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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응용 자료는 Agilent 1260 Infinity II LC 시스템을 결합한 Agilent Ultivo QQQ 
LC/MS(LC/TQ)를 이용해 꿀 시료에서 낮은 나노그램 수준의 2-AFGP를 측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분석법은 소형화된 크기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결과를 제공하는 Ultivo 
LC/TQ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분석법은 꿀 시료의 제조, 가공 및 상업적 검사와 관련한 
식품 산업의 일상적 분석 또는 학술 연구 목적에 이상적입니다. 간단한 액체-액체 추출(LLE) 
기반의 시료 전처리를 통해 매트릭스 내 0.005mg/kg 2-AFGP의 정량 한계(LOQ)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꿀 내 쌀 시럽에 대한 특별 마커(SMR)의 
검출 및 측정
Agilent 1260 Infinity II LC 시스템 및 Ultivo QQQ LC/MS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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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꿀벌이 생산하는 식품인 꿀은 풍부한 
향미와 영양분을 갖추고 있으며, 항산화, 
항균, 항염증 특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꿀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생산이 제한적이며 복잡한 조성으로 
인해 위조 행위에 취약하여,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흔한 
꿀 위조 방식은 쌀 시럽을 포함한 설탕 
시럽을 순수한 꿀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탕 시럽을 꿀벌에게 먹여 생산량과 
이익을 늘리는 방식의 간접적 방식의 위조도 
있습니다.

QQQ LC/MS 시스템은 미국, 유럽, FSSAI 및 
기타 국가의 가이드라인에서 꿀의 오염물과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믿을 수 
있는 표준 분석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이 
응용 자료에서는 QQQ LC/MS 시스템의 
가장 진화된 형태인 Ultivo LC/TQ를 
이용하여 식품 규제 기관이 정한 안전 한계를 
넘어서는 감도의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조건
이 실험에서는 아세토니트릴(Honeywell, 
LC/MS, 34967), 메탄올(Honeywell, LC/MS 
34966), 물(Millipore), 포름산(Honeywell, 
LC/MS 56302), 2-acetylfuran-3-
glucopyranoside(TRC Canada, 부품 
번호 G596874), Agilent 0.2µm PVDF 
시린지 필터(부품 번호 5191-5924)를 
사용하였습니다. 원액은 메탄올을 사용해 
제조하였으며, 2-AFGP의 작업 희석 용액은 
물로 제조하였습니다.

추출
시료 전처리에는 1g의 꿀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희석제로서 물을 
사용하여 희석한 후 원심분리를 거쳐 여과 
처리된 상등액을 LC/MS에 주입하였습니다 
(추출에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방식).  
그림 2는 상세한 프로토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1. HPLC 그레디언트 분석법.

파라미터 값

컬럼 Agilent InfinityLab Poroshell 120 EC-C18, 2.1 × 150mm, 4µm

이동상 물(0.1% FA): 아세토니트릴(0.1% FA); 500µL/분

주입량 2µL

컬럼 온도 40°C

그레디언트

시간(분) 물(0.1% FA) 아세토니트릴(0.1% FA) 
0.0 98 2 
5.0 98 2 
8.0 90 10 
10.0 5 95 
12.0 5 95 
12.1 98 2

그림 1. 꿀 제품.

5mL의 milliQ 물을 첨가하고 흔들어줍니다.

5분간 강하게 볼텍스 처리합니다.

5분간 8,000rpm 속도로 원심분리합니다.

추출물의 상층을 수집합니다.

0.22µm 시린지 필터로 여과 처리 후 주입합니다.

균질화된된�꿀을 1 ±0.1g으로 중량합니다.

그림 2. LLE 기반 시료 전처리.

기기 
이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Agilent 
1260 Infinity II quaternary 펌프
(G7104C), Agilent 1260 Infinity II 
vialsampler(G7129C), Agilent 1260 
Infinity II 다중 컬럼 온도 조절 장치
(G7116A), AJS 이온화원(G6465B)을 
장착한 Ultivo LC/TQ 등입니다. 표 1과 2는 
각각 LC 및 MS의 파라미터입니다.

AFGP(2-acetylfuran-3-glucopyranoside)는  
SMR로도 알려진 쌀 시럽 특별 마커로, 다른 
설탕 마커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탄소 
동위원소비, 펄스 전류 감지, LC-IRMS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동위원소비 질량 
분석), 적외선 분광법(IR), TLC, GC/MS, 
NMR 등을 이용해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 분석법들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거나, 간혹 위음성 또는 
모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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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토의
SMR은 쉽게 검출되었으며, 이는 SMR을  
0.05mg/kg(50ppb)의 농도로 사전 첨가한 
MRM 프로파일을 바탕 추출 꿀과 비교한 
결과에서 관찰됩니다(그림 3). Ultivo 
LC/TQ를 사용한 이 분석법의 LOQ는  
0.005mg/kg이며, 이는 인도의 식품 안전 
가이드라인(FSSAI)이 정한 최소 검출 
농도인 1mg/kg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농도의 
꿀 내 SMR을 주입한 결과 재현성 있는 용리 
프로파일을 얻었습니다.

검량, RSD, 회수율
사전 추출된 꿀 내 SMR에 대한 검량선 
직선성 플롯이 0.005~0.25mg/kg의 농도 
범위에서 148.9의 정량 이온과 185.0의  
정성 이온을 사용해 생성되었습니다. 
완건성을 평가하기 위해 낮은 QC 
수준과 높은 QC 수준에서 각각 6회 
반복 분석했습니다. 두 QC 수준에서의 
RSD(%CV)는 모두 10% 미만이었으며, 
회수율은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70~120%였습니다. SANTE 2019 규제에 
따른 정량 이온, 정성 이온, 이온 비의 
검량 테이블 스크린샷이 그림 6에 나타나 
있습니다.

표 2. Ultivo LC/TQ 조건.

파라미터 설정

이온화 모드 AJS (+ve)

Nebulizer 가스 50psi

건조 가스 300°C에서 10L/분

Sheath 가스 300°C에서 11L/분

캐필러리 전압 4,000V

노즐 전압 1,500V

Fragmentor 전압 80V

측정 시간 100ms

분해능 Unit/unit

분석물질 MRM 전이 CE(V)

2-AFGP 311.1/185 9

2-AFGP 311.1/148.9 13

0

+ MRM (311.1 & 148.9)
Noise (peak-to-peak) = 3.5022; S/N (2.8 min) = 530.5

*2.8

0

+ MRM (311.1 & 148.9)
Noise (peak-to-peak) = 2.9366; S/N (2.8 min) = 16.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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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gilent Ultivo LC/TQ에서의 SMR 감응(바탕 vs 0.05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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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9분에서 여러 SMR 농도의 오버레이.

시료 농도 시료 농도

LQC 1 6.90 HQC 1 154.95

LQC 2 7.08 HQC 2 156.48

LQC 3 7.24 HQC 3 157.52

LQC 4 6.63 HQC 4 157.46

LQC 5 6.84 HQC 5 156.86

LQC 6 7.16 HQC 6 160.43

평균 6.98 평균 157.28

표준편차 0.224 표준편차 1.803

CV 3.209 CV 1.146

회수율 87.25 회수율 104.86

2-AFGP

Concentration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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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5~250ppb의 직선성 플롯(R2 = 0.9952) 및 QC 수준에서의 회수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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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꿀 시료 내 SMR 정량
본 자료에서 소개한 분석법을 다양한 
꿀 시료에 적용해보았습니다. 모든 
시료는 추출된 후 해당 분석법을 사용해 
분석되었습니다. 초기 시료는 물에 5번 
희석되었으며, 이는 희석배수 5가 사용되어 
얻어진 값이 보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총 
10개의 시료에서 3개가 SMR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성 결과가 
나타난 시료 중 2개는 SMR이 검량 범위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시료에서는 SMR이 없거나 
검량 범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시료의 모든 정량 데이터는 그림 6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7은 바탕 꿀, SMR 
첨가 꿀, SMR 음성 결과 시료, SMR 양성 
결과 시료의 정성 이온 및 정량 이온 MRM 
크로마토그램을 보여줍니다.

그림 6. 꿀 내 5~250ppb(0.005 to 0.25mg/kg)의 SMR 검량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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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바탕 매트릭스 내 SMR vs 꿀 내 25ng/mL SMR, 정량 이온 MRM 비교. (B) 바탕 매트릭스 내 SMR vs 꿀 내 25ng/mL SMR, 정성 이온 MRM 비교. 
(C) 꿀 내 SMR 양성 반응 시료 vs 음성 반응 시료, 정량 이온 MRM 비교. (D) 꿀 내 SMR 양성 반응 시료 vs 음성 반응 시료, 정성 이온 MRM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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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철저한 밸리데이션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 응용 자료에서 서술된 분석법의 
LOQ는 FSSAI가 정한 꿀 내 SMR에 
대한 한계치보다 200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가지 QC 수준에 대한 6회 
반복 분석에서 %CV 값은 5% 미만이었으며, 
각각의 QC 수준에서 회수율 값은  
70~120%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Ultivo LC/TQ 시스템과 
1260 Infinity II를 결합하여 사용하면 
유럽 기준에 맞는 SMR 분석을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진품 꿀 시료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시료 전처리법은 쉽고 빠르며 
비용 면에서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희석 주입
(Dilute and shoot) LLE 기반 프로토콜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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