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류(Saccharides)는 하이드록실 그룹(hydroxyl group)이 구조에서 

UV 흡수를 보이는 유일한 작용기이기 때문에 190~195nmRkwl 매

우 좁은 UV 흡수 파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굴절률 검출기(RID)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기울기 이동상 조건

(Gradient elution)은 분석 중 이동상 변경에 의한 baseline 흔들림과 

같은 현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RI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RID는 기울기 이동상 조건없이 분리가 되지 않는 성분을 분석하

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ELSD)

는 이동상을 분무 및 증발시킨 후 대상 화합물의 산란광을 감지하

는 범용 검출기 중 하나입니다. ELSD는 기울기 이동상 조건이 가능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내에서 분석이 가능하며, 분석 시간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단당류와 이당류는 주로 음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리간드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분석됩니다. 그러나, 분석하는데 시간

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단당류와 이당류의  

(Hydrophilic interaction chromatograph, HILIC)에 의한 단시간 분리 

후, ELSD를 이용하여 검출하였습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된 ELSD-LTIII의 새로운 기능인 “Wide Function”은 

민감도와 관련된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며, 샘플 농도와 상

관없이 낮은 값에서 높은 값까지 데이터 획득에 단일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료수의 단당류와 이당류의 고속 분석은 ELSD-LTIII에 의

해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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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표준물질 분석 

Table1은 서로 다른 당류의 5가지 표준 화합물(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에 대한 분석 조건을 보여줍니다. Fig.1은 

획득한 크로마토그램(각각 1000mg/L)을 보여줍니다. 사용하기 전에 

컬럼을 잘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Gradient elution 조건 내에서 5

가지의 당류는 5분내에 용출됩니다. 

 

 

■ 반복성(Repeatability) 

Table2는 250mg/L(n=6)에서 반복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반복성을 보

여줍니다.다음으로 EP의 관련 화합물 항목에 따라 덱사메타손을 분

석하였습니다. Fig.2는 기준용액(a)의 크로마토그램을 보여주고, 

table2는 분석조건을 보여줍니다. Fig.2의 하단에는 10분에서 30분까

지의 머무름시간에 대한 확대 크로마토그램입니다. 

 

■ 선형성(Linearity) 

Fig.2는 교정곡선을 보여줍니다. Table 3은 검정곡선의 농도 범위를 

보여줍니다. ELSD 반응의 로그가 농도의 로그와 비례하기 때문에 

ELSD의 반응이 이중 로그 축에 표시되었습니다. 

Fructose와 Glucose의 검정곡선은 6가지 다른 농도를 사용하여 생

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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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내의 5개 당류 고속분석 

이 분석은 Table 1. 과 동일한 분석 조건에서 수행되었습니다. 

Fig.3은 음료수 A의 크로마토그램입니다. Talbe4는 음료수 A에 함유

된 당류의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샘플은 0.2um 멤브레인 필터로 

필터링하여 물/아세토나이트릴(50:50)로 20회 희석하여 분석하였습

니다. 

Fig.4는 음료수 B의 크로마토그램입니다. 

Table 5는 음료수 B의 당류 측정 결과를 보여줍니다. 0.2um 멤브레

인 필터로 여과하고 물/아세토나이트릴(50:50)로 20회 희석한 훈 상

등액을 분석하였습니다. ELSD-LT III의 넓은 기능으로 감도 조정없이 

5개의 당류를 분석하였습니다. 

음료수에 들어있는 5개의 당류에 대한 고속 분석이 수행될 수 있었

습니다. 

 

 

 

 

■ 결론 

단당류와 이당류의 고속분석을 실시하여 이 방법의 분리 성능을 확

인하였습니다. 그 후 음료수에서 단당류와 이당류의 확인도 하였습

니다. 5개의 당류는 ELSD-LTIII의 넓은 기능을 사용하여 민감도 조정

없이 동시에 분석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