정은아 ․ 이지은 ․ 서수진 ․ 구용의

834

CRM (Freeze-dried fish tissue)
13

* C12 standard spike

를 참고하였다(Eppe 등, 2017).
측정불확도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도 요인은 어골도

Soxhlet extraction

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Fig. 3). Gauthier Eppe 등의 다이

Concentration

인에서 권고한 불확도 요인 중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 인자

옥신 시험분야의 측정불확도 지침서와 Eurachem 가이드라
를 불확도 요인으로 고려하였다(Eppe 등, 2017; Ellison과

Lipolysis

Williams, 2011).

Silica column

불확도 추정 절차
GUM에 따른 측정불확도 추정 절차를 참고하여 아래와

Alumina column

같은 순서로 측정불확도를 추정하였다(ISO, 2008).

Carbon column

식을 수립하였다. 그 후 불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측정량과 입력량의 관계를 수식적으로 표현한 측정 모델

Concentration (100 μL)
GC-HRMS
Fig. 1. Flow chart for the analysis of dioxin.

요인 8가지(정밀도, 정확도, 검량선, 시료의 반복 측정, 표준
물질, 내부표준물질의 농도, 시험용액의 부피 및 시료의 무
게 측정)를 선정하였다.
측정 후 측정 결과에 연계되는 모든 요인에 대한 표준불확
도와 자유도를 산출하였다. 표준불확도 평가 방법은 A형 평
가와 B형 평가로 분류된다. A형 평가는 측정값을 통계적으

값이 가장 높은 2,3,7,8-TCDD만 분석하였다. 식품공전 제

로 분석하여 불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지만, B형 평가는 통

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3 다이옥신

계적인 분석이 아닌 기존의 불확도 값을 사용하여 불확도를

9.3.2.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래피/고분해능 질량분석기

평가하는 방법이다(Bailey, 2017). 일련의 관측값을 통계적

에 의한 시험법의 시료 중 다이옥신 농도 계산식을 이용하여

으로 분석하여 얻은 추정값의 표준불확도는 A형 평가로 진

산출하였다(MFDS, 2021).

행하고, 교정성적서 상의 불확도를 이용한 경우 표준불확도
는 B형 평가로 진행하였다. 감도계수를 계산한 후 불확도

불확도 요인 파악

요인별 표준불확도의 합성으로 합성표준불확도를 산출하였

ISO 지침(ISO, 2008)과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mass spec-

으며, 감도계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표준불확도

trometry로 PCDD/F와 PCB를 분석할 때 불확도 측정에 대

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상대표준불확도를 이용하여 상대합

한 지침서(Eppe 등, 2017) 및 Eurachem 가이드라인(Elli-

성표준불확도를 산출하였다. 포함인자(coverage factor, k)

son과 Williams, 2011)에 근거하여 식품 중 다이옥신 시험

에 기초하여 확장불확도를 표현하였다. 측정량을 합리적으

의 불확도 추정 모델 관계식을 설정하고, 각각의 불확도 요

로 추정한 값의 분포 대부분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

인들로부터 불확도 산출을 통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

을 설정하기 위한 확장불확도를 산출하기 위해 합성표준불

하였다. 측정불확도 추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흐름은 Fig. 2

확도에 구간에서 요구되는 신뢰의 수준에 따라 선택한 포함
인자 k를 곱하였다.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합성표준불확도

Table 1. Analytic condition of GC-HRMS for dioxin

대비 기여량을 %로 표시한 값인 기여율을 산출하였다.

Condition
Column
Injection port temp.
Interface temp.
Ion source temp.
Carrier gas

Oven temp.

Injection volume
Injection mode
Ionization mode

DB-5MS
270°C
290°C
260°C
He 0.5∼5.0 mL/min
Set point Hold time
Rate
(°C/min)
(°C)
(min)
160
1
5
220
15
5
290
10
10
300
7
1 μL
Splitless mode
EI (+)

측정 모델식 설정
식품공전 제8. 일반시험법 9. 유해물질 시험법 9.3 다이옥
신 시험법에 따라 시료 중 다이옥신 농도 계산식을 구한 후
분석법의 측정불확도 모델식을 설정하였다(MFDS, 2021).
검량선 작성용 표준물질을 GC-HRMS에 주입한 후 각 선택
이온에 대해 표준물질의 피크 면적과 이에 대응하는

13

C12

동족체의 피크면적으로부터 아래 방법에 따라 상대감응도
(RR, relative response)를 산출하였다.
  ×  
  
  ×   
: 표준물질의 상대감응도

식품 중 다이옥신 분석 시 측정불확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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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for estim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y using an on-going empirical (top-down) and semi-empirical approach.

Concentration of
Dioxin (C, pg/g)

Fig. 3. Fishbone diagram of uncertainty factors 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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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량선 작성용 표준물질에 첨가된 다이옥신의 1차

또는 2차 선택이온의 피크면적
 : 검량선 작성용 표준물질에 첨가된

표준물질(   )과 내부표준물질(  )의 면적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13

C12 동족체의 1

표준물질에 의한 불확도 추정

차 또는 2차 선택이온의 피크면적
 : 검량선 작성용 표준물질의 농도(ng/mL)
  : 검량선 작성용 표준물질에 첨가된

13

C12 동족체의

표준물질에 대한 불확도를 추정하기 위해 인증서 상의 확
장불확도를 이용하여 상대표준불확도를 산출하였다.

농도(ng/mL)

내부표준물질의 농도에 의한 불확도 추정
동위원소희석법에 따른 시료 중 다이옥신의 농도 계산식

내부표준물질은 시판되는 것을 구매하여 농도의 변화 없

은 다음과 같다. 식품공전 시험법 상의 W는 조지방 함량으

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가지의 농도만 사용하였으므로 상

로 시료 중 다이옥신의 농도 C의 단위는 ng/g fat이다

대합성표준불확도는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 내부표준물질

(MFDS, 2021). 하지만 본 연구의 측정불확도 추정을 위한

에 대한 B형의 불확도는 인증서 상의 확장불확도를 이용하

시험은 인증표준물질을 시료로 사용하였으므로 W는 조지

여 산출하였다.

방 함량이 아닌 시료 무게로 계산되었으며, 시료 중 다이옥
신의 농도 C의 단위는 pg/g으로 나타냈다.
  ×  
  × 
 × 


시험용액 조제 단계에서 시린지(syringe)를 사용하므로
시린지 사용의 불확도를 선정하여 산출하였다. 시린지 사용
에 대한 불확도는 0.1 mL 시린지 교정성적서 상의 확장불확

: 시료 중 다이옥신의 농도(pg/g)
  : 시료에 함유된 다이옥신 표준물질의 1차 또는 2차

선택이온의 피크면적
 : A에 대응하는 시료에 첨가된

시험용액의 부피에 의한 불확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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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사용자의 반복 측정에 의한 불확도를 고려하였다. 시험
자의 반복 측정에 의한 불확도는 표준용액을 희석할 때 사용
되는 용매인 노난(nonane) 0.1 mL에 해당하는 양의 무게를
5회 반복 측정한 값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1차 또는 2차 선택이온의 피크면적
 : 시료에 첨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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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동족체 표준물질의 농도(ng/mL)

: 표준물질의 상대감응도

시료의 무게측정에 의한 불확도 추정
분석대상 시료의 무게(인증표준물질 2.0 g)에 대한 불확

 : 시험용액부피(mL)

도를 추정하기 위해 분석용 저울의 교정성적서 상의 불확도

: 시료무게(g)

와 사용자의 반복 측정에 의한 불확도를 고려하였다. 분석저
울(US/AL-204, Acculab, Central Islip, NY, USA)의 교정

실험실 내 정밀도에 의한 불확도 추정
정밀도는 인력, 장비, 환경, 시간, 방법 등이 변동될 경우
측정값의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료의 상태가 위의 조건

성적서 상의 확장불확도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시료 무게
반복 측정에 의한 불확도 산출은 동일한 시료의 무게를 3회
반복 측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에 따라 변동된다는 가정하에 인증표준물질을 이용한 회수
율 시험 시 나온 측정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

합성표준불확도 및 확장불확도 추정
측정값의 상대합성표준불확도    는 위에서 산출된 각
8가지(정밀도, 정확도, 검량선, 시료의 반복 측정, 표준물질,

정확도에 의한 불확도 추정

내부표준물질의 농도, 시험용액의 부피 및 시료의 무게 측

인증표준물질을 이용한 회수율 시험 시 나온 3가지 요인

정) 요인항목별 상대표준불확도(  )를 합성하여 산출하였

인 인증표준물질 농도의 편향, 인증표준물질 농도의 반복

다. 산출된 상대합성표준불확도에 2,3,7,8-TCDD 농도를

측정 결과, 인증표준물질 교정성적서 상의 불확도의 상대표

곱하여 계산된 합성표준불확도를 구한 후 합성표준불확도

준불확도를 각각 산출한 후 상대합성표준불확도를 산출하

에 95% 신뢰수준에서의 포함인자(k)를 곱하여 확장불확도

였다.

를 산출하였다.

검량선에 의한 불확도 추정

불확도 요인별 기여율 추정

검량선의 선형성에 대한 상대표준불확도는 표준물질의
상대감응도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불확도 요인별 기여율은 합성표준불확도 대비 기여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며, 8가지 불확도 요인에 대한 기여율
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하였다.

시료의 반복 측정에 의한 불확도 추정
시료를 3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값의 대상물질 내

  

  
× 
 


식품 중 다이옥신 분석 시 측정불확도 추정

Table 2. Uncertainty factors in 2,3,7,8-TCDD analysis

1)
2)

Uncertainty factor
Precision

Reference data
Repetition

Evaluation type
A1)

Recovery

Bias
Repetition
Certification

A
A
B2)

Calibration curve

Repetition

A

Repeat measurement
of sample

Repetition

A

Standard
Internal standard

Certification
Certification

B
B

Volume of sample

Certification
Repetition

B
A

Weight of sample

Certification
Repetition

B
A

A type standard uncertainty.
B type standard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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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또는 2차 선택이온의 피크면적
 : 시료에 첨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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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동족체 표준물질의 농도(ng/mL)

: 표준물질의 상대감응도
 : 시험용액부피(mL)
: 시료무게(g)
 : 실험실 내 정밀도 평가의 표준불확도
 : 정확도 실험의 표준불확도
  : 표준물질의 표준불확도

실험실 내 정밀도에 의한 불확도 추정
인증표준물질을 이용한 회수율 시험 시 나온 측정값의 평
균은 12.0 pg/g이고 측정값의 표준편차는 0.9 pg/g이다
(Table 3).
이를 이용하여 상대표준불확도    는 0.072로 산출되
었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각 불확도 요인의 상대표준불확도이며,
   는 농도의 상대합성표준불확도값이다.



 
  







 
        

 


여기서  는 측정값,  는 측정값의 평균, 은 반복 측정 횟수

결과 및 고찰

이며, 반복 측정 횟수는 3회이므로 자유도    는 2이다

불확도 요인

(Table 8).

식품 중 다이옥신(2,3,7,8-TCDD) 분석 시 최종적으로
고려된 불확도 요인은 Table 2와 같다. 불확도 요인으로는

정확도에 의한 불확도 추정

실험실 내 정밀도, 정확도, 검정곡선, 시료의 반복 측정, 표

인증표준물질을 이용한 회수율 시험 시 나온 측정값의 평

준물질, 내부표준물질의 농도, 시험용액의 부피, 시료의 무

균은 12.0 pg/g이다(Table 3). 인증표준물질 농도의 편향에

게 측정으로 총 8가지를 선정하였다. 측정불확도 유형을 파

대한 상대표준불확도    는 측정값의 평균(12.0

악하여 정밀도, 정확도, 검정곡선, 시료의 반복 측정에 대한

pg/g)과 인증표준물질 인증서 상의 2,3,7,8-TCDD 농도

불확도 요인은 A형 평가로 진행하였으며, 정확도, 표준물질,

(13.1 pg/g)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하였다.

내부표준물질의 농도, 시험용액의 부피, 시료의 무게 측정에
대한 불확도 요인은 B형 평가를 진행하였다. 불확도 값을
구한 후, 합성표준불확도 및 확장불확도를 산출하였다.

 
 
   
   
        
  
 
 는 측정값의 평균, 
여기서  는 측정값, 
   는 인증표준물

질 인증서 상의 농도 값이며, 반복 측정 횟수는 3회이므로

측정 모델식 설정
식품 중 다이옥신(2,3,7,8-TCDD) 분석법의 불확도 추정

자유도     는 2이다.

모델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는데 식품공전 시험법에 제

인증표준물질의 반복 측정에 의한 불확도 산출을 위하여

시된 농도 계산식 외의 불확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도

동일한 인증표준물질을 3회 반복 실험하였다(Table 3). 반

파악하여 정밀도, 정확도, 표준물질에 대한 영향도 추가적인

복 측정에 대한 A형의 상대표준불확도    은 다

기능인자(  ,  ,   ; Additional functional factor)로

음과 같이 산출되었으며 0.043으로 나타났다.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  
   ×  ･ ･ ･ 
 × 

: 시료 중 다이옥신의 농도(pg/g)
  : 시료에 함유된 다이옥신 표준물질의 1차 또는 2차

선택이온의 피크면적
 : A에 대응하는 시료에 첨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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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peat measurements of 2,3,7,8-TCDD in CRM
Description

2,3,7,8-TCDD (pg/g)

Replicate 1
Replicate 2
Replicate 3

13.0
11.5
11.5

Average

12.0

Standard deviation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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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측정값의 평균,  은 반복 측정 횟수
여기서  는 측정값, 

Table 4. Relative response (RR) of 2,3,7,8-TCDD in CRM
Description
Relative Response (RR)
Calibration standard concentration (ng/mL)
1.2
0.1
1.1
0.3
1.1
0.5
1.2
2.0
1.2
10.0
Average
1.2
Standard deviation
0.1

이다. 반복 측정 횟수는 3회이므로 자유도     는 2이
다.

여기서  는 RR값,  는 RR의 평균값, 는 표준품의 농도

인증표준물질의 인증서 상에 주어져 있는 확장불확도(5
%)를 이용하여 상대표준불확도    을 산출하였다. 인

개수이며, 측정된 표준물질 농도는 5개이므로 자유도   는
4이다(Table 8).

증서 상의 인증표준물질 2,3,7,8,-TCDD의 농도값은 13.1
pg/g, k는 2이므로, B형의 상대표준불확도   을 다음
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시료의 반복 측정에 의한 불확도 추정
시료를 3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값의 대상물질 내 표

    ×  



   
  

준물질(   )과 내부표준물질(  )의 면적비의 변동은 Table
5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상대표준불확도   을 다
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  




   
 

이때 B형 평가의 자유도는 불확도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지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불확도 정보를 100% 신뢰하는 경




  
  





 




 




          








 



우를 선택하였으므로 이때의 자유도   는 ∞ 이다.
위의

3가지

요인을

합성한

상대합성표준불확도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은 0.052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서  는  값,





 
는

값의 평균값, 는 측정 횟수이고, 이때 실험 반




   


       

      

복 측정 횟수는 3회이므로 자유도   는 2이다(Table 8).

표준물질에 의한 불확도 추정

   는 0.098로 산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효

표준물질에 대한 불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인증서 상의

자유도  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3.383으로 산출되

확장불확도(   )를 이용하여 상대표준불확도    을 다

었다(Table 8).

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

 

        



5가지 농도의 표준물질을 사용하였으므로, 상대합성표준
불확도     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검량선에 의한 불확도 추정
사용되는 표준물질용액 안에는 내부표준물질도 함께 혼
합되어 있었으며, Table 4와 같이 구해진 RR값을 이용하여
구한 상대표준불확도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Table 5.    of 2,3,7,8-TCDD in CRM
Description

  

Replicate 1
Replicate 2
Replicate 3

0.012
0.011
0.011

Average
Standard deviation

0.0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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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S1~CS5는 검량선 표준물질 5개 농도이며, 불확도

    는 0.037로 산출되며, 이 과정에서의 유효자유도

정보를 100% 신뢰하는 경우를 선택하였으므로 자유도는

 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로 산출되었다(Ta-

   ∞ 이다(Table 8).

ble 8).

내부표준물질의 농도에 의한 불확도 추정
이 내부표준물질에 대한 B형의 불확도는 인증서 상의 확

  

장불확도(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는 0.025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서 포함인자 는 2이

고 불확도 정보를 100% 신뢰하는 경우를 선택하였으므로
자유도는   ∞ 이다(Table 8).

시료의 무게 측정에 의한 불확도 추정
분석저울(US/AL-204, Acculab)의 교정성적서 상의 확
장불확도는 0.3 mg(신뢰수준 95%, k=2)이었다. 교정성적
서 상의 확장불확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상대표준불확

시험용액의 부피에 의한 불확도 추정
시린지 부피에 대한 불확도는 교정성적서에 의해 주어진

도   산출식에 의해 0.001로 산출하였다.

값을 사용하면 측정량의 측정불확도 값은 0.0012 mL이며

k는 2이므로 B형의 상대표준불확도    을 다
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이때의 자유도는       ∞ 이다.

    
 
 







      ≈
 
 

이 과정에서의 유효자유도    는 ∞이다.
시료 무게 반복 측정에 의한 불확도 산출을 위하여 동일한

시험자의 반복 측정에 의한 불확도 산출을 위하여 표준용

시료 무게를 3회 반복 측정한 값은 Table 7과 같으며, 이를

액을 희석할 때 사용되는 용매 노난(nonane) 0.1 mL에 해당

이용하여 상대표준불확도     을 산출하

하는 양의 무게를 5회 반복 측정한 결과 평균은 0.100 g,

였다.

표준편차는 0.008 g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를 이용하여 반복 측정에 대한 A형의 상대표준불확도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하였다.



  
  







  
  













     





 






 
        








 

  ≈

5회 반복 측정하였으므로 자유도는        이다.

 는 측정값의 평균,  는 측정 횟수이고 반복 측정
여기서 





위의 두 가지 요인을 합성한 시린지 사용의 상대합성표준
불확도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횟수는 3회이므로 자유도   는 2이다.
위의 두 가지 요인을 합성한 분석용 저울 사용의 상대합성
표준불확도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무게 측
정은 시료의 무게 측정과 유산지를 올린 후 영점 조정한 2번
의 불확도가 일어나므로 저울의 영점 조정과 시료 무게 측정
은 각각 독립적인 측정이 기여하는 것도 고려하였다.

Table 6. The repeat measurements of 0.1 mL nonane weight
Description
Weight (g)
Replicate 1
0.100
Replicate 2
0.105
Replicate 3
0.110
Replicate 4
0.095
Replicate 5
0.090
Average
0.100
Standard deviation
0.008

Table 7. The repeat measurements of sample weight
Description

Weight (mg)

Replicate 1
Replicate 2
Replicate 3

2,002
2,001
2,002

Average
Standard deviation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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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0.002로 산출되며, 이 과정에서의 유효자유

         

도  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32로 산출되었다(Table

이때 유효자유도(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어 11

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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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요인별로 산출된 상대표준불확
도와 합성표준불확도 및 자유도는 Table 8과 같다.

상대합성표준불확도    의 값과 2,3,7,8-TCDD 최종

합성표준불확도 및 확장불확도 산출

농도 측정값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최종 농도

상대감응도를 고려한 3회 측정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 )의 합성표준불확도   는 1.9 pg/g으로 산출되었다.

계산한 시료 중 2,3,7,8-TCDD 최종 농도는 다음 식에 의해
      ×   ×    ≈ 

산출하였다.

불확도의 최종 유효숫자를 2자리로 하고 올림하여 수치

  × 

   ×  × 
 × 


맺음 함으로써 합성표준불확도는 1.9 pg/g으로 산출되었다.
확장불확도는 산출된 상대합성불확도에 2,3,7,8-TCDD 농

 
 
 ×  ×  ×   

 

도를 곱하여 계산된 합성표준불확도에 95% 신뢰수준에서
의 포함인자(k)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유효자유도가

위에서 산출된 각 8가지 요인항목별 상대표준불확도(  )

10 이상이므로 KOLAS 지침에 따라 95% 신뢰수준일 때

k는 2가 된다.

를 합성하여 측정값의 상대합성표준불확도    를 산출하
였다.

  ･    ×  

Table 8. The result uncertainty factor for 2,3,7,8-TCDD analysis

1)
2)

Uncertainty factor

Reference
data

Evaluation
type

Relative standard
uncertainty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Degree of
freedom

Precision

Repetition

A

1)

0.072

0.072

2

Recovery

Bias
Repetition
Certification

A
A
B2)

0.085
0.043
0.025

0.098

3.383

Calibration curve
Repeat measurement of sample
Standard
Internal standard

Repetition
Repetition
Certification
Certification

A
A
B
B

0.027
0.052
0.025
0.025

0.027
0.052
0.056
0.025

4
2
∞
∞

Volume of sample

Certification
Repetition

B
A

0.003
0.036

0.037

4

Weight of sample

Certification
Repetition

B
A

0.001
0.001

0.002

32

A type standard uncertainty.
B type standard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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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함으로써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Ayyildiz,

다이옥신 인증표준물질 중 2,3,7,8-TCDD의 최종 측정

2018). 측정불확도 추정은 시험 결과의 품질과 목적에 대한

값은 위의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이때,

적합성을 입증하는 척도이며,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에 유용

12.0 pg/g은 시료 중 2,3,7,8-TCDD 최종 농도이며, 3.8

하게 활용될 수 있다(Traple 등, 2014, Saviano와 Louren-

pg/g은 산출된 확장불확도이다.

co, 2013).

  ±   (신뢰수준 95%,   )

2,3,7,8-TCDD 분석법의 불확도 추정에 대한 연구 결과
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체계를 마련하고 결과의 신뢰

불확도 요인별 기여율 추정
식품 중 다이옥신 시험의 불확도에 기여하는 요인은 시험

성을 확보함으로써 식품 중 다이옥신 시험분석 체계에 맞는
품질보증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의 정확도(41%)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실험실 내 정밀도
(22%), 표준물질(13%), 시료의 반복 측정(12%), 시험용액

요

약

의 부피(6%), 검량선(3%), 내부표준물질(3%), 시료의 무게
측정(0%) 순으로 불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 중 다이옥신 분야 ISO/IEC 17025 인정

불확도는 결과를 산출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불확도 요

획득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체계를 마련하

인과 추정 모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시로 혈액 시료 중

기 위하여 식품 중 다이옥신(2,3,7,8-TCDD)을 분석하는 과

다이옥신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한 불확도 추정 연구에서는

정에서 중요한 불확도 요인들(실험실 내 정밀도, 정확도, 검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들의 경우 동위원소 희석방

량선, 시료의 반복 측정, 표준물질, 내부표준물질의 농도,

법에 의해 보정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불확도는 없는 것으

시험용액의 부피, 시료의 무게 측정) 8가지를 선정하고 그

로 가정하였으며, 시료의 무게 측정, 지방의 무게 측정, 기기

측정 결과에 대한 불확도를 추정하였다. 불확도 측정에 대한

분석, 내부 표준물질의 양 4가지 항목에 대한 불확도를 추정

지침서(GUM) 및 Eurachem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불확

한 결과 측정값에 대해서 약 9~10%의 불확도가 나타났다
(Mun 등, 2003).

×

 × 




 

추정 모델 관계식을    ×  ․  ․ ․   로 설정

다이옥신 숙련도 시험용 비산재 시료의 불확도 평가 연구

하였다. 요인 각각에 대한 불확도를 구한 후 2,3,7,8-TCDD

에서는 시료 추출 효율, 시료 칭량, 시료 분취, 내부표준물질,

농도에 대한 합성표준불확도를 산출한 결과, 1.9 pg/g으로

기기분석, relative reaction factor(RRF) 요인을 불확도 요

나타났으며 확장불확도는 3.8 pg/g으로 산출되었다. 불확도

인으로 선정하였다. 17종 동족체에 대한 상대합성표준불확

를 고려하여 표현된 최종 2,3,7,8-TCDD 농도는 12.0±3.8

도를 산출한 결과, 대상물질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pg/g이다. 또한 불확도 요인별 기여율은 시험의 정확도

지만 다른 동족체의 불확도와 비교하여 2,3,7,8-TCDD의

(41%)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실험실 내 정밀도(22%), 표준

합성표준불확도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비교적 높은 값으로

물질(13%), 시료의 반복 측정(12%), 시험용액의 부피(6%),

나타났다(Kim과 Ihm, 2013). 소각재에 함유된 다이옥신 분

검량선(3%), 내부표준물질(3%)의 순서로 나타났고, 시료의

석 과정에서의 측정불확도 요인은 시료 분취, 내부표준물질,

무게 측정(0%)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준용액 및 기기분석으로 설정하였으며, 다이옥신 17개의
동족체별 확장불확도 값은 0.114~7.091로 산정되었다(Kim

감사의 글

등, 2010).
GC-HRMS를 이용하여 토양류 인증표준물질 내에 존재
하는 17종의 PCDDs/PCDFs를 분석하고 측정불확도를 추

본 연구는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2016
1위생안005)로 수행되었습니다.

정한 연구에서는 불확도 요인으로 시료 칭량, 내부표준물질
첨가, 검량선, 피크 적분값이 선정되었으며, 2,3,7,8-TCDD
에 대한 상대합성표준불확도는 0.11758, 확장불확도는 0.49
pg/g으로 산출되었다(Youn 등, 2009). 이처럼 불확도 추정
방법은 시험법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ISO와 IUPAC
등의 국제기구들이 합동으로 발행한 측정불확도 표현지침
서(GUM)를 참고하여 적절한 불확도 요인의 산출이 필요하
다(Kim 등, 2007).
시험 및 분석 과정에서 많은 측정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측정 요인에 대한 불확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불확도 요인들을 식별하고
불확도 값을 추정하여 가장 큰 불확도 값을 갖는 요인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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