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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개

HPTLC

High-performance thin-layer chromatography 

(HPTLC)는 기존의 manual 방식으로 수행하던 모든 

TLC과정, 즉 고정상(plate)에 점적(spotting), 전개

(development)하고 검출(detection)시키는 과정이 

자동화된 분석방법이다. 자동화의 장점으로 manual 

TLC에 비해 재현성 및 정확도가 뛰어나고 정량분석

이 일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른 크로

마토그래피에 비해 제한된 시간에 많은 수의 샘플을 

분리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HPTLC는 현재 천연물, 생약, 화장품, 염료, 

잔류 독성물질 등의 분리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

으며 주로 정성분석을 위한 상용화된 분석방법이다.

HPTLC/MS

High-performance thin-layer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HPTLC/MS)는 HPTLC plate상

의 분리물질을 추출하여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LC/MS) 도입부로 이송시켜 분

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기기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즉 TLC 전개 후 물질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실험자가 분리되어진 plate상의 분리물질들을 각각 

긁어내어 용매추출 등의 전처리를 하고 다시 전처

리된 분리물질들을 mass spectrometer 등으로 분

석하는 고전적인 방법대신에 자동화된 interface를 

이용하여 plate상의 분리된 물질들을 순차적으로 

추출하여 LC/MS로 주입시켜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원래 대상물

질의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시작되었다. 물질

의 표면분석을 위한 시도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많은 분석방법이 개

발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표면분석방법에

서 응용된 HPTLC/MS 분석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자 한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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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the approaches for coupling TLC/HPTLC with MS (Morlock G et al., Trends Anal Chem. 
29(10), 1157, 2010)

HPTLC/MS를 이용한 분석방법

HPTLC/MS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하나는 대상이 되는 물질의 표면을 추

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표면을 강

한 에너지로 탈착시켜 분석하는 하는 방법이다. 현

재 식품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HPTLC를 이용

한 추출분석으로 탈착분석방법을 제외하고 추출분

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Micro Capillary Arrow

추출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으로 우선 micro ca-

pillary arrow 방법이 있다. 이는 1998년 Anderson/ 

Busch에 의해 최초로 디자인된 방법으로 wax barrier

를 사용하여 plate에 추출위치를 고정시키고 0.5 mm

의 capillary관을 사용하여 대상물질을 추출해내는 방

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넓은 TLC판의 분리물질을 

off-line 상태에서 0.5 mm의 capillary관으로 모두 추

출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capil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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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 of the recent surfaced sampling probe (Van Berkel GJ et al. J Mass Spectrom, 43, 500, 2007)

관을 2회 이상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잦은 교체

시기가 문제되어 상용화되지 못했다. 

Surface Sampling Probe

2002년 Van Berkel에 의해 고안된 surface sam-

pling probe 방법이다. 이 방법은 plate판과 sampling 

probe 사이에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liquid micro 

junction(contactless liquid transfer of < 100 ㎛)으

로 sampling probe(약 0.6 mm의 내경)에 약 5 kV

의 전기에너지를 가하고 추출용매로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최초 개발단계에는 off-line으로 고안되

었다가 후에 on-line 자동화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

고 현재까지 정량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특징으로 10~15 μl/min 추출용매로 20~90 

㎛/s를 추출할 수 있는 높은 추출효율과 정량분석

에서 relative standard deviation 4.4% 이하의 높은 

재현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로 normal phase 

방법으로 사용되며 reverse phase에서는 사용이 매

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Fig. 2는 최근 개발

되어진 surface sampling probe 방법을 이용한 분

석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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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Diagram of the overrun chromatography. (a) Schematic diagram of the small-size TLC channels and the 
interface connected to a direct electrospray probe/mass spectrometer. Low-magnification photographs of 
the tip of the optical fibers (b) before and (c) after the high voltage was applied to the direct electrospray 
probe. (Hsu FL et al., Anal Chem, 75(10), 2493, 2003)

Overrun Chromatography on a TLC Strip Unit

2003년에 Hsu/Shiea에 의해 고안된 이 방법은 

silicagel plate에 여러 개의 TLC channel을 만들고 

plate inlet에 mobile phase(n-hexane)로 채우고 

sample을 점적(spot)하도록 특수 제작된 plate를 

사용한다. Plate 끝 부분에는 mass analyzer로 분리

된 물질을 이동시키는 optical fibers로 연결시키고 

plate outlet 부분에 make-up 용매(2% acetic acid 

in n-hexane)와 4 kV의 전기에너지를 가할 수 있는 

electrode를 설치하여 spray시킨 후 MS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TLC plate 위에 

channel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끝내 

상용화되지는 못하였다(Fig. 3).

Forced-flow Techniques(OPLC와 RPC)

2003년 Chai에 의해 보고된 over-pressure layer 

chromatography(OPLC) 방법과 2004년 Van Berkel에 

의해 보고된 rotation planar chromatography (RPC) 

방법은 MS와의 연결이 간단하고 분석시간, 분리효

율이 매우 좋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다.

우선 OPLC의 특징은 plate의 끝 부분을 silicone

으로 강하게 sealing하여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

록 설계하고 60~125 μl의 이동상을 연속적으로 흘

려줄 수 있도록 설계된 plate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plate를 chamber 내에 장착시키고 50 bar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높

은 압력과 일정 이동상 유속에서 상기압보다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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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agram of the rotation plana chromatography. (a) Schematic diagram of the CycloGraph system connected 
to the APCI ion source of the mass spectrometer. (b) Detail of the plumbing connection from the CycloGraph 
to fraction collection and to the APCI ion source of the mass spectrometer. (Van Berkel GJ, et al., Anal 
Chem, 76(2), 479, 2004)

PRESSURIZED CHAMBER CHROMATOGRAPHIC PLATE

MOBILE PHASE
INLET DETECTOR

RECORDER

COLLECTOR

Fig. 4. Diagram of the over-pressure layer chromatography (Nyredy S et al., J Nat Prod, 49(5), 885, 1986)

은 분리력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chamber 끝에 

capillary tubing으로 제작된 electro spray probe를 

설치하여 MS 도입부분에 연결하여 분석하도록 제

작된 방법이다. 다음 Fig. 4는 OPLC 방법을 간단히 

도식화한 그림이다.

다음은 RPC에 대한 설명이다. 보통 cyclograph/ 

MS 분석방법으로 불리는 이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6개의 TLC plate(thick layer 8 mm, silica 

gel)를 Fig. 5와 같이 rotor 판넬 위에 장착하고 최

대 1400 rpm까지 회전을 걸 수 있도록 cycl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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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Diagram of the ChromXtract interface. (A) The complete setup. Solvent flow is supplied by an HPLC pump 
(a), in standby it is fed through the bypass of the switching valve (b) or during extraction through the 
plunger (c) across the selected spot on the TCL plate (d). The connections between extractor, switching 
valve, and spectrometer (e) should be made as short and narrow as possible (in our setup 50-cm-length 
and 0.13-mm-ID PEEK capillary was used) (B) Cross-section and face view of the plunger. Inlet capillary 
(a), outlet capillary (b), filter frit (c), cutting edge (d), adsorbent tablet (e) and TLC plate (f) (Luftmann H, Anal 
Bioanal Chem, 378, 964, 2004)

를 제작한다. 그리고 cyclograph 가운데에 sample

을 점적하여 각각의 plate에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sample inlet을 장착하고 inlet에 직접 이동상을 주

입할 수 있는 pump를 장착한다. Sample 주입 후 연

속되는 이동상과 회전력으로 TLC plate에서 분리

가 일어나게 되고 순차적으로 cyclograph 테두리에 

분리된 물질들이 모이게 된다. 그리고 cyclograph 테

두리에 모이는 물질들을 시간별로 분취하고 다시 

MS 도입부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tee connector

를 사용한다. 분취를 위해 사용되는 이동상 유량은 

약 3 ml/min이고 MS 도입부에 injection되는 양은 

약 20 μl가 된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자면 OPLC 방법은 압

력을 가한 상태에서 이동상의 흐름으로 물질을 분리

시키는 것이고 RPC의 경우 압력 대신 회전력을 이

용하여 물질을 분리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lution Head-based Interfaces

2004년 ChromeXtract라고 명명된 interface가 

Luftmann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이 interface는 

TLC plate로 flexible foil을 사용하였고 그 당시 

CAMAG사에서 제작하고 있던 Eluchrom이라는 기

기를 소형화시킨 장치였다. Fig. 6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pump를 이용해 interface로 이동상을 이

송시키고 switching valve를 이용하여 plunger로 이

동상을 조절한다. Fig. 6의 (B)는 plunger를 확대해 

놓은 그림이다. Plunger 내부에는 이동상이 주입되

는 inlet capillary와 추출용매를 회수하는 outlet 

capillary가 있고 곧바로 filter 장치를 연결하여 추출 

시 발생하는 이물질을 걸러내 준다. Plunger는 stain-

less steel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plunger 끝 부분은 

plate를 ring 형태로 cutting하는 장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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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detail of blue dye zone
before and after extraction

Scheme of the extraction piston

Inlet Outlet

Cutting edgy

Plate/foil Frit

Zones

Interface functions and positioning the zone 
under the laser crosshairs

On/off connection valve to MS

Laser on/off
Plunger up/down

Cleaning 
switch

TLC/HPTLC-ELSD-MS system configuration

Fig. 7. Diagram and pictures of the recent elution-head based interface (CBS102, CAMAG)

이러한 형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용화기기의 모

체가 되었고 최근 5년간 이 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밖에 eluchrom-derived 

interface 등과 같은 여러 interface가 연구되었으

나 결국은 Luftmann 박사의 interface 기술이 현재

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또

한 elution head-based interfaces 방법은 다른 여러 

방법에 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유일한 상용

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요약

현재 식품분석에 응용되고 있는 HPTLC/MS는 

elution head-based interfaces 방식을 개선시키고 

자동화한 분석방법이다. 이에 사용되는 interface는 

TLC 및 HPTLC plate에 시료를 점적한 후 분리되어

진 특정성분의 분리단을 레이저 빛으로 지정하고 

자동으로 원형 또는 직사각형의 isolator를 TLC 

plate 위에 밀착시켜 특정 용매로 선택적인 시료 추

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TLC/MS의 기기구성은 TLC 

plate를 올려놓을 수 있는 plate loader, 특정 발색

단을 지정할 수 있는 laser pointer, 선택적인 추출 

기능이 있는 isolator, 용매를 이송할 수 있는 pump 

system 및 chromatography system으로 시료 이송 

시 용액 이외의 powder 등을 거를 수 있는 filter 부

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최소한의 추출범위

는 4 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자동으로 HPLC 또는 

LC/MS로의 시료이송이 가능하여야 한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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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mage evaluation (without 
filter) of the diluted energy drink 
sample 2 (ED2), which contained 
the red dye E122 (Mix 1); overlay 
of the sample curve (red) and Mix 
1 (green) as well as polynomial 
calibration function (peak area)

Fig. 9. Analysis result of dyes in beverage using HPTLC/MS (CBS103, CAMAG)

Fig. 8. Analysis result of Ginsenosides in ginseng using HPTLC/MS (CAMAG TLC/MS interface, CAMAG)

이용분야 및 향후 전망

현재 이 기술은 천연물, 생약, 화장품, 염료, 잔류 

독성물질 등의 분리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식품분석에는 그 사용 예가 많지 않다. 현재로서

는 인삼 중 진세노사이드 분리 ․분석, 식품 중 유해

색소의 분석이 식품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 식품분석에서는 미개척지나 다름이 없

다. 이 기술은 구성성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성

할 뿐만 아니라 추출장치 및 interface의 기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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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확한 정량성까지 확보한 최신분석기술이

다. 이러한 장점들을 생각해 볼 때 향후 식품 중 

기능성물질의 탐색, 식품소재이용개발, 식품안전

성확보를 위한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될 것으

로 기대되는 효율적인 분석기술이다(Fig.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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