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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Fiber Identification 
with MALDI-TOF mass spectroscopy

FITI 시험연구원은 캐시미어를 비롯한 동물성 섬유 감별방법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속임수 캐시미어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야크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단백질
지문분석법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CMI(Cashmere and Camel Hair Manufacturers Institute)에 의해 분석능력을 인정 받고 매년 비교시험에 참여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시미어 마크

캐시미어 마크는 캐시미어 생산,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캐시미어 함량(%)이 적합할 경우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캐시미어
마크를 통하여 소비자는 고가의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제조자는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올바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Cashmere Fiber Yak Fiber

현미경을 이용한 분석

동물성 섬유를 감별하는 표준은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감별의 기준은 섬유의 스케일 모양, 간격,
직경의 균일성 등입니다. 광학현미경은 시험편 준비가 간편하고 천연색소 관찰이 가능한 반면 전자현미경은 시험편 준비가
복잡하지만 표면 스케일의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Cashmere Mark 

Cashmere Tag

양모와 특수모의 전자현미경 사진 (IWTO 58)

Tel. 3299-8061

양모 캐시미어 모헤어 알파카 야크 비큐나 앙고라 낙타



FITI has been proved to be a world-class laboratory for animal fiber analysis by CCMI(Cashmere
and Camel Hair Manufacturers Institute). With this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our technical 
expertise, we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anufacturers, retailers, and consumers.

Fiber Producing Animals 

Family 

Camelidae

Camel

Alpaca

Llama

Vicuna

Guanaco

Family 

Leporidae

Angora Rabbit

Others

Shahtoosh
 (Tibetan antelope)

Qiviut 
(wool of the muskox)

Family 

Bovidae

Sheep 
(Ovis aries)

Angora Goat
(Mohair)

Yak 
(Bos grunniens)

Cashmere 
(Capra hircus laniger)

기존의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시험방법으로 불가능한 동물종 감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동물종이 가지는 고유한
아미노산 배열에 대한 질량분석을 통하여 동물종을 감별하는 방법*입니다. 
케라틴은 DNA와 달리 열에 안정하여 염색이나 블리칭된 시료에서도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SIAM(Species Identification of animals by MALDI-TOF Mass Spectrometry)

다양한 특수모(캐시미어, 야크, 낙타, 알파카, 비큐나 등)에 대한 표준시료와 모피 제품에 사용되는 밍크, 여우, 너구리, 비버 등
약 150여 종의 동물성 섬유에 대한 펩타이드 스펙트럼의 라이브러리를 보유하여 각종 동물성 섬유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Workflow for SIAM test 

Sample preparation:
- 1-2 mg of animal fur
- Tryptic digestion of fur
- Dried droplet MALDI-target
preparation including HCCA matrix

Unknown fur

Data evaluation/ identification

Acquisition of
MALDI-TOF mass spectra

Data processing

단백질 지문 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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