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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및 GC/MS에 의한 벌꿀 중의 이·삼당류 정성 및

정량 특성과 개선된 동시분석방법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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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roved Analytical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Di- and Trisaccharides

in Honey using GC and 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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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roved analytical method with gas chromatography (GC) and GC-mass spectrometry was established to
identify and quantify disaccharides and trisacchrides in honey. In this method, the analysis of trimethylsilyl (TMS), TMS-
oxime and TMS-methoxime sugars takes into account the determination of a single peak of complete separation on the
chromatogram. The number of possible peaks for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TMS, TMS-oxime, and
TMS-methoxime sugars was 17, 22, and 25, respectively. This new analytical method allowed for the determination of di-
and trisaccharides in honey by TMS-oxime and TMS-methoxime derivative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improved
method is more suitable and precise than the other analytical methods for the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sugars in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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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벌꿀의 주성분은 대부분 당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fructose와 glucose를 포함하는 단당류가 약 60-75%, 이당류를 포

함한 올리고당류가 약 5-15% 정도 함유되어 있다. 이들 당류들

은 다양한 밀원에서 수집된 자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당류들이

전화과정을 거쳐 주성분으로 fructose와 glucose를 만들고, 숙성과

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효소들의 작용과 acid reversion 등으로

서로 다른 위치와 형태에서 glycoside 결합을 이루는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성이 높은 이당류와 올리고당류를 생성함으로서 벌꿀

은 천연물 중에서 가장 복잡한 당류 조성을 가진 산물 중의 하

나로 보고되고 있다(1,2).

벌꿀에 함유되어 있는 이당류와 올리고당류의 분석은 전처리

가 비교적 간편한 HPLC법(3-6)을 사용하고 있으나 벌꿀에 함유

된 다양한 당류들을 완전히 분리하고 정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다. 최근에는 capillary GC를 이용한 trimethylsilyl (TMS) ether 유

도체화 방법이 약간의 시약과 시간이 소요되는 전처리 과정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TMS-oxime

유도체화 방법은 먼저 환원당류에 존재하는 anomeric 중심탄소의

안정을 위해 oxime화를 실시하고, 2단계로 TMS 유도체를 만들

어 크로마토그램 상에 syn (E)과 anti (Z)-form과 같은 보다 간결

한 2개의 이성질체를 생성함으로서 벌꿀의 당류 분석에 많이 적

용되고 있다(7-15).

하지만, 이러한 TMS-oxime 유도체 분석의 훌륭한 성과에도 불

구하고 실제 벌꿀시료의 분석 시 동시 용출되거나 유사한 t
R
을

가지는 수개의 이당류가 존재함으로써 해당 당류들의 정량을 어

렵게 만든다. Gomez Barez 등(10)은 GC를 이용한 단당 및 올리

고당류의 분석에서 이당류인 turanose (E), nigerose (E), maltose

(E), turanose (Z)와 palatinose (E), kojibiose (Z) 피크가 겹쳐 분

리됨을 보고하였고, 2개의 컬럼을 사용한 Sanz 등(14)의 연구에

서도 비극성컬럼(SPB-1)에서는 20개 이상의 이당류 피크가 8개

부분에 걸쳐 overlap되고, 중간극성컬럼(Rtx-65TG)에서도 이와 유

사한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Fuente 등(16)은 least-squares regression을 기본으로 한

robust method를 개발하고 스페인 벌꿀의 당 함량 측정에 적용하

였는데(17), 이 방법 역시 동시용출되는 피크가 존재하며, 해당성

분들의 정량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적인 통계처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벌꿀에 존재하는 이당류 및 삼당류의

보다 정확한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해 벌꿀에 함유된 당류 표준

물질을 대상으로 3가지 유도체화(TMS, TMS-oxime, TMS-meth-

oxime)를 실시하여 이들 당류들의 GC 및 GC/MS 분리특성과 최

적 기기 분석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의 유도체화 조건에서

정성과 정량이 가능한 완전히 분리된 한 개의 개별 당류피크를

선정한 다음, 실제 벌꿀시료의 정량분석에서 이들 피크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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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지 내부표준법(internal standard method)만으로 개별 이·

삼당류 정량분석이 가능한 개선된 분석방법을 확립하였기에 보

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시약

실험용 시약으로 1,1,1,3,3,3-hexamethyldisilazane (HMDS) (Tokyo

Chemical Industry Co., Tokyo, Japan), trifluoroacetic acid (TFA)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pyridine, hydroxy-

lamine hydrochloride (Junsei Chemical Co., Tokyo, Japan), methoxy-

amine hydrochloride (Sigma-Aldrich)는 시약특급을, ethanol (Fisher

Scientific Inc., Pittsburgh, PA, USA), water (Fisher Scientific

Inc.) 등은 HPLC급을 사용하였다.

당류 표준품

당류 표준품으로는 α-D-Glc-(1,2)-β-D-Fru (sucrose), α-D-Glc-

(1,1)-α-D-Glc (α,α-trehalose), α-D-Glc-(1,1)-β-D-Glc (α,β-trehalose),

β-D-Glc-(1,4)-D-Glc (cellobinose), α-D-Glc-(1,4)-D-Fru (maltulose),

α-D-Glc-(1,3)-D-Glc (nigerose), α-D-Glc-(1,3)-D-Fru (turanose), α-

D-Glc-(1,4)-D-Glc (maltose), α-D-Glc-(1,2)-D-Glc (kojibiose), α-D-

Glc-(1,6)-D-Fru (palatinose), β-D-Glc-(1,6)-β-D-Glc (gentiobiose),

α-D-gal-(1,6)-D-Glc (melibiose), α-D-Glc-(1,6)-D-Glc (isomaltose)

등 이당류 13종 및 α-Gal-(1,6)-α-Glc-(1,2)-b-Fru (raffinose), β-

Fru-(2,1)-β-Fru-(2,1)-α-Glc (kestose), α-Glc-(1,4)-α-Glc-(1,2)-β-Fru

(erlose), α-Glc-(1,3)-b-Fru-(2,1)-α-Glc (melezitose), α-Glc-(1,4)-α-

Glc-(1,4)-Glc (maltotriose), α-Glc-(1,6)-α-Glc-(1,4)-Glc (panose),

α-Glc-(1,6)-α-Glc-(1,6)-Glc (isomaltotriose) 삼당류 7종은 Sigma-

Aldrich Co. 제품을 사용하였다.

시료

벌꿀시료는 벌꿀농가(Seorakhoney, Yangyang, Korea)와 시중 유

통되고 있는 아카시아 벌꿀(Nonghyup, Yeongwol, Korea) 및 잡화

꿀(Dongsuh, Jincheon, Korea)을 각각 4종씩 총 8종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준용액, 시료용액, 내부표준물질 용액

표준용액은 80% ethanol을 사용하여 0.2-1 mg/mL 농도로 조제

하였고, 시료용액은 벌꿀 시료 약 0.5 g을 취하여 80% ethanol 25

mL로 용해하였으며, 내부표준물질로 사용한 phenyl-β-D-glucoside

(Sigma-Aldrich Co.)는 ethanol을 사용하여 0.5-mg/mL 농도로 조

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TMS, TMS oxime, TMS methoxime 유도체화

TMS 유도체화는 Doner 등의 방법(19)을 준용하였다. 즉, 내부

표준물질과 표준용액 또는 시료를 각각 1 mL씩 취하여 50 mL 공

전플라스크에 넣고 진공농축기로 증발 건조시킨 후 pyridine 0.5

mL를 넣고 잘 용해시킨 다음 HMDS 0.45 mL와 TFA 50 µL를 넣

어 70oC에서 15분간 반응시킨 다음 실온에서 냉각한 후 시험용

액으로 하였다. TMS-oxime 유도체화는 Sanz의 방법(14)에 준하

였는데, 농축과정과 마지막 원심분리과정은 약간 변형하여 사용

하였다. 즉, 내부표준물질과 표준용액 또는 시료를 각각 1 mL씩

취하여 TMS 유도체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발 건조시킨

후 시료 건조물에 2.5% hydroxyamine hydrochloride pyridine

(Sigma-Aldrich Co.)용액 1 mL를 넣고 75oC 항온기에서 30분간 가

열하고 실온에서 식힌다. 여기에 HMDS 0.9 mL와 TFA 100 µL를

넣고 45oC에서 30분간 반응시켜 실온에서 냉각하고 0.2 µm 여과

기로 여과한 용액을 GC 및 GC/MS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TMS-

methoxime 유도체화는 methoxy 유도체화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

(11,18,20-21)의 전처리 방법을 검토한 후 예비실험을 거쳐 유도

체화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내부표준물질과 표

준용액 또는 시료를 각각 1 mL씩 취하여 TMS 유도체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발 건조시킨 후 시료 건조물에 2.5% meth-

oxyamine hydrochloride pyridine용액 1 mL를 넣고 75oC 항온기에

서 30분 가열한 다음 실온에서 식힌다. 여기에 HMDS 0.9 mL와

TFA 100 µL를 넣고 80oC에서 60분간 반응시켜 실온에서 냉각하

고 0.2 µm 여과기로 여과한 용액을 Gas chromatograph (GC,

7890A, Agilent, PaloAlto, CA, USA)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MS, 6890N, 5975C, Agilent)의 시험용액으로 하

였다.

GC, GC/MS 분석

각 유도체화 당류의 가장 효율적인 분리를 위해 예비실험에서

methyl silicon (DB-1), 5%-phenylmethylsiloxane (DB-5MSUI), 50%

phenyl-methylsiloxane (HP-50), 65% phenyl-methylsiloxane (Rtx-

65)컬럼 등을 사용하여 각 유도체화 당류들의 분리특성과 최적분

리조건을 조사한 후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나의 컬럼과

oven 승온온도를 선정하였는데, GC와 GC/MS 기기분석조건에서

의 차이는 컬럼유량을 GC에서는 1.0 mL/min, GC/MS에서는 0.5

mL/min으로 설정한 것이다.

Table 1. The analytical conditions of GC in TMS, TMS-oxime

and TMS-methoxime sugars

Instrument Agilent 7890 GC 

Column DB-5MSUI (0.25 µm×0.25 mm×30 m)

Oven temp.
3oC/min, 175oC (5 min)→7oC/min, 245oC 
(20 min)→315oC (20 min) 

Detector FID

Inlet temp. 280oC

Detector temp. 300oC

Injection vol. 1 µL (split, 10:1)

Carrier gas, flow N
2
, 1 mL/min

Table 2. The analytical conditions of GC/MS in TMS, TMS-

oxime and TMS-methoxime sugars

Instrument Agilent 6890N, 5975C 

Column DB-5MSUI (0.25 µm×0.25 mm×30 m)

Oven temp.
3oC/min, 175oC (5 min)→7oC/min, 245oC 
(20 min)→315oC (20 min) 

Inlet temp. 250oC

Injection vol. 1 µL (split, 50:1)

Ion source temp. 250oC

Carrier gas and flow He, 0.5 mL/min

Electronic voltage 70 EI

Mass range 40-600 m/z

Library Wiley, 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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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확립하고자 하는 분석법은 벌꿀의 이·삼당류 연

구에서 많이 보고된 당류 표준품 20종을 사용하여, TMS, TMS-

oxime, TMS-methoxime 유도체화 당류를 제조한 후 GC 및 GC/

MS 분석에서 각 당류들의 분리도와 특성을 조사하여, 이들 3가

지 유도체화 당류들이 한가지 분석조건에서 크로마토그래프 상

에서 정성 및 정량에 문제가 없는 하나의 당류피크를 선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피크란 단일피크를 나타내는 비환원당

류는 물론 두 개의 피크를 나타내는 환원당류 중 어느 한 피크

라도 완전하게 분리된 피크를 말한다. 그 다음으로 정성 및 정량

피크로 선정된 표준당류 피크를 내부표준법을 이용하여 실제 벌

꿀시료의 함량분석에 적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실험의 정

성 및 정량원칙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비환원당류의 단일피크는

물론 환원 이당 및 삼당류에서 생성되는 2개의 이성질체 비가 매

우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정량성을 가진다는 연구 보고들(9-12,14-

17)을 기본으로 하고,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내부표준물질로 각

각의 당류를 정량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2개의 피크로 분

리되는 환원당류 피크의 명명은 처음과 나중피크를 TMS 당류에

서는 (1)과 (2)로, TMS-oxime과 TMS-methoxime 당류에서는 (E)

와 (Z)로 명명하였다.

승온조건의 선정

표준당류로 사용한 TMS, TMS-oxime, TMS-methoxime 당류들

의 GC 및 GC/MS 분리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예

비실험에서 분석조건을 다양하게 검토한 후 3가지 유도체화 당

류들의 정성 및 정량에 가장 적합한 한 개의 gas chromatography

분석조건을 조사한 결과, 당류들의 최적분석조건은 oven 초기온

도를 175oC로 하여 5분간 머무르게 하다가 3oC씩 증가시킨 후

245oC에서 등온으로 분석시 이당류가 가장 좋은 분리도를 이루

었으며, 삼당류는 이당류에서 제일 나중에 분리되는 isomaltose의

분리가 완료된 후 oven 온도를 7oC씩 증가시킨 다음 315oC로 등

온 분석할 때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확립한 분석조건은 이전

의 연구들(7-17)에서 적용한 승온조건과는 다소 다르다.

컬럼의 선정

벌꿀의 이·삼당류를 분석하기 위해 capillary GC에 많이 사용

하는 컬럼은 주로 비극성이 강한 methyl silicone 컬럼과 5%

phenyl-methyl silicone 컬럼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하나의

중간극성 컬럼을 더 사용하여(7-17) 각 당류의 정량성을 보완한

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컬럼사용에 따른 분석과정의 번거로움

을 줄이기 위해 한 개의 컬럼을 사용하였는데, 예비실험에서 컬

럼들의 분리도를 조사한 바 methyl silicone 컬럼은 5% phenyl-

methyl silicone 컬럼과 비교해서 각 당류들의 분리능은 대체적으

로 비슷하나 유사한 t
R
을 가지는 당류 피크들의 분리도는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TMSO 당류에서 melibiose

(E)와 isomaltose (E) 그리고 melibiose (Z)와 isomaltose (Z)의 분

리가 methyl silicone 컬럼에서는 거의 겹치나 5%-phenyl methyl

silicone 컬럼에서는 완전히 분리되는 등 당류들의 분리도가 다소

향상되었다. 따라서, 단일컬럼을 사용하여 TMS ether 유도체 당

류를 분석할 때는 5%-phenyl methyl silicone 컬럼을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중에서 DB-5MSUI 컬럼이

가장 우수하였다.

Flow rate 선정

통상적으로 gas chromatography를 이용한 분석방법의 연구 시

초기 flow rate는 1 mL/min로 설정하고 기타 다른 분석조건을 검

토한다. 본 실험에서도 1 mL/min의 flow rate를 사용하여 전체 분

석조건들을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분리된 당류피크 중 TMSO-

oxime 당류에서 nigerose (E), maltose (E), turanose (E)와 tura-

nose (Z) 그리고 TMS-methoxime 당류에서 turanose (E)와 mal-

tose (Z)의 분리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로 flow rate 조

절에 의한 t
R
과 분리도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GC에서는 flow rate

의 가감에 의한 t
R
의 변화가 뚜렷하여 분리도의 향상과 총 분석

시간을 만족할 수 없었으나, GC/MS 에서는 flow rate 조절에 따

른 각 당류들의 t
R
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당류간의 분리도는

매우 우수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GC/MS 내 mass detector의 진

공상태 유지가 flow rate와 당류간의 분리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추정되며 flow rate가 0.5 mL/min일 때 가장 적절하였다.

각 유도체화 당류의 GC 및 GC/MS 분리 특성

TMS, TMS-oxime, TMS-methoxime 당류들의 GC 및 GC/MS

분석에서 표준물질로 사용한 이당류와 삼당류들은 70분 이내 모

두 분리되었다. 이들 유도체 당류들의 분리순서는 GC와 GC/MS

에서 동일하지만 GC/MS 분석에서 flow rate를 0.5 mL/min 로 하

였을 때, 각각의 당류들은 GC에서 보다 2-3분 정도의 빠른 t
R
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당류들의 피크 분리도는 훨씬 향상됨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면, TMS 당류에서 maltose (1)와 cellobiose (1),

TMS-oxime 당류에서 maltose (E)와 turanose (Z), kojibiose (Z)와

palatinose (E) 그리고 TMS-methoxime 당류에서 turanose (E)와

maltose (Z) 등은 GC 분석 보다 GC/MS에서 훨씬 더 나은 피크

분리도와 정량성을 나타내었다.

TMS 유도체화

Fig. 1은 TMS 당류들의 GC/MS TIC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sucrose, α,α-trehalose, α,β-trehalose, raffinose, 1-kestose, erlose,

melezitose와 같은 비환원당류는 Oxtakis-TMS 유도체와 연관된 한

개의 피크를 생성한다(13). 이들 당류들은 TMS, TMS-oxime,

TMS-methoxime 당류 분석에서도 모두 동일한 t
R
을 나타내기 때

문에, 3가지 유도체화 당류 분석에서 다른 당류들의 분리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상대적인 t
R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TMS-환원이

당류 중 maltose, cellobiose, nigerose, kojibiose, melibiose, iso-

maltose는 완전한 2개의 피크, palatinose와 gentibiose는 단일피크,

maltulose는 불완전한 2개의 피크, turanose는 tailing이 심한 단일

피크를 보여주고, 환원삼당류인 maltotriose는 두 개의 피크를 나

타내지만 정량성이 부족하며, panose와 isomaltotriose는 정량이 불

가능한 한 개의 피크를 생성한다. 따라서, TMS 당류 중에서 정

량이 가능한 이당류 피크는 sucrose, maltose (1), (2), cellobiose

(1), (2), palatinose, α,β-trehalose, kojibiose (2), melibiose (1),

(2), gentibiose, isomaltose (1), (2)이며, 삼당류는 raffinose, 1-kes-

tose, erlose, melezitose이다.

TMS-oxime 유도체화

벌꿀의 당류분석에서 TMS-oxime 유도체화는 최근에 가장 많

이 사용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유도체화 방법이라

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7-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방법은 이

전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oven 승온조건과는 달리, sucrose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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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약 5분 전부터 이당류 중 제일 나중에 분리되는 isomaltose

의 분리까지 245oC의 등온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당류들의 충분한

분리를 유도하였다.

Fig. 2는 TMS-oxime 당류 표준품들의 TIC 크로마토그램을 보

여주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환원당류들은 oxime

화에 이은 trimethylsilyl 유도체화로 (E), (Z)-form의 두 개의 피크

를 생성하였다. 특히, TMS 당류에서 분리능이 좋지 않았던

maltulose와 turanose, maltotriose 그리고 단일피크를 나타낸 palat-

inose, gentibiose, panose, isomaltose는 두 개의 완전한 피크와 함

께 분리도도 매우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전의 연구(9-

17)에서 동시 또는 유사시간 대에 분리되어 정량에 애로가 있었

던 nigerose (E), turanose (E), maltose (E), turanose (Z) 중 tura-

nose (Z)가 완전히 분리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kojibiose (Z)와

palatinose (E)도 양호한 분리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TMS-oxime 당류에서 정량이 가능한 피크는 sucrose, α,α-

trehalose, α,β-trehalose, cellobiose (E), maltulose (E), turanose

(Z), nigerose (Z), kojibiose (Z), palatinose (E), melibiose (Z),

isomaltose (E), (Z) 그리고 raffinose, 1-kestose, erlose, melezitose,

maltotriose (E), (Z), panose (E), (Z), isomaltotriose (E), (Z)이다.

TMS-methoxime 유도체화

TMS-methoxime 당류들의 GC/MS TIC (Total Ion Chromato-

gram)에서 대부분의 TMS-methoxime 환원당류들은 TMS-oxime

당류에서와 마찬가지로 methoxime화에 이은 TMS화로 (E), (Z)-

form 두 개의 이성질체 피크를 나타내었지만, palatinose는 유일하

게 단일피크를 생성하였다. 한편, TMS-methoxime 환원당류 유도

체들은 methoxime화에 따른 분자량의 증가로 TMS-oxime 당류보

다 다소 늦은 t
R
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분자량의 증가보

Fig. 1. Chromatogram profiles of TMS di, tri-saccharides using DB-5MSUI column. 1: sucrose 2: maltose (1) 3: cellobiose (1) 4: maltulose
(1) 5: maltulose (2) 6: turanose 7: nigerose (1) 8: maltose (2) 9: kojibiose (1) 10: α,α-trehalose 11: nigerose (2) 12: palatinose 13: α,β-trehalose
14: cellobiose (2) 15: kojibiose (2) 16: melibiose (1) 17: isomaltose (1) 18: melibiose (2) 19: gentibiose 20: isomaltose (2) 21: raffinose 22: 1-
kestose 23: erlose 24: melezitose 25: maltotriose (1) 26: maltotriose (2) 27: panose 28: isomaltotriose I.S: Internal Standard

Fig. 2. Chromatogram profiles of TMS-oximes di- and tri-saccharides using DB-5MSUI column. 1: sucrose 2: α,α-trehalose 3: α,β-
trehalose 4: cellobiose (E) 5: maltulose (E) 6: cellobiose (Z) 7: maltulose (Z) 8: turanose (E) 9: nigerose (E) 10: maltose (E) 11: turanose (Z) 12:
kojibiose (E) 13: maltose (Z) 14: nigerose (Z) 15: kojibiose (Z) 16: palatinose (E) 17: gentibiose (E) 18: palatinose (Z) 19: gentibiose (Z) 20:
melibiose (E) 21: isomaltose (E) 22: melibiose (Z) 23: isomaltose (Z) 24: 1-kestose 25: raffinose 26: erlose 27: melezitose 28: maltotriose (E)
29: maltotriose (Z) 30: panose (E) 31: panose (Z) 32: isomaltotriose (E) 33: isomaltotriose (Z) I.S: 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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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ethoxyl기에 의한 휘발성의 증가로 당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TMS-oxime 당류에 비해 다소 빠른 t
R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MS-methoxime 당류의 분리에서 가장 특징적

인 점은 TMS-oxime 당류의 분리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전의 연구

들에서 분리가 좋지 않고 완전한 단일피크로 정량이 불가능했던

turanose, maltose, nigerose와 kojibiose, gentibiose의 정량이 가능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TMS-methoxime 당류에서 완전한 피크

로 분리되어 정량이 가능한 당류 피크는 sucrose, cellobiose (E),

maltulose (E), cellobiose (Z), turanose (E), (Z), maltose (Z),

α,α-trehalose, nigerose (E), (Z), kojibiose (E), (Z), gentibiose

(E), melibiose (Z), isomaltose (Z) 등과 삼당류 전체이다.

Table 3 에서는 GC 및 GC/MS 상에서 각 유도체화 당류들이

보여주는 t
R
과 두 개의 피크를 나타내는 당류들의 면적비를 나타

내었는데, 표에서 제시한 데이터들은 사용하는 기기나 분석환경

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벌꿀시료뿐만 아니라

천연물에 존재하는 다양한 당류의 정성 및 정량에 좋은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TMS-oxime 당류에서 구성하

는 당의 종류나 결합 위치에 따라 분리 순서나 (E), (Z) 면적비

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fructose 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당

류 중 maltulose, turanose, palatinose는 (E), (Z)의 GC/MS 면적

비는 0.7-1.0인데 반하여, glucose 두 분자가 결합한 환원 이당류

들은 3.1-12.4의 (E)/(Z) 면적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TMS-methoxime 당류에서는 0.7-0.9와 4.1-11.5의 다소 유사한 (E)/

(Z) 면적 비를 나타내었다.

Table 4 에는 각 유도체화 당류들이 생성하는 mass spectra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는 각 당류에서 생성된 (1)과 (E)-

form 이성질체의 fragment ion들과 abundance만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E)와 (1)-form 그리고 (2)와 (Z)-form 이성질체들

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mass spectra 패턴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fragment ion을 가지면서 abundance 차이를 보인 당류는

TMS-kojibiose와 TMS-nigerose로, TMS-kojibiose (1)의 abundance

는 361(100), 204(99) 73(97) 191(91) 217(84) 147(44) m/z ion을

나타낸 반면, TMS-kojibiose (2)는 204(100) 73(65) 217(55)

361(53) 191(50) m/z ion을 생성하였고, TMS-nigerose (1)은

361(100) 204(91) 73(73) 217(70) m/z ion을 나타내었고, TMS-

nigerose(2)는 204(100) 73(53) 361(51) 217(43) m/z ion을 생성하

는 차이를 보였다.

각 유도체화 당류들의 base peak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sucrose,

α,α-trehalose, α,β-trehalose, raffinose, 1-kestose, erlose, melezitose,

1-kestose와 같이 단일피크를 나타내는 비환원당류들은 모두 361

m/z ion을 base peak 생성함을 볼 수 있다. TMS 당류들은 glu-

cose 두 분자를 가지는 환원당류 중에서 nigerose를 제외하고 204

m/z ion을 base peak로 생성한 반면, fructose 한 분자를 포함하는

maltulose와 turanose는 73 m/z ion을, palatinose는 217 m/z ion을

base peak로 나타내었다. TMS-oxime 환원 이당류 중에서 malu-

lose, nigerose, maltose, palatinsoe, isomaltose는 361 m/z ion을

base peak로 가지는 반면에, β 결합을 하는 cellobiose와 gentibiose

는 204 m/z ion을 그리고 kojibiose는 TMS-methoxime 당류에서와

동일하게 319 m/z ion을 base peak로 생성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각 당류들이 생성하는 fragment ion들의 비는 당류들을

구성하고 있는 당조성과 구조 그리고 결합형태에 관련된 정보를

해석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Montilla 등(22)과 Manley-

Harris 등(23)이 보고한 217/204 m/z ion의 비, Horvath 등(9)이 보

고한 TMS-oxime 당류들의 TIC/361 m/z ion 비 (sucrose 2.9, tre-

halose 3.5, cellobiose 6.3, maltose 4.4, turanose 10.9, gentibi-

ose 4.5, palatinose 4.5, melibiose 4.9, isomaltose 2.8), Sans 등

(14)이 보고한 319/361 m/z ion 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위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sucrose

와 sucrose 한 분자를 포함하는 1-kestose의 경우 217/204 m/z ion

의 비율은 각각 9.5와 14의 높은 비를 나타내었다.

벌꿀시료 분석

본 연구에서 확립한 시험방법을 사용하여 벌꿀 농가와 시중에

서 구입한 아카시아 벌꿀 및 잡화꿀 8종의 TIC overlay는 Fig. 4

와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TMS, TMS-oxime, TMS-methoxime 당

류들이 보여주는 TIC chromatogram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8개

Fig. 3. The separation profiles of TMS methoxime di- and tri-saccharides. 1: sucrose 2: cellobiose (1) 3: maltulose (E) 4: α,α-trehalose 5:
maltulose (Z) 6: cellobiose (Z) 7: maltose (E) 8: turanose (E) 9: maltose (Z) 10: nigerose (E) 11: α,β-trehalose 12: turanose (Z) 13: kojibiose (E)
14: nigerose (Z) 15: kojibiose (Z) 16: gentibiose (E) 17: gentibiose (Z) 18: palatinose 19: melibiose (E) 20: isomaltose (E) 21: melibiose (Z) 22:
isomaltose (Z) 23: 1-kestose 24: raffinose 25: erlose 26: melezitose 27: maltotriose (E) 28: maltotriose (Z) 29: panose (E) 30: panose (Z) 31:
isomaltotriose (E) 32: isomaltotriose (Z) I.S: 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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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시료에 존재하는 이당류와 삼당류들은 양적인 차이는 있지

만 동일한 당류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4의 (A)에서 보듯이 TMS-oxime 당류의 분석에서는 벌꿀

시료에서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이성질체 피크로 상대적으로 많

은 이당류와 삼당류를 분석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nigerose,

turanose, maltose, kojibiose는 이전의 TMSO-oxime 당류의 분리에

서도 동시 용출되거나 유사한 t
R
을 가지는 당류의 존재로 정량에

애로가 있었는데 본 실험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특

징적인 점은 turanose (Z), kojibiose (Z)와 palatinose, melibiose

(Z)와 isomaltose (Z)의 분리도에서 이전의 연구들(9-17)과는 다소

개선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TMS-oxime 유도체에서 벌꿀

시료 중의 당류분석은 sucrose, α,α-trehalose, α,β-trehalose, cello-

biose (E), maltulose (E), palatinose (E), isomaltose (E), raffi-

nose, 1-kestose, erlose, melezitose, maltotriose (E), panose (E),

isomaltotriose (E)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TMS-oxime 당류의 분리에서, 표준품으로 확인할 수 없

는 t
R
 34.25, t

R
 34.45 그리고 t

R
 38.9, t

R
 39.5의 미지의 피크가

분리되었는데, 이들의 정량은 문헌들(9-11, 16, 17, 24-26)을 참고

Table 3. Retention time (t
R
) and peak ratio of TMS, TMS-oxime and TMS-methoxime sugars on GC and GC/MS

Compounds

t
R 

and peak area ratio

TMS TMS-oxime TMS-methoxime 

GC GC/MS GC GC/MS GC GC/MS

t
R
 (min) PR* t

R
 (min) PPR* t

R
 (min) PR*  t

R
 (min) PR* t

R
 (min) PR* t

R
 (min) PR*

Sucrose 34.112 ** 32.373 ** - ** - ** - ** - **

α,α-Trehalose 38.311 ** 36.409 ** - ** - ** - ** - **

α,β-Trehalose 40.276 ** 38.265 ** - ** - ** - ** - **

Cellobiose (1) or (E) 35.869 0.9 33.830 0.8 41.461 4.6 39.306 4.0 36.515 4.1 35.291 6.7

Maltulose (1) or (E) 36.511 *** 34.740 0.6 42.374 0.8 40.079 0.7 37.769 0.7 36.027 0.7

Cellobiose (2) or (Z) 41.182 1 39.192 1 42.881 1 40.126 1 38.276 1 36.644 1

Maltulose (2) or (Z) 36.759 *** 34.994 1 43.109 1 40.837 1 38.187 1 36.458 1

Turanose 37.044 *** 35.229 ** - - - - - -

Turanose (1) or (E) - - - - 44.395 0.7 42.029 1 39.163 1.0 37.370 0.9

Nigerose (1) or (E) 37.187 1.6 35.297 1.4 44.471 5.1 41.947 6.5 39.825 5.6 37.927 7.9

Maltose (1) or (E) 35.629 0.8 33.830 0.6 44.648 3.0 42.116 3.2 38.281 3.8 36.716 4.1

Turanose (2) or (Z) - - - - 44.829 1 42.456 1 40.634 1 38.761 1

Kojibiose (1) or (E) 38.130 1.3 36.257 1.3 45.241 6.0 42.977 12.4 40.921 6.0 39.120 11.5

Maltose (2) or (Z) 37.599 1 35.717 1 45.587 1 42.960 1 39.516 1 37.630 1

Nigerose (2) or (Z) 38.396 1 36.424 1 46.560 1 43.975 1 41.473 1 39.481 1

Kojibiose (2) or (Z) 41.926 1 39.781 1 48.112 1 45.546 1 42.020 1 40.123 1

Palatinose 39.063 ** 37.237 ** - - - 44.836 - 42.860 -

Palatinose (1) or (E) - - - - 48.456 1.1 45.985 1 - - - -

Gentibiose 48.965 ** 46.383 ** - - - - - - - -

Gentibiose (1) or (E) - - - - 49.541 4.3 47.240 6.9 43.529 5.1 41.544 9.4

Palatinose (2) or (Z) - - - - 49.611 1 47.283 1 - - - -

Gentibiose (2) or (Z) - - - - 50.874 1 49.256 1 44.773 1 42.708 1

Melibiose (1) or (E) 45.304 0.7 42.985 0.6 51.131 4.4 49.410 5.4 46.224 5.1 43.772 7.9

Isomaltose (1) or (E) 46.215 0.7 43.785 0.7 51.448 4.3 50.033 5.8 46.251 5.4 44.031 9.3

Melibiose (2) or (Z) 46.902 1 44.405 1 52.507 1 51.321 1 47.972 1 45.476 1

Isomaltose (2) or (Z) 49.911 1 47.529 1 52.614 1 51.566 1 48.209 1 45.967 1

Raffinose 59.732 ** 59.267 ** - ** - ** - ** - **

1-Kestose 59.892 ** 59.377 ** - ** - ** - ** - **

Erlose 60.393 ** 59.861 ** - ** - ** - ** - **

Melezitose 60.909 ** 60.403 ** - ** - ** - ** - **

Maltotriose (1) or (E) 61.176 *** 60.779 0.7 63.741 3.2 63.657 3.3 62.104 4.5 61.881 5.1

Maltotriose (2) or (Z) 61.460 *** 61.160 1 64.293 1 64.265 1 62.618 1 62.473 1

Panose 62.380 *** 62.238 - ** - - - 1 - -

Panose (1) or (E) - - - - 66.013 3.1 66.426 3.1 63.935 4.6 64.111 5.0

Panose (2) or (Z) - - - - 66.536 1 66.993 1 63.445 1 64.698 1

Isomaltotriose 64.111 *** 64.741 ** - - - - - - -

Isomaltotriose (1) or (E) - - - - 67.397 5.1 68.255 6.2 65.717 8.2 66.335 8.7

Isomaltotriose (2) or (Z) - - - - 68.678 1 69.723 1 66.493 1 67.249 1

*peak area ratio: (1) or (E)/(2) or (Z)
**single peak
***uncompleted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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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t
R
 34.25와 t

R
 34.45 그리고 t

R
 38.9와 t

R
 39.5가 각각

(E), (Z) form의 이성질체를 생성하는 하나의 피크로 추정된다. 따

라서, Table 5에 나타낸 그들의 함량은 unknown 1, 2의 경우, 유

사한 당 구조를 가지는 maltulose (E) 그리고 unknown 3, 4의 경

Table 4. Relative abundance and characteristric m/z ion of TMS, TMS-oxime and TMS-methoxime derivative sugars

Compounds Kinds of derivations Fragmentaion 

Sucrose TMS 361(100) 73(48) 217(38) 147(20) 437(15) 103(13) 129(10) 271(12) 204(4)

α,α-Trehalose TMS 361(100) 73(43) 191(27) 217(26) 147(21) 204(15) 103(11) 

α,β-Trehalose TMS 361(100) 73(57) 191(41) 217(37) 204(30) 147(27) 103(13) 

Cellobiose

TMS 204(100) 73(33) 191(18) 217(17) 361(14) 147(14) 129(7) 

TMS-oxime 204(100) 361(85) 73(72) 217(43) 147(40) 319(13) 103(12) 129(11)

TMS-methoxime 204(100) 361(75) 73(67) 217(38) 147(31) 103 (12) 

Maltulose

TMS 73(100) 361(92) 217(41) 147(44) 204(40) 103(21) 129(18) 347(16) 191(14) 

TMS-oxime 361(100) 73(56) 204(30) 147(26) 217(25) 103(18) 191(14) 319(11) 

TMS-methoxime 361(100) 73(58) 204(40) 217(26) 147(24) 103(18) 

Turanose

TMS 73(100) 361(85) 147(47) 217(48) 103(22) 204(26) 129(18) 191(15) 

TMS-oxime 73(100) 307(65) 361(49) 217(59) 204(51) 103(48) 147(49) 191(21) 117(13)

TMS-methoxime 73(100) 204(69) 361(56) 307(54) 217(56) 103(47) 147(43) 191(14)

Nigerose

TMS 361(100) 204(91) 73(73) 217(70) 129(38) 147(33) 191(21) 103(18) 

TMS-oxime 361(100) 73(57) 204(50) 217(36) 147(33) 319(13) 103(12) 

TMS-methoxime 361(100) 73(66) 204(62) 217(39) 147(29) 103(13) 160(12)

Maltose

TMS 204(100) 73(37) 191(30) 217(21) 361(20) 147(16) 129(8) 103(8) 

TMS-oxime 361(100) 73(57) 204(50) 217(36) 147(33) 319(13) 103(12) 

TMS-methoxime 361(100) 73(67) 204(58) 217(37) 147(31) 319(14) 103(13) 129(11) 

Kojibiose

TMS 361(100) 204(98) 73(97) 191(91) 217(84) 147(44) 103(26) 129(21) 271(15)

TMS-oxime 319(100) 73(97) 361(41) 147(53) 217(49) 103(37) 204(36) 307(25) 191(20) 

TMS-methoxime 319(100) 73(93) 361(47) 217(47) 204(42) 147(42) 103(35) 307(31) 191(19) 

Palatinose

TMS 217(100) 73(75) 204(65) 361(47) 147(39) 129(22) 103(16) 230(15)

TMS-oxime 361(100) 73(68) 217(65) 204(65) 147(37) 103(17) 129(14) 538(9)

TMS-methoxime 361(100) 73(66) 204(66) 217(61) 147(30) 103(20) 129(13) 

Gentibiose

TMS 204(100) 73(37) 191(19) 217(16) 361(12) 147(14) 129(10) 

TMS-oxime 204(100) 361(77) 73(54) 217(32) 147(27) 191(11) 103(10)

TMS-methoxime 204(100) 361(68) 73(55) 217(31) 147(23) 160(13) 103(10) 

Melibiose

TMS 204(100) 73(35) 191(22) 217(22) 147(16) 129(13) 361(11) 

TMS-oxime 204(100) 361(90) 73(77) 217(55) 147(41) 129(18) 103(16) 319(13) 

TMS-methoxime 204(100) 73(80) 361(77) 217(49) 147(34) 103(22) 129(18) 160(17) 

Isomaltose

TMS 204(100) 73(35) 191(25) 217(22) 147(15) 129(14) 361(10) 

TMS-oxime 361(100) 204(60) 73(51) 217(30) 147(28) 129(11) 103(10)

TMS-methoxime 361(100) 204(70) 73(58) 217(33) 147(27) 160(16) 129(12) 

Raffinose TMS 361(100) 217(54) 73(42) 204(42) 437(22) 147(19) 129(17) 103(13) 271(12) 451(11)

1-Kestose TMS 361(100) 217(98) 73(47) 147(20) 437(21) 103(17) 129(14) 451(14) 204(7)

Erlose TMS 361(100) 204(45) 73(38) 217(38) 147(16) 271(13) 103(13) 169(10) 

Melezitose TMS 361(100) 73(28) 217(23) 204(18) 147(14) 103(12) 271(10)

Maltotriose (E)

TMS 204(100) 361(33) 191(29) 73(25) 217(22) 147(11) 103(8)

TMS-oxime 361(100) 204(96) 73(41) 217(34) 147(24) 271(16) 191(13) 103(12) 129(11)

TMS-methoxime 204(100) 361(91) 73(42) 217(33) 147(21) 271(16) 103(12) 

Panose (E)

TMS 204(100) 191(31) 361(31) 73(28) 217(27) 147(13) 129(11) 

TMS-oxime 361(100) 204(88) 73(44) 217(38) 147(26) 129(13) 191(14) 

TMS-methoxime 204(100) 361(99) 73(43) 217(40) 147(24) 129(15) 103(11) 

Isomaltotriose (E)

TMS 204(100) 217(41) 73(33) 361(25) 191(20) 147(18) 129(13) 

TMS-oxime 361(100) 204(92) 73(39) 217(36) 147(21) 129(13) 191(12) 

TMS-methoxime 204(100) 361(80) 73(38) 217(34) 147(19) 129(13) 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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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palatinose (E)를 각각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TMS-methoxime 당류분석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표준품을 이

용한 분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uranose, nigerose, maltose (Z),

kojibiose (E), gentibiose (E)의 정량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는

Fig. 4의 (B)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maltose는 TMS 당류에서 가

장 좋은 분리와 정량성을 나타내지만 유량을 0.5 mL/min로 할 경

우, TMS-methoxime 당류에서도 정량이 가능하고, kojibiose (E)의

피크 면적비도 TMS 당류의 kojibiose (2) 보다 높아 정량성이 더

욱 향상된다. 그리고, palatinose의 경우, gentibiose (Z)와 유사한

피크시간대에 분리되지만 gentibiose (E)와 (Z)의 peak area가 약

8이므로 gentibiose의 함량이 작을 경우 gentibisoe (Z)의 피크 값

은 무시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치이므로 palatinose의 함량

을 TMS-methoxime 당류에서도 정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TMS 당류분석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꿀

시료의 함량측정에서 생략하여도 되지만, sucrose, maltose (1),

cellobiose (1), kojibiose (2), melibiose (1)과 (2), gentibiose, iso-

maltose (1)과 (2)는 방해 받지 않는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피크

를 생성하기 때문에, TMS-oxime이나 TMS-methoxime 당류에서

측정한 값을 검정하거나, TMS-methoxime 당류에서 maltose (Z)

의 함량이 낮거나 분리도의 저하가 있을 때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본 실험에서는 세가지 유도체화 과정

을 이용하여 그들의 분리특성을 조사하고, 각 유도체화 과정에서

보다 정성 및 정량 가능성이 높은 피크를 선정하였는데, 실제, 벌

꿀시료의 분석에서는 TMS-oxime과 TMS-methoxime 유도체화 두

가지 방법으로 벌꿀시료의 이·삼당류를 정량할 수 있는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에, TMS-oxime 당류에서 sucrose, α,α-

trehalose, α,β-trehalose, cellobiose (E), maltulose (E), palatinose

(E), isomaltose (E), melibiose (Z), raffinose, 1-kestose, erlose,

melezitose, maltotriose (E), panose (E), isomaltotriose (E)의 15개

이·삼당류를 분석하고, TMS-methoxime 당류에서 maltose (Z),

turanose (E), nigerose (E), kojibiose (E), gentibiose (E)를 정량하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Table 5에는 위에서 확립된 실험방법으로 농가 및 유통벌꿀의

Fig. 4. The separation profiles of TMS-oxime (A) and TMS-methoxime (B) di- and tri-saccharides in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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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당류 정량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사결과, 이당류의 함량은

삼당류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이당류 중에서도 turanose, maltulose,

nigerose, kojibiose, isomaltose 등은 벌꿀을 구성하는 주요 이당류

로 나타났으며 cellobiose와 melibiose는 검출되지 않았다. 삼당류

는 0.18-1.82%의 범위로 전반적으로 낮은 함량 분포를 나타내었

는데, 그 중 일부 시료에서 erlose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

를 보였다. 이·삼당류를 합친 함량은 아카시아 벌꿀에서 6.23-

12.28%, 잡화꿀에서 9.77-13.32% 정도로 나타나 잡화꿀에서 다소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본 실험에서 특이한 점은 식품공전에

서 7% 이하로 규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sucrose의 경우 0-0.42%

정도의 아주 낮은 함량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스페인 벌꿀의 이·

삼당류를 정성 및 정량분석한 Sanz 등(12)의 연구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연구에서 보다 많은

다양한 벌꿀시료를 대상으로 한국산 벌꿀의 이·삼당류를 정성·

정량하고 밀원별로 당류의 구성 및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벌꿀에 함유되어 있는 이·삼당류를 정성

및 정량하기 위하여 벌꿀분석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개의 표

준당류를 대상으로 TMS, TMS-oxime, TMS-methoxime 당류를 조

제한 다음 GC 및 GC/MS에서 그들의 분리특성과 분리능을 조사

하여 정성과 정량이 가능한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당류 피크를

선정하여 이를 벌꿀시료의 이당류와 삼당류 분석에 이용하는 것

이다. 실험결과, 세가지 유도체화 당류들의 GC 및 GC/MS 분석

에서 당류들은 정성 및 정량이 가능한 한 개 이상의 피크를 나

타내었으며, 전반적인 당류들의 피크 분리능은 GC보다 GC/MS

에서 좀 더 양호하게 나타났다. 최적 기기분석조건은 DB-5MSUI

컬럼을 사용하여, 초기 oven 온도를 175oC에서 5분간 두고 3oC

씩 증가시킨 후 245oC에서 20분간 머무르다가 7oC씩 증가시킨

다음 315oC에서 10분간 등온 분석할 때였다. 각각의 유도체화 조

건에서 완전한 분리로 정량이 가능한 당류는 TMS 당류에서

sucrose, maltose (1), (2), cellobiose (1), (2), palatinose, α,β-treh-

alose, kojibiose (2), melibiose (1), (2), gentibiose, isomaltose (1),

(2), raffinose, 1-kestose, erlose, melezitose였고, TMS-oxime 당류

에서 sucrose, α,α-trehalose, α,β-trehalose cellobiose (E), maltu-

lose (E), turanose (Z), nigerose (Z), kojibiose (Z), palatinose

(E), melibiose (Z), isomaltose (E), (Z)와 삼당류 전체였으며,

TMS-methoxime 당류는 sucrose, cellobiose (E), maltulose (E),

cellobiose (Z), turanose (E), maltose (Z), α,α-trehalose, nigerose

(E), (Z), kojibiose (E), (Z), gentibiose (E), melibiose (Z), isoma-

ltose (Z) 등과 삼당류 전체로 나타났으며, 실제 벌꿀시료의 분석

에서는 TMS-oxime과 TMS-methoxime 당류만으로도 이·삼당류

의 정량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립한 분석방법은

몇개의 당류들이 동시 용출 또는 유사한 t
R
을 가짐으로 해서 분

석자체에 애로가 있거나 분석 후 다중회귀분석프로그램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존의 분석방법과는 달리, 한 개

의 capillary 컬럼과 한가지 GC 온도 프로그래밍 조건으로 크로

마토그램 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피크를 정량하는 방법이

기 때문에 벌꿀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관련 실험실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able 5. Composition (%) of di- and trisaccharides in 8 honey samples

Farm honey Commercial honey 

A1 A2 J1 J2 A1 A2 J1 J2

Sucrose 0.02 0.03 0.01 0.02 0.61 0.10 0.02 0.03

α,α-Trehalose 0.37 0.00 0.02 0.03 0.02 0.02 0.02 0.02

Unkonwn-1,2 0.48 0.40 0.13 0.49 0.32 0.22 0.22 0.22

α,β-Trehalose 0.60 0.16 0.58 0.62 0.37 0.64 0.83 0.49

Cellobiose (E) - - - - - - - -

Maltulose (E) 1.46 0.59 1.51 1.98 0.72 1.62 1.82 1.05

Unkonwn-3,4 0.83 0.07 1.22 1.14 0.42 1.13 1.54 0.60

Nigerose (E) 0.41 0.11 0.66 0.55 0.27 0.57 0.72 0.56

Turanose (E) 2.23 0.56 2.82 2.96 1.73 3.11 2.67 2.77 

Maltose (Z) 0.95 2.35 1.05 0.90 1.68 1.83 1.52 1.95 

Kojibiose (E) 1.23 0.22 1.71 1.41 0.60 1.52 1.90 1.23 

Palatinose (E) 0.11 0.04 0.11 0.12 0.07 0.10 0.16 0.09

Gentibiose (E) 0.08 0.11 0.11 0.08 0.03 0.08 0.08 0.09 

Melibiose - - - - - - - -

Isomaltose (E) 0.54 0.37 0.86 0.71 0.22 0.64 1.05 0.39

Raffinose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0

1-Kestose 0.01 0.01 0.03 0.08 0.02 0.02 0.12 0.02

Erlose 0.06 1.15 0.01 0.12 1.63 0.46 0.20 0.13

Melezitose 0.00 0.00 0.03 0.000 0.02 0.02 0.21 0.02

Maltotriose (E) 0.03 0.04 0.12 0.03 0.06 0.04 0.06 0.03

Panose (E) 0.08 0.02 0.02 0.14 0.05 0.11 0.15 0.07

Isomaltotriose (E) 0.00 0.00 0.000 0.00 0.04 0.04 0.02 0.01

Total disaccharides 9.31 5.01 10.79 11.01 7.06 11.58 12.55 9.49

Total trisaccharides 0.18 1.22 0.21 0.37 1.82 0.70 0.77 0.28

Di+trisaccharides 9.49 6.23 11.00 11.38 8.88 12.28 13.32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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