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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UV-vis을 이용한 과일류 중의 지베렐린 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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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Gibberllic acid (GA3) is one of gibberellins (GAs) that are a class of plant growth hormones that

exert profound and diverse effects on plant growth and development. GA3 is essentially non-UV absorbing

and is difficult to assay by UV-detector. For effective extraction of gibberellic acid from fruits by using liquid-

liquid extraction, optimized pH and extraction solvent were established. The selective and sensitive derivative

of GA3 for HPLC/UV-vis was derivatized using phenacyl bromide, and the experimental factors, including

reaction time, reaction temperature and amount of derivatizing reagent and base were investigated for the

effective synthesis. The derivatized GA3 with phenacyl bromide was effectively analyzed by HPLC/UV-vis. The

structure of derivatized GA3 was confirmed by HPLC/ESI-MS. For apple, LOD and LOQ were 0.008 mg/

kg and 0.027 mg/kg, respectively. For pear, LOD and LOQ were 0.003 mg/kg, 0.012 mg/kg, respectively. The

established method can be applied to more effective analysis of GA3 from plant and food.

요 약: 자외선 흡광도가 거의 없는 농작물의 생장 조절용 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베렐린(GAs) 중

하나인 지베렐린 산(GA3)은 발색단이 미약해서 자외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분석하기가 어려운 물질이다.

액체-액체 추출법을 이용하여 과일류로부터 지베렐린 산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시료의 pH와 추

출용매에 대한 최적의 추출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페나실 브로마이드를 유도체화 시약으로 사용함

으로써 자외선 검출기에 선택적이며 감도가 좋은 GA3-유도체 화합물을 만들었으며, 최적의 유도체화 조

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반응온도 및 시간, 유도체화 시약의 양, 염기의 양 등을 변화시켜주는 실험이 수

행되었다. 유도체화 된 GA3는 C18 컬럼을 사용하여 방해물질이 없이 HPLC/UV-vis로 효과적으로 분석

되었으며, HPLC/ESI-MS를 사용하여 유도체화된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사과의 경우, 검출한계

(LOD)와 정량한계(LOQ)는 각각 0.008 mg/kg, 0.027 mg/kg로, 배의 경우, 검출한계(LOD)와 정량한계

(LOQ)는 각각 0.003 mg/kg, 0.012 mg/kg로 낮은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보였다. 확립된 유도체화 방법

은 과일류 중에 존재하는 GA3의 효과적이고 편리한 분석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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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베렐린(Gibberellin)은 대표적인 식물호르몬으로서

고등식물의 신장을 유도하고 발아를 촉진시키는 역할

을 한다.1 동일한 탄소 고리 모핵의 유사 구조를 갖는

여러 종의 지베렐린이 있으며, 현재 벼의 키다리병균

이외에도 많은 식물에 지베렐린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베렐린을 생장 조절용 농약으

로 사용하고 있으며, 과수, 원예, 화훼 등에 광범위 하

게 사용되고 있으며, 과실의 경우 크기를 고르게 성장

시켜 품질이 우수한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농가에서

는 과일류의 수확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베렐린의

한 종류인 지베렐린 산(Gibberllic acid, GA3)을 과다

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지베렐린

산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지베렐린 산에 대한 MRL (Maximum Residue Limit)

이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해 200 µg/kg으로 규제되어

있고,1 EU에서도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해 500 µg/kg으

로 규제되어있다. 

한편, 지베렐린 산은 형광을 띄지 않고 UV 흡수

가 매우 낮으며 특별한 화학적 성질이 없어 정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2 HPLC/UV-vis를 이용한 지베

렐린의 분석은 정량이 아닌 단순한 검출에만 국한되

어있다.3-7 최근에 GC/MS8-10나 LC/MS11-19,22를 이용

하여 지베렐린 산을 정량한 사례가 있으며, capillary

electrohoresis-MS20-21을 사용해 지베렐린 산을 정량

한 보고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HPLC/UV-Vis를 이용한 분석 예

는 거의 없는데 이는 지베렐린 산의 최대 흡수 파장

이 206 nm로 매우 낮고 자외선 흡광도가 낮기 때문

에 UV 검출기로 정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액체-액체 추출법(Liquid-

liquid extraction)을 이용하여 지베렐린 산을 과일류로

부터 효과적으로 추출한 뒤, 지방산과 유기산의 최대

흡수파장을 높이기 위한 유도체화 시약으로 사용되는

페나실 브로마이드(Phenacyl bromide)23-26를 사용하여

기존에 연구된 α-bromo-2-acetonaphthone 지베렐린 산

의 유도체화 반응27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지베렐

린 산을 유도체화시켜 자외선 흡광도를 증가시킴으로

써 HPLC/UV-Vis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을 확립하였다.

2. 실 험

2.1. 기구 및 시약

실험에 사용된 모든 유리 기구는 세척액, 메탄올,

아세톤 및 3차 증류수로 세척 후 자연 건조하여 사용

하였다. 시료의 진탕 혼합추출을 위해서 EYELA 사

(Tokyo, Japan)의 MMS-3010을 사용하였고, 시료 농축

을 위한 질소 농축기는 Caliper Lifescience 사 (Seattle,

WA, USA) Turbo LV 농축기를 사용하였다. 지베렐린

산 표준물질은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

의 고순도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화학구조는 Fig. 1에

나타내었다. THF (tetrahydrofuran), 메탄올, 에틸아세

테이트, 증류수는 J.T.Baker 사 (NJ, USA)의 HPLC 등

급 시약을 사용하였고, 개미산(formic acid)은 Fluka

사(Seelze, Germany), 페나실 브로마이드는 Sigma-

Aldrich사(St Louis, MO, USA)의 시약을 사용하였다. 

시료 자동 주입기와 UV-vis 검출기가 장착된 Agilent

사 (Palo Alto, CA, USA)의 1100 series HPLC 시스템

을 사용하였다. LC/ESI-MS/MS 역시 Agilent 사 (Palo

Alto, CA, USA)의 1200 series HPLC/6410 Triple

Quadruple tandem mass spectrometer 시스템을 사용하

였고, 이온화 방식은 전기분무이온화(ESI, Electrospray

Ionization) 모드를 사용하였다.

2.2. 시료 선정

실제 시료로는 사과와 배를 선택하였으며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4 oC 이하로 냉장 보관한 후 실험 직

전에 균질화기로 균질화하여 사용하였다.

2.3. 시료전처리

균질화기로 균질화한 시료 5 g을 원심 분리관에 취

하고 정제수 10 mL를 가한 후 황산:물(1:1, v/v)을 사

용하여 pH 3으로 조절해주었다. 에틸아세테이트 20

mL를 가한 뒤 진탕 혼합기로 300 rpm에서 15분간 진

Fig. 1. Chemical structure of gibberellic aicd (GA3).



Analysis of gibberellic acid from fruits using HPLC/UV-vis 21

Vol. 26, No. 1, 2013

탕시킨 후, 4000 rpm에서 5 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

인 에틸아세테이트 층만 취하였으며, 이 과정을 2회

반복하였다. 추출한 에틸아세테이트 층을 혼합한 후

pH 8.0 인산 완충용액(Phosphate buffer) 10 mL를 가

하였다. 진탕 혼합기로 300 rpm에서 15 분 동안 진탕

시키고, 4000 rpm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수용

액층을 취하고, 황산:물(1:1, v/v)을 사용하여 pH 3.0으

로 조절하였다. 10 mL의 에틸아세테이트를 가하고 진

탕혼합기로 300 rpm에서 15 분 동안 진탕시킨 후, 에

틸아세테이트 층을 취하여 45 oC에서 질소로 유기용

매을 휘발시켜 완전히 건조시킨 후 반응 용매인 THF

300 µL를 가해주었다. 여기에 5 µL의 트리에틸아민을

첨가하고 THF 용매에 묽힌 0.2 M 페나실 브로마이드

40 µL를 첨가하였다. 2분간 vortex mixer로 혼합해 준

뒤, 90 oC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Fig. 2). 반응

을 완결시킨 후 시험관을 실온에서 냉각시킨 후 질소

농축기를 이용해 40 oC에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메탄

올 100 µL로 잔사를 녹인 후 바이알에 옮겨 HPLC/

UV-Vis에 10 µL를 주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시료 전처

리과정을 Fig. 3에 도식화 하였다.

2.4. 기기분석 조건

2.4.1. HPLC/UV-vis 조건

유도체화 된 지베렐린 산의 분석을 위해 HPLC에서

사용된 컬럼은 Waters 사(Milford, Massachusetts, USA)

의 SunFire C18이었으며 길이는 150 mm, 내경은 4.6

mm이고 입자크기는 5 µm 이었다. 이동상은 증류수와

메탄올을 사용하였으며 기울기 용리조건으로 유기용

매 조성을 초기에 60%에서 15 분까지 70%로 올려주

었다가 15.1분에 50%로 감소시켜 30 분까지 유지하

였으며, 이동상의 재 평형을 위하여 30.1 분까지 유기

용매를 60%로 감소시켜 10분간 유지하였으며, 분석시

간은 40 분 이었다. 검출 파장은 247 nm 이었으며 이동

상의 유속은 0.8 mL/min, 시료 주입량은 10 µL이었다.

2.4.2. HPLC/ESI-MS 조건

유도체화 된 지베렐린 산의 분자량 및 구조 확인을

위해 사용된 HPLC/ESI-MS의 컬럼은 Waters 사

(Milford, Massachusetts, USA)의 XBridge C18으로 길

이는 100 mm, 내경은 2.1 mm이고 입자크기는 3.5

µm 이었다. 이동상은 물과 메탄올이 사용되었고 등용

매 용리조건(50% 유기용매)을 사용하였으며, 유속은

0.3 mL/min, 분석시간은 15분 이었다. HPLC/MS의 이

온화 방법은 ESI (Electrospray ionization)이었으며, 음

Fig. 2. Scheme for derivatization of GA3 with phenacyl bromide.

Fig. 3. Sample preparation procedure of Gibberel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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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모드에서 분석이 수행되었다.

2.5. 검출한계, 정량한계, 회수율 및 검정곡선 실험

분석 방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정량한계(Limit of quantitiation, LOQ),

회수율 및 검정곡선에 대한 실험은 바탕시료(사과 및

배)가 사용되었다. 

먼저,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실험을 위해서는 각각의

시료에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전처리과정을 거친 결과

에서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S/N)를 통하여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추정한 후, 추정한 검출한계의

1~5배 사이의 농도를 가진 시료(n=7)를 준비하였다.

HPLC/UV-vis에 주입 후 얻은 결과 값을 통해 측정에

대한 표준편차(σ)를 계산하고, 선형검정곡선을 작성하

여 기울기(s)를 구한 후 검출한계는 3σ/s, 정량한계는

10σ/s로 정했다. 

검정곡선은 미지 양에 대한 감응을 해석할 수 있도

록 아는 양의 분석물질(표준물질)에 대한 감응으로

평가되었다. 사과 시료의 경우 0.15, 0.3, 0.4, 0.8,

1.6, 3.2 mg/kg이 되도록 표준물질을 첨가하였고, 배

시료의 경우 0.15, 0.3, 0.45, 1.0, 2.0, 4.0 mg/kg이

되도록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확립된 시료 전처리 과

정을 거친 후 HPLC/UV-vis 방법으로 분석하여 피크

면적비로 검정곡선을 작성하고, 직선식과 상관계수

(r2)를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스펙트럼 및 기기분석

3.1.1. 스펙트럼 분석

유도체화 하지 않은 지베렐린 산 표준물질의 최대

흡수 파장은 206 nm이며, 발색단이 있는 페나실 브로

마이드로 유도체화 시킨 유도체화된 GA3의 최대 흡수

파장은 247 nm로 이동되었으며, 또한 자외선 흡광도도

증가되었으며, 그 스펙트럼을 Fig. 4에 나타내었다.

3.1.2. HPLC/UV-Vis 분석

유도체화 된 지베렐린 산은 HPLC/UV-Vi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에 따라 극성도를 변화시켜

주기위해 유기용매의 조성에 변화를 주는 기울기 용

리 조건으로 분석한 결과 유도체화 된 지베렐린 산은

매트릭스에 의한 방해효과 없이 27.26 분에서 검출되

었으며 그 크로마토그램을 Fig. 5에 나타내었다.

3.1.3. HPLC/ESI-MS 분석

지베렐린 산의 유도체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PLC/ESI-MS를 사용하였다. 유도체화 된 지베렐린

산은 양성자가 1개 떨어진 유사분자이온(Pseudo-

molecular ion)인 [M-H]−가 m/z 463에서 나타남으로써

유도체화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질량스펙

트럼을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4. UV spectra of (a) GA3 and (b) derivatized GA3.

Fig. 5. HPLC/UV-vis chromatogram of derivatized gibberellic
acid. 

Fig. 6. Mass spectrum of derivatized GA3 with electrospray ionization.



Analysis of gibberellic acid from fruits using HPLC/UV-vis 23

Vol. 26, No. 1, 2013

3.2. 실험 인자들의 최적화

3.2.1. 지베렐린 산 추출의 최적화

액체-액체 추출법을 이용하여 과일류로부터 지베렐

린 산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pH와 추출용매를

변화시켜줌으로써 최적의 실험 조건을 찾는 실험이

수행되었다.

1) pH의 영향 

분석물질이 유기용매에 효율적으로 추출되기 위해

수용액 시료의 pH에 의한 영향을 살피는 실험이 수행

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성 또는 염기성 화합물의 중성

형태는 유기용매에 잘 녹고 이온성 형태는 유기용매

에 잘 녹는데, Henderson-Hasselbalch 방정식에 의하면

산성 분석물질을 수용액으로부터 유기용매로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수용액의 pH를 낮춰주어야 한다. 따라

서 산성물질인 지베렐린 산을 유기용매로 추출시키기

위해 물과 황산을 1:1(v/v)로 섞은 황산용액을 사용해

pH를 조절해 주었다. 그 결과 pH 3에서 가장 높은 회

수율을 나타냈으며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2) 추출 용매의 영향

액체-액체 추출 시 추출용매에 따른 절대 회수율을

비교하기 위해 에틸아세테이트, 다이에틸에테르, 메틸

렌클로라이드(MC)를 사용하여 최적의 용매를 선택했

다. 그 결과 극성인 지베렐린 산의 추출용매로는 세

가지 용매 중에서 극성도가 가장 높은 에틸아세테이

트의 추출효율이 다른 두 용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

았다(Fig. 8).

3.2.2. 지베렐린 산 유도체화의 최적화

지베렐린 산의 유도체화 반응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반응온도, 반응시간, 반응용매(THF)의 양, 염기(트리

에틸아민)의 양, 유도체화 물질(페나실 브로마이드)의

양 등 실험 인자를 변화시켜 가면서 최적의 유도체화

조건을 찾는 실험이 수행되었다.

1) 반응온도 및 반응시간의 영향 

유도체화 반응을 진행시킬 때 반응 환경은 반응 속

도와 반응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베렐린 산과

페나실 브로마이드의 최적의 반응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다른 조건은 유지한 채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을

조절하였다. 반응온도는 40, 50, 60, 70, 80, 90 oC에

서 반응을 시킨 후 HPLC로 분석한 결과 90 oC에서

가장 높은 면적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한편, 반응 시간은 15 분, 30 분, 1~8 시간으로 변

화시켜서 반응시킨 결과 1 시간이 가장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0).

2) THF 양의 영향

지베렐린 산의 유도체화를 위해 사용한 THF 용매

Fig. 7. Comparison of absolute recovery at various PHs.

Fig. 8. Comparison of absolute recovery by extraction solvents.

Fig. 9. Comparison of derivatized GA3 according to reaction
temperatures.

Fig. 10. Comparison of derivatized GA3 according to reaction
times.



24 Kyung Na Ma, Hyun-Woo Cho and Seung-Woon Myung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는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고, -COO−와 H+의 이온화

상태를 잘 유지하여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작용하

는 용매이다. 따라서 다른 반응 조건은 일정하게 유지

한 채 반응 용매인 THF의 양을 각각 200, 300, 500,

700, 1000 µL에서 반응시켜 HPLC에서의 피크 면적

을 비교하였으며, 반응용매의 양이 작아질수록 상대

면적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응 용매의

양을 300 µL로 선택하였다(Fig. 11).

3) 페나실 브로마이드 양의 영향

페나실 브로마이드는 일반적으로 카르복시산

(-COOH) 작용기에 유도체화시킬 때 사용되는 물질이

며, 이 페나실 브로마이드의 벤질기가 발색단을 가지

고 있어 지베렐린 산의 최대흡수파장을 높여 주면서

HPLC/UV-vis에서 지베렐린 산을 감도 좋게 검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THF 용매에 0.2 M이 되도록 페나

실 브로마이드 용액을 제조하였고 각각 10, 20, 30,

40, 50 µL로 가해준 결과 40 µL일 때 HPLC에서 피

크 면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Fig. 12).

4) 트리에틸아민 양의 영향 

페나실 브로마이드를 사용하여 지베렐린 산을 효과

적으로 유도체화 하기 위해 트리에틸아민을 염기로

사용하였다. 다른 조건은 유지한 채 트리에틸아민의

양을 2, 5, 8, 10, 20, 30 µL로 가해준 결과 30 µL를

가해주었을 때 가장 높은 상대면적비를 얻을 수 있었

다(Fig. 13).

3.3. 유효성 검증

3.3.1.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확도 및 정밀도

지베렐린 산이 잔류하지 않음이 확인 된 각 바탕시

료(사과, 배)에 지베렐린 산 표준물질을 소량첨가

(spike)한 후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과의 경우,

검출한계(LOD)와 정량한계(LOQ)는 각각 0.008 mg/

kg, 0.027 mg/kg로 나타났으며, 0.15 mg/kg~3.2 mg/

kg에서 88.1~105.9% 범위의 상대회수율을 나타냄으

로써 비교적 좋은 정확도를 보였고, 상대표준편차

(RSD%)는 1.0~4.6% 범위로 양호한 정밀한 값을 나

타내었다. 

배의 경우, 검출한계(LOD)와 정량한계(LOQ)는 각

각 0.003 mg/kg, 0.012 mg/kg로 나타났으며, 0.15 mg/

kg~4.0 mg/kg에서 84.4~108.4% 범위의 상대회수율을 나

타냄으로써 정확도가 우수했다. 상대표준편차(RSD%)는

1.0~3.8% 범위로 비교적 정밀한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1).

3.3.2. 검정곡선

사과의 경우 시료 5 g중 농도가 0.15, 0.3, 0.4, 0.8,

1.6, 3.2 mg/kg이 되도록 표준물질을 소량첨가한 후

(n=3) HPLC/UV-vis로 분석하여 농도 대 면적 값으로

검정곡선을 작성한 결과 y=1950.6x+97.286 (r2=0.9973)

의 직선식을 얻었다.

배의 경우, 사과와 마찬가지로 시료 5 g 중 농도

가 0.15, 0.3, 0.45, 1.0, 2.0, 4.0 mg/kg이 되도록 표

준물질을 소량 첨가한 후 (n=3) HPLC/UV-vis로 분

석하여 농도 대 면적 값으로 검정곡선을 작성한 결

과 y=1501.1x + 21.877 (r2=0.9963)의 직선식을 얻

었다. 

Fig. 11. Effect of according to volume of tetrahydrofuran.

Fig. 12. Effect of according to volume of phenacyl bromide.

Fig. 13. Effect of according to volume of triethyl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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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사과나 배 등의 과일류에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으

며, HPLC에 사용되는 용매들의 cut-off 파장 근처에서

최대 흡수 파장이 나타나서 UV 검출기로는 분석이

힘든 지베렐린 산을 페나실 브로마이드를 사용하여

간편한 유도체화 반응을 통해 유도체화된 화합물을

생성시킴으로써 HPLC/UV-vis를 이용하여 감도있고

효율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LC/ESI-MS를 사용하여 유도체화 된 지베렐린 산의

분자량과 구조를 확인하였다. 

사과의 경우, 검출한계(LOD)와 정량한계(LOQ)는

각각 0.008 mg/kg, 0.027 mg/kg로, 배의 경우, 검출한

계(LOD)와 정량한계(LOQ)는 각각 0.003 mg/kg, 0.012

mg/kg로 낮은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보였다. 상대회

수율을 측정한 결과 사과에서 88.1~105.9% 범위로,

배에서는 84.4~108.4% 범위로 나타났다. 두 매트릭스

에서 모두 상대표준편차(RSD%)가 4.6% 이하를 나타

냄으로써 확립된 실험방법은 좋은 정밀도를 나타내었

으며, 정량분석을 위한 검정곡선은 작업구간 이내에서

r2=0.996 이상의 좋은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페나실 브로마이드를 이용한 유도체화 방법은

HPLC/UV-vis를 이용한 지방산이나 유기산 분석에

사용되며,23-26 고온에서 1시간 이내의 반응을 통해

쉽게 유도체화 반응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 확립된 지베렐린 산의 페나실 브로마이드를 이

용한 HPLC/UV-vis 분석방법은 기존에 α-bromo-2-

acetonaphthone를 이용하여 지베렐린 산의 최대흡수

파장을 높여 HPLC/UV-vis로 분석한 분석법27에 비해

간편하고 적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과

일류 중에서 직접 지베렐린 산 추출을 통해 과일류

중에 존재하는 지베렐린 산을 낮은 농도에서 높은 정

확도와 정밀도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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