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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양파는 음식물 내 중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quercetin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Agilent MassHunter PCDL Manager 소프트웨어, 공공 문헌, Phenol-Explorer
및 ChemSpider와같은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사용해양파전용 exact-mass -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Agilent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7개 품종 양파 추출물의 Q-TOF LC/MS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 19종의 플라보노
이드를 잠정적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잠정적으로 식별된 플라보노이드를 바탕으
로, Agilent Mass Profiler Professional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양파의
품종과 색상 차이에 대한 주성분 분석(PCA)을 수행하였습니다. PCA는 품종 및
색상별 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미지 화합물을 가능성 있는 화합물
의 분자 특징 추출로 확인하고, 양파 품종의 고유한 특징으로 필터링하여 PCA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PCA는 유사한 결과를 생성하였으나, 잠정적으로 식별된
상위 10종의 nonanthocyanidin 플라보노이드가 색상 및 품종 면에서 더 강한
연관성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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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양파 품종 구별을 위한 이 Accurate Mass Q-TOF LC/MS접근법에 대한 보충 보고서는 Physical Methods in Food
Analysis, ACS Symposium Series에게재되어있습니다[1].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및 폴리페놀 항산화제,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알칼로이드,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광범위 비필수 영양 피토케미컬의 주요 식품공급원입니다. 그중 다수의 화합물은 강한 생리 활성을나타냅니다. 발현되는 생리 활성 피토케미컬의 다양성은종(species) 및 품종(cultivar)에 따라 다르며, 생리 활성을가진 피토케미컬은 다양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식물에서 유래한 생리 활성 폴리페놀 화합물 중 존재비가가장 높은 하위 부류인 플라보노이드는 아실화, 말로닐화,황산화, 메틸화, 글리코실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화학적 변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글리코시드(배당체) 형태는단당류, 이당류 및 삼당류 등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섭취를 통한 건강상의 이점은 대부분 이와같은 생리 활성 피토케미컬의 시너지 작용에 의한 것으로여겨집니다. 

미국의 식품 내 중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quercetin의주요 공급원은 양파(210mg/kg, 생중량)와 사과(30mg/kg,생중량)입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인간 및 세포 배양데이터는 식품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형태의 quercetin에서유래합니다(그림 1).

식품 내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요인은유전적 특징입니다. 그러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재배 방식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토질 개선제, 재배 지역, 자외선 노출 정도 등). 

현재 품종, 생장기 및 지역, 가공, 저장 및 포장 등이 화학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소들의 식품의 영양가에 대한영향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부족은관련 식품의 약용적 또는 개인맞춤의 영양학적 활용을힘들게 만들거나 일관된 함량의 생리 활성 물질을 갖는식품기반 제품의 생산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응용자료는 양파를 모델로 사용하여 Accurate-Mass
Q-TOF LC/MS와관련소프트웨어툴(Agilent MassHunter 
Personal Compound Database Library (PCDL) Manager,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MassHunter Mass
Profiler Professional)을 비표적, 미지 접근법으로 표준물질 없이 품종 차이의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였습니다. 

실험
이 실험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Physical Methods in Food
Analysis, ACS Symposium Series에 게재된 보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시료 전처리
미국 캘리포니아 옥스나드 Gills Onion 社에서 구한 4개 품종의 노랑 양파(Cowboy, Chief, Vaquero 및 Sommerset)와 3개 품종의 빨강 양파(Red Rock, Salsa 및 Merenge)를분석하였습니다. 

그림 1. Quercetin 형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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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배양 연구, 임상 시험에 사용 및원료로 판매

양파에서 발견되는 주요 형태

사과에서 발견되는 주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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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화합물을 표적하지 않는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추출절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양파의 내층에는 한정된 함량의
anthocyanidin(빨간색)이 있으므로, 내층을 외층과 분리하여 동결건조 후 80% MEOH에서 20분간 추출하였습니다.빨강 양파와 노랑 양파 품종 구별에서 anthocyanidin은추출 조건으로부터 제외시켰습니다. 추출은 3회 반복수행하였습니다. 

기기
추출된 시료는 Agilent 1290 Infinity LC 시스템과 Agilent
6530 Accurate-Mass Quadrupole Time-of-Flight 
(Q-TOF) LC/MS 시스템의 조합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자분무 이온화에는 Agilent Jet Stream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1290 Infinity LC 시스템은 진공 탈기 장치가 내장된
binary 펌프(G4220A), 온도 조절 장치(G1330B)가 장착된자동시료주입기(G4226A) 및 항온 컬럼 장치(G1316C)로구성하였습니다. 1290 Infinity LC 시스템 파라미터는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표 1. Agilent 1290 Infinity LC 시스템 파라미터
기기 Agilent 1290 Infinity LC 시스템                             

이동상 (A) 0.1% formic acid in water, 초기 5% B
(B) 0.1% formic acid in acetonitrile                     

그레디언트 선형시간(min)      %B
0~5             5~10
5~8            10~12
8~10          12~15

10~15           15
15~18           15~55
18~20           55~90

유량 0.4mL/분      

컬럼 Agilent Poroshell 120 EC-C18, 2.1 × 100mm,
2.7µm (p/n 695775-902)                                      

사후 시간 초기 이동상에서 4분                                                 

온도 30°C              

주입량 5µL                

표 2. Q-TOF MS 파라미터
기기 Agilent 6530 Accurate Mass Q-TOF LC/MS

이온화 모드 Agilent Jet Stream 기술을 사용한양이온 및 음이온 전자분무
수집 속도 1.0spectra/초
질량 범위 100~1,000m/z

건조 가스 온도 225°C 

건조 가스 유량 8.0L/분
Sheath 가스 온도 300 °C 

Sheath 가스 유량 10.0L/분
분무 가스 45psi

Skimmer 전압 65V

Octopole RF 750V

Fragmentor 125V

캐필러리 2.5kV

음이온 모드에서 참조 이온 m/z 119.0363(양성자 제거된
purine) 및 966.0007(Hexakis(1H, 1H, 3H-tetrafluoro-
propoxy) phosphazine 또는 HP-921의 포름산 부가물)의지속적인 주입을 통해 2ppm미만의 accurate mass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각 스펙트럼을 보정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은 4단계로 수행하였습니다.

1.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양파 분석법에맞춤화. 

2. Q-TOF LC/MS single MS 분석에서 얻은 데이터를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 검색한 후 매칭 결과를 스코어로 수치화.

3. 화합물 매칭 결과에 기반하여 (식별 또는 확인에 표준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비표적 결과) 양파 품종에 대한 품종및 색상 차이에 따른 PCA 분석 수행.

4. 비교를 위해, 양파 품종에서 발견된 가능한 모든 화합물
(미지 화합물, 매칭 미사용)에 대한 PCA 분석 수행.

시료에 대한 Q-TOF LC/MS 분석법을 수행하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종류의 플라보노이드를 식별하기 위해 기기분석법은 최대한 넓게 설정하였습니다. 총 이온 스펙트럼은음이온및양이온모드모두에서질량범위m/z 100~1,000에걸쳐 수집하였습니다. 전자분무 이온화는 상대적으로 비극성인 화합물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의 화합물을 이온화 합니다. 플라보노이드의 감응이 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상대적인 감응은 내생적 화학적 구조
(예를 들어 결합 부위, 당 종류, 아실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양이온 모드에서만 감응하고, 다른 일부는 음이온 모드에서만 감응하였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모드에서 모두 감응을 보이는 물질은 두 모드 사이에서 현저한이온화 효율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Q-TOF MS 파라미터는 표 2에 나타나 있습니다. 



4

데이터베이스 구축
Phenol-Explorer (www.phenol–explorer.eu/) 및
ChemSpider (www.chemspider.com)를 포함하는 공공문헌을 이용해 양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합 형태를 포함,
150종의 가능한 플라보노이드를 식별해냈습니다. 각 플라보노이드의 분자식을 MassHunter PCDL Manager 소프트웨어(그림 2)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MassHunter PCDL Manager 소프트웨어는 입력된분자식을 사용해 자동으로 exact mass를 계산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여 각 시료분석으로 얻은 데이터 파일에 이 화합물들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검색하였습니다. 

그림 2. Agilent MassHunter PCDL Manager 소프트웨어. 양파 분석에서 exact mass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

MassHunter PCDL Manager 소프트웨어에 화합물명,
IUPAC 이름, 관련 자료, 링크, 구조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합물의 구조가 .mol 형식 파일로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불러온 .mol 파일을 사용하여분자식과 exact mass를 계산합니다. MassHunter PCDL
Manager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는 이온이아닌 분자를 포함합니다. 라이브러리 구성 요소는 데이터베이스 내 전체 화합물에 대하여 exact mass MS/MS 스펙트럼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MassHunter
PCDL Manag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간단한 검색을 할수 있으나, 완전한 데이터 파일 검색에는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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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검색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그림 3)를이용해 Q-TOF LC/MS 분석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 1단계에서 구축한 PCDL에서 검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프트웨어의 ‘Find by Formular’ 기능을 사용하여
accurate mass 허용기준을 설정한 후 데이터 파일 중 예상동위원소, 부가물(예를 들어 H+, Na+), 이합체, 삼합체 등의이온 검색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림 3. Agilent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 내 분자식 매칭을 위한 데이터 검색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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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측정한 각 이온의 질량을 분자식의 exact mass및 해당 분자식에서 예상되는 동위원소 패턴과 비교 평가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이온의 매칭 스코어를기록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그림 4). 이 접근법을 통해 표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플라보노이드를 잠정적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비표적 화합물에 대한 표적 검색이라 칭합니다. 

질량, 동위원소 질량 및 동위원소 간격의 정확한 매칭은분자식만 확인 가능하고 이것이 실제 데이터베이스 내의화합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표준물질을 사용하지않을 때, MS/MS는 식별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준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머무름 시간과 MS/MS를 추가하여매칭 스코어를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는시료와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된 표준물질과의 비교 결과가필요합니다. 

그림 4. Agilent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론적으로 계산된 결과를 측정된 질량, 동위원소 존재비 및 간격과 비교하여플라보노이드 매칭 스코어를 생성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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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다양한 양파 품종에서 잠정적으로 식별한 플라보노이드의리스트를 생성하고 나서, MassHunter Mass Profiler
Professional 소프트웨어의 PCA 기능을 이용하여 양파의품종과 색상별 차이에 대해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PCA는
2가지 방식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두 방식 모두 화합물에대한 리스트, 즉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잠정 식별된것, 나머지 하나는 미지 화합물에 대한 것을 제공하도록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PCA는 데이터베이스의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분자 특징 추출(molecular
feature extraction) 기능을 사용하여 모든 품종의 TIC에서발견된, 가능성 있는 모든 화합물을 추출하였습니다. 미지화합물을 발견한 후, 한 쪽의 품종에만 존재하고 나머지 품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였습니다.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의
Molecular Feature Extractor는 크로마토그래피 피크로나타나는 모든 이온을 취하며(따라서 백그라운드 이온을 제거), 정체의 확인없이 분자 특징으로 모두 함께 취해진 이 이온들을 부가물 클러스터, 가능한 동위원소, 이합체, 삼합체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다음 각 특징을 다시 분자량 계산에 사용하고, 이 단계에서도 식별은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이 미지 화합물 접근법은 특징적인 화합물을식별하는 과정 없이 품종별 차이를 구별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및 토의
Accurate-Mass Q-TOF LC/MS 분석
추출 양파 시료의 TIC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화합물을 나타내는 이온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Merenge 품종의 내층에 대한 TIC가 그림 5에 나타나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의 Find-
by-Formula 검색 기능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7개의 양파 품종에서 플라보노이드 19종을 잠정적으로 식별하였습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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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erenge 품종의 TIC

표 3. 잠정적으로 식별된 플라보노이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위해 Agilent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와함께 제공된 Find-by-Formula 알고리즘을 사용
Delphinidin3-O-(6’’-malonyl-glucoside)

Dihydroxykaempferol

Dihydromyricetin3-O-rhamnoside

Dihydroquercetin

Isorhamnetin

Isorhamnetin 4’-O-glucoside

Kaempferol

Kaempferol 3-O-(6”-malonyl-glucoside)

Kaempferol 3,7-O-diglucoside

Kaempferol 3-O-acetyl-glucoside

Kaempferol 3-O-rutinoside

Kaempferol 3-O-xylosyl-rutinoside

Quercetin

Quercetin 3,7,4’-triglucoside

Quercetin-O-diglucoside

Quercetin 3,4’-O-diglucoside

Quercetin 3-O-glucoside

Quercetin 3-O-rhamnoside

Quercetin 4’-O-gluc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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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결과
PCA 스코어 플롯은 시료 간의 데이터 차이를 보여줍니다.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잠정적으로 식별된 19종의 플라보노이드를 바탕으로 7개 양파 품종에 대해 작성한
PCA 스코어 플롯은 품종 간의 우수한 분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림 6). 분석이 양파 내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추출 용매가
anthocyanidin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색소 관련 화합물은품종간 뚜렷한 차이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Cowboy와
Sommerset 품종 그룹이 서로 가까웠으며(상대적으로덜 된 분리), Chief, Vaquero 및 Salsa 품종 그룹도 서로가까웠습니다. 빨강 양파 품종인 Red Rock과 Merenge는그 외 다른 품종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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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발견된 표적 미지 화합물 기반의 양파 품종 구별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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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차이에 대한 PCA 스코어 플롯(그림 7)에서는 x축을따라 일부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품종 간 뚜렷한 차이는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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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발견된 잠정 식별 화합물 기반의 색상 차이에 따른 PCA 스코어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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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분자 특징 추출 후 모든 미지 화합물을 이용한양파 품종 7개의 PCA 스코어 플롯(그림 8)은 이 접근법을서로 다른 품종의 일반 화합물 조성과 색상을 평가하는데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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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분자 특징 데이터 추출 후 모든 미지 화합물을 이용한 PCA 스코어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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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로딩 플롯은 공분산 공간 내에서 발견된 시료를 나타내는 개체 또는 화합물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의 로딩은화합물 리스트입니다. Chief와 Merenge가 PCA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로딩을 분석하여 2개 품종 간의차별을 유도하는 화합물 리스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표 4는 색상에 따른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잠정 식별된상위 10종 화합물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각 분자식에 대한 다수의 가능한 화합물을 발견했기 때문에추가적인 MS/MS 분석은어떠한화합물이실제로존재하고, 구별을 유도하는 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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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이러한 데이터는 일반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애질런트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www.agilent.com/chem을 방문하십시오.

표 4. 색상 구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잠정 식별된 상위 10종의
nonanthocyanidin 화합물

6,8-dihydroxy kaempferol

Kaempferol 3-O-(6”-malonyl-glucoside)

Kaempferol diglucoside-1

Kaempferol diglucoside-2 (이성질체, 머무름 시간 다름)

Kaempferol 3-O-acetyl-glucoside quercetin

Quercetin 3,4’-O-diglucoside

Quercetin diglucoside-1

Quercetin diglucoside-2 (이성질체, 머무름 시간 다름)

Quercetin 3-O-rhamnoside

Dihydroquercetin

결론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문헌 및 데이베이스와 함께
Agilent MassHunter PCDL Manager 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 표적 검색을 위한 양파 전용 exact-mass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7개 품종 양파 추출물의 Accurate-Mass Q-TOF
LC/MS 분석 데이터를 표적 검색한 결과, 19 종의 잠재적인플라보노이드를 식별하였습니다. 이 잠재적 플라보노이드를 기반으로 한 PCA는 품종과 색상 차이에서 일부의 분리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PCA에서는 분자 특징 데이터추출 후 모든 미지 화합물을 분석하였으며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PCA 접근법을 사용해 색상 및 품종과강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잠정 확인된 상위 10종의 플라보노이드를 식별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Accurate-Mass
Q-TOF LC/MS와 두 PCA 접근법의 조합이 양파 내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에서 품종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 사용될 수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상관관계를수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 하에서 더 많은 품종에 대한분석이 필요합니다. 

http://www.agilent.com/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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