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HPLC/Q-TOF MS 및 Accurate 
mass 데이터베이스와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폐수처리장 폐수 중의 신종 
오염물질 스크리닝 및 식별

응용 자료

저자

Jean Daniel Berset 
Water and Soil Protection 
Laboratory (WSPL), Bern, 
Switzerland

Emma Rennie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 Clara, CA, USA

Thomas Glauner 
Agilent Technologies GmbH, 
Waldbronn, Germany

환경, 신종 오염물질, 물, Accurate mass 스크리닝, 농약, PPCP

개요

이 응용 자료에서는 관련 환경 오염물질의 accurate mass 라이브러리의 
생성과 농약, 의약품 및 개인 위생용품, 그 대사체 및 폐수처리장(WWTP) 
폐수의 전환물질 응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Agilent 6550 iFunnel Q-TOF 
LC/MS 시스템과 결합한 Agilent 1290 Infinity LC 시스템은 이중 스프레이 
Agilent Jet Stream Technology를 사용하는 양이온 및 음이온 전자분무에서 
작동하였습니다. Accurate mass 스펙트럼은 한 개 또는 두 개의 이온화 
모드에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온 종에 대해 잠재적인 환경 오염물질의  
대량 수집을 위해 수집되었습니다.

중부 유럽의 4개 WWTP에서 3.5개월 동안 수거한 시료는 390개 오염물질에 대한 
참조 표준물질을 포함한 표적 성분 스크리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오염 의심 물질 목록에 기초하여 Agilent MassHunter Water Screening 
PCDL(Personal Compound Database and Library)에 포함된 모든 화합물을 
사용하여 확장된 오염 의심 물질 스크리닝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료는 함유물 
목록을 사용한 자동 MS/MS 수집 뿐만 아니라 All Ions MS/M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는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워크플로와 결합한 두 개의 수집 
모드 값뿐만 아니라 복잡한 환경 시료 중 잠재적 오염물질의 감시 스크리닝을 
위한 Water Screening PCDL의 내재 값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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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Clean Water Act에 명시된 대부분의 LC/MS 분석 
가능 화합물의 경우, 낮은 ng/L 범위의 분석법 검출 한계는 
이런 유형의 Q-TOF LC/MS 분석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8].

Accurate mass LC/MS와 결합한 환경적 조건에서는 세 
가지 물질 식별 방법인 표적 성분, 의심 물질 및 비표적 성분 
스크리닝이 사용됩니다.

표적 성분 스크리닝에서 참조 표준물질은 동일한 
분석법으로, 미지 성분 시료와 동일한 워크리스트 내에서 
측정됩니다. 머무름 시간, accurate mass 및 조각 정보가 
직접 비교되고, (반)정량 결과가 얻어집니다.

의심 물질 스크리닝은 의심되는 물질의 스크리닝에 화합물 
데이터베이스와 예상 오염물질의 MS/MS 라이브러리 
정보를 사용하는 워크플로를 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참조 표준물질이 없어도, accurate mass와 동위원소 
패턴, 머무름 시간 및 동시용리 조각의 비교 또는 스펙트럼 
MS/MS 라이브러리 비교를 통해 화합물을 더 확실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비표적 성분 스크리닝의 목표는 어떤 구조적 정보도 사용할 
수 없는 시료에서 검출된 모든 존재하는 화합물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비표적 성분 스크리닝에는 종종 두 개 이상의 시료 
또는 데이터 축소를 위한 시료군의 통계 비교가 포함됩니다. 
전체 식별은 accurate mass, 동위원소 패턴 및 MS/MS 
스펙트럼 정보를 고려하며, 알려진 화합물에 대한 스펙트럼 
라이브러리 비교와, 미지 성분에 대한 Agilent MassHunter 
Molecular Structure Correlator(MSC)와 같은 스펙트럼 
유사성 및 in-silico 조각화 도구를 포함합니다.

이론적으로 예측된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예상 
오염물질에 대한 accurate mass MS/MS 스펙트럼 
데이터를 포함하는 화합물 데이터베이스와 그 전환 
물질들은 관련 가능성이 있는 화합물의 식별을 돕고 총 
세 개의 스크리닝 워크플로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Agilent MassHunter 
Water Screening PCDL에는 농약, 의약품, 개인 위생용품, 
대규모 산업용 화학물질 및 그 전환 물질을 포함하여  
1,400종이 넘는 환경 오염물질 관련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PCDL에는 현재 미국, EU 및 중국에서 
규제되고 있는 모든 화합물과 이전에 환경에서 검출된 
적이 있거나 생산량이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할 때 검출 
가능성이 있는 추가 화합물이 포함됩니다. 

서론
전세계의 환경 규제는 현재 생태 및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잘 알려진 
제한된 수의 화합물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1]. 
그 결과, 이런 우선순위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기준(EQS)의 
최대 허용 농도를 더욱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EU directive 2013/39/EU가 41개 우선순위 
물질 또는 그 중에 농약, perfluorocarbon(PFC), nonyl- 및  
octylphenol, 폴리브롬화계 난연제, dioxin 및 PCB, 
polyaromatic hydrocarbon(PAHs) 및 중금속이 있는 
물질군에 대해 EQS을 적용합니다[2]. 그러나 이런 우선순위 
오염물질은 환경에서 사용되고 그 결과 환경에서 발견되는 
인위적 화학물질의 작은 부분만 대표합니다. EU의 잠재적인 
지표수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 스크리닝의 법적 요건 외에도, 
새로이 주목 받는 오염물질 발생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EPA 분석법1694와 
같이 물, 토양 및 퇴적물[3]의 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분석에 
대한 많은 국가 지정 정부 규제에, 그리고 2015년 이후 미국 
EPA 오염물질 후보 목록(CCL) 4차 개정판[4]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위적 오염물질은 폐수처리장(WWTP)에서의  
불완전한 제거로 인해 수중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동시에, 생물학적 폐수 처리 중에 분해 및 전환 물질이 
형성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모니터링되지 
않으며, 종종 알려지지도 않습니다[5,6]. WWTP의 지표수 
다운스트림에는 많은 인위적 오염물질과 추적 가능한 전환 
물질이 포함됩니다. 비계획적 간접적 식용 재사용으로 
언급되는 강물이 실질적으로 먹는 물 생산의 수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물의 화학적 품질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비계획적 간접적 식용 
재사용이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및 물 부족으로 인해  
관행[7]이 되어감에 따라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표적 성분 분석법은 현재 환경 규제의 종합적인 스크리닝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목 받는 오염물질의 
발생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으로 인해 고분해능 accurate 
mass Q-TOF LC/MS를 사용하는 비표적 수집 방법으로 
점점 보완되고 있습니다. Agilent Q-TOF LC/MS 기기를 
사용하면 매우 높은 데이터 수집 주기에서 고감도의 전체 
스펙트럼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는 물 시료의 한 번의 
대용량 직접 주입으로 분자 이온, 동위원소 패턴, 조각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EU Drinking Water Directive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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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약 및 표준물질
모든 시약과 용매는 HPLC 또는 LC/MS 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Acetonitrile, methanol 및 acetic  
acid는 Fluka(Sigma-Aldrich, Buchs, Switzerland)에서  
구매하였습니다. Ammonium acetate는 VWR 
International(Darmstadt, Germany)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초순수는 0.22µm POU(point-of-use) 
멤브레인 필터 카트리지(EMD Millipore, Billerica, MA, 
USA) 및 Milli-Q Integral 시스템을 이용해 제조하였습니다. 
Accurate mass MS/MS 스펙트럼을 수집하기 위해, 
대부분의 개별 참조 표준물질을 Sigma-Aldrich(Buchs, 
Switzerland) 또는 VWR International(Darmstadt, 
Germany)에서 구매했습니다. 전환 물질 및 잔여 물질에 
대한 참조 표준물질은 Ehrenstorfer(LGC Standards, 
Wesel, Germany)에서 구매하였습니다. 머무름 시간은 
LC/MS Pesticide Comprehensive Test Mix(p/n 5190-
0551), LC/MS Forensic Toxicology Comprehensive 
Test Mix(p/n 5190-0555) 일부와 연구 그룹에서 제공한 
농약, 의약품 및 남용 약물을 혼합한 표준 용액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저장 표준물질 원액은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isopropanol, acetonitrile, methanol, 물 또는 그 혼합물에 
참조 화합물을 용해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검량 및 첨가 
실험을 위해, 농약, 의약품 및 남용 약물의 종합적인 테스트 
혼합물을 다중 분석물질 표준 용액과 결합하였습니다. 
다중 분석물질 표준 용액뿐만 아니라 저장 표준물질 원액은 
사용할 때까지 –20°C에서 보관하였습니다. 검량 시료는 
표준 용액을 수돗물로 희석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시료 전처리
중부 유럽에 소재한 4개 폐수처리장의 폐수는 3.5개월 동안
(3월~6월) 14일 합성 시료로 수집되었습니다. 이 WWTP 중 
세 곳의 집수 구역은 주로 농업 지역(AG, AI, AL)이었고, 다른 
한 곳은 도시 지역(AZ)에 위치했습니다. WWTP 중 한 곳은 
산업용 폐수(AL)도 일부 받습니다. WWTP (AG, AL, AZ) 중 
세 곳에서 효율적인 질화-탈질화가 관찰되었고, 따라서 추적 
오염물질의 추가 제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료는 유리 섬유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20°C에서 
보관하였습니다. 시료는 측정 직전에 해동하여, 분액을 
HPLC 바이알에 옮겨 담았습니다.

화합물 등급과 규제 농도 등 화합물 정보를 포함하는 검색창 
덕분에 표적 성분과 의심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Water 
Screening PCDL의 하위 집합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Water Screening PCDL에는 accurate mass MS/MS 
스펙트럼이 있는 1,000개 이상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표적 성분 및 의심 물질 스크리닝을 위해 Agilent All Ions 
MS/MS 워크플로를 직접 지원하며, 잠재적인 오염물질의 
식별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합니다[9].

이 응용 자료에서는 고감도 Agilent 6550 iFunnel Q-TOF 
LC/MS 시스템과 결합한 Agilent 1290 Infinity UHPLC을 
사용하여 WWTP 폐수의 오염물질 스크리닝과 (반)정량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위스의 농촌 및 전원 지역에 위치한  
4개의 WWTP에서 3월부터 6월말까지 주요 농약 살포 
기간을 포함하여 약 3.5개월 동안 시료를 수거했습니다. 
잠재적 수질 오염물질의 종합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다양한 
처리 및 집수 구역의 화학적 특성이 밝혀졌습니다. 약 390개  
화합물을 포함하는 Water Screening PCDL의 하위 집합을 
표적 성분 스크리닝과 (반)정량에 사용하였습니다. 의심 
물질 스크리닝의 경우, 화합물을 높은 신뢰성으로 발견하고 
식별하기 위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Water Screening 
PCDL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두 가지 다른 스크리닝 
전략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Q-TOF는 세 개의 
충돌 에너지를 사용하는 All Ions MS/MS 모드에서 
작동하였습니다. All Ions 기법의 특징은 전구 이온과 생성 
이온의 크로마토그래프 동시용리를 생산하기 위해 MS/MS 
스펙트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잠재적 오염물질의 
검증을 포함하는 수집 방법을 쉽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라이브러리 스펙트럼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동시용리 
점수가 낮아 검증하지 못한 화합물에 대해서는 추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입을 사용하는 자동 MS/MS 
분석법의 함유물 목록에 전구체 질량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얻은 스펙트럼은 화합물 식별을 위해 MS/MS 
라이브러리와 비교하였습니다. 이 워크플로는 의심 물질의 
표적 성분 목록을 얻기 위해 TOF 모드에서 작동하는 발견 
실행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4

LC/Q-TOF MS 분석
분리 과정은 다음 구성으로 이루어진 Agilent 1290 Infinity 
UHPLC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Agilent 1290 Infinity Binary 펌프(G4220A)

• 대용량 주입 키트(G4216-68711)를 장착한 
Agilent 1290 Infinity High Performance 
Autosampler(G4226A)

• Agilent 1290 Infinity 항온 컬럼 장치(G1316C)

UHPLC 시스템은 이중스프레이 Agilent Jet Stream 
전자분무 이온화원을 장착한 Agilent G6550A iFunnel 
Quadrupole Time-of-Flight LC/MS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Q-TOF LC/MS 기기는 다음과 같이 
작동하였습니다.

• 다음 두 가지 분석법을 사용하여 양이온 또는 음이온 
전자분무 이온화(ESI)로 확장된 2GHz 측정 범위
(dynamic range)의 Agilent MassHunter Acquisition 
rev. B.06.01. 

• 두 개의 개별 충돌 에너지를 사용하는 3스캔/초의 
All Ions MS/MS 수집

• 데이터 수집 주기가 MS에서 5스캔/초 및 
MS/MS에서 5스캔/초인 자동 MS/MS 수집 

All Ions 수집 시 두 개의 충돌 에너지를 사용하면 전구 
이온을 포함한 낮은 에너지 채널과 전구 및 생성 이온을 
함유한 두 개의 높은 에너지 채널을 가진 교차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기준 질량 이온은 1.0mL/분의 유속에서 작동하는 Agilent 
1260 Infinity Isocratic 펌프(G1310B)와 1-in-100 유속 
분배기(G1607-60000)를 사용하여 전달했습니다. 참조 
스프레이에 전달되는 최종 유속은 10µL/분이었습니다.

표 1은 크로마트그래프 조건을, 표 2는 주요 MS 조건을 
나타냅니다.

데이터는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
(B.07.00)를 이용해 평가했습니다. 수질 오염물질의 확실한 
식별은 5ppm 미만의 질량 오류와 충분한 점수(동위원소 
존재비와 동위원소 간격 포함)를 가진 Find-by-Formula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 의해 accurate mass MS 
데이터에서 화합물이 검출된 경우에 보고되었습니다.  
±1분의 머무름 시간 범위는 매질 변동성으로 인해 머무름 
시간 변화를 보상하는 피크 검출에 대해 지정되었습니다.

표 1. 크로마토그래피 조건
파라미터 값
UHPLC 컬럼 Agilent ZORBAX RRHD SB-Aq, 2.1 × 150mm, 

1.8μm(p/n 859700-914)

컬럼 온도 40°C

이동상  A) 1mM NH4 acetate + 0.1% acetic acid 
B) 0.1% acetic acid in acetonitrile 

그레디언트 프로그램  시간(분) % B 
0.0 0 
2.0 0 
14.0 98 
16.0 98 
19.0 0 
19.5 0

정지 시간 20.0분
평형 시간 3.0분
유속  0.40mL/분 

주입 부피  100μL

표 2. 주요 MS 조건 

파라미터 값
가스 온도 160°C

가스 유량 16L/분
Nebulizer  30psig

Sheath 가스 온도  350°C

Sheath 가스 유량 12L/분
 양이온  음이온
캐필러리 전압 4,500V 3,500V

노즐 전압 500V 1,000V

참조 질량 보정 121.05087 112.98559 
922.00980 1,033.98811

All ions MS/MS

질량 범위  50~1,200amu

스캔 속도 3spectra/초
충돌 에너지 0~20~40V

자동 MS/MS

MS 질량 범위 100~1,200amu

MS/MS 질량 범위 50~1,200amu

스캔 속도  5spectra/초(MS) 
5spectra/초(MS/MS)

충돌 에너지 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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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을 이론상의 조각 분자식과 비교하여 모든 이온 피크를 
이론상의 질량으로 보정했습니다. 모든 MS/MS 스펙트럼은 
스펙트럼 노이즈에 대해 큐레이션 하였으며, 모든 조각 
이온에 대해 양호한 이온 통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기본 
피크 임계값을 적용했습니다. 보정된 스펙트럼은 Agilent 
Water-Screening PCDL(G6882CA)에 포함하였습니다.

Water Screening PCDL은 그런 다음 네 곳의 WWTP 
폐수의 환경 오염물질을 스크리닝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UHPLC 분석법으로 농약, 
의약품 및 남용 약물을 혼합한 표준 용액을 분석하여 머무름 
시간 정보를 390개 화합물에 추가하였으며, 식별 점수에 
머무름 시간을 추가하여 식별의 신뢰성을 향상하였습니다.

그림 1은 20V의 충돌 에너지를 사용하여 음이온화 모드에서 
수집한 항바이러스성 약물 아시클로비르(aciclovir)의 
accurate mass 스펙트럼과 함께 MassHunter PCDL 
Manager 소프트웨어의 스크린샷을 보여줍니다.

Agilent MassHunter Water Screening  
PCDL의 생성
단일 분석물질 용액의 accurate mass 스펙트럼은 흐름 
주입과 함께 또는 충돌 에너지가 10, 20 및 40V인 표적 
MS/MS 모드의 짧은 컬럼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전구 이온 안정성이 더 높은 충돌 에너지를 요구할 경우, 
추가 스펙트럼을 두 번째 실행에서 수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MS/MS 스펙트럼은 각 분석물질의 [M+H]+ 
및 [M-H]– 이온 종에 대해 수집하였습니다. 매우 많은 추가 
부가 이온 종이 관찰된 경우, accurate mass MS/MS 
스펙트럼은 [M+NH4]

+, [M+Na]+ 또는 [M+Cl]– 종에 대해 
수집하였습니다. 양이온화 모드나 음이온화 모드에서, 
1,000개 이상의 관련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유의미한 
MS/MS 스펙트럼을 수집하였습니다. 많은 화합물의 
경우, MS/MS 라이브러리 스펙트럼은 두 개의 이온화 
모드에서, 한 개 이상의 전구 이온 종에 대해 수집했습니다. 
질량 배치 오류를 없애기 위해, 수집한 스펙트럼의 조각 

그림 1. Agilent MassHunter Water Screening PCDL과 20V의 충돌 에너지를 사용하여 음이온화 모드에서 수집한 아시클로비르(aciclovir)의 
accurate mass MS/MS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Agilent MassHunter PCDL Manager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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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완료되었습니다. All Ions MS/MS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에서, 분자 이온을 가진 완벽한 동시용리를 
보여주는 조각 이온이 식별되었고, 이상적인 충돌 에너지 및 
관련 비율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신뢰성 있는 화합물 
식별을 위해 동위원소 패턴 매칭 뿐만 아니라 분자 이온의 
accurate mass를 사용하는 (반)정량 및 배치 검토를 
위해 MassHunter Quant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에 
전달되었습니다.

390개 표적 화합물 중에서 315개가 양이온 모드에서, 75
개는 음이온 모드에서 검출되었습니다. 100µL의 물을 
UHPLC Q-TOF MS 시스템에 직접 주입하여 화합물의 
60% 이상을 수돗물 첨가 시료에서 10ng/L 이하에서 
정량할 수 있었습니다. 35%의 화합물은 10~100ng/L에서 
검출되었고, 5%의 화합물은 200ng/L 이상의 농도에서만 
검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표적 화합물 중에서 한 개 이상의 
특정한 조각 이온을 정성 이온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분자 이온 및 조각의 질량 정확도는 5ppm보다 
높았습니다. 그림 2는 추출 이온 크로마토그램, MS 피크 
스펙트럼 및 우선 순위 오염물질(EU) 및 미국 EPA 분석법 
1694 목록의 일부 시료에 대한 검량선을 나타냅니다.

결과 및 토의

농약, 의약품 및 개인 위생용품의 표적 성분 
스크리닝
WWTP 폐수에서 농약, 의약품 및 개인 위생용품의 표적 
성분 스크리닝 및 (반)정량을 위해, 충돌 에너지가 0, 20 및  
40V인 양이온 및 음이온 All Ions MS/MS 모드에서 시료를 
측정하였습니다. 390개 항목의 PCDL 하위 집합은 참조  
표준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는 Water 
Screening PCDL에서 생성하였습니다. 검량 시료 데이터는 
질량 오류가 ±5ppm이고 예상 머무름 시간에 대해 머무름 
시간 범위가 ±0.5분인 Find-by-Formula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초기에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B.07.00)에서 평가했습니다. PCDL에  
포함된 다수의 accurate mass MS/MS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이온 모드에서는 [M+H]+ 및 [M+NH4]

+ 
종이, 음이온 모드에서는 [M-H]– 종이 전하 운반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식별은 Water Screening PCDL을 조각 
이온원으로 사용하고 MS/MS 스펙트럼 라이브러리에서 
5개의 가장 특정한 이온을 평가하는 조각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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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rythromycin(양이온 모드), ibuprofen(음이온 모드), diclofenac(음이온 모드) 및 quinoxyfen(양이온 모드)에 대한 분자 이온과 
조각, MS 피크 스펙트럼과 검량선을 나타내는 EIC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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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WWTP 폐수 중에서 총 46종의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살충제 diethyltoluamide(DEET)는 
14~770ng/L의 농도로 모든 WWTP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제초제 metolachlor(최대 1.1µg/L)와 isoproturon 
(최대 450ng/L)이 모든 WWTP의 시료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농약의 가장 많은 수가 농업이 대부분인 집수 구역을 보유한 
AI 폐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라는 주요 
작물은 곡물, 채소, 옥수수, 비트, 감자였습니다. 농약이 가장 
자주 발견되었으며, 이 WWTP 폐수에서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azoxystrobin, flufenacet, linuron, metamitron, 
methomyl, metribuzin, propamocarb, spiroxamin, 
terbuthylazine이었습니다. 이런 농약들은 모두 위에 
나열된 작물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림 3은 3월부터 6월말까지 WWTP AI의 폐수 시료에  
함유된 항간질성 약물 carbamazepine과 농약 
azoxystrobin에 대해 정규화된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냅니다. 의약품 농도는 전체 시료 추출 기간 동안  
다소 일정하지만, 농약 농도는 수확 시기에 증가했습니다.  
이 예는 특정한 기간 내에 물 순환에 들어오는 화합물에  
비해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화합물의 다양한 오염 
프로파일을 보여줍니다.

이 표적 성분 스크리닝 분석법을 WWTP 폐수 시료에 
적용하여 몇 ng/L~몇 µg/L의 농도 범위에서 광범위한 환경 
오염물질의 (반)정량이 가능했습니다. 의약품 잔여물질은 
더 큰 WWTP(AG, AL, AZ) 폐수에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WWTP(AG, AL, AZ)는 모두 약 50,000명  
정도에서 나오는 폐수를 받지만, AI는 7,100명 정도에서 
나오는 폐수를 받습니다. 모든 폐수처리장 폐수에서, 최대 
7µg/L의 iomeprol과 최대 2µg/L의 iopromide가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농도의 X-ray 조영제가 식별되었습니다. 
기타 일반 의약품은 amisulprid(최대 500ng/L), atenolol 
(최대 1.7µg/L), metoprolol(최대 470ng/L), tramadol 
(최대 2µg/L) 외에도 carbamazepine, diclofenac, 
ibuprofen, naproxen, sulfamethoxazole가 
식별되었습니다. carbamazepine, sulfamethoxazole, 
metamizole에 대한 대사체가 식별되었습니다. 전부 
33개의 의약품 및 의약품 대사체가 WWTP 폐수에서 
식별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런 화합물의 가장 많은  
수가 도시 집수 구역을 보유한 AZ 폐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료 처리의 제한된 제거 효율성으로 인해 AI 폐수의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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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료 채취 기간(3월~6월말) 동안 항간질성 약물 carbamazepine과 농약 성분 azoxystrobin에 대한 분자 이온 및 조각의 정규화된 EIC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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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ons MS/MS 스크리닝 워크플로
All Ions MS/MS 워크플로에서,  accurate mass 데이터는 
낮은 에너지 채널에서 조각화 없이 수집됩니다. 사실상 
동시에 두 개의 높은 에너지 채널을 사용하는 화합물은 매우 
빠른 후속 단계에서 전구체 선택 없이 두 개의 충돌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각화되며, 두 채널에 대한 accurate mass 
조각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Find by Formul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때, Water Screening PCDL은  
전구체 분자 정보를 제공하며, 화합물 크로마토그램은 
모든 지정된 이온 종에 대해 추출됩니다. 추정 식별의 경우, 
PCDL에 보관한 MS/MS 스펙트럼에서 지정된 조각 수가 
가장 많은 높은 에너지 채널에서 크로마토그램이 자동으로 
추출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 4A는 WWTP AI(그림 4B)의  
폐수 시료에서 얻은 선명하고 높은 에너지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Water Screening PCDL에서 얻은 valsartan의  
accurate mass 라이브러리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빨간색 삼각형은 평가를 위해 라이브러리 스펙트럼에서 
선택한 조각 이온을 나타냅니다. 

종합적인 Agilent MassHunter Water 
Screening PCDL을 사용하여 확장된 의심 물질 
스크리닝
표적 성분 스크리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모든 WWTP AI 및 
AZ의 시료가 Water Screening PCDL에 포함된 존재하는 
모든 화합물을 찾기 위한 확장된 의심 물질 스크리닝 
대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Accu massrat MS/MS 정보의 
유용성은 잠재적 후보들의 식별에 중요하며, 분자 이온 및 
특징적인 조각에서 EIC를 추출하고 정렬하기 위해 또는 
PCDL에서 참조 스펙트럼에 대해 수집한 accurate mass 
MS/MS 스펙트럼의 라이브러리 매칭을 위해 All Ions 
MS/MS 워크플로에서 사용됩니다. 그림 4에는 WWTP 
폐수에서 식별된 일부 예에 대한 두 개의 워크플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4. 폐수처리장 AI(선명한 스펙트럼)의 폐수 시료에서 수집한 높은 에너지 스펙트럼(B)과 비교한  
20V의 충돌 에너지(A)에서 valsartan의 accurate mass 라이브러리 스펙트럼. 라이브러리 
스펙트럼(A)의 빨간색 삼각형은 All Ions MS/MS 평가를 위해 자동으로 선택한 이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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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줍니다. 모두 5개의 조각 크로마토그램은 전구 이온을 
가진 동시용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림 5B의 
동시용리 플롯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동시용리 점수를 
포함하여 상세한 화합물 식별 결과는 그림 5C의 화합물  
표에 나와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식별은 분자 이온의 EIC와 최소 한 개 또는  
두 개의 조각이 완벽한 동시용리를 보여줄 때 수행됩니다. 
이때 완벽한 동시용리는 90점 초과(100점 만점)로 표시되며,  
두 분자 이온과 조각의 피크 스펙트럼에 대한 질량 정확도는 
5ppm보다 높습니다. 이 규칙을 기초로, 의약품(ARB 
candesartan, irbesartan, losartan)이 WWTP AI 폐수에서 
추가로 식별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스펙트럼이 20V의 충돌 에너지에 기초한 
반면, 선명하고 높은 에너지 스펙트럼은 20 및 40V를 
사용하여 수집한 두 개의 높은 에너지 채널에서 얻은 정보를 
결합합니다.

두 개의 전구 이온 및 조각 이온에 대한 오버레이 
크로마토그램과 동시용리 점수 계산으로 angiotensin 
수신기 차단제(ARB) valsartan의 식별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용리 점수는 존재비, 피크 모양(대칭), 피크 폭 및 머무름 
시간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정규화된 강도 비율은 
동시용리 플롯에서 검사용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5A는 높은 에너지 채널에서 얻은 조각 
크로마토그램과 분자 이온 크로마토그램의 오버레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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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폐수처리장 AI(A), 동시용리 플롯(B) 및 동시용리 점수 포함 화합물 식별 결과(C)의 폐수 시료에서 valsartan에 대한 전구 이온 및 조각 
이온 궤적의 오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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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새로 식별된 화합물이나 의심스러운 변성 물질에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 스펙트럼이 없는 경우, accurate 
mass MS/MS 스펙트럼을 MassHunter Molecular 
Structure Correlator(MSC) 소프트웨어의 이론적인  
화합물 조각화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워크플로는 All Ions MS/MS 수집 발견 
실행과 함께, Find-by-Formula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조각을 확정하는 의심스러운 화합물의 잠정적 
식별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떠한 조각 이온도 식별할 수 
없거나 단 한 개의 불특정 조각만 관찰되는 경우, 화합물은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 소프트웨어에서 
선택되어 표적 성분 목록으로 내보내집니다. 동일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연속 실행에서는, 표적 
전구체에 대해 accurate mass MS/MS 스펙트럼을 
수집합니다. 최고의 감도가 필요한 경우, 발견 실행을 위해 
TOF 모드에서 Q-TOF를 작동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TOF 모드를 사용하면 의심 물질이 더 많이 생기므로 
연속적인 표적 MS/MS 또는 자동 MS/MS 실행으로 
전구체 질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저농도 
오염물질이 더 많이 검출됩니다. 표적 MS/MS 또는 자동 
MS/MS 실행을 위한 데이터 분석은 Find by MS/MS(표적 
또는 자동)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마이닝과 함께 시작한 
후 MassHunter Water Screening PCDL을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검색을 수행합니다.

화합물 clarithromycin, fexofenadine, sitagliptin, 
celiprolol 및 phenylbenzimidazole sulfonic acid 
등 이전 워크플로(참조 표준물질을 사용하는 표적 성분 
스크리닝)에서 표적화되지 않은 기타 의약품 및 개인 
위생용품도 식별되었습니다. 또한, 9개의 추가 농약
(napropamid, pyrimethanil, fenamidone, lenacil, 
dimethenamid, boscalid, dinoseb, fludioxonil, 
penconazole)와 perfluorooctanoic acid(PFOA) 및 여러 
유기인산염(triethyl phosphate, tris(2-chloroethyl)
phosphate, tributylphosphate, triphenylphosphate)도 
발견되었습니다. AZ 시료에서 valsartan, candesartan, 
irbesartan과 fexofenadine, clarithromycin, venlafaxine 
및 그 대사체인 desmethyl venlafaxine, citalopram, 
cetirizine, clopidogrel, ritonavir가 발견되었습니다. PFOA
외에 perfluorononanoic acid도 발견되었습니다. WWTP 
AZ 폐수에서 검출되고 확정된 추가 농약은 없었습니다. 

표적 MS/MS를 사용한 의심 물질 스크리닝과 검증
Accurate maa MS/MS 라이브러리에서 얻은 참조 
스펙트럼에 accurate mass MS/MS 스펙트럼을 매칭하는 
화합물 검증은 때때로 All Ions MS/MS 워크플로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오염물질이 추적 농도에서만 존재하고, 
따라서 조각 이온의 신호 강도가 낮거나 낮은 질량 조각 
이온과 매질의 이온 사이에서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전구체 분리 후 accurate mass MS/MS 라이브러리 
비교는 화합물 검증을 위한 표준 시험방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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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폐수처리장 AZ의 폐수에서 발견된 항당뇨 약물 
metformin에 대한 화합물 크로마토그램 및 MS1 수준 피크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분자 이온의 낮은 질량과 특정한 
조각의 더 낮은 질량으로 인해, 화합물은 All Ions MS/MS 
워크플로에서 검증할 수는 없었지만 표적 MS/MS 방법으로 
확실히 식별되었습니다. Metformin의 우세한 이온 종은 
[M+H]+이었고, 측정된 m/z는 계산된 질량(–0.7ppm)과 
대체로 일치하였습니다. 질량 신호 주위의 빨간색 상자는 
예상 동위원소 비율을 보여줍니다. 단일 동위원소 질량의 
측정 강도와 [M+1] 동위원소 시그널은 이론상 패턴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러나, [M+2] 시그널에 대한 간섭이 
관찰되었으므로 표적 성분 점수는 72.7점(100점 만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림 6. 폐수처리장 AZ의 폐수에서 발견된 항당뇨 약물 metformin에 대해 Find-by-
Formula 알고리즘으로 얻은 화합물 크로마토그램과 선명한 피크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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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formin의 라이브러리 스펙트럼에 나열된 모든 
주요 조각 이온들은 좁은 질량 추출 범위 내에서 측정된 
스펙트럼에서, 20V의 충돌 에너지에 대한 참조 스펙트럼과 
비슷한 비율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accurate mass  
라이브러리에 대한 역검색은 100점 만점 중 95.4점으로  
나타났고, 시료에 metformin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MS/MS 점수는 검증 시 60점이 넘어야 
했습니다. 

그림 6의 빨간색 다이아몬드는 특별한 m/z에 대한 MS/MS 
스펙트럼이 수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MS/MS 스펙트럼은 
피크 범위에서 자동으로 추출되어 MassHunter Water 
Screening PCDL에 포함된 라이브러리 스펙트럼과 
매칭되었습니다. 그림 7은 PCDL(7C)의 라이브러리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폐수처리장 폐수(7A)에서 수집한 
metformin의 MS/MS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차이 
스펙트럼의 거울 표시가 패널 7B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7. WWTP 폐수 시료(A)에서 측정한 metformin 스펙트럼과 Agilent MassHunter 
Water Screening PCDL(C)에서 얻은 참조 스펙트럼, 그리고 차이 스펙트럼(B)의 
거울 표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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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표적 MS/MS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검증할 수 
있었던 다른 화합물의 예를 보여줍니다. Melamine은 
라이브러리 점수가 85.3점인 AZ 폐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산업 용도로 쓰이며, 농약 cyromazine의 
대사체를 형성합니다. Denatonium은 라이브러리 점수가 
91.5점인 AI 폐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알려진 
가장 쓴 화합물이며, 부적절한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용품에서 부취제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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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WWTP 폐수 시료 AZ(A)에서 측정한 melamine과 폐수 시료 AI(B)에서 측정한 denatonium의 스펙트럼과 Agilent MassHunter Water 
Screening PCDL에서 얻은 참조 MS/MS 스펙트럼의 비교



15

참고문헌
1. P. Gago-Ferrero, et al. Extended Suspect and Non-

Target Strategies to Characterize Emerging Polar 
Organic Contaminants in Raw Wastewater with  
LC-HRMS/MS. Environ. Sci. & Technol. 49(20), 
12333-12341 (2015).

2. Directive 2013/3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August 2013 amending 
Directives 2000/60/EC and 2008/105/EC as 
regards priority substances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3. US EPA Method 1694 (2007)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in Water, Soil, Sediment, 
and Biosolids by HPLC/MS/MS. http://www.epa.
gov/sites/production/files/2015-10/documents/
method_1694_2007.pdf (accessed 14 December 
2015).

4. US EPA Contaminant Candidate List (CCL) and 
Regulatory Determination: Draft CCL 4 Chemical 
Contaminants. http://www.epa.gov/ccl/chemical-
contaminants-ccl-4 (accessed 14 December 
2015).

5. M. J. Gómez, et al. Rapid automated screening,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of organic 
micro-contaminants and their main transformation 
products in wastewater and river waters using 
liquid chromatography-quadrupole-time-of-
flight mass spectrometry with an accurate-mass 
database. J. of Chromatog. A 1217(45), 7038-7054 
(2010).

6. T. Letzel, et al. LC–MS screening techniques for 
wastewater analysis and analytical data handling 
strategies: Sartans and their transformation 
products as an example. Chemosphere 137,  
198-206 (2015).

7. C. Rodriguez, et al. Indirect Potable Reuse:  
A Sustainable Water Supply Alternative.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6, 1174-1209 (2009).

8. D-H. D. Yang, et al. Sensitive Screening of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PPCPs) in Water Using an Agilent 6545 Q-TOF  
LC/MS System. Agilent Technologies Application 
Note, publication number 5991-5954EN (2015).

9. E. L. Schymanski, et al. Non-target screening with 
high-resolution mass spectrometry: critical review 
using a collaborative trial on water analysis. Anal. 
Bioanal. Chem. 407(21), 6237-6255 (2015).

결론
물 시료에 함유된 환경 오염물의 스크리닝 및 (반)정량 
방법이 개발되어 WWTP 폐수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분석법은 Agilent 1290 Infinity LC의 낮은 지연량과 
크로마토그래프 분리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UHPLC 
분리에서 높은 역압을 사용하는 능력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이 분석법은 Agilent 6550 iFunnel Q-TOF의 감도와, 
Agilent Jet Stream 이온화원의 범용 이온화 능력을 
이용합니다.

Agilent MassHunter Water Screening PCDL은 
Agilent MassHunte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소프트웨어에서 표적 성분 및 의심 물질 스크리닝을 
보완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표적 성분 스크리닝 및  
(반)정량에서, PCDL은 화합물을 정의하고 선택적인 
정성 이온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의심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동안, 조각 확인이나 라이브러리 검색으로 
신뢰성 있는 식별을 수행합니다. WWTP 폐수 시료에 두 
개의 워크플로를 적용하면 추적 오염물질의 다른 화학물질 
목록에 의해 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집수 구역의 특성도 
드러납니다.

함유물 목록 및 라이브러리 매칭과 결합한 단일 충돌 
에너지를 사용한 자동 MS/MS 수집은 조각 동시용리를 
사용한 Agilent All Ions MS/MS 수집과 비슷한 검증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동 MS/MS 수집 시 전구체를 
분리하면 무거운 매질 속의 All Ions MS/MS 워크플로 
및 낮은 질량 오염물질을 더 잘 식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All Ions MS/MS 수집이 매우 빨라져서 
동시에 용출되는 이성질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All Ions 
MS/MS 워크플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측정 중에 
분석 범위를 벗어나는 화합물의 데이터를 나중에 재조사할 
수 있고, 오래된 시료에서 데이터를 재수집할 필요 없이 
새로 출현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소급적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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