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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접목(接木)된 홍차 시료 분석을 위해 고체상미량추출(SPME)-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삼중사중극자 질량분석기(GC/MS/MS) 분석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데이터 추출 및 통계 분석은 애질런트 MassHunter Profinder
와 애질런트 Mass Profiler Professional(MP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차(茶) 시료 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식별되는 또는 잠정적으로 식별되는 
특징적인 휘발성 화합물에 대한 주성분 분석 및 계층적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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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茶, Camellia sinensis, 차 나무)는 전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음료입니다. 감각적인 가치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차의 향은 대표적인 휘발성 화합물입니다. 접목 
(接木)은 차 번식과 품종 변경에 널리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뿌리줄기교체 후 자란 어린 가지의 잠재적인 2차 대사체 
변이로 접목 후에는 휘발성 화합물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2]. 가스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와 
계량분석화학(chemometrics)의 조합은 차 시료 중 휘발성 
및 준휘발성 화합물의 복합적인 혼합물 변화를 조사하고 
밝히는 데에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접목에 의한 향기 프로파일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고체상미량추출 (SPME), GC/MS/MS 
스캔모드와 계량분석화학을 이용하여 중국 광둥성의 
인기 있는 차(茶) 종인 YingHong No.9의 접목, 
비접목 홍차 시료에서 휘발성 화합물을 추출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화합물 정보를 추출하고 cef 파일
(compound exchanged files) 형식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해 애질런트 MassHunter Profind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특징적인 휘발성 화합물에 
대한 우수한 재현성의 데이터 매트릭스를 얻기 위해 
생물정보학 데이터 마이닝(bioinformatics data mining) 
및 계량분석화학 소프트웨어인 애질런트 Mass Profiler 
Profiler Professional(MPP)을 이용하여 시료 정렬 및 
데이터 필터링을 하였습니다[3,4]. 다양한 차(茶) 시료 
간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 최종 화합물에 대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과 계층적 
클러스터링 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HCA)
을 수행하였습니다.

시험방법

차(茶) 시료
생물학적 복제시료 여섯 개를 포함한 로토벤(rotovane, 
cut-tear-curl형)법으로 제조한 홍차 시료 다섯 개 그룹은 
비접목 YingHong No.9(CK)과 접목 YingHong No.9으로 
만들었으며, 접목 YingHong No.9은 BaiMao No.2(BM), 
HeiYe ShuiXian(HY), HuangZhiXiang DanCong(HZX)과 
WuLingHong(WLH)을 포함한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차 종의 
뿌리 줄기와 접목하였습니다(그림 1).

표 1. GC/MS/MS 조건

기기 조건

파라미터 값

GC 시스템 Agilent 7890B

컬럼 DB-5MS, 60m×0.32mm, 0.25µm  
(p/n 123-5562)

오븐 프로그램 50°C에서 3분간 유지,  
5°C/분으로 250°C까지 승온 후 5분간 유지 

운반 가스 헬륨
유량 1.0mL/분
주입 모드 수동, SPME fiber

주입 포트 온도 270°C

인터페이스 온도 280°C

질량분석기 시스템 Agilent 7000D 

이온화원 EI, 70eV

이온화원 온도 230°C

사중극자 온도 Q1과 Q2 = 150°C

스펙트럼 수집 전체 스캔, 35-500m/z

그림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차의 종류

비접목 접목

BM: BaiMao No.2

HY: HeiYe ShuiXian

HZX: HuangZhiXiang 

DanCong

WLH: WuLingHong

YingHong No.9

홍차

CK BM HY HZK WLH

SPME 조건
홍차 시료 3.5g을 유리 바이알에 취하여 끓는 물 10mL로 
우려낸 후, 내부표준물질인 ethyl decanoate(0.2µg/µL 
in ethyl ether)를 첨가합니다. 바이알을 밀봉한 후 60°C 
수조에 5분간 방치합니다. DVB/CAR/PDMS-50/30 µm 
SPME fiber로 60°C에서 40분간 추출합니다. 270°C에서 
4.5분간 SPME fiber를 탈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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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토의

데이터 추출
그림 2A는 다양한 접목 홍차 시료의 전체 이온 크로마토그램
(Total Ion Chromatograms, TIC)입니다. MassHunter 
Profinder 소프트웨어는 프로파일링 분석으로 다양한 

그림 2. A) 다섯 가지 홍차 시료 그룹의 전체 이온 크로마토그램. B) 애질런트 MassHunter Profinder 소프트웨어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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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처리하는 생산성 향상 도구로써 사용자가 수 
많은 시료의 화합물 별로 결과를 시각화하거나 검토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교차시료처리(cross-sample 
processing)를 기반으로 하여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피크 추출은 Molecular Feature 
Extraction(MFE)를 사용한 Profinder 소프트웨어(버전 
B. 08)를 사용하였습니다(그림 2B). 각 시료의 Cef 파일은 
Profinder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되며 분석을 위해 MPP 
소프트웨어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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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102개의 물질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CK 
(비접목 그룹)를 기준으로 0.05의 p-value 컷오프와 1.5의  
배율 변화 임계 값(FC ≥1.5)을 설정한 one-way ANOVA 
필터를 이용하여 44개 물질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IST14 데이터베이스 기반 라이브러리 검색과 ID 
브라우저에 의해 잠정적으로 34개의 화합물이 식별됩니다
(그림 3). 참조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확인된 8개의 휘발성 
화합물은 표 2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로 aldehydes, 
alcohols, ketones 및 esters로 구성된 34개 화합물은 
주성분 분석과 계층적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데이터 필터링 및 화합물 식별
데이터 필터링 및 계량분석화학은 MPP 소프트웨어 
(버전 B.14.5)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cef 파일을 데이터 
필터링합니다. 다섯 개 시료 그룹의 데이터 정렬로 총  
584개의 물질을 획득하였습니다. 단계적 데이터 필터링은 
frequency-of-occurrence 필터, sample variability
필터와 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필터를 기본으로 수행합니다. 최소 한 개의 시료 그룹
(frequency-of-occurrence 필터)에 일관되게 존재하고 
우수한 재현성(변동 계수 <25%, sample variability 필터)을  

그림 3. 화합물 식별을 위한 애질런트 Mass Profiler Professional 소프트웨어의 ID Browser 기능

표 2. 참조 표준물질을 이용한 화합물 식별 

번호 머무름시간(RT, 분) 화합물 CAS 번호

1 8.10 Hexanal 66-25-1

2 13.18 Benzaldehyde 100-52-7

3 14.74 (E,E)-2,4-Heptadienal 4313-03-5

4 16.24 (E)-2-Octenal 2548-87-0

5 19.44 (E)-2-Nonenal 18829-56-6

6 20.81 Decanal 112-31-2

7 22.11 Geraniol 106-24-1

8 28.38 (E)-β-Ionone 7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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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PCA는 대용량 데이터 세트의 차원을 줄여 시료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감독(無監督) 통계적 
방법입니다. 선택된 34개의 화합물에 대해 PCA를  
수행합니다. 처음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는 원본 데이터 
분산의 약 90%를 설명합니다. 3D score plot은 CK와 네 
종류 접목 시료 그룹이 명확히 분리되었음을 알려주며, 이는 
선택한 화합물이 비접목 및 접목된 시료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화합물임을 말합니다(그림 4). PC1은 분산의 
47.6%을 보이며, 이 좌표를 따라 HZX, BM과 나머지 그룹이 
분리됩니다. PC2는 분산의 25.4%를 보이며, 이 좌표를 따라 
CK, HY 및 WLH 시료가 분리됩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 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HCA)
HCA는 데이터 세트 내 하위 그룹을 밝히는 강력한 
분석법으로 클러스터(cluster) 병합을 위해 유사한 존재비 
프로파일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34가지 화합물에 
대해 HCA를 수행합니다. 결과는 계통도(dendogram)로  
표시합니다(그림 5). 차 시료는 접목 방법에 따라 다섯 
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됩니다. BM접목 그룹 시료는 CK
시료와 화합물 존재비가 매우 유사한 반면, HZX의 존재비 
프로파일은 CK와 나머지 접목 그룹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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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섯 가지 홍차 시료 그룹의 2D 및 3D PCA

그림 5. 다양한 홍차 시료에서 검출된 화합물 연관성에 대한 HCA hea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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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Agilent 7000D GC/MS/MS를 사용한 Untargeted 
GC/MS 분석은 접목 홍차를 분류하고 구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애질런트 MSD 
Productivity MassHunter 및 애질런트 Mass Profiler 
Professional 소프트웨어는 데이터의 자동 마이닝 및 
처리를 통해 특징적인 화합물을 찾습니다. 식별한 화합물을 
기반으로 PCA와 HCA를 이용하여 다섯 개의 그룹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접목은 홍차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며 차 번식에 있어 
뿌리줄기선택의 지표로서 도움이 됩니다. 

www.agilent.com/chem

애질런트는 이 자료의 오류 또는 장비의 설치, 성능, 이 자료의 사용 등과 관련된 
사고나 결과적 손상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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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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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애질런트 웹사이트 
(www.agilent.com/chem)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