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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Terpene과 terpenoid는 환경에서 번성하는 식물 종에 의해 생성되는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은 보통 꽃가루 매개자를 유인하고 해충을 퇴치하며, 성장 주기 전반에서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습니다.1 화학적으로, terpene은 탄소와 수소 원자로 구성되며 
isoprene(C5H8)의 서브유닛으로 만들어집니다. Terpenoid는 화학 구조에 산소를 포함하는 
더 큰 종류의 분자를 설명합니다. 본 응용 자료에서는 이 두 종류의 화합물을 terpene으로 
일반화했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이들은 별개의 종류입니다. 

향이 있는 terpene은 역사적으로 상업적 또는 치료 용도로 사용되어, 다양한 식물원에서 
분리되어 왔습니다.2 D-limonene은 감귤 향이 나는 개인 미용 및 위생 용품 또는 소독 
제품의 일반적인 성분이며, eucalyptol은 많은 치료제의 박하향에, linalool 은 라벤더향 
제품의 꽃 향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terpene은 대마 식물에서 생산되는 다른 물질들과 
함께 의료 또는 레크리에이션용으로 대마초를 소비하는 대중에게 효능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판매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Terpene 프로파일링으로 얻은 정보는 이 식물을 어떻게 최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재배자에게 일관된 식물을 규명하고 유지하기 위한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Agilent 5977A 시리즈 GC/MSD, 시료 주입을 위한 Agilent 7697A 
헤드스페이스 샘플러와 Agilent 8890 GC 시스템은 해당 시료의 terpene을 쉽게 분리, 식별 
및 정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또는 통합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로 
액세스할 수 있는 향상된 작업 환경, 유지보수 추적 및 온보드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GC/MSD와 헤드스페이스를 이용한 
대마의 Terpene과 Terpenoid 함량 분석
7967A-8890 GC-5977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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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멀티모드 주입구(MMI)와 불꽃 이온화 
검출기(FID)로 구성된 8890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9mm extractor 렌즈가 
장착된 5977 SQ 질량 분석기(SQ-MSD) 및 
7697A 헤드스페이스 샘플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GC/MS MassHunter로 수행했으며, 
미지 물질 식별에는 NIST 17 참조물질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8890 
GC는 고속 오븐(240V)으로 구성되었지만, 
이 작업에는 향상된 오븐 성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Restek 대마초 Terpene 표준물질을 
구입하여 isopropanol로 희석했습니다
(Millipore-Sigma, >99.5%). 표 1은 분석법 
개발에 사용한 소모품 목록입니다. 대마 
시료는 완전 증발 기술(FET)3에 따라 
분석하고, 갈은 대마꽃 약 25mg을 각각 
20mL 바이알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컬럼 케미스트리의 성능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Agilent DB-HeavyWAX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AX 컬럼은 
향료 및 향기 산업에서 자주 사용하지만4 
최대 허용 오븐 온도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HeavyWAX는 Agilent WAX 포트폴리오에 
새로 도입되었으며, 이전의 WAX 옵션 
이상으로 최대 작동 온도를 확장했습니다.5 
Terpene 분석을 위한 FET 분석법은 용매를 
포함하지 않아, 분석 시 헤드스페이스 
바이알의 주변 공기가 시료와 함께 
주입됩니다. HeavyWAX 컬럼은 유사한 
조건에서 실록산 기반 케미스트리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블리딩 수준을 
나타냅니다. 

백플러시와 컬럼 후 분할과 같은 기능을 
추가하는 Capillary flow technology(CFT) 
장치를 8890 G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890 GC는 퍼지 스플리터(splitter)와  
연결된 기계역학 스위칭 장치(PSD)로 
구성되며, 컬럼 용리액은 FID와 MSD로  

각각 3:1의 비율로 분할되었습니다. 
퍼지 스플리터에 포함된 CFT 계산기는 
계산에 도움이 되지만, 데이터 수집에 
사용한 저항체의 정확한 규격은 그림 1에 
그래픽으로 나타냈습니다. 표 2, 3 및 4는 
확장된 기기 설정 값의 상세입니다. 

표 1. Terpene 분석에 사용한 소모품.

설명 애질런트 부품 번호 애질런트 외 부품 번호 

대마 Terpene 표준물질 Restek: 34095, 34096

20 mL Crimp Vials/Caps 5188-2753

Advanced Green Inlet Septa(Green) 5183-4761

Ultra Inert Low Pressure Drop Inlet Liner wirh Wool 5190-2295

Agilent DB-HeavyWAX Column 122-7133

Extractor Source Large Diameter Lens(9 mm) G3870-20449

그림 1. Terpene 분석에서 검출기 분할을 위한 컬럼 구성.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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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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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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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
MSD

30m
DB-HeavyWax

FID

1m × 180µm × 0µm

2m × 150µm × 0µm
Agilent 7697A
헤드스페이스 샘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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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gilent 7697A 헤드스페이스 샘플러 분석 조건

헤드스페이스 조건 Agilent 7697A HSS

가압 가스 헬륨

루프 크기 1mL

오븐 온도 110°C

루프 온도 120°C

이송 라인 온도 150°C

바이알 평형 10분

주입 시간 0.5분

채우기 압력 20psi

루프 최종 압력 12psi

루프 평형 시간 0.1분

표 2. Terpene 분석을 위한 Agilent 8890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조건.

Agilent 8890A GC 파라미터 

주입구 유형 MMI

주입구 모드 분할, 100:1

주입구 온도 175°C

주입구 압력 25.8psi

셉텀 퍼지 3mL/분

가스 절약 기능 3분 후 20mL/분

PSD 압력 4.85psi

PSD 퍼지 유속 5mL/분

MSD 이송 라인 275°C

GC 실행 시간 17.1분

운반 가스 헬륨

컬럼 1 Agilent DB-HeavyWAX, 122-7133

컬럼 규격 30m × 250μm × 0.5μm

컬럼 모드 1.95mL/분 일정 유속

오븐 평형 2.5분

오븐 프로그램 50°C, 0.75분 유지

5°C/분으로 승온 80°C, 0분 유지

30°C/분으로 승온 240°C, 5분 유지

FID 온도 300°C

FID 공기 400mL/분

FID수소 30mL/분

FID 보충 가스(N2) 15mL/분

표 3. Agilent 5977A(Extractor) 분석 조건

MSD 조건 Agilent 5977 GC/MSD

이온화원 Extractor, 9mm 렌즈

고진공 펌프 고성능 터보

모드 스캔  

범위 45~450m/z

임계값 50

튠 알고리즘 E튠

이온화원 온도 325°C

사중극자 온도 200°C

Isopropanol에 Restek 참조 표준물질을 
희석하여 검량 표준물질을 제조한 
다음, 시린지를 사용하여 분석을 위해 
헤드스페이스 바이알로 옮겼습니다. 분리 
및 재현성에 대한 용매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두 가지 제조 방법을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일한 농도의 표준물질을 서로 
다른 양(0.1~1,000µL)으로 각 바이알에 
스파이킹하며, 두 번째 방법은 서로 다른 
농도의 표준물질을 일정한 양으로 각 
바이알에 스파이킹하였습니다. 

헤드스페이스 바이알에 첨가한 용매의 
양은 크로마토그래피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부피 제조 기법은 현저한 머무름 
시간의 이동을 나타냈습니다. 다양한 
표준물질의 농도를 일정한 양으로 동일한 
검량 범위에서 평가했을 때의 머무름 
시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헤드스페이스 바이알에 표준물질 
10μL를 목표로 새로운 검량 표준물질을 
제조했습니다. 

표 5. DB-HeavyWAX에서 monoterpene의 식별에 
사용한 개별 성분 표준물질.

화합물 명 공급업체 부품 번호 

γ-Terpinene Supelco CRM40431

Terpinolene Supelco CRM40929

β-Pinene Supelco CRM40433

+-3-Carene Supelco CRM40416

α-Terpinene Supelco CRM40443

α-Pinene Supelco CRM40339

많은 terpene 목록은 monoterpene으로 
알려진 여러 구조 이성질체를 포함합니다. 
이들 화합물은 실험식, C10H15를 모두 
가지며 93, 121 및 136m/z의 주요 조각과 
기타 조각을 포함합니다. 라이브러리 
스펙트럼만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패턴을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표준 비극성 
컬럼을 사용하면 많은 monoterpene을 
철저하게 특성 규명하고, 일련의 곧은 사슬 
알케인의 머무름 시간을 비교한 머무름 
인덱스(RI)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6 
DB-HeavyWAX는 아직 참조할 수 있는 
머무름 지수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성분 참조 표준물질을 
구입하여 용리 순서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표 5는 화합물 명, 공급업체와 
부품번호입니다.

결과 및 토의
적용 가능한 선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5~2,500ng을 포함하는 9포인트 검량선을 
만들고 분석했습니다. 20mL 바이알에 
제조한 검량 표준물질 10μL를 담고, 
밀폐하여 헤드스페이스 자동 시료 주입기에 
놓았습니다. 검량 질량은 5, 10, 25, 50, 
100, 250, 500, 1,000 및 2,500ng입니다. 
그림 2는 크로마토그램의 예시이며, 표 6은 
정량 범위, 관련 정보와 검량선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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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검량 표준물질의 총 이온 크로마토그램(검정색) 및 FID 크로마토그램(빨간색).

표 6. MSD 및 FID 신호에 대한 화합물 목록, 머무름 시간 및 검량 정보.

피크 
인덱스 화합물 명

머무름 시간 
(분)

MSD 최저  
검량 농도(ng)

MSD 최고  
검량 농도(ng)

MSD 상관  
계수(R2)

MSD QC 정확도 
(750ng)

FID 최저  
검량 농도(ng)

FID 최고  
검량 농도(ng)

FID 상관  
계수(R2)

FID QC 정확도 
(750ng)

1 α-Pinene 4.484 5 2,500 0.998 96.5% 5 2,500 0.999 98.9%

2 Camphene 5.330 5 2,500 0.997 97.9% 25 2,500 0.999 96.8%

3 β-Pinene 6.201 5 2,500 0.998 97.8% 25 2,500 0.995 98.3%

4 3-Carene 7.095 5 2,500 0.998 97.4% 25 2,500 0.999 97.3%

5 β-Myrcene 7.352 5 2,500 0.998 93.6% 50 2,500 0.998 95.7%

6 α-Terpinene 7.615 10 2,500 0.998 95.5% 25 2,500 0.997 97.7%

7 D-Limonene 7.895 5 2,500 0.999 93.8% 25 2,500 0.998 97.2%

8 Eucalyptol 8.008 10 2,500 0.999 96.3% 10 2,500 1.000 99.5%

9 Γ-Terpinene 8.467 5 2,500 0.999 97.3% 10 2,500 0.999 96.6%

10 β-Ocimene 8.513 10 2,500 0.998 97.2% 10 2,500 0.998 96.7%

11 P-Cymene 8.747 5 2,500 0.998 96.5% 5 2,500 0.998 96.9%

12 Terpinolene 8.855 10 2,500 0.999 97.1% 10 2,500 0.998 98.2%

13 Linalool 10.571 5 2,500 0.999 100.9% 5 2,500 0.998 97.8%

14 Isopulegol 10.818 50 2,500 1.000 95.2% 25 2,500 0.997 98.4%

15 Caryophyllene 11.022 5 2,500 0.997 95.9% 5 2,500 0.997 99.4%

16 Humulene 11.381 5 2,500 0.997 94.9% 10 2,500 0.997 99.6%

17 Geraniol 11.924 5 2,500 0.996 100.4% 10 2,500 0.999 104.3%

18 Nerolidol 1 12.5347 10 2,500 0.996 94.0% 25 2,500 0.997 100.0%

19 Nerolidol 2 12.705 10 1,000 0.995 97.6% 25 2,500 0.997 99.1%

20 Caryophyllene Oxide 12.784 25 2,500 0.999 91.2% 5 2,500 1.000 102.0%

21 Guaiol 13.072 5 2,500 0.999 93.2% 10 2,500 0.997 100.2%

22 α-Bisabolol 13.682 5 2,500 0.996 93.3% 5 2,500 0.996 10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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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의 검량 한계는 선택한 정량 분석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데이터는 확인을 
위해 정성 이온과 정량 이온을 이용하여 
정량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정량 분석법의 
예시는 총 이온 크로마토그램의 적분, 또는 
정량 및 정성 이온의 피크 면적 합산, 또는 총 
이온 크로마토그램 감응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FID 검량 범위는 피크가 신호 대 잡음비(S/N), 
3:1를 갖도록 하여 결정했습니다. 보고된 
FID 값은 시스템 가스와 소모품이 깨끗할 때 
예상되는 FID 성능으로 보수적인 값입니다. 

저농도 검출이 필요한 일부 화합물에는 
시스템 구성의 변경없이 주입구 분할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검출기 분할 정도를 계산하거나 
검출기 분할을 완전히 제거하여 컬럼을 
하나의 검출기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MS/FID 분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검량 범위를 결정하여 대마 시료를 
처리했습니다. Terpene 프로파일에 대한 
높은 확신을 위해서는, 건조한 꽃 물질의 
동결 조건보다 낮은 온도가 이상적으로 
수확에서 분석까지 시료의 온도를 모두 
제어해야 합니다. 평가한 시료는 품종 정보가 
없으므로 참조 물질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대마 품종은 100종이 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료를 
올바르게 특성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표준물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별을 
위한 더 큰 참조물질을 만들기 위해 이 
분석법에 대한 여러 표준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종 화합물 Supelco terpene 
표준 혼합물질 세트(p/n CRM40755(A) 
및 CRM40937(B))를 구입하여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림 3은 Restek 표준물질, 
Supelco 표준물질과 대마 시료 두 개에  
대한 총 이온 크로마토그램 오버레이입니다. 
이 두 시료에서 Restek 표준물질에는 없는 
10~12분 범위에 많은 피크가 있으므로, 두 
번째 표준물질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와 5는  
4~8분과 10~13분의 오버레이를 확대하여 
보여줍니다. 그림 4는 예상되는 초기 용리 
monoterpene이 두 품종에는 존재하지만 
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장된 
오버레이는 D-limonene 베이스 주변의 
정보 피크도 확인됩니다(7.8분). 이것은 
DB-HeavyWAX 컬럼으로 의해 개선된 
분리의 예입니다. 더 작은 피크에 대한 
적절한 분리능으로 시료를 보다 완벽하게 
특성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 5의 확장 
세그먼트는 표준물질에 없는 피크를 
포함하는 크로마토그램의 또 다른 영역을 
보여줍니다. 각 시료의 미지 피크는 NIST 
17 라이브러리 스펙트럼과 MassHunter 
Qualitative Analysis로 식별하였으며, 가장 
큰 존재비의 피크는 90이 넘는 매치 인자를 
가졌습니다. 

자동화된 디콘볼루션을 이용한 보다 완벽한 
특성 규명을 위해, MassHunter Unknowns  
Analysis를 사용하여 대마 시료 A를 
처리했습니다. 그림 6은 캡처한 Unknowns 
Analysis 화면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피크 식별과 디콘볼루션을 위한 필터 기능이  
시료에 대한 자동 검색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분석법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물질 
두 개의 결합은 표준물질 27종을 포함하며, 
존재비가 높은 일반적인 terpene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MassHunter 
Unknowns Analysis를 사용하여 대마 
시료 A와 B의 화합물 41 및 78종을 쉽게 
식별하였습니다. Unknowns Analysis는 
MSD에서 수집한 스캔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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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로 다른 대마 시료 두 개와 Restek 및 Supelco 표준물질에 대한 총 이온 크로마토그램.

Restek 표준물질

대마 시료 A 

Acquisition time (min)
4.5 5 5.5 6 6.5 7 7.5 8 8.5 9 9.5 10 10.5 11 11.5 12 12.5 13 13.5 14 14.5 15 15.5 16 16.5 17

Supelco 표준물질

대마 시료 B 

Co
un

ts

그림 4. 4~8분 시간 범위의 확대 보기. α-Pinene, 
β-Pinene, 3-carene, β-Myrcene 및 D-limonene는  
대마 시료 두 개에 모두 존재합니다.  

Restek 표준물질

대마 시료 A 

Supelco 표준물질

대마 시료 B 

그림 5. 10~13분 범위의 확대 보기. 이 영역에서 Agient 
DB-HeavyWAX의 분리는 탁월했습니다. 하나의 시료에 
여러 화합물이 존재하거나 표준물질의 일부가 아닌 
다른 화합물도 존재합니다.

Restek 표준물질

Supelco 표준물질

대마 시료 A 

대마 시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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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료 A에 대한 Unknowns Analysis 처리의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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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로 다른 대마 시료 두 개의 terpene 
프로파일은 Agilent 8890 GC와 7697A 
헤드스페이스 자동 시료 주입기, PSD가 있는 
퍼지 CFT 스플리터와 결합된 FID/MSD 
신호 수집으로 분석했습니다. Agilent 
MassHunter 버전 10은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Unknowns Analysis를  
이용한 스크리닝 워크플로에 유용합니다. 
Agilent DB-HeavyWAX 컬럼은 결과의 
핵심으로 17분 이내에 시료를 효율적으로 
분리합니다. 

시료의 특성 규명이 워크플로에 중요하다면, 
라이브러리 매치와 디콘볼루션과 같은 
도구를 통합하여 질량 분석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화합물의 정량이 
워크플로의 목표라면, FID로 경제적인 
분석을 수행하면서 머무름 시간에 대한 
이차적인 참조물질로서 머무름 지수 매치와  
같은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검출기를 선택하든, 최적의 분리로 결과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합니다. 두 기법을  
하나의 분석법으로 결합하여, 단일 
시스템에서 FID와 MSD의 장점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8890A GC는 사용하기 쉬운 유지보수 
카운터, 광범위한 문제 해결 도구 및 
원격 액세스가 가능한 내장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통합하여 강력한 시료 분석에 
대한 애질런트 레거시를 더욱 향상합니다. 
DB-HeavyWAX 컬럼의 혁신 기술은 
기존, 왁스 케미스트리의 대안으로 보다 
높은 온도를 제공하여 terpene의 분리를 
향상합니다. Terpene의 프로파일링에서는 
분리 최적화, 시료 온도 유지 및 다양한 참조 
표준물질의 사용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대마 기반 제품에 대한 연구 및 상용화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애질런트는 
terpene 분석을 위한 완벽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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