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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가속기 사용 후 표  물(18O-H2O)의 분석  정제 

방법에 한 기술보고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8
F-FDG(18F-Fluorodeoxyglucose)는 재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용 진단시약으로 특별히 종양진단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으로 친핵성 반응을 이용하여 합성한다. 사이클로트론(Cyclotron)에서 가속된 양

성자가 
18
O-H2O에 조사되면 

18
O(p,n)

18
F의 핵반응에 의해 방사성 동 원소 

18
F가 

생산되며 이때 생산된 
18
F는 

18
F-FDG로 합성재료로 사용된다. 비록 

18
O-H2O의 

가격은 비싸고 한 수요와 공 의 불균형 때문에 
18
F-FDG의 생산에 사용했던 

18
O-H2O을 재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속기 사용후 

18
O-H2O는 합

성과정과 이온교환수지를 거치면서 유기물(에탄올, 메탄올, 아세토니트릴등)들과 

무기 속이온(K
+
, Na

+
, Cl

-
, 등)들에 의해 다양하게 오염된다.  이런 오염물질들에 

의해 오염된 가속기 사용 후 물을 다시 표 으로 사용한다면, 조사되는 동안 표

 용기내의 압력이 비정상 으로 증가하고 표 용기의 주기가 감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 으로 
18
F-Fluoride의 생산율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18
F-FDG의 생산율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가속기 사용 후 

18
O-H2O안에 포함

된 유기물질들과 다양한 속이온들은 반드시 물의 재활용을 해 가능한 많이 

제거되어야한다. 한 정제과정 에 발생하는 
18
O-H2O의 손실을 최소화해야한

다. 이를 해 가속기 사용 후 표 물의 불순물 분석  정제기술은 매우 요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보고서는 가속기에서 사용 후 물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 

인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원리를 악하며 기존의 상용화된 정제장치의 실험 내용

과 결과를 가소기 사용 후 물의 정제장치 설계  제작에 활용하고자 한다.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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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가속기 사용 후 표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 불순물들을 분해 시키기 

한 자외선 조사장치와 정제를 한 온  분별증류 장치로 구성된다. 가속기에 

서 F-18을 생산하고 남는 표 물은 아세톤, 메탄올,  아세토니트릴 등의 유기 

불순물과 F
-
, Cl

-
 등의 Anion, NH4

+
, Mg

2+
, K

+
 등의 Cation 무기불순물을 함유하

고 있는데, F-18 재생산시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용하면 RI 생산 수율을 증가 시

킬 수 있다. 특히, 분리막을 이용한 재 농축 기술의 연구를 해서는 막 기공의 

막힘(Fouling)을 방지하기 해 반드시 불순물 제거가 필요하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가속기 사용 후 표 물의 정제를 해 필요한 가속기 

사용 후 표 물의 불순물 성분 분석기술  하나인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원리와 

내용을 조사했고, 가속기 사용 후 표 물의 정제 장치를 이용한 표 물의 정제기

술의 분석을 수행하 다. 가속기 사용 후 표 물의 불순물 정제기술의 개발은 

ppb 단 의 무기  유기 불순물까지도 제거해야하는 고난도 기술로 F-18 방사

성 동 원소와 
18
F-FDG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가속기 사용 후 표 물의 정제는 지 까지 가속기/PET 사용기 으로부

터 끊임없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우리의 경우에도 분리막 이용 동 원소 분

리공정에 가속기 사용 후 표 물을 용하기 해서도 필요한 연구이다. 기존의 

상용화된 장치의 가격  생산의 비효율성을 감안하면 정제기술의 개발이 실

하게 요구되며, 정  반도체 산업과 고순도 바이오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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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Technical Report on Analysis and Purification of Used O-18 Cyclotron 

Targer Wate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F-18-labeled 2-[
18
F]fluoro-deoxy-glucose(

18
F-FDG), which is used for 

PET diagnosis, is generally synthesized by using the nucleophilic substitution 

method. If 
18
O-H2O is irradiated by the protons accelerated in a cyclotron,  

18
F-fluoride is produced by means of nuclear reaction of 

18
O(p,n)

18
F.However, 

18
O-H2O is very expensive and its timely procurement might be difficult 

because of its frequent world market fluctuations. Therefore, 
18
O-H20 used for 

the production of 
18
F-FDG should be reused dfficiently. When the target 

18
O-H2O flows the tubes in the synthetic apparatus and ion-exchange resin, it 

is confaminated by the organic substances such as ethanol, methanol, and 

aectonitrile, etc. If the recovered target water containing many of these 

impurities is reused as target water in a cyclotron, abnormal increases of the 

pressure in the target chamber during irradiation and reduction of the target 

chamber life-span may occur. As a result, production yield of 
18
F-fluoride 

would be decreased, and also the yield of 
18
F-FDG. Therefore, organic 

substances and various metallic ions contained in recovered 
18
O-H2O must be 

eliminated prior to tis reuse. moreover, the loss of 
18
O-H2O during the 

purification process must be minimized to use the target water economicall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scope of this report is to evaluate and characterize the impurity 

purification process of the used cyclotron target 
18
O-water. These precesses 

and the in strument are developed and designed to remove organic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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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in the recovered 
18
O-H2O by means of various methods including an 

ultraviolet(UV) irradiation, low-temperature distillation, and fractional 

distillation, etc. Principles of gas chromatograph and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needed for analysis of the chemical properties of impurities in 

the used water are given. this report also gives an explanation of the basic 

principle of photochemical reaction based on ultraviolet decomposition of 

organic substances.

Ⅳ. Result of Project

 

Investigations for analytical methods of the organic and inorganic 

impurities produced in the used 18O-water after proton irradiation in a 

cyclotron is carried out. Also, Purification processes including UV 

photochemical reactions, cold distillation, fractional distillation, and commercial 

impurity purifiers are compared and analyzed.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Purificaion of the used cyclotron target water has been requested by 

many PET and cyclotron istitutes. Because these technologies surely expand 

the uses fo PET by decreasing the medical expense of the patients. Since the 

commercial impurity purifier is not efficient in a procedural point of view as 

shown in this investigation, development of more economic and feasible 

purification methods is urgent. Also, these technologies are required for us to 

prevent fouling of membrane and to enrich O-18 isotope in the used target 

water using membrane. Purification technologies of the used 
18
O-water should 

remove most of the organic and inorganic impurities by ppb level. Hence, 

these technologies may also be applied to the various processes of 

semiconductor and bio-technologies, which require finely purifi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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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자연 성분비가 0.2%인 O-18 산소 안정동 원소가 90% 이상으로 농축

된 물은 베타선 방출 방사성 동 원소인 F-18의 생산표 으로 사용되며 F-18

은 PET용 종양진단 시약인 
18
FDG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산소 안정동 원

소는 자연계에 3개 존재하며 0.2% 존재하는 O-18을 다른 산소안정 동 원소 

O-16(99.76%)과 O-17(0.04%)로부터 분리하기 해 1930년 부터 1950년 에 

이르기까지 열확산법, 기분해법, 화학교환법, 온증류법, 물증류법,  화학

교환법이 개발되었다. 이들  온 증류법과 물증류법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

져 50 년  이후 산소동 원소 분리생산에 표 인 기술이 되었다. 다른 방법

들은 공정 속도가 느려 량생산에 합하지 않았으며 공정에 필요한 에 지

가 많아 경제 이지 못하여 실제 생산 모델로 성공하지 못하 고, 온 증류법 

한 물증류법에 려 재는 산업  활용이 단된 상태이다. 재 O-18이 

95% 이상 농축된 물은 물증류법으로 미국의 Cambridge Isotopes Lab과 

Isonics, 이스라엘의 Rotem과 Marshall Isotope에서  세계 O-18 산소 농축물 

수요의 부분을 생산 매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에 들어서  세계 으로 필요한 O-18의 양이 증가하

면서 경제 으로 좀 더 효율 인 산소 동 원소 생산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으며 이 를 이용한 공정과 분리막을 이용한 공정이 새로운 안으로 

제기되었다. 분리막 공정의 경우, 90 년   폴란드의 INCT(Institute of 

Nuclear Chemistry and Technology)에서 처음 개발한 뒤 미국의 University 

of Tennessee, 유고슬라비아의 Institute of Nuclear Sciences  이스라엘의 

Disotek사 등이 재까지 산업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를 이용한 산소

동 원소 분리는 러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와 일본의 RIKEN 연구소, Kyoto 

Institute of Technology 등에서 주로 연구가 되었지만 재는 공정의 효율성 

문제로 산소안정동 원소 연구의 분리연구는 단된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막을 이용한 산소동 원소 분리기술은 

다음의 기술 비교표 1-1-1에서 알 수 있듯이 물증류법보다 에 지 효율 이다. 

특히, 분리막 기술은 가속기에서 사용된 후 ~ 80%의 O-18을 함유하고 있는 

농축물의 재 농축(90%)에 합하며 실험실 정도의 소규모 시설로도 비교  많

은 양을 재 농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더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자

연물(0.2% O-18)의 농축공정으로 확 해  세계 인 농축생산 시장에 주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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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1. 분리기술 비교표.

분리막 분리기술 물증류법 (기존)

분리계수(α) 1.01 ~ 1.04 1.0037

Cascade 에 필요한 

총 Stage 수
700 ~ 2000 6100 ~ 6200

(10-6 x )  kg 생산당 

필요한 총유량  
3 ~ 30 250

 kg 생산당 

에 지소모 (GJ)
1 ~ 10 4 ~ 8

동 원소 분리 공정은 분리도가 체로 1 ~ 3% 정도로 작기 때문에 

분해도가 높은 정 한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동 원소 분석은 일반 으로 질

량분석법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은 물에 포함된 산소 동 원소를 분석하기 

해 이산화탄소로 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이  흡수분 법은 수증기를 이용한 직

분석이 가능하여 신속한 동 원소 분석이 가능하다. 재 외국의 경우, 수년

간의 연구결과로 0.1‰ 정 도의 산소동 원소 분석이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2단계 3차 년도 과제 첫해에 20‰의 정 도를 도달하 고 3 단계를 통하

여 1‰ 이하의 정 도를 유지하는 표 화된 분석장치를 개발 할 것이다.

가속기에서 F-18을 생산하고 남는 생산표  물은 아세톤, 메탄올,  

아세토니트릴 등의 유기 불순물과 F
-
, Cl

-
 등의 Anion, NH4

+
, Mg

2+
, K

+
 등의 

Cation 무기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F-18 재 생산시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

용하면 RI 생산 수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 특히, 분리막을 이용한 재 농축 기

술의 연구를 해서는 막 기공의 막힘(Fouling)을 방지하기 해 반드시 불순

물 제거가 필요하다. 가속기 사용 후 물의 정제 기술의 하나로 독일의 KFA 

Institute는 유기물의 분해와 온 트랩을 이용한 방 법에 한 특허를 가지

고 있으며 일본의 수미토모사는 이를 상용화하 다. 그러나 장비의 가격이 6천 

만원 이상 고가이며 정제능력 한 16g/day로 작아 실용성에는 여 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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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속기 사용 후 물의 정제기술은 분리막 분리기술 개발뿐 

아니라 가속기의 RI 생산수율을 높이기 해 필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 
18
O-H2O의 정제를 한 분리기술을 조

사 평가하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제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

서는 사용후 
18
O-H2O의 정제를 해 필요한 분리분석기술의 기본원리와 장치에 

해서 2장에서 기술하 고 3장에서는 실제 수행되었던 사용후 
18
O-H2O의 정제 

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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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용후 18O-H2O의 정제를 한 분석기술

의 이론  배경

제 1  크로마토그래피분리법

일반 으로 화학분석에 쓰이는 방법은 우선 선택성이 있어야 한다. 선택

성이 있다고 하여도 정말로 특성 인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한 방

해물로부터 분석물을 분리하는 것이 많은 분석과정에서 요한 단계가 된다. 의

심의 여지가 없이 분석  분리를 수행하는 데  가장 리 쓰이는 방법이 크로마

토그래피법이고 모든 과학 분야에서 리 이용되고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세기 에 소련의 식물학자인 Mikhail Tswett 라는 사람에 의해 발명되었고 

 그 게 명명되었다. 그는 클로포필과 크산토필과 같은 여러 가지 식물성 염료

를 분리하는데 잘게 빻은 탄산칼슘으로 채운 유리 에 이들 화합물의 용액을 통

하여 분리하 던 것이다. 분리된 화학종은 에 색을 가진 띠로 나타났으며 이것

이 그 방법의 이름을 붙인 연유이다. (그리스어에서 chroma는 색을, graphein은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응용은 지난 40년간에 폭발 으로 발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새로운 크로마토그래피법이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복잡한 혼

합물을 분리하는데 이러한 좋은 방법을 과학자가 필요로 하 기 때문이었다. 과

학에 한 이들 방법의 엄청난 공 으로 말미암아 1952년 Nobel상은 이 분야에 

공헌이 큰 A.J.P.Martin과 R.L.M.Synge에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가

장 인상 인 것이라면 1937년부터 1972년 사이에 수여된 열둘의 노벨상은 크로

마토그래피법이 종요한 역할을 한 업 에 근거를 둔 것이다.

1. 크로마토그래피법의 개요

크로마토그래피법은 복잡한 혼합물을 구성하는 유사한 성분을 분리, 단리

(isolation)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요한 분리 방법이다. 이러한 분리 

에는 다른 방법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는 술어를 정 하게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그 이유

는 용되고 있는 방법과 물질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모두 

고정상(stationary phase)과 이동상(mobile phase)을 이용한다. 혼합물의 성분들

은 이동상의 흐름에 따라 고정상을 통해 운반되고 시료 성분들 사이의 이동속도



- 5 -

의 차이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게 된다.

   가. 크로마토그래피법의 분류

크로마토그래피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  수 있다. 첫 번째 것은 물리

 방법으로 고정상과 이동상을 시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크로마토

그래피법에서 고정상은 좁은 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 있으며 그 을 통하

여 이동상이 압력이나 력의 힘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평면(planar) 크로마토그

래피법에서는 유리 이나 다공성 종이에 고정상을 도포해 놓았다. 즉, 이 경우 

이동상이 모세  운동이나 력의 향을 받아 고정상을 통해 움직이게 되어 있

다. 다음 에서  크로마토그래피법에 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

러나 이곳에서 지 한 사항은 두 종류의 크로마토그래피법이 근거를 두고 있는 

평형은 동일하며  크로마토그래피법을 해 개발된 이론은 평면법에도 그래도 

용되는 것이다.

표 2-1-1.  크로마토그래피법의 분류

좀 더 근본 인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의 분류는 이동상과 고정상의 종류 

 상들 상이의 용질 이동에 수반되는 평형의 종류에 따라 나 는 것이다. 표

2-1-1.에 두 일반 인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종류를 수록하여 놓았다. 즉, 액체 크

로마토그래피법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다. 자는 이동상이 액체이고 후자에

일반분류 특정방법 고정상 평형의 종류

액체
 액체-액체

 (LLC)

 고체에 흡착된 액체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사이의 분배

  크로마토그래피(LC)

  (이동상 : 액체)

 액체-고체

 (LSC)

 고체
 흡착

 액체-결합으로 이루어

 진 상

 (LBC)

 고체 표면에 결합된

 유기 화학종  분배/흡착

 이온-교환

 (IEC)

 이온-교환 수지
 이온-교환

 겔-투과

 (GPC)

 합체 고체의 간격에

 들어 있는 액체
 분배/거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C)

  (이동상 : 기체)

 기체-기체

 (GLC)

 고체에 흡착시킨 액체  기체와 액체 사이 

 의 분배

 기체-고체

 (GSC)

 고체
 흡착

 기체 결합으로 이루어

 진 상

 고체 표면에 결합시킨

 유기 화학종
 분배/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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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체이다. 표의 두 번째 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특정 크로

마토그래피법이 두 일반 인 범주 의 어느 하나에 속하고 있다. 여기서 지 하

여 둘 것은 몇 가지 방법에서 고정 액체상을 당한 곳에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

이다. 를 들면 액체의 얇은 막을 곱게 빻은 비활성고체에 흡착시키거나 는 

그러한 고체의 구멍이나 간격에다 붙여두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액체를 

모세 의 내벽에 흡착시켜 붙잡아 둘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상 으로 볼 때 고체

는 분리에 직  여하지 않고 다만 액체를 붙잡아두기만 한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 고체의 성질이 분리에 효과를 미치고 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에서 한 평면 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기

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분리  방법으로만 수행된다는 것도 역시 지 하여 둔다.

   나. 선형 크로마토그래피법   

모든 크로마토그래피법 분리는 용질이 이동상과 고정상 사이에 분배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른다. 이에 련된 평형은 온도 의존 상수인 분배계수 K로 정

량 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K = CS/CM 여기서 CS는 고정상에 있는 용질의 

분석 농도이며 CM은 이동상에 있는 농도이다. 이상 인 경우에 분배비는 넓은 

범 의 용질 농도에 걸쳐 일정하다. 즉, CS는 CM에 정비례한다. 그러나 가끔 비

선형 계가 많이 나타난다. 몇 가지 표 인 분배곡선을 그림 2-1-2에 보 다. 

이 그림의 곡선 C는 이상 인 계 곡선이고, 이것은 용매에서 용질이 

회합이나 해리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고, 섞이지 않는 두 액체 사이의 분배

평형곡선과 비슷하다. 그러한 평형도 있지만 B나 D와 같은 평형 계가 더 많이 

있다. 이를테면 고정상이 물이고 이동상이 벤젠인 경우 약한 유기산 용질은 B와 

같은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해리하진 않은 산만이 벤젠에 녹는다. 그러나 

수용액에는 해리하지 않은 산과 그 짝염기가 많이 녹아 있다. 그리고  이들 화

학종 사이의 비는 농도 의존 계를 가진다. 따라서 낮은 농도에서는 체 산의 

작은 부분만이 산형으로 존재하며 두 용매사이에 분배할 것이고 따라서 분배비

는 커질 것이다. 한편 물이 이동상이라면 D와 같은 곡선이 상될 것이다. B와 

같은 곡선은 역시 증기-액체 평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는 증기가 

이동상이다.

곡선 A는 표 인 흡착등온석이고 고체의 표면에 흡착된 용질의 양과 

그 고체와 하고 있는 용액에 들어 있는 용질의 농도와의 계를 나타낸다. 

용질의 농도가 진하면 고체 표면의 모든 흡착 자리가 유된다. 그리하여 흡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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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표 인 분배곡선. CS는 고정상의 용질의 농도이며 CM은 이동

상의 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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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용리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혼합물 A와 B 성분을 분리하는 

과정을 도시 으로 나타낸 약도. 아래 그림은  그림에서 보인 여러 용리 

계에서 신호검출기에 나타난 출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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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용질의 농도와 무 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곡선은 다음의 계식으로 

표시된다. 즉, CS = kC
n
M 여기서 k와 n은 상수이다. 이 식은 n이 1일 때 의 식

이 된다.

그림 2-1-1.은 제한된 농도 역을 넘어서게 되면 특히 묽은 농도에서 

CS와 CM사이에 선형 계가 있다고 불 수 있고 그 게 보아도 큰 오차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이러한 조건하에서 수행되고 있다. 따라

서 분리과정에 한 수학  표 을 크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 K가 거의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선형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고 한다. 앞

으로 고찰할 내용에서는 이런 종류의 분리를 집 으로 다룬다.

   다.  크로마토그래피법

그림 2-1-2는 두 성분 A와 B가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어떻게 분리되

는가를 도시 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다. 여기서 보인 방법은 가장 흔한 것으로 

용리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용리는 을 통해 새로운 용매를 첨

가할 때 용질ㅇ 씻겨 내려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림에서 보인바와 같이 이동상에 

녹인 시료의 일부를 의 꼭 기에 놓으면(그림 2-1-2에서 시간 t0) 시료의 성분

들은 두 상 사이에서 분배된다. 추가로 이동상(용리액)을 가하게 되면 시료의 일

부를 포함하고 있는 용매를 의 으로 이동시키고 여기서 다시 이동상과 고정

상의 사이에 새로운 분배가 일어나게 된다(시간 t1). 동시에 원래의 시료가 있던 

자리에서도 새로운 용매와 고정상 사이의 분배가 일어나게 된다. 계속하여 용매

를 가하면 용질분자는 이동상과 고정상 사이의 연속 인 일련의 이 과정을 밟

으면서  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나 용질의 움직임은 이동상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질이 이동하는 평균 속도는 그 이동상에 머무르는 시간분율에 의존한

다. 이 시간분율은 고정상에 더 잘 머무는 용질의 경우에 작고( 를 들면 그림 

2-1-2의 성분 B) 반면 이동상에 더 잘 머무는 용질의 경우는 크다(그림 2-1-2의 

성분 A). 이상 인 경우 이와 같은 속도의 차 때문에 혼합물에 들어 있는 성분

들이 의 길이에 따라 띠로 나타나면서 분리되는 것이다(그림 2-1-2  

2-1-1-3의 시간 t2를 참조). 그리하여 충분한 양의 이동상이 을 통해 흐르면 

이들 여러 띠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완  분리가 되고 이들을 각각 모을 수 

있다(그림 2-1-2의 시간 t3과 t4). 만약 용질 농도에 따라 감응하는 검출기를  

끝에 설치하여 그의 신호를 시간의 함수( 는 가해지는 이동상의 부피의 함수)로 

도시하면 일련의 칭 인 우리가 그림 2-1-2의 아랫부분에 보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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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으로 이동할 때 다른 에서의 용질 A와 B의 농도 종단면

도. 시간 t1과 t2는 그림 2-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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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다. 그러한 도시를 크로마토그램(chromatogram)이라고 하는데 정성  정

량분석에 모두 유용한 것이다. 우리의 치로 시료 의 성분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면 은 각 성분의 양을 정량 으로 나타내 다.

   라. 용리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이론

그림 2-1-3은 용질 A와 B의 용리 기와 그림 2-1-2에 보인 마지막 단

계에서 크로마토그래피 에서 나오는 농도의 종단면 약도이다. B의 분배계수는 

A보다 크다. 따라서 B는 이동과정에서 뒤로 처지게 된다.  으로 이동함에 

따라 두 우리 사이의 거리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두 띠의 넓힘 상

이 일어나서 분리수단으로써 의 효율을 감소시킨다. 띠넓힘 상은 피할 수 없

으나 다행하게도 띠분리보다는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림 2-1-3에 보

인 바와 같이 을 충분히 길게 하면 화학종의 깨끗한 분리는 가능하다.

여러 가지 화학  물리  상이 띠의 분리 속도와 띠의 넓어짐 속도에 

향을 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분리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는 후자(넓힘 속도)를 감소시키는 변수들을 조 함으로써 분리를 개선할 수 있

다. 그림 2-1-4는 두 성분 혼합물을 더 효과 으로 분리하는데 이들 방법을 각

각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크로마토그래피법 이론이 유용하려면 용질이 

이동해가는 상  속도 뿐 아니라 이동하는 동안에 띠들이 넓어진다는 내용을 같

이 다루고 있어야 한다. 단이론(plate theory)이라고 불리는 원래의 크로마토그래

피법 이론을 이용하여 정량 으로 이동 속도에 향을 주는 변수만을 다룰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띠넓힘 상에 한 여러 가지 변수들의 효과를 설명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론의 유용성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단이론은 이들 변

수를 같이 취 할 수 있는 운동이론(kinetic theory) 는 속도이론(rate 

theory)으로 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운동이론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개념의 발생을 알기 하여 단이

론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유용하다. 원래는 Martin과 Synge에 의해 개발

된 크로마토그래피법의 단이론은 크로마토그래피 을 이론단이라고 불리는 불

연속 인 얇은 수평층이 인 하여 연속 으로 싸여있는 것으로 취 한다. 각 단

에서 이동상과 고정상 사이에 용질의 평형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요질과 용매

의 이동은 한 단에서 다음 단층으로 단계 으로 연속 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분리수단으로서의 크로마토그래피 의 효율은 평형이 일어나는 수,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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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분리를 개선하기 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 두 성분 크로마

토그램. (a) 우리들이 서로 겹친 원래의 크로마토그램 (b) 띠 분리를 증가

시킴 (c) 띠의 퍼짐이 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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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단 수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그리하여 이론단의 수 N은 의 분리효율의 척도

로 사용한다. 두 번째 조건인 이론단 해당 높이 (height equivalent of a 

theoretical plate) H도 역시 이 목 에 쓰인다( 는 가끔 HETP라고 함). 이들 두 

항의 곱은 의 높이가 된다. 즉, L = NH.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N = L/H. 

H는 의 효율이 커질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H가 작아질수록 주어진  

길이에서 일어나는 평형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H와 N은 속도이론에서 효율 

라미터로서 간주하면서 의 식을 계속 이용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

나 물리  실재로서의 단층은 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

서 단층과 단의 높이는 효율의 척도 기 으로 보아야 한다.

표 2-1-2.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요한 값과 계식.

2. 크로마토그래피법에 필요한 요한 계식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사용하는 값, 항  계식의 가지 수는 단히 많

이름

실험 값

기호 측정원

머물지 않는 화학종의 이동시간    tM 크로마토그램

머무른 시간, 화학종 A와 B    (tR)A, (tR)B 크로마토그램

조 한 머무른 시간, 화학종 A    (t'R)A (t'R)A =  (tR)A - tM
우리나비, 화학종 A와 B    WA, WB 크로마토그램

 충진제의 길이    L 직  측정

유속    F 직  측정

고정상의 부피    VS 충진할 때의 데이터

이동상과 고정상내의 용질의 농도    CM, CS 분석  제조 실험 데이터

유도된 양

이름 유도된 값의 계산 다른 값과의 계

선형 이동상 속도 u=L/t M
이동상의 부피 VM=t MF
용량계수

k'=(t R-t M)/t M k'=
KVS
VM

분배계수
K=

k'VM
VS

K=
CS
CM

선택계수
α=

(t R)B-tM
(tR)A-tM

α=
k'B
k'A

=
KB
KA

분리능
RS=

2[(tR)B-(tR)A]
WA+WB

R S=
N
4

(
a-1
a

)(
k'B

1+k'B
)

단  수 
N=16(

tR
W

)2

단높이 H=L/N
머무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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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리고 혼동하기 쉽다. 표 2-1-2.는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요

한 정의와 계식을 종합하여 놓은 것이다.

3.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정성  정량분석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서로 유사한 화학종을 분리하는 데 제일의 방법으로 

발 하 다.  분리된 화학종의 정성  확인  정량분석에도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에서는 분석을 완수하는 도구로써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일반  특성 

몇 가지를 고려하여 보도록 한다.

   가. 정성분석

크로마토그램은 시료에 들어 있는 각 성분 화학종에 한 단지 한 가지 

정성  정보만을 알려 다. 즉, 각 화학종의 머무른 시간이나 는 어느 정도의 

용리 후에 고정상에 있는 각 화합물의 치이다. 물론 이동상과 고정상을 바꾸고 

 용리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추가로 데이터를 크로마토그램에서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해 얻는 화학종에 한 데이터 수는 IR, 

NMR 는 질량분석 스펙트럼에서 얻는 데이터 수와 비교할 때 단히 다.  

스펙트럼의 종축 데이터는 크로마토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것(tR)보다 훨씬 정확

한 측정값이다.

에서 설명한 내용은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정성분석에 요하게 응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실제로 알려진 화학종 몇 가지를 포함

하는 혼합물의 성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리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단백

질 가수분해물 에 있는 30 는 그 이상의 아미노산의 존재 여부를 크로마토

그램으로 비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확인을 뒷받침하기 

해서는 분리된 성분의 스펙트럼이나 화학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

나 사 에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리하지 않고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복잡

한 시료를 분 학 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크로마토그

래피법은 분 학  정성분석을 하기에 앞서 해야 하는 요한 사  조작이 되는 

수가 많다.

크로마토그램으로 시료에 들어 있는 화학종을 확인 할 수는 없지만 특정 

화합물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있다. 즉, 만약 시료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표 물로 얻은 것과 같은 머무른 시간에 우리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문제의 그 화합물은 시료에 들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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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검출 한계 이하의 농도가 들어있을 것이다).

   나. 정량분석

크로마토그래피법은 물질분리수단으로서 지나간 20여 년간 진 을 보

는데 이것은 빠르고 간단하며 비교  비용이 싸고, 넓게 응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된 화학종에 한 유용한 정량  정보를 가져다주는 방법이 있었다

면 이와 같이 크로마토그래피법이 리 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용되는 정량분석법에 한 몇 가지 

일반  사항을 고찰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크로마토그래피법 정량법은 분석물의 크로마토그래피 우리의 높이 

는 넓이를 한 가지 는 그 이상의 표 물질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에 근거

를 두고 있다. 평면 는 상형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는 분리된 화학종이 차지

하는 면 이 분석의 라미터로 이용된다. 만약 조건을 당하게 조 한다면 이

들 라미터는 농도에 따라 선형 으로 변할 것이다.

(1) 우리 높이에 의한 분석

크로마토그래피 우리의 높이는 우리 양쪽의 바탕선을 직선으로 연결

하고 이 선에서 우리로 수직선을 그어 그 선을 측정하여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측정법은 그 정 도가 비교  높아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되는 데 물론  조건의 

변화가 시료와 표 물질의 크로마토그램을 얻는 동안에 우리 나비를 변화시키

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엄격하게 조 되어야 할 변수들은 의 온도, 용

리유속  시료 주입 속도들이다. , 에 과 하게 시료를 주입하는 것은 피해

야 한다. 시료 주입 속도는 크로마토그램의 처음부분 우리에 특히 향을 많이 

다. 이로 인하여 흔히 생기는 상 오차는 5 % ～ 10 % 정도이다.

(2) 우리 면 에 의한 분석

우리 면 은 앞의 에서 언 한 변수들 때문에 나타나는 넓힘 상과 

무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에서 면 은 우리 높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분

석 라미터가 된다. 하편 우리 높이는 쉽게 측정되며 좁은 우리의 경우 단

히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부분의 식 크로마토그래피 기기에는 우리 넓이를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수치로 나타내는 자식 분기가 붙어 있다. 옛날 기기에는 구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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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ball and disc integrator)라 불리는 기계식 분기가 붙어 있었다. 만

약 그러한 장치가 없다면 수동식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다. 당한 크기의 나비

를 가진 칭 우리에 잘 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우리의 높이에다 그 

우리 높이의 반 나비를 곱하는 것이다. 우리의 면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

도 있으며 기록지의 일정 넓이당의 무게와 잘라낸 우리의 무게를 비교하여 결

할 수도 있다. McNair와 Bonelli는 같은 시료에 하여 열 번 되풀이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램에 이들 여러 가지 방법을 용하여 정 도를 측정 비교하 다. 그

리하여 다음과 같은 표 편차를 보고하 다. 즉, 자식 분기는 0.44%, 구슬-

원 형 분기는 13%, 종이의 무게는 1.7%, 높이 곱하기 반높이의 나비는 2.6% 

 면  측정기는 4.1%이었다.

(3) 표 물에 의한 검정

크로마토그래피법 정량분석에 한 가장 직 인 방법은 미지 시료의 

조성과 비슷한 표 용액을 여러 가지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표 물의 크로마

토그램을 얻어서 우리 높이나 면 을 농도의 함수로 도시하면 된다. 데이터의 

도시는 원 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야 한다. 분석은 이 도시에 근거를 두고 하도

록 한다.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재표 화 과정을 자주 밟을 필요가 있다.

바로 설명한 방법에 의한 분석에서 나타나는 가장 요한 오차 원인은 

시료 부피의 불확정성에 있다. 가끔 시료주입속도도 한 요인이 된다. 보통 시료

는 은 양(～1 μL)을 마이크로주사기로 주입한다. 이 정도의 시료를 재 성 있

게 주입할 때 나타나는 불확정성은 상 오차가 몇 %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더욱 심한데 시료를 가열된 주입기에 주입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바늘 끝에서의 증발이 크기 때문에 주입된 부피에 큰 변화

가 따르게 된다.

시료 부피의 오차는 회 식 기체 시료 밸 를 사용하면 상  오차를 1～

2 % 정도로 일 수 있다. 

(4) 내부표 법

가장 정 한 크로마토그래피법 정량분석은 내부표 물을 사용하여 얻는

데 그것은 시료 주입 때 생기는 불확정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에서

는 조심스럽게 측정한 일정량의 내부 표 물을 각 표 시료와 미지 시료에 넣어 

분석물과 내부표 물의 우리 넓이( 는 높이)의 비를 분석 라미터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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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내부표 물의 우리가 시료의 다른 모든 성분의 우

리로부터 잘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RS > 1.25). 그러나 한편 표  우리는 분석

물 우리에 가깝게 나타나야 한다. 당한 내부표 물을 사용하면 상 오차 0.5 

～1 %의 정 도를 얻게 된다.

(5) 면 표 화 방법

시료주입과 계된 불확정성을 피하는 방법으로 면 표 화법이 있다. 시

료의 모든 성분을 완 히 용리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에 국한되고 있었다. 표 화법에서는 모든 용리된 우리의 면 을 계산한다. 화

합물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검출기의 감응차이에 하여 이들 면 을 보정한 

후 분석물의 농도를 모든 우리의 체 면 에 한 이들 면 의 비로부터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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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는 시료를 증발시켜 크로마토그래피  에 

주입하고 비활성 기체 이동상의 흐름을 이용하여 용리시킨다. 부분의 다른 형

태의 크로마토그래피법과는 조 으로 이동상은 분석물의 분자와 반응하지 않

으며 충진제를 통하여 이들 분자들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기체-고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고체 고정상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고정상에 분석물이 물리  흡착을 하기 때문에 머무르게 되어 있다. 기체-고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활성 는 극성 분자가 반 구 으로 흡착하는 경우에 용리 

우리에 꼬리 끌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응용이 제한된다(흡착 등온식의 비선

형  특성의 결과). 따라서 이 방법은 몇 가지 분자량이 낮은 기체성 화학종의 

분리를 제외하고 리 응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장의 끝에 가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개념은 처음 액체-분배 크로마토그래피법

을 개발한 Martin과 Synge에 의해 1941년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10여 년의 세월

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이 방법의 가치가 실험 으로 증명되었다. 3년 후인 

1955년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장치가 처음으로 시 되었다. 그 이후 이 방법의 

응용은 날로 증가하여 주목을 받게 되었다. 

1.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원리

앞 에서 언 한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일반원리와 수학  계식은 기체 

이동상의 압축성 때문에 생기는 내용만을 약간 수정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에 그 로 용할 수 있다.

  가. 머무른 부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압력과 온도의 효과를 고려하기 하여 앞 

에서 도입하 던 머무른 시간 신에 머무른 부피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때

가 종종 있다. 이들 두 가지 사이의 계는 다음과 같다.

VR=t RF

VM=t MF

여기서 F는  내에서의 평균 부피 유속이며 V와 t는 각각 머무른 부피와 머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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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며 하첨자 R과 M은 에 머무르는 화학종과 머물지 않는 화학종을 가리

킨다. 그러나 평균 유속은 직  측정할 수 없다. 신 에 기체가 존재하는 동

안 기체 흐름의 속도는 실험 으로 쉽게 측정된다. 보통 이 속도는 비 -거품 미

터로 측정하고 있다. 평균 유속 F는 다음과 같다.

F=Fm×
TC
T

×
(P-P H2O

)

P

여기서 TC는 K 온도로 나타낸 의 온도이며 T는 미터기에서의 온도, Fm은 측

정된 유속  P는  끝에서의 기체의 압력을 나타낸다. 보통 P와 T는 주 의 

압력과 온도를 의미한다. 비 -거품 미터에서 기체는 물로 동화되어 있다. 따라

서 압력은 물의 증기압 PH2O에 하여 보정해 주어야 한다. 

VR과 VM은 모두  안의 평균압력에 의존한다. 이 평균압력은 입구압력 

Pi와 출구압력 P( 기압력) 사이에 있는 값이다. 평균  압력 때의 부피에 해당

하는 보정 머무른 부피 V0
R과 V0

M은 다음 계식에서 얻는다.

V0
R=jtRF 와 V0

M=jtMF

j라는 값은 다음 계식에서 쉽게 얻어진다.

j=
3[(Pi/P)

2
-1]

2[ (Pi/P)
3
-1]

그러면 고유 머무른 부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Vg=
VR0

-V
0
M

W
×
273
TC

=
jF(tR-tM)

W
×
273
TC

여기서 W는 이동상의 무게이고 을 만들 때 결정되는 값이다. TC는 K로 나타

낸 의 온도이다.

  나. Vg와 K 사이의 계식

Vg와 분배계수 K를 연 시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게 하기 하

여 tR과 tM을 k'와 계시키는 식을 의 식에 넣고 정리하면

Vg=
jFtMk'

W
×
273
TC

=
V

0
Mk'

W
×
273
TC

다시 의 식을 치환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여기서 VM
0과 VM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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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
KVS
W

×
273
TC

고정상의 액체의 도 ρs는 다음과 같다.

ρs=
W
VS

따라서 

Vg=
K
ρs

×
273
TC

주어진 온도에서 Vg는 용질의 분배계수와 고정상을 만드는 액체의 도에만 의

존한다. 그 게 함으로써 화학종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라미터를 얻게 

된다.

문헌에 고유 머무른 부피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이들 데이터

는 서로 크게 다르고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 이동상 유속의 효과

의 표에서 보인 계식들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그 로 용될 

수 있다. 그러나 종축확산 항(B/u)이 다른 크로마토그래피법 과정에서보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더 요한데 그 이유는 기체의 확산속도가 단히 크기 

때문이다(액체보다 10
4
배 더 크다).

2.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기기

정교한 정도도 다르고 가격도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짜리까지 수많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장치가 시 되고 있다. 이들 기기의 기본 부분장치는 그림 

2-2-1에 보 다. 각 부분장치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운반기체 공

운반기체는 화학 으로 비활성이어야 하며 헬륨, 아르곤, 질소  수소가 

이용되고 있다. 그  헬륨이 가장 리 쓰인다. 나 에 밝히겠지만 어떤 기체를 

선택하는 가는 사용되는 검출기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기체공 과 련된 장

치에는 압력조 기, 압력계  유속계가 있다.  운반기체 공 계에는 수분이나 

그 밖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하여 분자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유속은 압력조 기로 조 하고 입구의 압력은 보통 10～50psi(실내 압력

보다 높은)의 역이고 25～50 ml/min 유속을 나타낸다. 보통 입구 압력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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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기체 크로마토그래 장치의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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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유지하면 유속도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유속은  머리에 부착되어 있는 

로타미터(rotameter)로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끝에 부착되어 있

는 그림 2-2-1.에 보인 바와 같이 간단한 비 -거품 미터만큼 정확하지 않다. 비

막은 비 나 는 세제 수용액을 채운 고부밸 를 를 때 기체 통로에서 형

성된다. 뷰렛의 두  사이로 이 막이 움직이는 시간을 측정하여 유속을 정확

하게 계산한다. 

  나. 시료주입 장치

시료의 양이 당하고 그리고 짧은 증기층으로 주입되어야 의 효율이 

좋아진다. 주입을 서서히 하거나 과량 주입하게 되면 띠는 넓어지며 분리능이 떨

어지게 된다. 마이크로주사기로 시료를 주입하는데  머리에 치하고 있는 고무

나 실리콘고무로 되어 있는 막을 통해서 가열된 시료주입부 속으로 주입하고 있

다(시료주입부는 보통 분석물의 끓는 보다 50℃ 정도 더 높다). 보통 분석용 

에는 시료를 10분의 몇 μL에서 20 μL 정도 주입한다. 모세 에는 이보다 더 은 

시료(～10
-3
 μL)를 주입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시료분할장치를 이용하여 주입된 

시료의 일부만을 의 머리에 도입하고, 나머지는 폐기 쪽으로 가게 한다.

기체시료를 가장 정확하게 주입하는 것은 시료채취 밸 를 사용하는 방

법이다. 고체 시료는 용액 형태로 주입하거나 는 얇은 벽으로 되어 있는 병에 

입하여  머리에 끼운 후 밖에서 깨면 된다.

  다. 충진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는 두 종류의 , 즉 충진 과 열린 

형의 을 사용한다. 충진 은 많은 시료를 취 할 수 있고 일반 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러나 열린 형의 도 역시 요한데 그 이유는 분리능이 단히 

좋기 때문이다.

의 크기, 고체 지지물의 종류, 지지물의 입자 크기, 고체 지지물에 한 

흡착, 액체상, 의조제 와 같은 조건들을 시료에 합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라. 열린 형   

열린 형(open tubular) 는 모세 형 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57년부

터이고 이 때 이론  단수와 속도의 입장에서 미증유의 분리를 수행할 수 있다

는 이론  고찰이 분명하여졌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몇몇 실험실에서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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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 이 300,000 이상의 단수를 가지며 실용 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놀라운 

응용성에도 불구하고 모세 형 은 발명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 와서야 비로소 

리 사용되기 시작하 다. 이 게 지연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즉, 시료

의 용량이 고, 이 깨지기 쉬우며, 시료를 주입하는 문제  을 검출기에 

연결하는 데 련된 기계  문제, 을 재 성 있게 도포하는 데 있어서의 난 , 

잘못 만든 의 수명이 짧다는 잠, 이 쉽게 막히는   단일 제작자에 독

되어 상업  개발이 제한되게 한 특허 문제(첫 특허권은 1977년에 소멸되었다) 

등 때문이었다. 1970년 후반에 와서 이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몇몇 기기 상사들이 모세 형 을 당한 가격으로 시 하기 시작하 다. 그 결

과 열린 형의 을 사용하는 빈도가 지난 몇 년간 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열린 형도 의 종류,  도포의 조건이 시료에 합한지를 잘 단하

여야 한다.

  마. 의 온도 조

의 온도는 정 한 일을 하려면 10분의 몇도까지도 조 하여야 하는 

요한 변수의 하나이다. 따라서 을 항온상자 안에 설치한다. 최 의  온도는 

시료의 끓는 과 요구되는 분리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시료의 평균 끓는 과 

같거나 약간 높은 온도를 유지하면 용리시간이 합당하게 된다(2～30분). 끓는

이 넓은 역에 걸쳐 있는 시료에 하여서는 온도 로그래 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온도는 분리가 진행하는 동안데 계속 으로 는 

단계 으로 증가하도록 한다. 그림 2-2-2.는 온도 바꾸기 로그래 으로 얻은 

개선된 크로마토그램을 보이고 있다.

일반 으로 최 의 분리는 최소 온도를 이용하여 용리하도록 하는 법이

다. 그러나 온도가 낮아지면 용리시간이 길어지며 따라서 분석을 완수하는 데 시

간이 오래 걸린다. 그림 2-2-2 (a)와 (b)는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바. 검출기

수십 가지 검출기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 발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발되고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단지 네 가지만 리 쓰일 뿐이다. 즉, 열 도

도, 불꽃 이온화, 열이온  자 포착 검출기 등이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서 요구되는 검출기의 특성을 설명한 후에 네 가지 검출기를 자세하게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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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기체크로마토그램에 미치는 온도의 효과. (a) 45 ℃의 등온 

(b)145  ℃의 등온 (c) 30에서 180 ℃까지 온도 바꾸기 로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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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질량분석과 외선 분 기를 사용한 검출법은 뒤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1) 이상 인 검출기의 특성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이상 인 검출기는 다음 특성을 가져야 한다.

1. 당한 감도 : 당한 감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량 으로 말할 수는 

없다. 를 들면 앞에서 약간 언 한 바 있는 가장 잘 쓰이는 4가지 

검출기의 감도는 략 10
7
 정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모두가 특정 목

에는 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데 응용할 때 최  감도

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일반 으로 오늘날 사용되는 검출기의 감도

는 10
-8
～10

-15
 g 용질/sec 내에 들어 있다.

2. 안정성과 재 성이 좋아야 한다.

3. 몇 단 의 용질량 범 까지 선형 인 감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4. 실온에서 약 400℃까지의 온도 역을 지녀야 한다.

5. 유속과 무 하게 짧은 시간에 감응을 보여야 한다.

6.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사용하기 편해야 한다. 가능하면 검출기는 경험

이 없는 사람도 쉽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7. 모든 용질에 한 감응도가 비슷하거나 한 종류 는 그 이상의 용질

에 하여 선택  감응을 보여야 하며 측이 쉬워야 한다.

8. 시료를 괴하여서는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이 어떠한 검출기도 제시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없으며 그러한 검출기가 만등질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 열 도도 검출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기의 검출기이며 아직도 리 쓰이는 것은 

분석물 분자로 인하여 생기는 기체 흐름의 열 도도 변화에 근거를 둔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 장치를 흔히 카타로미터(katharometer)라고 한다. 이 카타로미터의 

감응을 나타내는 부분은 일정한 력으로 가열되고 있는 부분의 온도가 주변 기

체의 열 도도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 가열되는 부분은 가는 백 선,  는 

텅스텐 선으로 되어 있거나 반도체의 서미스터로 되어 있다. 선 는 서미스터의 

항으로 기체의 열 도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선 검출기와 조 으로 서미

스터는 음의 온도계수를 지니고 있다. 그림 2-2-3.은 시 되고 있는 열 도도 검



- 26 -

그림 2-2-3. 표 인 열 도도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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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열 도도 검출기-기록계의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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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 단명도이다.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용하는 데는 한 의 검출기를 항상 사용하는데, 

하나는 시료주입구 앞의 기체 흐름에다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출구 바로 뒤

에다 붙여두고 있다. 는 기체 흐름을 그림 2-2-1에 보인바와 같이 분할할 수

도 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도 운반기체의 열 도도는 상쇄되며 유속, 압력 

 력 변화에 따른 효과는 최소로 된다. 짝지은 검출기의 항은 그림 2-2-4

에 보인 것과 같은 간단한 Wheatstone 다리의 양쪽 단자에 연결하여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변조한 단일 필라멘트식 열 도도 검출기는 1979년에 소개된 바 있다. 

이 장치는 감도가 높고 바탕선의 변동이 없고 평형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이 경우 분석  기  기체가 약 5μL 정도의 작은 도자기 재료로 도니 검출용기 

속에 있는 필라멘트 로 번갈아가며 통과시키게 되어 있다. 기체를 교체시키는 

장치는 10 Hz의 주 수로 작동한다. 따라서 필라멘트의 출력은 10 Hz의 기신

호가 되는 데 이 신호의 진폭은 분석물과 기  체의 열 도도의 차에 비례한

다. 증폭회로가 10 Hz 신호에 감응하기 때문에 이 장치의 열잡음은 크게 제거된

다.

수소와 헬륨의 열 도도는 부분의 유기화합물보다 량 6～10배 더 크

다. 따라서 은양의 유기물이 섞여 있어도 의 유출기체의 열 도도를 상당히 

크게 감소시킨다. 이 결과 검출기의 온도를 상승하게 한다. 다른 운반기체의 

도도는 유기성분의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열 도도 검출기는 수소나 헬륨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열 도도 검출기의 이 은 간단하고 선형 동  범 가 크며(～10
5
), 유기 

 무기화학종 모두에 감응을 하며 검출 후에도 용질이 괴되지 않기 때문에 

용질을 모을 수 있는 데 있다. 카타로미터의 단 이라면 감도가 비교  낮은 데 

있다(～10
-8
 g 용질/ml 운반기체). 다른 검출기의 감도는 이것의 약 10

4
～10

7
배 

정도 더 크다. 열 검출기의 감도가 낮기 때문에 모세 형 을 사용할 때는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료는 매우 기 때문이다.

(3) 불꽃 이온화 검출기

부분의 유기화합물은 수소/공기 불꽃 온도로 가열할 때 이온성 간체

를 만들어서 라즈마를 통해 기가 운반될 수 있게 된다. 그림 2-2-5에 보인 

것과 같은 버 로 하 된 화학종을 끌어들여 포착기에 모으게 된다. 즉,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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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표 인 불꽃이온화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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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흐르게 하며 이것을 증폭하여 기록할 수 있다. 불꽃 라스마의 기 항은 

높으며(약 10
12
Ω) 따라서 생긴 류는 작다. 그러므로 계(electrometer)로 이

를 측정하여야 한다.

불꽃 속에서의 탄소화합물의 이온화는 그 원리가 비록 잘 이해되어 있지 

않으나 생성된 이온 수는 략 라스마에서 환원된 탄소원자의 수에 비례한다

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카르보닐, 알코올, 할로겐  아민과 같은 작용기는 거

의 이온을 만들지 않거나 이온을 만들어도 은 양을 만들 뿐이다.  검출기는 

H2O, CO2, SO2  NOx와 같은 연소하지 않은 기체에 해서는 감응을 하지 않

는다. 그러므로 물  질소와 황의 산화물을 포함하는 유기물의 분석에 불꽃 이

온화 검출기를 일반 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꽃 이온화 검출기는 감도가 높으며(～10
-13
 g/ml), 선형 감응범 가 넓

으며(～10
7
), 잡음이 다. 일반 으로 이 검출기는 튼튼하면서 사용하기 편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 쓰이는 검출기 의 하나가 되었다. 보통 모세 형 

과 함께 쓰이고 있다. 불꽃 이온화 검출기의 단 이라면 시료를 괴하는 것이

다.

(4) 열이온 검출기

열이온 검출기는 인과 질소를 함유하는 유기화합물에 하여 선택성을 

가진다. 인 원자에 한 감응이 질소 원자에 한 것보다 10배 더 크며 탄소원자

보다 10
4
～10

6
배 크다. 불꽃 이온화 검출기와 비교할 때 열이온 검출기는 인 함

유 화합물에 하여 500배, 질소 함유 화학종에 해서는 50배 정도 더 민감하

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열이온 검출기는 인 함유 농약 검출과 정량에 실질 으

로 유용하게 쓰인다.

열이온 검출기는 그림 2-2-5에 보인 불꽃 검출기와 그 구조가 유사하다. 

으로부터 나오는 수소가 불꽃 방출 꼭지 부분을 지나가면서 여분의 공기와 섞

이고 콜 터에 하여 180V 정도로 유지하는 기로 가열된 규산 루비듐 구슬 

주 를 흐르게 되어 있다. 가열된 구슬은 600～800℃의 온도를 갖는 라스마를 

만들어 낸다. 인 는 질소 함유 분자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온을 만들어내

는 라스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직까지 밝 진 바 없다. 그러나 이들 두 원

소를 함유한 화합물을 정량하는 데 필요한 많은 이온 류가 흐르고 있다.

(5) 자 포착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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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포착 검출기는 X-선을 측정하는 비례계수기와 단히 유사한 방법

으로 작동한다. 이 경우 에서 나오는 용출기체를 니 -63 는 삼 수소(백

이나 티탄의 얇은 막에 흡착시켰음)와 같은 β-선 방사물체 를 통과하게 한다. 

방사물체에서 나온 자는 운반기체(흔히 질소)를 이온화시켜 많은 수의 자가 

나오게 한다. 유기화학종이 없으면 이온화 과정 때문에 한 의 일정한 정류 류

가 흐른다. 그러나 자를 포착하는 성질이 있는 유기분자가 섞여 있으면 류는 

감소한다. 검출기 사이에 걸린 를 펄스식으로 가해주지 않으면 감응 류는 

비선형 이다.

자 포착 검출기의 감응은 선택 이며 할로겐, 과산화물, 퀴논  니트

로기와 같은 기음성도가 큰 작용기에 특히 민하다. 아민, 알코올  탄화수

소와 같은 화합물에는 감응하지 않는다. 자 포착 검출기가 요하게 응용되는 

분야는 염소화합물인 살충제를 검출하고 정량하는 경우이다. 자 포착 검출기는 

단히 민하며 시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이 을 지니고 있다(불꽃 검출기

와는 조 이다). 한편 선형 으로 감응하는 범 는 시료 크기가 보통 100배 정

도이다.

3. 고정상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분리를 성공하는 데는 고정상을 하게 선택하

는 것이 필수 이다. 일반 으로 시료 구성성분의 극성에 한 고정상의 극성

라미터를 참고하여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라미터는 완 하지 못하다. 따

라서 최 의 분리 조건은 시행착오 실험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4.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응용

GLC의 요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의 두 가지 역할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번 것은 분리를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평가하는 것이다. 즉, 이

러한 에서 본다면 복잡한 유기물, 속-유기물  생화학 계에 용할 때 어느 

것과도 비교할 것이 없다. 둘째 번 것은 기능이 뚜렷이 다른 것으로서 분석을 완

결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머무름 시간이나 부피는 정성 분석  

물질 확인에 사용된다. 반면 우리의 높이나 넓이는 정량에 한 정보를 제공한

다. 정성분석의 경우 GLC는 부분의 분 학  방법보다는 제한을 많이 받고 있

다. 따라서 이 분야의 요한 흐름은 GLC의 훌륭한 분별 능력을 질량, 외선 

 NMR 분 기와 같은 기기의 월등히 좋은 확인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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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성분석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유기화합물의 순도를 정하는 데 리 응용되고 

있다. 만약 오염물질이 들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우리가 따로 나타나기 마련

이다. 이 우리의 넓이로 오염물질의 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약품의 

정제과정 효율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이론 으로 볼 때 머무른 시간은 혼합물에 들어 있는 성분들의 확인에 

유용해야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데이터의 응용은 재 성 있는 결과를 얻

도록 조 되어야 하는 여러 변수들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분석하려는 물질의 확실한 표  시료를 구할 수만 있

다면 혼합물 에 의심이 가는 화합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히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지의 화합물을 가해도 혼합물의 크로마토그램 에 새로운 

우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이미 나타나 있는 우리의 보강 상을 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결과가 다른 과 다른 온도에서 되풀이된다면 

순도의 증명은 더욱 명백하여진다.

화합물 A와 B에 한 선택계수 α는 다음 계식으로 주어진다.

만약 화합물 B를 포 물질로 선택한다면 α는 화합물 A를 확인하기 한 지수로 

쓸 수 있다. 이 지수는 온도 외의 의 변수와 무 하다. 즉, 한 공통 표 물질과 

비교한 순수한 화합물의 선택계수 수치 표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용질을 특성

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재 문헌에서 얻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의 양

은 그리 많지 않다.

   나. 정량분석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에서 나오는 검출기 신호는 정량과 반정량 

분석에 리 쓰이고 있다. 조심스럽게 조 한 조건하에서 그 정확도는 상 으

로 1～3%이다. 부분의 분석법에서와 같이 신뢰도는 검정과 변수의 조 에 바

치는 노력에 의존한다.  시료의 성질도 정확도를 결정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앞 에서 다룬 정량 인 크로마토그래피법 분석에 한 일반 인 고찰

이 그 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도 용된다. 따라서 이 에 하여서는 여

기서 더 다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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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택성 검출기를 가진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분 법과 기화학과 같은 선택  검출기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과 함

께 쓰는 수가 있다. 소  여러 기술은 연결시킨 이 방법은 화학자에게 복잡한 혼

합물의 성분들을 확인하는 데 훌륭한 도구를 제공한다.

기의 여러 기술을 연결한 방법에서는 크로마토그래피 에서 흘러나오

는 용리액을 냉각된 용기에 분취하여 비 괴 이고 비선택 인 검출기를 이용하

여 그들이 나타나는가를 식별하 다. 각 분취물의 조성을 NMR, IR 질량분석법 

는 기분석법 측정으로 조사하 다. 이 경우 분취량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보통은 마이크로몰)이 단히 다는 것이다. 어 든 이러한 일반  방법이 여

러 가지 복잡한 혼합물의 성분을 정성 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지  리 쓰이는 두 번째 일반  방법은 선택성 검출기를 이용하여 

에서 나오는 용출물을 계속 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이 과정은 기

기를 컴퓨터로 조 하게 되어 있고 사후에 스펙트럼으로써 한 크로마토그램으

로써 나타내 보이기 해 데이터를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장하게 되어 있다.

를 들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법,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외선 분 법 등이 있다.

5. 기체-고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기체-고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고체 표면에 기체 물질이 흡착하는 데 근

거를 두고 있다. 분배계수는 보통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경우보다 단

히 크다. 따라서 기체-고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공기,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산

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희유 기체와 같은 기체-액체 에는 머물지 

않는 화학종을 분리하는 데 유용하다.

   가. 분자체

분자체(molecular sieve)는 포함되어 있는 양이온의 종류에 따라 구멍의 

크기가 변하는 규산알루미늄 이온 교환체이다. 시 되는 것으로는 입자의 크기가 

40/60 mesh에서 100/120 mesh까지 있다. 분자체는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자

의 최  직경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시 되는 분자체의 구멍크기는 4, 5, 10  

13 Å이다. 이들 직경보다 작은 분자들은 흡착이 일어나는 입자의 내부까지 침투

해 들어간다. 그러한 작은 분자들에 해서는 표면 이 큰 분자의 경우에 비교하

여 엄청나게 크다. 따라서 분자체는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를 분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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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분리의 몇 가지 보기.



- 35 -

이용될 수 있다. 를 들어 실온에서 약 180 cm인 5 Å의 충진물은 헬륨, 산소,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들의 혼합물을 어놓은 순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다. 

그림 2-2-6은 표 인 분자체법 크로마토그램을 보이고 있다.

   나. 다공성 합체

균일한 크기의 다공성 합체 구슬은 디비닐 벤젠으로 다리결합한 스티

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Porapak 이라는 이름의 상품명으로 시 되고 있다. 이

들 구슬의 구멍 크기는 균일한데 제작 방법으로 조 되고 있다. Porapak은 황화

수소, 질소의 산화물, 물, 이산화탄소, 메탄올  염화비닐과 같은 기체 극성 화

학종의 분리에 이용됨을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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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이 은 이동상이 액체인 4가지 기본 인  크로마토그래피법을 다룬다. 

이 4 가지는 다음과 같다. 즉, 화학결합-상과 액체-액체상으로 다시 나 게 되어 

있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법, 흡착 는 액체-고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법  배제(exclusion) 는 겔 크로마토그래피법 등이다. 이러한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법은 평면 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지 하여 두고 싶

다. 평면 크로마토그래피는 다루지 않겠다.

Tswett의 기 연구에 의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직경이 1～5 cm, 

길이가 50～500 cm인 유리 을 이용하 다. 당한 유속을 얻기 하여 고체 고

정상은 입자 직경이 150～200μm 정도의 것을 사용하 다. 그 게 하여도 유속이 

느려 1분간에 겨우 10분의 몇 mm정도만 흘러 내려갔다. 따라서 분리사간이 길

어지게 되었다. 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진공이나 펌 질을 하

여 고  방법을 빠르게 하려고 시도하여도 성공하지 못하 다 그 이유는 유속

이 증가하면 유속에 한 단높이 곡선에 나타나는 극소  이상에서 단높이가 증

가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래하 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개발의 기에는  효율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충진제의 입자 크기를 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10 μm 정도로 작은 직경

의 입자를 만들어 내어 사용하는 기술은 1960년이 되어서 가능하 다. 이러한 기

술은 정교한 기기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단순한 유리 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HPLC)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고 인 방법과 구별하기 해서 

붙여진 것이다. 물로 고  방법은 아직도 정제목 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다. 이 에서는 주로 HPLC를 다루기로 한다.

1. HPLC의 역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모든 분리분석 방법 에서 가장 빠르

게 발 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 달러의 HPLC 장치가 매되고 있는 것을 보아

도 알 수 있다. 이 게 폭발 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높은 감도로 쉽고 

정확하게 정량을 할 수 있고 비휘발성 성분 는 열 으로 불안정한 물질을 쉽

게 분리할 수 있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공업 분야, 많은 다른 

과학 분야  공  생분야에 걸쳐 리 응용될 수 있는 이라고 하겠다.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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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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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질의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탄화수

소, 탄수화물, 약품, 테르노이드, 살충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속-유기물  여

러 가지 무기물 등이다.

그림 2-3-1.은 여러 가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 그 응용 역에 있어 

서로 상부상조 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0,000 이상의 분자량을 갖는 용질에 

해서는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지 은 역상

(reversed-phase)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법도 그러한 화합물을 다룰 수 있게 되었

다. 분자량이 작은 이온성 화학종의 경우에는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법이 

리 쓰이고 있다. 극성이 작고 비이온성인 화학종은 분배(partition) 방법으로 다루

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방법은 동족계열을 분리하는 데 자주 이용되고 있다.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법은 비극성 화학종, 구조 이성질체  지방족 알코올에서 

지방족 탄화수소와 같은 화합물들을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2.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기기

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는 3～10 μm의 입자 크기의 충진제를 

흔히 사용하며 이에 당한 용리 유속을 얻기 해서는 펌  압력을 수백 기압

으로 해주어야 한다. 이 게 높은 압력 때문에 HPLC의 장치는 다른 종류의 크

로마토그래피법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정교해야 하며 값도 비싸지게 된다.

그림 2-3-2.는 표 인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기의 요 부분

을 보여주는 약도이다. 

   가. 이동상 장기와 용매 처리계

 HPLC 기기는 한 개 는 그 이상의 유리 는 스테인 스 스틸로 

만든 장기를 붙이고 있는데, 이 장기 각각은 500 ml 는 그 이상의 용매를 

장한다. 장기에는 녹아 있는 기체 - 보통은 산소와 질소 - 를 제거하는 장치

가 붙어있다. 이 게 녹아있는 기체는 과 검출기에서 기포를 생기게 하여 실험

을 방해한다. 즉, 이러한 기포는 띠넓힘을 가져오고  검출기의 성능을 방해하

는 수가 있다. 탈기체장치(degasser)로서는 진공펌 , 증류장치, 용매를 가열하거

나 어주는 장치 는 그림 2-3-2에 보인 것과 같이 녹아있는 기체를 용해도가 

낮은 비활성기체의 미세기포를 용액에 통과시키는 스퍼징(sparging) 장치 등을 

이용한다. 이 장치에는 먼지와 입자성 물질을 용매로부터 걸러내는 장치를 구비

하기도 한다. 탈기체장치와 여과기가 그림 2-3-2에 보인 것과 같은 HPLC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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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HPLC 장치의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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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릴 수 없는 장치는 아니다. 를 들면 장기에 넣기 에 용매를 처리하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진공 하에서 리포아(millipore)로 여과하는 방법이다. 이

게 하면 부유물과 함께 기체로 제거된다.

일정한 조성의 단일 용매를 사용하는 분리를 등용매 용리(isocratic 

elution)라고 한다. 때로 분리 효율을 높이기 하여 기울기 용리(gradient 

elution)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극성이 아주 다른 두 가지(어떤 경우 

그 이상) 용매를 사용한다. 용리가 시작된 후에 두 용매를 섞는 비율은 미리 계

획된 방법에 따라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 어떤 경우는 연속 으로  어떤 경우

에는 단계 으로 변화시킨다.  HPLC 장치에는 둘 는 그 이상의 장기에

서 각종 용매속도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혼합기에 도입하는 장치가 붙어 있는 경

우가 많다. 이 때 용매의 부피 비율이 시간에 따라 선형 으로 는 지수 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림 2-3-3은 클로로벤젠의 혼합물 분리에 기울기 용리를 사용하는 이

을 설명하고 있다. 50 : 50(V/V)의 메탄올/물 용액으로 등용매 용리를 시키면 용

리 곡선 (b)가 얻어진다. 곡선 (a)는 기울기 용리에 의한 것으로 두 용매를 40 : 

60 혼합비에서부터 시작하여 메탄올 농도를 8%/min의 속도로 증가시켰다. 기울

기 용리는 처음에 나오는 우리의 분리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분리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울기 용리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서 온도변화 로그래 으로 얻은 효과와 유사한 을 볼 수 있다.

   나. 펌 계

HPLC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하 던 원칙문제는 당한 펌 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필요한 그 조건은 심각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1) 6000 psi lb/in
2
 까지의 압력발생 (2) 펄스 충격이 없는 출력 (3) 0.1～

10 ml/min의 유속 (4) 유속 조   0.5 % 는 그 이상의 유속 재 성 (5) 부

식- 항 부분장치(스테인 스 스틸 는 테 론의 ) 등 조건이다.

각각 이 과 단 을 지닌 세 가지 종류의 펌 , 즉 왕복 펌 , 주사기 

는 치환형 펌   가압식 는 일정압력 펌 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 시료 주입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측정의 정 도를 제한하는 인자는  충진제에 시

료를 도입할 수 있는 재 성에 있다. 문제는 시료를 지나치게 넣음으로써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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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기울기 용리에 의한 분리 효율의 개선.  :1 m X 2.1 mm id, 

precision bore stainless ;  1 % Permaphase ODS. Sample :  5  μL of 

chlorinated benzenes in isopropanol.  검출기 : UV photometer(254 nm). 

조건 :  온도, 60 ℃,  압력, 120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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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넓힘 상에 의해서 악화된다. 따라서 사용된 부피는 작아야 한다. 몇 십분의 

일 미크로리터에서 략 500 μL까지 허용된다. 한 계를 탈압력하지 않고도 시

료를 넣을 수 있으면 편리하다.

시료 주입방법으로는 주사기 주입, 정지-흐름 주입, 시료 주입 밸  등의 

방법으로 주입하게 된다. 각각의 편리성과 양에 따라서 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은 벽이 두꺼운 유리 을 가끔 만들기는 하나 보

통은 스테인 스 스틸로 만들고 있다. 유리 은 약 600 psi보다 낮은 압력 하에

서만 사용되고 있다. 크기와 충진제가 다른 수백 가지의 들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략 가격은 $200에서 $800정도이다.

부분의 분석용 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의 길이는 10～30 cm이다. 

보통 은 곧바로 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둘 는 그 이상의 을 연결하여 사

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끔 코일형의 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 때문

에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액체 의 내경은 4～10 mm이다. 충진제의 입자 크기

는 보통 5 는 10 μm이다. 

가끔 짧은 보조 (guard column)을 분석  에 도입하여 분석 의 수명

을 연장시키고 있다. 이 을 사용하면 입자성 물질과 용매로부터 들어오는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한 액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보조 은 이동상

을 고정상으로 포화시키는 것으로 이용한다. 그 게 하면 분석 에서 이 용매의 

손실을  최소로 일 수 있다. 보조  충진제의 조성은 분석 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입자의 크기는 좀 커서 압력 강하를 최소로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온도의 조 은 필요 없으며 은 임의의 온

도에서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더 좋은 크로마토그램을 얻으려면 의 온도도 일

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섭씨로 십 분의 몇 온도까지 일정하게 유

지되어야 한다. 부분의  기기에는 실온에서부터 100  150 ℃까지 온도

를 조 하명서 사용할 수 있고 증기로 조 하는 로가 부착되어 있다. 일정한 온

도 탕기(bath)를 사용하여 정 한 온도조 을 할 수 있도록 을 물 자켓에 설

치할 수도 있다.

   마.  충진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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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종류의 기본 충진제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 표피형(pellicular) 입자와 다공성 입자가 있다. 자는 직경이 30에서 40 μm

인 것이 표 이고 구형이면서 비다공성인 유리 는 폴리머 구슬로 되어 있다. 

실리카, 알루미나 는 이온교환수지의 얇은 다공성 층을 유리구슬의 표면에 석

출시켰다. 몇몇 응용을 하여 추가로 도포한 것도 있는데 액체 고정상 등이 흡

착되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슬을 화학 으로 처리하여 유기물 표면층으

로 입히고 있다. 

부분의 응용을 하여 표피형 입자는 3에서 10 μm 역의 직경의 갖

는 다공성 미크로입장로 치되고 있다. 이들 입자는 실리카, 알루미나 는 흔

하지는 않지만 실리카로 된 이온교환수지로 되어 있다. 실리카 입자는 단히 균

일한 직경의 큰 입자가 되도록 하는 조건 에서 미립의 실리카 입자를 응집

시키게 하여 합성하고 있다. 그 게 하여 생긴 입자의 표면에 얇은 유기필름을 

화학  는 물리 으로 결합하도록 도포하는 경우도 있다.

  바. 검출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과는 다르게 애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는 응용이 

다양하면서도 불꽃 이온화  열 도도와 같이 믿을 만한 검출기가 없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도  부분은 바로 검출기의 

개선에 있다.

(1) 이상  검출기의 특성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필요한 이상  검출기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검

출기가 큰 온도 역에 걸쳐 감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체 크

로마토그래피에 필요한 모든 성질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HPLC검출기는 띠넓힘

을 감소시키기 하여 내부 부피가 최소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출기의 종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에는 세 종류가 있다. 일반 검출기는 용질의 

농도가 변하는 이동상의 체  성질에 따라 감응을 나타낸다. 반 로 특정 검출

기는 이동상에 포함되지 않는 용질의 어떤 성질에만 감응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떤 검출기는 증발시켜 이동상을 제거한 후 남은 용질에 하여 감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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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에 HPLC에 필요한 가장 흔한 검출기와 그들의 몇 가지 요한 

성질을 나열하여 놓았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요한 역할에 하여 약 한 

365 가지의 발간된 논문을 정리한 총설을 살펴보면 71%가 UV 흡 도로 검출하

고, 15%는 형 법, 5.4%가 굴 률, 4.3%가 기화학  측정  4.3%가 기타 

방법으로 검출하고 있다. UV 흡 도 검출기 의 39%가 수은의 방출선 의 한 

선을 기 으로 삼고 있으며 13%는 수소 원에서 나오는 복사선을 여과하여 

사용하 고 48%는 격자 단색화 장치에서 나오는 복사선을 사용하고 있다.

표 2-3-1.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의 특성.

G = 일반  ; S = 선택

   (가) UV 흡 도 검출기

그림 2-3-4는 크로마토그래피 에서 나오는 용출액의 흡 도를 측정하

기 한 표 인 셀이고 Z-모양으로 흘러들어가는 셀의 부피는 될 수 있는 한 

작에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표  부피는 1에서 10 μL로 제한되어 있

고 셀의 길이는 2에서 10 mm정도이다. 이러한 종류의 셀은 부분 600 psi 이상

의 압력에는 견딜 수 없다. 따라서 압력을 이는 장치가 필요하다.

부분의 흡 도 검출기는 겹빛살 장치인데 한 빛살은 용리액 셀을 통해 

지나가며 다른 빛살은 필터를 통해 그의 세기가 어들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기 검출기가 두 빛살의 세기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단일 빛살기기도 

역시 사용된다. 이 경우 용매계의 세기 측정은 컴퓨터에 장되었다가 흡 도 계

산 때 사용된다.

검출기 종류 최 감도 유속감도? 온도 감도
기울기로

유용?
시 ?

UV 흡수 S 2 x 10-10 없다 낮다 그 다 가능

IR 흡수 S 10
-6 없다 낮다 그 다 가능

형 법 S 10-11 없다 낮다 그 다 가능

굴 률 G 1 x 10-7 없다 ±10-4 ℃ 그 지 않다 가능

도도 S 10
-8 있다 2 %/ ℃ 그 지 않다 가능

질량분석 G 10-10 없다 없음 그 다 가능

기화학 S 10-12 있다 1.5 %/ ℃ 그 지 않다 가능

방사선 S - 없다 없음 그 다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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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HPLC에 필요한 UV 검출기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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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UV 흡 도 검출기는 원으로 수은등을 사용한 필터 

이다. 254 nm에서 나타나는 강한 선을 필터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기

기는 250, 313, 334  365 nm에서 나타나는 선을 필터를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

고 있다. 이런 종류의 검출기는 이들 장의 어느 하나에서 흡수하는 용질에 사

용된다. 몇 가지 유기 작용기단과 여러 무기 화학종은 이들 장의 한 개 이상을 

포함하는 넓은 흡수 띠를 나타낸다.

수소 는 텅스텐 필라멘트 원은 간섭 필터를 사용하여 에서 용리

되는 흡수 화학종의 검출에 사용된다. 몇 가지  기기에는 여러 필터로 되어 

있는 필터가 부착되어 있어 용리되는 여러 가지 화학종이 검출되도록 빠르게 바

뀔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한 장치는 특히 시료의 정성 인 조성을 알고 있어 

당한 필터의 연속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연속 인 정량분석에 특히 유용하다. 

필터의 변화를 컴퓨터로 조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부분의 HPLC 제작자들은 격자 학기기를 사용한 주사 분 기로 되

어 있는 검출기를 내놓고 있다. UV 복사선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하면 

UV와 가시 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몇 가지 작동 방법이 선택될 

수 있다. 를 들면 단일 장에서 체 크로마토그램이 얻어질 수 있거나 용리 

우리가 시간 내에 충분히 분리될 때는 각 우리에 해당하는 다른 장을 선

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컴퓨터로 조 하여 각 용리액에 당한 가장 좋은 

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확인 목 으로 체 스펙트럼이 필요한 경우에

는 용리액의 흐름을 충분한 간격으로 정지시켜 분서 상의 장 역을 주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UV 분 법 검출기는 다이오드 배열 기기이다. 몇몇 제작자

들이 그러한 기기를 내놓고 있는데 략 일  내에  스펙트럼에 필요한 데이

터를 모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크로마토그래피 우리에 필요한 스펙트럼 데

이터를  끝에서 나타나자마자 수집할 수 있으며 장할 수도 있다. 

   (나) 외선 검출기

두 종류의 검출기가 시 되고 있다. 첫째 번 것은 세 개의 반원형 필터 

기로 되어 있는 장 주사로 된 설비이다. 이 기기의 역은 2.5에서 14.5 μm 

는 4000에서 690 cm
-1
이다. 

둘째 번 것은 좀 더 정교한 IR 검출기로 Fourier 변환 기기로 되어 있다. 

몇몇 Fourier 변환기기 제작자들은 기기를 HPLC 검출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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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장치를 내놓고 있다.

외선 검출기 셀은 UV 복사선을 사용할 때의 구조와 유사하나 창

(window)은 염화나트륨이나 루오르화칼슘으로 되어 있는 것만이 다르다. 셀 

길이는 0.2에서 1.0 mm 이며 부피는 1.5에서 10 μL이다.

간단한 외선 기기도 한 가지 는 여러 단일 장을 지정하여 놓고 작

동될 수 있다. 는 우리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을 용리시간에서 흐름을 지시

켜 주사할 수 있다. Fourier 변화 기기도 UV 흡수 측정에 필요한 다이오드 배열 

기기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외선 검출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제한이라면 유용한 여러 용

매의 투과도가 낮은 데 있다. 를 들면 물과 알코올에 한 넓은 외선 흡수띠

는 이 검출기를 여러 응용에 사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다) 형  검출기

HPLC에 필요한 형 검출기는 그 구조가 형 계  분 형 기와 유사

하다. 부분 형 은 들뜸 빛살에 하여 90° 방향에 놓여 있는 자 검출기에 

의해서 측정되고 있다. 가장 간단한 검출기는 수은 들뜸 원을 사용하며 한 가

지 는 그 이상의 필터로 방출 복사선의 띠를 분리하고 있다. 좀 더 정교한 기

기로는 크세논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형 복사선을 알아내기 한 격자 단색

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재 개발된 형  검출기에는 돌릴 수 있는 이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감도나 선택성이 증가되었다.

형 방법의 고유한 이 이라면 감도가 높은데 있는데 부분의 흡 도 

방법보다 한 배 는 두 배 정도 더 높다. 이러한 이  때문에 형 을 내는 시료

의 성분을 분리 측정하기 하여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형  성분은 의약품, 자연물, 임상시료  석유화학제품 등과 같은 물질 분

석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형 을 나타내는 유도체를 만드는 시약으로 시료를 

처리하면 여러 가지 형 성 화학종으로 확 될 수 있다. 를 들면 5-dimethyl 

aminonapthalene-1-sulphonyl chloride는 일차․이차 아민, 아미노산  페놀과 

반응하여 형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가수분해물질에서 아미노산을 검

출하기 해서 리 사용되고 있다.

   (라) 굴 률 검출기

그림 2-3-5는 시차 굴 률 검출기를 도식 으로 나타내 보인 것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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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시차 굴 률 검출기의 도표.



- 49 -

매가 으로 흘러갈 때 셀의 반을 통해 지나가도록 되어 있다. 즉, 용리되어 흘

러나오는 것은 다른 방을 통해 흘러간다. 만약 두 용액의 굴 률이 다르면 입사 

빛살의 꺾임이 일어나는 각에서 설치해 놓은 유리 으로 두 방이 분리되어 있다. 

에 민감한 검출기의 표면에 하여 나타나는 빛살의 이동은 출력 신호를 변화

시키고 증폭하여 기록하면 크로마토그램이 된다.

굴 률 검출기는 거의 모든 용질에 하여 감응을 보이는 독특한 이 을 

지니고 있다. 즉,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불꽃 검출기와 유사한 일반 검출기가 

된다. 더불어 믿을 수 있으며 흐름 속도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다.

   (마) 기화학 검출기

여러 종류의 기화학 검출기가 최근 기기 제작자들에 의해 시 되고 있

다. 이들 장치들은 4 가지에 기 를 두고 개발되었다. 즉 류법, 폴라로그래피

법, 기량법  도도법을 이용하고 있다. 

비록 기분석방법이 아직은 학검출기 정도로 확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에서 높은 감도, 간단성, 편리성  넓은 응용성의 이 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성질을 그림 2-3-6에 설명하여 놓았는데 16가지 유기 기능단의 산

화 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강력한 역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칙 으로는 

이들 작용기 에서 어느 한 가지를 함유하는 화학종은 류법, 폴라로그래피법 

는 기량 방법으로 검출될 수 있다. 따라서 기호학 검출기는 HPLC를 장기

 안목에서 볼 때 민감한 일반  는 범용  검출기로서 만족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질량분석 검출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질량분석기와 짝짓는데 따르는 근본 문제라면 크

로마토그래피에서 나오는 비교  많은 용매 부피와 질량분석기기의 진공 조건사

이를 합치시킬 수 없는 것이다. 몇 가지 연결 장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발되었다.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서는 에서 나오는 용리액

을 갈라서 그  일부만을 질량분석기에다 직  도입하고 있다. 직  액체를 도

입하는 계는 유속이 10～50 μL/min인 새로운 미크로 구멍 과 연결하여 사용할 

장치가 미래에 망된다고 본다. 역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두 번째 종류의 

연결 장치에서는 증발시켜 유출액을 제거하는 가열실로 분석물과 용매를 연속

으로 운반하는 벨트나 선에 유출액이 석출되도록 하고 있다. 용매가 증발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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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기분석  측정으로 훌륭하게 검출할 수 있는 유기 작용기. 수

평선은 나타낸 작용기를 함유하는 화합물이 기활성인 산화 는 환원 

의 역을 나타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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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물 꺼기가 벨트나 선에 남게 되며 이것이 이온 원 역으로 지나가게 되

고 그 곳에서 탈착-이온화가 일어난다.

재 시 되는 가장 새롭고 망되는 연결 장치로는 열분무

(thermospray)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열분무 연결 장치는 2 ml/min의 유속으로 

에서 나오는 모든 유출액을 직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면 용매와 분석물 분자의 에어로졸 분사물이 스테인 스 스틸로 된 가열

된 모세 을 통해 지나가면서 액체가 증발된다. 분무과정 에 분석물은 용리액

에 넣은 아세트산암모늄과 같은 염과 하교환 메카니즘을 통해 이온화한다. 따

라서 열분무는 연결 장치일 뿐 아니라 이온화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연결 

장치는 극성 분석물 분자와 아세트산암모늄과 같은 염을 녹이는 극성 이동상에

만 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열분무 연결 장치는 비휘발성  

펩티드와 뉴클 이오티드 같은 열 으로 안정한 화합물도 분석할 수 있다. 검출

한계가 1～10피코그램까지 내려가는 것도 보고된 바 있다.

컴퓨터 조 과 데이터 장방법이 잘량분석 검출기에 사용되고 있다. 용

리된 우리의 실제 시간  컴퓨터-재조직 크로마토그램과 스펙트럼이 얻어질 

수 있다.

3. 이동상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과 반 로 여러 가지 다른 이동상이 액체 크로마

토그래피에 사용될 수 있다. 한 이들 액체들 에서 당히 선택하면 더욱 훌

륭히 분리해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일련의 용질에 한 이동상(  충진제) 상호

작용의 이론은 완 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하여 과학자는 용매 에서 한 가지 

는 두 종류로 선택폭을 좁힐 수 있다. 따라서 종국에는 만족할 만한 크로마토

그램이 얻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용매와 용매 배합으로 크로마토그램을 얻는 일

련의 시행착오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가. 원하는 이동상의 품질

연구하려는 용질에 좋은 용매여야 함은 당연할 뿐 아니라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를 한 이동상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녀야 한다.

1. 분석물의 우리와 겹쳐지지 않는 고순도

2. 당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 가능

3.  온도보다 20～50 ℃ 높은 온도의 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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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낮은 도. 일반 으로 도는 0.5 cP 보다 커서는 안 된다.

5. 용질과의 화학  반응 는  충진제의 존재로 합반응을 피할 수 

있는 낮은 반응성. 이러한 요구 조건 때문에 알데히드, 올 핀, 여러 황

-포함 화합물, 톤  어떤 질소화합물은 제외된다.

6. 액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하여서는 고정상과 섞이지 말아야 한

다.

7. 검출기와의 양립성. 굴 률 검출기를 하여 용매 굴 률은 용질의 굴

률과 크게 달라야 한다. 흡 도 검출을 해서 용매는 사용되는 장

에서 흡수되어선 안 된다.

8. 제한된 발연성  독성

이상에서 언 한 일반 요구조건 때문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

으로 쓰일 수 있는 용매 수가 크게 어든다. 당한 역에 놓일 시료성분에 

한 용매의 용량인자 k' 때문에 용매 수는 더욱 어든다. 둘 는 세 성분 시료

에 해서 k'는 2에서 5인 이상 인 역에 들어 있는 용매를 선택해야 한다. 다

성분 혼합물에 해서는 이 역이 0.5에서 20까지 확 되어 모든 구성 성분에 

한 우리를 분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통 몇 가지 용매 배합으로 

당한 용량인자를 얻을 수 있다. 시료성분에 한 최 의 선택인자(α)를 주는 용

매계를 선택하면 된다.

   나. 이동상의 종류

분배, 흡착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쓰이는 이동상은 시료 성분

과 정 기 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머무

른 시간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크게 향을 받게 된다. 반 로 배제(  기체) 크

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은 반응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때 머

무른 시간은 이동상의 조성과  무 하다.

(1) 이동  고정상의 극성

반응성 용매로 크로마토그래피가 성공 으로 분리하려면 분리과정에 참

여하는 세 가지 활성 참여분자들, 즉 용질, 이동상  고정상 사이의 분자간 힘

이 당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분자간 힘은 세 가지 반응물 각각의 상

 극성을 이용하며 정성 으로 설명된다. 여러 가지 유기 작용기의 극성은 순

서 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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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탄화수소 < 에테르 < 에스테르 < 톤 < 알데히드 < 아미드 < 아

민 < 알코올. 물은 에 열거한 작용기를 포함하는 어느 화합물보다도 극성이 

크다.

간단한 규칙으로서 분석물의 극성과 고정상의 극성이 비슷하면 크로마토

그래피법 분리는 훌륭하게 성취된다. 즉, 이동상의 극성과 상당히 다른 것을 사

용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은 용질의 극성이 이동상과 비슷하나 고정상의 극성과 

다른 경우보다 일반 으로 더 성공 이다. 이 경우 고정상은 시료 성분과 성공

으로 경쟁할 수 없다. 머무른 시간은 무 짧아 실제 응용하기 곤란하다. 물론 

다른 극단  경우로는 용질과 고정상의 극성이 무 유사하고 이론상의 것과 완

히 다른 상황이다. 이 경우 머무른 시간은 비정상 으로 길다.

종합 으로 볼 때 용질, 이동상  고정상에 한 극성을 조심스럽게 섞

어야 합리 인 시간 내에서 분리를 성공 으로 수행하게 된다.

표 2-3-2. 일반 인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의 성질.

a 25 ℃에서
b 25 ℃에서의 Centipoise.
c Al2O3에 하여. 0.8을 곱하면 SiO2에 한 ε0값이 된다.
d 분자량에 의존하는 성질. 데이터의 역이 주어지고 있다.

(2) 정상상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두 종류의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이동상과 고정상의 상  극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기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실리카나 알루미나 표면 

용매 굴 률a 도 끓는 극성지표 용리세기c

cPb ℃ P' ε0

Fluoroalkanesd 1.27-1.29 0.4-2.6 50-174 < -2 -0.25

Cyclohexane 1.423 0.90 81 0.04 -0.2

n-Hexane 1.372 0.30 69 0.1 0.01

1-Chlorobutane 1.400 0.42 78 1.0 0.26

Carbon tetrachloride 1.457 0.90 77 1.6 0.18

i-Propyl ether 1.365 0.38 68 2.4 0.28

Toluene 1.494 0.55      110 2.4 0.29

Diethyl ether 1.350 0.24 35 2.8 0.38

Tetrahydrofuran 1.405 0.46 66 4.0 0.57

Chloroform 1.443 0.53 61 4.1 0.40

Ethanol 1.359 1.08 78 4.3 0.88

Ethyl acetate 1.370 0.43 77 4.4 0.58

Dioxane 1.420       1.2     101 4.8 0.56

Methanol 1.326 0.54 65 5.1 0.95

Acetonitrile 1.341 0.34 82 5.8 0.65

Nitromethane 1.380 0.61 101 6.0 0.64

Ethylene glycol 1.431      16.5 182 6.9 1.11

Water 1.333 0.89 100 10.2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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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정상상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에 한 극성과 용리시간 사이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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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리카 입자에 의해 지지되는 트리에틸 리콜과 같은 극성 액체와 같은 극

성이 단히 높은 고정상을 사용하 다. 이동상으로는 헥산 는 i- 로필 에테

르와 같은 비교  극성이 없는 용매를 사용하 다. 역사  이유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크로마토그래피를 정상상(normal-phase)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역상

(reversed-phase)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고정상이 비극성이고 가끔 탄화수소를 

사용하며 이동상은 비교  극성이다(물, 메탄올 는 아세트니트릴과 같은 것이

다). 정상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가장 극성이 작은 성분이 우선 용리된다. 이동

상의 극성을 증가시키면 용리시간이 짧아진다. 반 로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서는 가장 극성이 큰 성분이 처음에 나오며 이동상의 극성을 증가시키면 용리시

간도 길어진다. 이 계를 그림 2-3-7에 설명하 다.

표 2-3-2.는 가장 리 사용되는 몇 가지 크로마토그래피용 이동상의 물

리  성질을 수록한 것이다. 극성 지표(P')와 용리세기(ε
0
)를 표의 마지막 두 세

로 칸에 수록하 는데 분배  액체-고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라미터이다. 

4.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모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분자량이 크지 않고(보통 < 3000) 비이온성의 작은 극

성 화합물 분석에 부분 응용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법이 개량되어 (유도체 

만들기  이온  만들기) 분배 분리를 이온성 화합물에도 용하고 있다. 앞으

로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여러 하 된 화학종을 분리하기 한 선택  방

법으로서 이온교환법을 체할 수 있을 것이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액체  결합-상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세

분될 수 있다. 이들 방법의 차이 은 고정상이 충진물의 지지 입자에 붙잡  있

는 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액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머무름은 물리  

흡착에 의존하고 결합-상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는 공유결합이 여하게 되어 있

다. 기의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부분 액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종류 으

나 지 은 결합-상 크로마토그래피법 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면서 액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분리는 특정 응용 분야에서만 다루고 있다.

5.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흡착 는 액체-고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고  형

태로 세기 에 처음 Tswett에 의해 소개된 것이다. 최근에 와서 HPLC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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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면서 요한 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액체-고체 HPLC에 사용되는 고정상은 실리카와 알루미나이고, 실리카를 

가장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시료 용량이 크고 사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리 응용되고 있다. 몇 가지 외는 있으나 두 물질의 흡착 특성은 서로 비슷하

다. 두 경우 모두 머무른 시간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올 핀 < 방향족 탄화수소 

< 할로겐화물, 황화물 < 에테르 < 니트로화합물 < 에스테르 ≈ 톤 < 알코올 

≈ 아민 < 술폰 < 술폰시드 < 아미드 < 카르복시산. k'값이 가장 작은 작용기

들이 이 순서의 앞에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6.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1960년 에 자동화에 용된 첫 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다. 그 당시 이 응용은 여러 가지 생리  체액과 단백질에서 아

미노산의 분리와 정량에 있었다. 이들 분리는 낮은 압력에서 완 히 분석하는 데 

10～70시간이 걸렸다. 물론 지 의 이온 교환 분리는 HPLC 조건에서 수행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온 교환으로 행하

던 여러 응용을 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응용에서는 옛 방법이 아직도 선택

되고 있다.

   가. 이온 교환 평형

이온 교환 과정은 용액 의 이온과 원칙 으로 불용성인 고분자량 고체

의 표면에 있는 같은 부호 이온들 사이의 이온 교환 평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토와 제올라이트 같은 자연 인 이온교환체는 수십 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다. 

합성 이온교환수지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30년  반으로 단물화, 탈염화  용

액정제에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이를 합성수지가 이온의 분석 분리의 일반 용도

로 쓰이고 있다. 양이온교환수지의 가장 활성이 있는 자리는 센 산인 술폰산기 

-SO-
3H

+이며 약한 산인 카르복시산기 -COOH이다. 음이온 교환체는 삼차 아

민기 -N(CH3)
+
3OH

- 는 일차 아민기 -NH3OH를 함유하고 있다. 자는 센 염

기이며 후자는 약한 염기이다.

술폰산 이온교환체가 양이온 Mx+를 함유한 수용매와 을 하면 교환 

평형이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xRSO-
3H

++M x+⇔(RSO-
3 ) xM

x++xH+ 
고체           용액             고체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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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SO-
3H

+는 커다란 폴리머 분자에 붙어있는 여러 술폰산기 에 하나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센 염기 교환체는 음이온 A
-
와 상호 작용하는 데 다음 반

응과 같다.

xRN(CH3)
+
3OH

-+A x-⇔[RN(CH3)
+
3 ] xA

x-+xOH- 
고체           용액             고체               용액

이온 교환 평형에 질량작용의 법칙을 용한 는 단일 하  이온 B+와 

크로마토그래피 에 들어 있는 술폰산 수지의 반응이다 B+이온이  머리에서 

다음 반응 때문에 기에 머물게 된다.

RSO-
3H

+(s)+B+(aq)⇔RSO-
3B

+(s)+H+(aq) 

여기서 (s)와 (aq)ms 계가 고체와 액체상을 함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묽

은 염산 용액으로 용리시키면 고정상에 있는 B+이온의 일부를 이동상으로 옮겨

가게 하여 의 식의 평형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이 이온은 고정상 이동상 사

이의 연속  이동을 통해  으로 움직인다.  식에 보인 교환 반응에 한 

평형상수 Kex는 다음과 같다.

[RSO
-
3 B

+
]2[H

+
]aq

[RSO
-
3H

+
]2[B

+
]aq

=Kex

여기서 [RSO-
3 B

+]와 [RSO-
3 H

+]는 고체 표면에서의 B
+
와 H

+
의 농도(엄격히 말하

면 활동도)이다. 재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RSO
-
3 B

+
]s

[B]aq
=Kex

[RSO
-
3H

+
]s

[H
+
]aq

용리하는 동안 수소이온의 수용액 농도는 이동상의 단일 하  B
+
이온의 농도보

다 더 커지다. 한 교환체는 머무르게 되어 있는 B
+
이온의 수와 비교할 때 매우 

많은 교환 자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체 농도 [H
+
]aq와 [RSO-

3 H
+]s는 평형 식

의 이동으로 크게 향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RSO-
3 H

+]s ≫ [RSO-
3 B

+]s이고 

[H+]aq ≫ [B
+]aq 이면  식의 오른편이 거의 일정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RSO
-
3 B

+
]s

[B]aq
=K=

CS
CM

여기서 K는 분배계수에 해당하는 상수이다. 

Kex는 다른 이온(여기서는 H
+
)에 한 이온 B

+
의 수지에 한 친화력을 

나타내고 있다. Kex가 클 때 고체상은 B
+
를 머물게 하는 강한 경향성을 지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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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x가 작을 때는 반  상이 얻어진다. H
+
와 같은 공통 기 이온을 선택하면 

한 주어진 종류의 수지에 한 다른 이온의 분배비를 실험 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실험을 통해 다가이온이 단일 하  화학종보다 더 강하게 붙들려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하가 주어진 작용기에서는 차이가 다른 성질은 

물론이고 수화된 이온의 크기와도 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표 인 술

폰화 양이온 교환수지에 한 Kex의 값은 다음 순으로 감소한다. Tl
+
 > Ag

+
 > 

Cs
+
 > Rb

+
 > K

+
 > NH+

4  > Na
+
 > H

+
 > Li

+
, 2가 이온에 한 순서는 Ba

2+
 > 

Pb
2+
 > Sr

2+
 > Ca

2+
 > Ni

2+
 > Cd

2+
 > Cu

2+
 > Co

2+
 > Zn

2+
 > Mg

2+
 > UO2+

2 이

다.

음이온에 해서는 Kex는 다음 순으로 감소한다. SO2-
4  > C2O

2-
4  > I

-
  

> NO-
3  > Br- > Cl- > HClO-

2  > CH3CO
-
2  > OH

-
 > F

-
. 이러한 순서는 약간 

수지의 종류와 반응 조건에 의존하므로 략 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 이온 교환 충진제

역사 으로 볼 때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스티 과 디비닐벤젠의 

에멀션 혼성 합과정에서 형성되는 작은 다공성 구슬로 합성되었다. 디비닐벤젠

(보통 8%)의 존재는 구슬의 기계  안정성을 나타내는 교차-결합(cross-linking)

의 결과이다. 이온에 한 활성을 보이는 폴리머를 만들기 하여 산성 는 염

기성 기능단이 화학 으로 결합된다. 가장 일반 인 작용기는 술폰산과 사차 아

민이다.

그림 2-3-8.은 강산 수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선형 폴리스키  분자를 

서로 붙잡고 있는 교차-결합에 주시하라. 다른 종류의 수지도 비슷한 구조를 하

고 있으나 활성 기능단만이 다를 뿐이다.

다공성 폴리머 입자가 크로마토그래피 충진제로 완 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분석물 분자가 폴리머 기질의 미세구멍을 통해 느리게 확산하

기 때문이며 기질의 압축성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새로운 종류의 

충진제가 개발되었으며 다공성 폴리머 종류보다 일반 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한 가지는 표피형 구슬 충진제로 이것은 표면이 비교  큰 (30에서 

40 μm) 구멍이 없는 구형 유리 는 폴리머 구슬에다 합성 이온 교환 수지를 도

포한 것이다. 두 번째 종류로는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

지로 교환체의 얇은 막으로 실리카의 다공성 미립자를 도포하여 만든 것이다. 두 

종류 모두 폴리머 필름에서 빠른 확산이 일어나 효율을 높여 주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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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교차-결합한 폴리스티  이온 교환수지의 구조. -SO-
3H

+기가 

-COO-H+, -NH3
+OH-  -N(CH3)3

+OH-기로 치된 유사한 수지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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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표피형 종류에 해 이들의 시료 용량은 작은 것이 단 이다.

   다.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응용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쓰이는 이동상은 다른 종류의 크로마토그래

피에 필요한 일반 성질을 지녀야 한다. 즉, 시료를 녹여야 하며 합리  머무름 

시간(올바른 k'값)을 나타낼 수 있는 용매세기를 지녀야 하고 선택성이 나타나게

끔( 당한 α값) 용질과 상호작용해야 한다.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의 이동상

은 수용액이고 어느 정도의 메탄올 는 물과 섞이는 유기 용매를 포함할 수도 

있다. 즉, 이들 용매들도 때로는 완충제의 형태로 이온성 화학종을 포함하기도 

한다. 용매 세기와 선택성은 이들 첨가물의 농도와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

으로 이동상의 이온은 이온 교환 충진제의 활성부분의 분석물 이온과 경쟁한

다.

(1) 무기화학  응용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1940년 와 1950년 에 무기화학종의 분석

에 처음 응용되면서 희토류와 동 원소 이온의 분리와 같은 몇 가지 목할 만

한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 에는 이러한 분리가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하

다.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강력한 분리 기술로 인정되면서 무기화학종

의 측정에 리 응용되려면 크로마토그래피 우리 넓이에 근거를 둔 이온의 정

량분석을 가능  할 수 있는 훌륭하고도 일반 인 검출기가 개발되어야 한다. 

도도 검출기가 이러한 목 에 유일하게 쓰일 뿐이다. 이 검출기는 매우 민감하며 

하 된 화학종에 리 쓰일 수 있고 일반  규칙이지만 농도변화를 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을 보인다. 한 그러한 검출기는 간단하며 제작  유지가 

염가이며 작게 만들기 쉽고, 오랫동안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도도 검출

기의 유일한 제한 은 1970년 까지 그들을 일반 목 에 사용하지 못한 으로 

심각한 것이었다. 이 제한은 합리 인 시간 안에 부분의 분석물 이온을 용리하

는 데 필요한 높은 해질 농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동상 성분으로부터 

측정한 도도가 분석물질의 이온으로부터 나오는 도도를 감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검출기의 감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1975년 높은 용리액 도도의 문제가 이온교환  바로 뒤에 소  용리액 

억압 을 도입하여 해결하 다. 억압 (suppressor column)은 제2의 이온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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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용매의 이온을 분석물 이온에 향을 주지 않고 한

정된 이온화 분자 화학종으로 효과 으로 바꾸게 한다. 를 들면 양이온이 분리

되고 측정될 때 염산을 용리시약으로 선택하면 억압 은 수산화 형태의 음이온 

교환 수지이다. 그리하여 억압 에서의 반응 생성물은 물이다. 즉, 

H+(aq)+CL-(aq)+수지+OH-(s) → 수지+Cl-(s)+H2O

물론 분석물 양이온은 이 제2의 에 머물지 않는다.

음이온 분리를 해서는 억압  충진제가 양이온 수지의 산성형이다. 이 

경우 탄산나트륨 는 탄산나트륨을 용리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억압 에서

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Na+(aq)+HCO-
3 (aq)+수지-H+(s) → 수지-Na+(s)+H2CO3(aq)

여기서도 거의 해리하지 않는 탄산은 도도에 기여하지 않는다.

유기물 억압 을 사용하면 불편한데 이것은 억압 의 충진제를 원래의 

산이나 염의 형태로 바꾸기 하여 그들을 주기 (8에서 10시간)으로 재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섬유막 억압제가 개발되어 연속 으로 작동되고 

있다. 를 들면 탄산 는 탄산나트륨이 제거되면서 용리액은 술폰화 폴리에

틸 으로 만든 속이 빈 섬유를 통해 지나가게 된다. 재생하기 해 산이 섬유 밖 

주 를 계속 흐르면서 이온교환막처럼 행동한다. 즉, 용리액의 나트륨이온은 술

폰화 수지의 내부 표면에서 수소이온과 교환하며 재생 시약의 수소이온과 교환

하면서 다른 표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수소이온은 역방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기 으로 성이 유지된다.

그림 2-3-9는 억압 과 도도 검출에 근거를 두고 수행한 이온 크로마

토그래피의 두 가지 응용을 보인 것이다. 각 경우에 이온은 백만 분의 몇 정도 

들어 있으며 시료 크기도 어느 경우는 50 μL  어떤 경우는 100 μL 정도 밖에

는 되지 않는다. 이 방법은 특히 음이온 분석을 해 요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종류의 혼합물을 다루기 한 빠르고도 편리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억압 을 사용하지 않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쓰이는 장치가 개

발되었다. 이 방법은 용리된 시료이온과 주요한 용리액 이온 사이의 은 도도

차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차를 증폭하기 하여 낮은 용량 교환체가 사용되며 

낮은 당량 도도를 지닌 특별히 선택된 용리액을 선택하고 있다.

흡수하지 않는 음이온과 양이온을 분리하고 검출할 수 있는 간 인 

도법 방법도 최근 제안되고 있다. 이경우도 역시 억압 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그 신 흡수하는 음이온 는 양이온이 으로부터 분석물 이온을 치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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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표 인 응용 (a) 음이온 교환 으로 

한 음이온의 분리 용리액 :0.0028 M  NaHCO3 /0.0023 M  Na2CO3. 시료량 : 

50 μL (b) 양이온 교환 으로 알칼리토 속 이온의 분리. 용리액 : 0.025 M  

phenylenediamine dihydrochloride /  0.0025 M  HCl.  시료량 : 100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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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용리에 의한 몇 가지 음이온의 간 인 도법 검출. 10-3 M  

탈산이나트륨, 10-3 M  붕산, pH 10. 유속 :5 ml/분. 시료부피 : 0.02 ml.  

UV 검출기. 시료이온 (a) 18 μg 탄산염 (b) 1.4 μg 염화염 (c) 3.8 μg 인산

염 (d) 5 μg 아지드화물 (e) 10 μg 질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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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이온 교환 으로 수행한 아미노산의 분리. 충진제 : 입자 크기

가 8 μm인 양이온 교환. 압력 : 270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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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분석물 이온이 교환체에서 치환되면 그들의 자리를 같은 수의 용리액 

이온이 차지한다. 따라서 용리되는 것의 흡 도는 으로부터 분석물 이온이 빠

져 나오면서 어든다. 그림 2-3-10은 이 방법에 의해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용리액은 탈산이나트륨의 묽은 용액이었으며 탈산이온

이 바로 자외선 흡수 치환 이온인 것이다.

(2) 유기  생화학  응용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약품과 그들의 사물질, 청, 식품방부제, 

비타민 혼합물, 설탕  의약품 조제를 포함한 유기  생화학계에 응용되고 있

다. 이들 응용  한 가지 를 그림 2-3-11에 보 는데 17가지 아미노산 각각

이 1 × 10
-8
 M  들어 있는 혼합물이 양이온 교환 으로 분리되었다.

7. 크기-배제 크로마토그래피

크기-배제(size-exclusion)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과정 

 가장 새로운 것이다. 겔 크로마토그래피,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한다. 크기-배제 크로마토그래피는 강력한 기술로서 특히 

고분자량 화학종에 응용할 수 있다. 

크기-배제 크로마토그래피를 한 충진제는 작은(～10 μm) 실리카 는 

폴리머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 입자는 용질과 용매 분자가 확산해 들어갈 수 

있는 균일한 구멍의 그물을 함유하고 있다 구멍에 분자가 들어가 있는 동안 효

과 으로 붙잡히며 이동상의 흐름에서 제거된다. 구멍에 머무르는 평균시간은 분

석물 분자의 실제 크기에 의존한다. 충진제의 평균 구멍크기보다 큰 분자는 축출

되므로 머무름이 근본 으로는 없다. 즉, 그러한 화학종은 우선 용리된다. 구멍보

다 뚜렷하게 작은 직경을 가진 분자는 구멍 미로를 통해 침투할 수 있으며 따라

서 오랫동안 붙잡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제일 늦게 용리된다. 이들 두 극

단 인 것 사이에 드는 간 크기 부자가 충진제의 구멍 속으로 투과할 때의 평

균값은 분자의 직경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분자의 그룹 에서는 분별

(fractionation)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분자 크기와 어느 정도는 분자모양에 직  

련되어 있다. 크기-배제 분리는 분석물과 고정상 사이에 화학  는 물리  

상호작용이 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다른 방법과 다르다. 실제 그러한 상호작용

은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그러한 상호작용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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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비교

표 2-3-3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를 비교한 것이다. 두 방법  어느 하나가 용될 수 있다면 기체-액체 크로마

토그래피가 속도의 면에서나 장치의 간단성에서 볼 때 이 이 있다. 한편 HPLC

는 비휘발성 물질(무기 이온을 포함하여)과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용될 

수 없는 열 으로 불안정한 물질에 용가능하다. 두 방법 모두 서로 상보 이

다.

표 2-3-3. 고성능 액체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비교.

두 방법이 모두 지니는 특성 효율과 선택성이 높음

응용성이 넓음

은 양의 시료만 필요함

시료를 괴하지 않을 수 있음

정량 분석에 용이하게 용됨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특별한 장

비휘발성  열 으로 불안정한 시료에 용 할 수 있음

무기이온에도 일반 으로 용 가능함.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특별한 장

간단하고 염가의 장치

신속

견  바 없는 분리능(모세  으로) 

질량분 기에 쉽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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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화학 반응의 이론  배경

사용 후 표 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해서 화

학  분해반응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분의 경우 화학  분해과정으로 90%이

상의 정제효율을 보인다. 이 장에서는 화학 반응의 이론  원리를 간단히 설명

하고자 한다. 

제 1  들뜬 원자 는 분자의 운명

원자 나 분자가 복사선을 흡수하게 되면, 원자 나 분자는 자 으로 들

뜬 상태의 원자 는 분자가 된다. 이 때 그 들뜬 원자 는 분자는 자 에 지

으로 바닥 상태의 원자 는 분자와 다른 새로운 화학  상을 나타나게 된

다. 들뜬 원자 나 분자들은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는 다른 방법으로 그 에 지

를 사용될 수도 있으며 에 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림 3-1-1은 이와 같이 들뜬 

원자 나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를 보여 다. 

엄 히 화학  반응경로는 그림 3-1-1의 (i), (ii) 그리고 (iii) 뿐이다. 첫 

번째 경로는 해리, 즉 분자에서 쪼개지는 것이다. 자의 에 지는 결합을 깨뜨

리기에 충분해야 된다. (ii)의 경우는 바닥상태의 자에 지 상태에서는 가능하

지 않은 반응이 들뜬 상태가 됨으로써 반응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이다. 들뜬 상

태의 자배열이 활성화 언덕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로

가 부분 들뜬 분자가 다른 분자와 반응하는 분자간(intermolecular) 반응이지만 

들뜬 분자가 들뜨지 않은 다른 같은 분자와 반응하는 분자내(intramolecular) 반

응도 많이 알려져 있다. 분자내 반응경로의 경우 에는  구조 이성질화

(structural isomerization) 는 재정렬(rearrangement)을 유도하기도 한다. 여기

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되는  다른 이성질화 반응경로가 (iii)경로이다. (iii) 경

로의 를 보면, 바닥상태에서는 2  결합상태이지만 들뜬 자상태가 되면 단일 

결합상태가 되어 결합 분자간 회 이 가능하게 되어 E-Z(cis-trans) 이성질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경로 (viii)의 경우는 두 개의 화학  편으로 분리되는 것 

신 이온과 자가 생성된다는 것만 비교하면 해리과정과 유사한 경로이다. 그

러한 이온화 과정은 화학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기체상

태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높은 에 지를 가지고 있고 단 장의 복사선이 필요

하다. 지구의 기 에 존재하는 많은 이온들과 자들의 경우, 이온화의 결

과로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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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들뜬 자상태의 원자 는 분자가 거치는 반응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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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iv)와 (v)의 두 경로는 흡수 과정에서 생성되는 첫 번째의 경

우와 다른  다른 들뜬 자상태를 생성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iv) 경로의 

경우는 다른 두 분자간 충돌에 의해서 한 분자가 들뜨게 되는 경우이다. (v) 경

로의 경우는 분자내부의 다른 자 상태로 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에 지 

이 가정이라 하며, 새로운 들뜬 자 상태 는 들뜬 화학종은  다른 경로로 

그 들뜸 에 지를 잃을 수 있다.

들뜸 에 지와 일치하는 에 지를 복사선으로 잃어버리는 경로가 그림에

서 (vi)의 경우이다. 이 과정을 일반 으로 냉 상(luminescence)라고 한다. 

상의 특징에 따라 각각 형 (fluorescence) 는 인 (phosphorescence)라고 한

다. 한 들뜸 분자가 복사선의 흡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화학반응의 결과로 들

뜬 것일 경우에 들뜬 분자가 빛을 발 하는 상을 화학냉

(chemiluminescence)이라고 한다.

그림 3-1-1에서 (vii)의 경로는 물리  소  는 불활성화 상이라고 

한다. 자  에 지를 원자 는 분자 M과의 충돌과정으로 빼앗기고 그 에 지

는 M의 운동이나 진동에 지로 환된다. 비록 화학 으로 다소 지루한 과정이

지만 화학반응을 완결하기 해 자에 지를 비활성화시키는 매우 요한 과정

이다. 부분의 다른 가능한 경로들은 충돌과정이 자주 일어나는 환경 특히 용액 

에서는 소 과 경쟁해야만 한다.

그림에서 나타난 여덟 가지 경우의 반응 경로들은 일차 반응들이다. 이러

한 반응들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생산물들은 부가 인 열  이차 반응에 참여하

게 된다. 복사선이 없으면 생성되지 않는 들뜬 원자 나 분자들이 화학 반응을 

한다. 를 들면, 해리 과정에서 생성된 조각들은 기 반응화합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화학  변화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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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화학  변화

1. 화학 반응의 종류

의 에서 들뜬 원자나 분자가 진행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경로들을 

보았다. 이 에서는 들뜬 원자나 분자가 화학  변화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과

정들을 살펴보겠다. 즉 반응물과 생성물들은 들뜬 상태에서보다 화학  특성이 

서로 다르다. 화학  변화가 복사선을 흡수한 분자의 해리 반응의 결과로서  

들뜬 원자나 분자의 직  반응, 자발  이성질화 는 반응 편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해리 반응은 가장 확실한 화학 인 변화이다. 해리 반응은 두 개의 

조각들로 해리되기에 충분한 는 그 이상의 에 지를 가진 복사선을 흡수함으

로서 일어난다. 여러 경우의 해리 과정들이 알려져 있으며 그  요한 세가지 

경로들은 학  해리(optical dissociation), 선해리(predissociation) 그리고 유도 

선해리(induced predissociation)이다. 이온과 자로 해리되는 그림 3-1-1의 

(viii) 경로인 이온화는 해리 반응의 특별한 경우이다.

들뜬 원자나 분자의 화학반응 특성은 바닥상태의 원자나 분자의 화학반

응 특성과 하게 다를 수 있다. 그 차이는 들뜬 원자나 분자들에 의한 여분의 

에 지와 들뜬 상태의 자 에 지 재배치의 결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들뜬 

상태의 원자나 분자들 사이의 직  반응은 분자간 반응 는 분자내 반응의 형

태로 모두 일어날 수 있다. 들뜬 원자나 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에 지는 

들뜬 원자나 분자들간의 재배치 반응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즉 들뜬 원자나 

분자는 자발 인 이성질화 반응이 가능하다.

2. 해리 반응

학  해리과정은 들뜬 원자나 분자가 그 자신의 해리에 지 보다 큰 

에 지를 흡수하거나 반발 포텐셜곡선으로 흡수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그림 

3-1-2는 두 가지 가능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분자는 해

리할 것이고 여분의 에 지는 해리 조각들의 운동에 지로 할당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운동에 지는 효과 으로 연속 이기 때문에 해리가 일어나는 지 에서

의 스펙트럼은 연속 이 될 것이다. 높은 에 지 상태가 갇힌 모양의 에 지 상

태라면 긴 장에서 스펙트럼이 높은 에 지 상태에 있는 다른 진동 에 지 상

태들과 함께 치할 것이다. 이러한 에 지 상태들은 연속 에 지 상태에 도달될



- 71 -

그림 3-1-2. 흡수과정 (a) 해리 에 지보다 큰 에 지를 반발 포텐셜 곡선으

로 흡수하는 경우, 그리고 (b) 갇힌 포텐셜 곡선으로 흡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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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차로 그 간격이 좁 져 연속 인 형태를 가질 것이다. 연속스펙트럼과 

일치하는 에 지는 생성물의 해리에 지 이다. 

자를 제거하는 이온화 반응은 이온과 자라는 해리 생성물을 생산

하는 해리 반응으로 한 간주될 수 있다.

AB + hν  →  AB *  →AB+ + e

Rydberg 계열은 원자들이나 분자들 모두에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스펙트럼은 

자가 핵으로부터 궤도들로 이동하는 것과 일치한다. 자의 제거에 필요한 에

지는 이온화 에 지와 일치하며 이를 수렴 제한 에 지(convergence limit)라

고 한다.

 3.  선해리 반응

해리반응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가 존재한다. 해리에 지보다 낮은 들뜬 

에 지 상태로 이되고 다시 비복사 이반응에 의해 다른 에 지 상태의 해리 

에 지보다 높은 상태로 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을 선해리 반응

(predissociation)이라고 한다. 비록 복잡한 유기분자들에게 매우 요한 반응이지

만 여기서는 이원자 분자 모형으로 설명할 것이다. 일반 으로 복잡한 유기분자

들은 강한 흡수의 장 역에서 직  해리반응을 수행하지 못하나 선해리 반

응경로에 의해 해리된다. 이러한 분자들이 가지는 많은 수의 자 에 지 상태

들, 좁은 에 지 간격 그리고 증가되는 진동방식이 다른 자 에 지 상태들간의 

비복사 이를 유발함으로써 선해리 반응이 가능하다.

이원자 분자의 선해리 반응은 그림 3-1-3과 같은 포텐셜 곡선의 엇갈림

(crossing)으로 설명할 수 있다. 흡수된 에 지가 반발 포텐셜 곡선과 엇갈리는 

지 보다 높은 에 지 상태의 갇힌 곡선에 치하게 된다. 비복사 이을 한 

양자역학  조건만 맞는다면 반발 포텐셜 곡선으로 엇갈림이 일어날 것이고 해

리가 일어날 것이다. 더 복잡한 분자에서도 결과 으로는 같다. 선해리에 의한 

생성물은 직 인 해리 반응에 의한 생성물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선택 규칙에서 분명하게 지된 비복사 이들이 충돌이나 외부 기장 

는 자기장과 같은 간섭효과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비복사 이

가 해리반응을 일으킨다면 그 상은 유발 선해리(induced predissociaton)이다.

 

4.  용액에서의 화학 반응

지 까지는 부분의 경우가 기체상의 화학 반응이 다. 이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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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이원자 분자의 포텐셜 에 지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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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된 상태( 부분 액체상태)에서의 화학 반응을 다루고자 한다. 인  분자들

과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자들은 흡수나 들뜬 상태에 심한 향을 받는다. 

용매화(solvation)는 분자 에 지를 자 에 지 상태와 용매 상태에 의

해 정해진 범 안에서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때문에 부분 분리된 화학종과 용

액 에서의 화학종이 서로 다른 장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 바닥 상태와 들

뜬 상태의 에 지 상태 한 다른 범 에서 감소될 것이다.

흡수 장에서 찰된 변화를 보면 흡수 세기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화함

에 따라 향을 받았다. 특히 지된 이에서 인 한 분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방해효과가 선택규칙들은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다.

들뜬 화학종의 다른 경로들도 한 기체에서 액체로의 상 변화의 결과로

서 상 인 요성이 변한다. 각 분자들간에 일어난 수 많은 충돌은 물리  소

상을 가장 요하게 만든다. 그래서 일차 반응경로의 양자수율이 기체상보다

도 게 나타나곤 한다. 화학  소  측 화학 반응에 의한 들뜬 분자으 제거는 

다른 경로들과 경쟁 으로 일어난다. 더욱이 해리에 의해 생성된 조각들은 거의 

바로 용매 분자들과 반응한다. 그리고 그때 모든 과정이 일차 반응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라디칼이 수소가 포함된 용매에서 생성될 때 특별히 

요하다. 

기체상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용액 에서는 반응의 속도와 모양에 

단히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효과(cage effect)이다. 용액 상에서는 분자

들이 용매분자들의 테두리안에 효과 으로 갇히게 된다. 정상 인 확산과정들에 

의해 반응물들 간의 분리는 방해받고 용매분자들의 테두리로부터 자유로와지기

에 분자들 상호간 상당히 많은 충돌을 하게 된다. 우리 효과는 특히 들뜬 분자

의 조각화 반응에 의해 형성된 라디칼의  재조합(geminate recombination)에서 

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분자들 분리의 방해는 원래 생성물을 재생성하도록 빠

르게 반응을 진행시키 때문이다. 새로 생긴 결합의 여분의 에 지는 용매 분자들

과의 충돌로 잃어버리게 된다. 상 으로 은 라디칼들이 재조합되기 에 용

매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고 해리를 한 효과 인 양자수율이 결과 으로 감소

하게 된다.

 재조합은 용매의 도와 마찬가지로 분해에서 생성된 조각들의 운

동에 지와 연 되어 있어서 요하다. 조각들이 충분한 에 지를 가지고 있다면 

용매 테두리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용액상 분해의 일차 양자수율이 분

해 복사선의 장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 75 -

제 4 장 사용 후 18O-H2O의 정제 실험  결과

친핵성치환 반응을 이용한 
18
F-FDG 합성에서는 

18
O-H2O가 표  물

(target water)로 주로 사용된다. 표  물은 그 값이 비싸기 때문에 
18
F-FDG의 

합성(synthesis)과 재활용(reuse)된 후에 재생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재생된 물속

에는 유기물같은 불순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에 반드시 정제해주

어야만 한다. 본 장에서는 스미토모 공업(Sumitomo Heavy Industries, Ltd.)에

서 상용화한 O-18 물 정제기에 한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기 로 O-18 

물 정제기의 개발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스미토모 공업(Sumitomo Heavy 

Industries, Ltd.)에서는 재생된 물에서 유기물의 제거를 목 으로 하는 O-18 물 

정제기를 개발하 다. 이 장치는 UV 조사장치와 온 증류장치로 구성된다. 스

미토모 공업은 이 장치를 시험하 으며 그 완성도를 측정하 다. UV 조사후 

유기물의 농도들이 매우 크게 감소하 으며, 온 증류후 재생 효율이 99.3 ± 0.5 

% 이 다. 더욱이 이 장치를 이용한 정제된 
18
O-H2O 으로부터의 

18
F-FDG합성

의 수율이 의료용으로도 충분하 다.

제 1  서론

F-18-labeled fluorodeoxyglucose(
18
F-FDG)는 많은 시설에서 PET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친핵성 반응을 이용하여 합성하며 높은 수율로 

18
F-FDG을 생산한다. 사이클로트론(Cyclotron)에서 가속된 양성자가 

18
O-H2O에 

조사되면 
18
O(p,n)

18
F의 핵반응에 의해 

18
F가 생산되며 이때 생산된 

18
F는 친핵성 

반응을 이용하여 
18
F-FDG로 합성된다. 비록 

18
O-H2O의 가격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비싸고 한 
18
O-H2O에 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조달하는데 상당

한 어렵다. 그래서 
18
F-FDG의 합성에 사용했던 

18
O-H2O을 재생해야만 하고 재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재생된 
18
O-H2O는 합성과정과 이온교환수지를 거치면

서 유기물(에탄올, 메탄올, 아세토니트릴등)들과 무기 속이온(K
+
, Na

+
, Cl

-
, 등)들

에 의해 다양하게 오염된다.  이 게 많은 오염물질들에 의해 오염된 재생 물을 

표  물로 사용한다면, 조사되는 동안 표 용기내의 압력이 비정상 으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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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용기의 주기가 감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 게 되면 

18
F-Fluoride의 생산율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18
F-FDG의 생산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그래서 재생된 
18
O-H2O안에 포함된 유기물질들과 다양한 

속이온들은 반드시 물의 재활용을 해 가능한 많이 제거되어야한다. 더욱이 

정제에 의한 
18
O-H2O의 손실을 최소화해야한다. 이 장치는 UV 조사 방법으로 

재생된 
18
O-H2O에 함유된 유기물들을 학 으로 분해하고 할로겐 등을 이용한 

온 증류 장치로 추가 정제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소는 이 물 정제기를 시

험하고 그 완성도를 측정하 다. UV 조사 과 후의 
18
O-H2O에 함유된 유기물들

의 농도를 비교하 고 증류후에 물의 재생 효율을 측정하 다. 그 다음, 이 장치

로부터 정제된 
18
O-H2O과 기 virgin water에서 95% 농축된 

18
O-H2O를 사용하

여 의료용 
18
F-FDG를 합성하 고 두 경우에서 

18
F-FDG의 생산 효율을 비교하

다. 

1.  구조

이 장치는 사진 4-1-1과 같이 UV 조사장치와 온 증류 장치로 구성되

어 있다. UV 조사 장치는 실린더 앙에 UV 등이 있고 실린더 끝부분에 학거

울이 있는 구조의 속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다. 재생된 물을 보 하기 한 유리 

시료용기는 UV 등 주변에 치하도록 정렬시켰다. 각 시료용기는 재생된 물 2 

ml를 담을 수 있고 한번 조사에 약 12 ml의 물을 조사할 수 있다. 온 증류장

치는 유리 증류장치, 가열을 한 할로겐 등(lamp), 증류장치 내부의 압력을 낮

추기 한 흡입 펌  그리고 증기를 포획하고 냉각시키기 한 액체질소 용기로 

구성되었다. 유리 증류장치는 돔형의 쪽부분과 석 (quartz)로 만들어진 역원뿔

형 액화장치의 아래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패킹으로 인된다. 증류 에 UV 조

사된 
18
O-H2O를 보 할 30 ml용량의 투명 유리용기는 유리 증기장치에 치한

다. 한번에 약 30 ml의 물을 증류할 수 있다. 증류 속도는 2-3.5 ml/hr 이다. 두 

장치에는 언제든지 UV 조사시간 는 온 증류시간을 늘리거나 일 수 있도

록 시간조 기가 부착되어 있다.

2. 분리 방법

재활용된 물을 시료용기에 가득 채운 후 그 물을 4시간동안 UV를 조사

하 다. UV가 조사된 물은 수동으로 온 증류장치의 시료용기로 옮기고 증류장

치 안의 압력을 감압하여 
18
O-H2O의 증기가 발생하도록 한다. 증류장치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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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할로겐 등으로 직  물을 가열하여 
18
O-H2O를 차로 온 증류시킨다. 

증류된 
18
O-H2O는 액체 질소에 의해 액화장치에서 얼어서 포획된다. 포획된 물

은 상온에서 녹이고 정제된 물로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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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1. 물 정제 장치 사진. 왼쪽이 UV 조사 장치이고 오른쪽이 온 

증류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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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  실험 방법

95% 순도의 
18
O-H2O는 Israel의 ROTEM Industries,에서 구입하 다. 희

석용 증류 물인 
16
O-H2O는 Tokyo에 있는 Otsuka Pharmaceutical Co. Ltd.에서 

구입하 다. 다른 모든 시료들은 Aldrich Chemical Company에서 구입하 다. 

18
F-FDG는 F-100이라는 Sumitomo Heavy Industries, Co. Ltd에서 만든 

18
F-FDG 합성장치에서 친핵성 반응을 이용하여 합성하 으며 

18
F는 

CYPRIS-325R이라는 cyclotron에서 만들었다.

1. 유기물의 농도 비교

유기물들의 제거를 한 UV 조사의 향을 시험하 다. 메탄올은 FDG 

MicroLab(GE medical systems)을 사용하여 
18
F-FDG을 합성할 때 재생된 

18
O-H2O에 오염된다. 에탄올은 FDG 합성장치의 살균에 70% 에탄올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생된 물에 오염될 수 있다. 더욱이 
18
F-FDG의 합성에 용매로 아세토니

트릴(acetonitrile)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생된 물에는 메탄올, 에탄올 그리고 아세

토니트릴과 같은 유기물들이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3가지 유기용매

들을 유사한 
16
O-H2O에 섞고 UV 조사장치로 UV를 조사하 다. UV 조사 과 

후의 유기용매들의 농도를 GC(gas chromatography, Shimadzu GD-14B)와 유리 

컬럼(Shimadzu TSG-1.15% SHINCARBON A 60/80, 3.1 m x 3.2 m)를 사용하

여 분석하 다. 이때 컬럼 온도는 90℃ 으며 주입온도는 180℃, FID 온도는 

180℃, H2와 공기, He의 유량은 각각 50 kPa, 50 kPa, 70 kPa 이 다.  메탄올과 

에탄올, 아세토니트릴의 잔유시간은 각각 2.6-2.7, 3.1-3.2 그리고 4.9-5.0 분 이

다.

2. 증류 후의 물의 재생 효율 실험

증류 후의 물에 한 재생 효율을 측정하 다. 약 10에서 25 ml의 다양

한 무게의 
16
O-H2O가 온 증류장치에서 증류되었다. 증류 후 획득된 물은 다시 

무게를 측정하 으며 재생 효율을 계산하 다.

3. 합성된 18F-FDG의 수율 비교

18
F-FDG는 처음 구입된 물과 표  물로 정제된 물을 사용하여 합성되었

으며, 그 수율을 비교하 다. 처음 구입된 물의 동 원소 농축비는 95% 다. 정

제된 물은 이 장치를 이용하여 3-5번 정제되었으며 
18
O-H2O의 정확한 양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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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18
F-FDG는 처음 구입된 물로 29번 합성되었고 정제된 물은 39번 합

성되었다. 조사 시간과 빔 류가 그 때마다 항상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과 같이 보정해 주었다. 생산된 방사선량은 표 에 주어진 beam 류에 비례하

고 조사시간 t에서 1-e
-λt
에 비례한다. 그래서 

18
F-FDG의 수율은 60분의 조사 시

간과 15 μA의 beam 류 조건에서 합성조건을 보정해주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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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실험 결과

1. UV 조사 과 후에서 유기물의 농도 비교

그림 4-3-1에서 나타났듯이, 1000 ppm 는 그 이상의 유기용매들은 메

탄올과 에탄올의 경우 1시간 그리고 아세토니트릴의 경우 3시간이 흐르면 거의 

분해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2. 증류 후의 물에 한 재생 효율 실험

표 4-3-1에서 보듯이 재생 효율은 모든 실험에서 극히 98% 보다 높았으

며 평균 99.3% ± 0.5% 다.

표 4-3-1. 증류과정 후 물의 재생 효율

No.
Pre-distillation

(g)

Post-distillation

(g)

Recovery yield

(g)

1 9.83 9.69 98.6

2 10.05 10.05 100.0

3 9.96 9.89 99.3

4 24.13 24.00 99.5

5 21.65 21.59 99.7

6 19.55 19.26 98.5

7 14.80 14.66 99.1

3. 18O-H2O의 정제의 

그림 4-3-2는 정제 의 
18
O-H2O와 정제후의 

18
O-H2O 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제는 4시간동안 UV 조사 후에 온 증류를 수행하 다. 
18
F-FDG 합성

장치로 
18
F-FDG 합성에 사용된 

18
O-H2O의 시료를 분석하 다. 정제  물에 

한 분석에서는 제일 큰 신호로 128 ppm의 아세토니트릴 신호가 검출되었다. 정

제 후의 물에서는 유기물들이 거의 부분 제거되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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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UV 조사에 의한 유기불순물들의 분해과정. □ ;  메탄올, ◇ ;  에

탄올, ○ ;  아세트니트릴. 각 은 세 번 실험의 평균값과 표  편차를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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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18O-H2O 정제에 의한 유기 불순물의 농도변화 측정. 의 그림

은 정제 의 경우이며 아래 그림은 정제 후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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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F-FDG의 수율 비교

그림 4-3-3은 
18
F-FDG의 수율을 보이고 있다. 각 은 

18
F-FDG의 수율

을 나타내며 60분의 조사시간과 15 μA의 빔 류와 같은 합성 조건에 한 보정

을 해주었다. 합성된 
18
F-FDG의 수율은 처음 구입한  물의 경우 202 ± 82 mCi 

고, 정제된 물의 경우는 159 ± 73 mCi 다. 
18
F-FDG의 합성을 해 필요한 

시간은 두 경우다 약 60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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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18F-FDG의 합성 수율 비교. 각 들은 15 μA의 빔 류와 60 

분의 조사에 의해 합성된 18F-FDG의 합성 수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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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토의

이번 연구에서 증류 후 물에 한 재생 효율은 98%보다 컸다(표 4-3-1

참조). 장치들의 각 부분들은 물은 증류하기 에 건조시켰으며 그 지 않았을 

경우 
18
O-H2O의 동 원소 농축도가 증류 에 감소하 다. UV 조사 에는 

18
O-H2O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은 이 장치로 정제할 경우 

18
O-H2O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재생된 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용매들(메탄올, 에탄올, 아세토니트릴)은 

기 했던 로 4시간동안의 UV 조사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따라서 

이 장치로 4시간의 UV 조사와 온 증류에 의해 정제된 물은 유기 오염물질들

이 제거될 것으로 기 된다. 표  용기로부터 정제된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속 이온들이나 무기 이온들은 이번 연구에서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온 증류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18
F-FDG는 비록 처음 구입된 물에 비해 

18
F-FDG 합성 수율이 조  떨

어지지만의료용에 합한 수율에서 정제된 
18
O-H2O로부터 합성된다. 

18
F-FDG 

합성 에 재생된 물은 cyclotron에서 조사된 표  물로부터 
18
F-fluoride을 추출

하기 해 음이온 교환수지와 들을 통과하면서 희석된다. 정제된 물은 정확한 

18
O-H2O의 동 원소 농축도를 모르기 때문에 

18
F-FDG 합성에 3-5번 사용되었

다. 반면, 
18
F-FDG 합성 수율은 처음 구입된 물을 사용하던지, 정제된 물을 

18
F-FDG 합성에 사용하던지 다양하 다. 아마도 

18
F-FDG 생산 효율과 빔 형태

의 다양함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찰에서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정제

장치는 체 부피의 손실없이 재생된 
18
O-H2O로부터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서 

의료용 
18
F-FDG 합성에 유용한 것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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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결론

PET용 시약인 [F-18]FDG 합성에 필요한 반감기가 2시간 40분인 베타선 

방출 방사성 동 원소 F-18의 양성자 가속기 생산표 으로 사용되는 O-18 농축

물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O-18 농축물은 매우 비

싸기 때문에( 재 농축물 1g당 $150 수 임) 가속기에서 일회 표 사용 후 다시 

재사용하기 해서는 O-18 물의 재농축이 필요하고 FDG 생산수율을 하시키

는 요인인 O-18 농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의 정제연구가 필요하다. 가속기

에서 F-18을 생산하고 남은 생산표 은 아세톤, 메탄올,  아세토니트릴 등의 

유기 불순물과 F
-
, Cl

-
 등의 Anion, NH4

+
, Mg

2+
, K

+
 등의 Cation 무기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F-18 재생산 시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용하면 RI 생산 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분리막을 이용한 O-18 재농축 기술의 연구를 해서는 

막 기공의 막힘(fouling)을 방지하기 해서도 반드시 불순물 제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순물들은 양성자 조사표 과 여러 표  연결부품들, FDG 합성에 사용

되는 크로마토그래  수지로부터 발생하여 함유되는데 이러한 불순물들은 양성

자 조사 시 조사표 의 압력을 높여 RI 생산수율을 낮추며 특히, Cl
-
는 그 양에 

따라서 F
-
의 FDG 합성에서 F

-
와 경쟁 으로 반응하여 FDG 합성 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가속기 사용 후 물의 정제 기술  유일하게 독일의 

KFA Institute는 유기물의 자외선을 이용한 분해와 온 증류법을 이용한 방

법에 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수미토모사는 이를 상용화하 다. 그러

나 장비의 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의 고가이며 정제능력 한 16 g/day로 작은 단

이 있다. 따라서 가속기 사용 후 물의 정제기술은 분리막 분리기술뿐 아니라 

가속기의 RI 생산수율을 높이기 해서도 필수 인 기술이다. 

일본의 수미토모사에서 상용화한 정제장치는 사진 4-1-1과 같이 자외선 

분해 장치와 온 증류장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제 효율이 약 

99.3 ± 0.5%이며 회수율은 98%로서 유기물의 제거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장치는 4시간 동안 12 ml의 물을 자외선 조사한 후 온증류 장치를 이

용하여 2 ~ 3.5 ml/hour의 속도로 증류하도록 설계되었다. 1시간의 자외선 조사

로 메탄올과 에탄올이 거의 제거되며 3시간이 지나면 아세토니트릴도 거의 제거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제된 물을 사용하여 가속기에서 조사한 후 FDG를 합

성했을 때 95%의 생산 수율이 보고 되고 있다. 한 미시간 학의 T. J. 

Mangner 등은 450 Watt 수은등을 이용하여 자외선을 4 ~ 8시간 동안 조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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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정제된 물로 FDG를 합성하여 90%이상의 수율을 보고하고 있다. 지 까지 

정제하는 방법으로는 증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증류법으로만 정제된 

O-18 물을 표 으로 재사용 할 경우 [F-18]FDG 합성수율이 낮은 것으로 

(Schwarz et al., 1997; Berridge and Kuellstrom, 1999) 알려져 있다. 국내 원자

력의학원의 경우 주로 KMnO4를 첨가하여 산화 환원반응을 일으킨 후 단계 인 

증류법을 이용하여 가속기 사용 후 물을 정제하고 있지만 정제효율은 95% 이상 

높지만 회수율의 경우 80% 정도로 낮은 단 이 있다. 아산병원의 경우는 자외선 

분해, 증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90% 이상의 회수율을 가지고 있지

만 FDG 생산 수율이 조건에 따라 변하는 등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유기물 분석법 기술조사

에탄올, 메탄올, 아세톤,  아세토니트릴 등 O-18 농축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분석은 가속기 조사 과 후에 실시하며, 주로 Spectrophotometer와 

Gas-Chromatograph(이하 GC)가 사용되고 있다. Spectrophotometer로 분석하는 

경우, 190 nm에서 1100 nm까지의 스펙트럼 범 에서 유기물 고유의 흡수 장에

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스펙트럼의 면 으로 유기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

다. 한 GC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 그리고 아세토니트릴이 

온도와 기체 압력에 의해 시간차로 검출하여 분석할 수 있다. Spectrophotometer

로 분석한 경우에 처음 사용한 O-18 물보다 정제된 O-18 물의 스펙트럼 면 이 

더 넓었으며 이는 조사 과 후 모두 동일하 다. 한 190 - 270 nm 역에서의 

흡 도 역시 정제된 O-18 물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GC

로 분석한 경우, 처음 사용한 O-18 물은 조사 후 분석에서 아세토니트릴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조사 후 모두 다른 유기 불순물들이 검출되지 않았고 정제된 

O-18 물의 경우 조사 에 존재하던 유기물들이 조사 후 처음 사용된 물의 경우

보다 더 높은 아세토니트릴이 검출되었고 아세토니트릴을 제외한 유기물들이 검

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유기물의 경우에 HPLC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기본

으로 메탄올 등의 용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매와 같은 성분의 불순물은 정

확하게 검출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외선 분 법(FTIR)로도 분석이 가능하

지만 정량분석이 어렵다는 단 이 있고, 질량분석법의 경우 정확성 면에서는 우

수하지만 물을 CO2로 치환해야 하는 번거로운 화학반응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 이지 못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5-1-2와 그림 5-1-3은 유기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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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되는 표  분석법인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와 기본 인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자세한 원리와 장치에 한 설명은 제 2장에서 하 다. 한 표 

5-1-1은 기체 크로마토그래 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인 분석 특성을 간

단히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제 2장에서 하 다.

표 5-1-1. 유기용매 분석에 사용되는 표 인 분석법인 기체 크로마토그래

피법(GC)과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HPLC) 특성비교

GC

(Gas Chromatography)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시료 종류 휘발성 용해성

시료의 안정성 열  안정성 pH 안정성

시료무게 MW < 500 MW unlimited

분리원리 고정상의 선택성 고정상과 이동상의 선택성

시료회수 정도 시료회수 거의 불가능 비교  쉽게 회수 가능

검출감도 고감도 검출 가능 GC에 비해 감도 낮음

2. 속(무기) 불순물 분석기술 조사

속이온 는 무기이온이라고 하는 불순물 분석에는 이온 크로마토그래

피가 가장 합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어떤 물질

을 두 상에 한 친화력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 에서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두 상이라고 하면 고정상과 이동상을 말하며, 이온 크로마토그

래피에서는 고정상이 이온수지가 되고 이동상은 용매가 된다. 따라서 분리하고자 

하는 속이온을 용매에 섞어 고정상이 들어있는 곳에 흘려보내면 시료 안에 들

어있는 불순물들과 두 상간의 친화력차이에 의해 분리된다. 여기서 속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혼합이며 양이온 불순물을 검출하기 해서는 양이온 수지

를 사용해야 하며 음이온 불순물의 경우는 음이온 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 

이동상의 흐름 속도를 잘 조 하면 불순물을 시간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4장에서 논의했듯이 실제 물을 분석한 결과을 살펴보면, 조사 의 경우에 

Cl
-
, NO3

-
 그리고 Na

+
 이온들은 처음 사용한 물에서 정제된 물보다 더 많이 

찰되었지만,  F
-
, NH4

+
, K

+
 그리고 Ca

2+
 이온들은 정제된 물보다 처음 사용한 물

에서 더 게 찰되었다. 조사후의 경우에는 Cl
-
, NO2

-
, Br

-
, Mg

2+
 그리고 C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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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들이 처음 사용된 물에서 정제된 물보다 더 많이 찰되었으며 F
-
, NH4

+
 그

리고 K
+
 이온들은 처음 사용된 물에서 정제된 물보다 더 게 찰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여러 가지 정제 방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 자외선을 이

용한 분해와 분별 증류법을 이용한 유기 불순물 제거 방법을 그림 5-1-1과 같

은 과정으로 할 때 가장 경제 이며 좋은 회수율을 보여  수 있다고 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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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자외선 조사와 증류를 이용한 정제연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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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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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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