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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킬 처리된 실리카(ODS)칼럼을 정지상으로히•여 역상에서의 이온-쌍 크로마토그래피*법 

으로 방향족 카르복시산들의 크기 인자를 조사하고 분리하는데 반대 이온으로 브롬화 도데실트리메 

틸암모늄(DTAB)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크기 인자는 반대 이온의 농도，메탄올의 농도, 전해질의 

종류 및 농도, 시 료 분자에 붙어 있는 다른 작용기의 종류 및 위 치등에 따라 영 향을 받았다. 최적 

조건하에서 몇가지 혼합 시료를 분리할 수 있었다.

ABSTRACT. Do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 (DTAB) was examined as a counter-ion in 

the investigation of capacity factor and separation of aromatic carboxylic acids on alkyl-modified 

silica (ODS) column as a stationary phase by ion-pair chromatography on reversed-phase system. 

The capacity factor of samples was influenced by the several factors such as a concentration of 

counter-ion as well as kinds and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concentration of methanol in mobile 

phase and kinds and position of functional group in sample molecule. Some mixtures of samples 

were able to be separated under optimum condition.

1.서  론

이온성 혼합 시료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HPLC에서는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Schill^등이 정상크로마토그래피법으 

로 알킬 처리한 셀룰로우즈 칼럼하에서 cyclo

hexane, chloroform, n-pentanol 등을 혼합한 °] 

동상에 N, N-dimethylprotriptyline 을 첨 가하여 

유기산의 혼합물을 분리해내고 역상 크로마토그 

래피 법으로 수용액 상에 bis-(2-ethylhexyl) phos 

phoric acid 를 반대 이 온으로 첨 가하여 aminop

henol 류를 분리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그후 

이 온-쌍을 이 용한 크로마토그래 피 (IPC) 가 이 온 

교환 크로마토그리피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IPC 에는 비극성 용매를 이동상으로 하는 

정 상 크로마토그래 피 법 과 극성 용매 를 이 동상으 

로 사용하는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있는데 칼 

럼의 안정성이나 조작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역 

상 크로마토그리피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Santi4 등은 CH2CI2 및 CHC13 이동상에 피크린 

산을 반대 이온으로 첨가하여 hyoscyamine, 

ergotamine 등 생화학적 물질을 분리 하였고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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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und 와 Lund5 는 tetrabutylammonium 이 온을 

반대 이온으로 첨가하여 phenylacetic 산유도체 

들과 pyridine 의 산성유도체들을 분리하였으며 

Perrson 과 Karger^ 는 butanol-hexane 이동상에 

서 CIO「를 반대 이온으로 사용하여 tyramine 

등 생화학적 아민류를 분리하여 무기 이온도 반 

대 이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Knox 와 Laird7 는 cetyltrim야hylammanium 반 

대 이온을 극성 이동상에 첨가하여 슬픈산류와 

염 료의 머무름에 미 치 는 영 향을 조사하였고 이 방 

법 을 soap-chromatography 라 하였 다. 한편 Ri- 

ley8 등은 Cis bonded phase 칼럼 에 서 알킬슬픈산 

이온을 물-메탄을 이동상에 넣어 생체속에 있는 

tryptopane 과 대사 물질을 분리해 내고 surfac

tant ion-pair chromatography 라 불렀으며 Kraak9 

등은 solvent-generated (dynamic) chromatog

raphy, Horvath" 둥은 hetaeric chromatography 

라 칭하였으나 일반적으로 ion-pair chromatog- 

raphy 라 부른다.

IPC 는 가시광선이 나 자외선을 홉수하지 않는 

시 료들도 가시 광선이나 자외선에 대한 몰 흡광 

계수가 큰 반대 이온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시 

료를 검 출하는 방법 (indirect photometric chro- 

matography) 을 이 용함으로써 전기 전도도 검 출기 

를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 (분석시 간, 분리도, 조 

작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 보고 

가 발표되었다 A*.

한편 IPC 를이용한분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칼럼과 반대 이온 및 시료 사이의 머무름 거동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ion-pair model 

과 ion-interaction model °1 있는 것으로 알려 졌 

다. 초기의 연구 결과는*ion-pair model 로 

설명하였으나 Bidlingmeyer^ 등은 지방족 슬픈 

산염을 분리하면서 전해질이 머무름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고 ion-interactionmodel 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여러편의 연구 결과도 이 모델을 지지 

하였다MH. 그러나 이들 두 모델 중 머무름 기 

구가 어느 한쪽 모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두 모델이 서로 경쟁적으로 일어나며 실험 

조건에 따라서 한쪽 모델이 더 우세하게 이루어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16,17.

본 연구에서 분리하고 하는 방향족 카르복시 

산류와 다가 카르복시산들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와 있으나18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법 을 이 

용하여서 분리도가 떨어지며 분리 시간이 길고 

꼬리끌기 현상이 나타나는 단점 이 있 었 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ODS 칼럼을 정지상으로 하고 

DTAB 를 반대 이온으로 사용하여 크기 인자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여러가지 조건을 조 

사하여 최적 조건하에서 시료 혼합물을 분리해 

냄으로써 ODS 를 이용한 이온-쌍 크로마토그래 

피가 방향족 카르복시산류의 분리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실험 

결과는 수질 오염에 관한 공해문제에서 유기산류 

를 분리 회수하는데, 그리고 의약품의 순도 측 

정 및 분리 정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실  험

2.1 측정기기 및 시약

본 실험 에 서 사용한 HPLC 는 Pye-Unicam 회 

사 제품으로 PU4010이중 펌프, PU4020분광광 

도 검 출기， CDP 4 computing 기 록기 및 20 ul 

rotary valve injector 를 사용하였고 칼럼 은 실리 

카에 octadecyl 7] 결 합시 킨 10“m 직 경의 입자 

를 길이 25cm 내경이 0.5cm 인 스테인레스관에 

고압으로 충진시킨 Partisil ODS 칼럼을 사용하 

였다.

그리고 반대 이온으로 사용한 DTAB 와 시 

료로 사용한 카르복시산류들은 T시cyo Kasei, 

B.D.H, Aldrich 및 Junsei 회사의 G.R 등급을 

정 제 하지 않고 사용하였 다. 증류수는 KMnQ 법 

으로 이 차 증류하여 이 온 교환수지 에 통과시 킨 

탈 이온수를 사용했으며 유기용매로 사용한 메 

탄올은 크로마토그래 피 용을 사용하였 다.

2.2 실험방법

이동상은 메탄올, 물, DTAB 및 전해질등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농도로 만든 다음 

Ultrasonic bath 에 서 용액 속에 녹아있 는 공기 를 

제거하고 0.45“m millipore여과지로 걸려서 사 

용하였다. 실험 절차는 칼럼에 시료를 주입하기 

전 에 이 동상을 통과시켜 반대 이 온이 이 동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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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이에 완전히 평형이 이루어져서 통과전의 

이동상과 통과된 후의 이동상이 RI 검출기에 대 

한 감응도가 같을 때까지 용리시 켰다. 완전히 평 

형이 이루어졌을 때 각 시료의 머무름시간이 일 

정하였고 바탕선도 안정되었다. 이동상의 유속 

은 LOmZ/min 으로 고정하였고 시료의 검출은 

254nm 에서 측정하였다. 시료는 물 흡광계수에 

따라 oxio-3 M의 농도로 만들

어 20“Z 씩 주입하였으며 머무름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다음 식에 의해 크기 인자(&')를 계 

산하였다.

Vr： retention volume

Vo: void volume

혼합 시료의 분리는 윗 식에서 계산한 为' 값을 

기 초로하여 분리에 알맞는 최적 조건을 선택하 

여 몇가지 가능한 혼합시료를 분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료의 머무름에 영향을 주는 인자

(1) 반대 이 온으로 사용한 DTAB 의 농도. 방 

향족 카르복시산들은 반대 이온을 이동상에 넣 

지 않았을 때 넣었을 때, 그리고 반대 이온의 농 

도에 따라 London 힘이나 정전기적 인력의 차 

이 가 있기 때 문에 칼럼 에 대 한 머 무름 정 도가 달 

라질 것이다. 40% 및 60% 메탄올 이동상에 반 

대 이온으로 사용한 DTAB 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와 여러가지 농도로 첨가했을 때의 크기 인자 

가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나 있 다. DTAB 

가 없을 때의 크기 인자는 0이거나 아주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족 카르복시산들은 대 

부분 약산이므로 용액에서 전리되지 못한 분자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성인 ODS 칼럼 에 약 

간의 분자 흡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DTAB 의 농도가 증가하면 크기 인자도 증가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DTAB의 농도가 증

Table 1. Capacity factor of aromatic carboxylic acids on the ODS column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DTAB in 40% methanol

Compound
Concentration of DTAB in the mobile phase, mM

0.0 0.2 0.5 1.0 5.0 10.0

Benzoic 0- 00 2.27 4.36 8.55 22.18 30.18
o-Cl benzoic 0.00 2.09 4.00 8.27 21.55 29.73
w-Cl benzoic 0.36 5.64 13. 55 32.91 >50.00
p-Ct benzoic 0.36 5.73 13.73 33. 82 >50- 00
0-CH3 benzoic 0-09 2.45 4.73 9.73 23. 82 >50.00
M-CH3 benzoic 0.36 3.82 7. 09 15. 09 38.09 >50.00
/>-CHa benzoic 0.55 3.82 7.18 15.18 38.27 >50. 00
o-Br benzoic 0.09 2.45 4- 91 9.82 24.73 >50. 00
m-N02 benzoic 0.09 2.64 5. 45 12.45 30.18 >50. 00
3, 5-di NO2 benzoic 0.09 3.73 7.73 16- 73 >50.00
ANH2 salicylic 0.00 1.82 1.82 1.91 2.00 2.18
o-Benzoylbenzoic 0.64 7.09 14.45 40.18 >50.00
1-Naphthoic 0- 55 5.18 10.36 23.36 >50-00
Phthalic 0.00 2-27 5.82 15.27 44.91 >50- 00
Homophthalic 0.00 2.18 4.73 10- 82 35.64 >50. 00
1, 2, 3-Benzenetricarboxylic 0.00 2.36 17.64 >50.00
1,2,4 - Benzenetricarboxylic 0.00 2.36 19.36 >50.00
고, 3, 5-Benzenetricarboxylic 0.00 2.36 25. 00 >50.00
1, 2,4, 5-Benzenetetracarboxylic 0.00 4.73 44.18 >50. 00
Mellitic 0.00 5.36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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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pacity factor of aromatic carboxylic acids on 
of DTAB in 60% methanol

the ODS column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Concentration of DTAB. mM
Compound

0.0 0.5 1.0 5.0 10 50 100
Benzoic 0- 00 1.18 1.64 3.55 4.95 6.91 6. 82
o-Cl benzoic 0.00 1.27 1.55 3.09 4.50 6.09 5.91
wz-Cl benzoic 0.36 1.91 2.68 5.91 9.54 14.27 13.45
/>-Cl benzoic 0.36 1.91 2.73 6.00 9.64 14.50 13.64
0-CH3 benzoic 0.09 1.27 1.82 3.64 5.09 7.18 7.09
m-CHa benzoic 0.18 1.27 2.09 4.27 6.00 7.91 7.82
0-CH3 benzoic 0.45 1. 55 2.09 4-27 6.09 8.09 7. 91
o-Br benzoic 0.00 1.27 1.82 4.00 5.45 7.91 7.73
OT-NO2 benzoic 0.09 1.55 1.82 4.27 5.91 7.91 7. 55
3, 5-di NO2 benzoic 0. 09 1.41 2.18 5.36 7.64 10.18 10.00
/>-NH2 salicylic 0.00 1.37 1.45 1.47 1.73 1.82 1.82
o-Benzoylbenzoic 0.18 1.73 2.73 6.55 9.45 13.00 12.82
1-Naphthoic 0.36 1.73 2.55 5.82 8.77 12.92 12. 36
Phthalic 0.00 1.18 1.64 4.00 6.18
Homophthalic 0.00 1.09 1.36 3.27 4.45
1, 2,3-Benzenetricarboxylic 0.00 1.27 1.91 10.27 17.91
1, 2, 4-Benzenetricarboxylic 0. 00 1.27 2.00 10- 36 21.36
1,3, 5-BenzenetricarboxyIic 0.00 1.18 2.36 14.73 34.91
1,2,4,5-Benzenetetracarboxylic 0.00 1.36 2.82 23.36 >50- 0Q
Mellitic 0.00 3. 36 5.18 >50.00

가할수록 시 료 이 온과 이 온-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수가 많아지므로 머무름이 증가한 

다. 다가 카르복시산들은 카르복시기가 많아질 

수록 DTAB 의 농도에 따라 크기 인자가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반대 이온의 농 

도가 상당히 묽을 때는 시료 이온과의 평형 관계 

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머무름 정도 

가 작지만 반대 이온의 농도가 커지면 완전한 평 

형 이 이 루어 지 고 DTA+ 이 온과 이 온 상호작용 

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수가 많기 때문에 크기 

인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ig. 1 에서 보면 60 % 메탄올 이동상하에서 

DTAB 의 농도가 5.0X10"2M 부근에서 크기 인 

자는 극대값을 나타내고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오히 려 감소하였다. 이것은 DTAB의 농도가 어 

느 정도되면 칼럼에 흡착된 DTA+ 이온 포화 상 

태로 되므로 그 이상의 농도에서도 칼럼에 흡착 

된 DTA+ 이 온의 양은 일정 한 값을 계속 유지 하 

나 이때같이 들어가게 되는 Br- 이온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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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기 때문에 시료 음이온과 함께 DTA+ 이온 

과 이온쌍을 형성하려고 하는 경쟁 효과가 나타 

나므로 시료의 머무름 시 간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40 % 메 탄올 이 동상하에서 DTAB 의 농 

도가 5.0X10-3M 이상에서는 크기인자가 너무 

커서 측정하지 못했으나 이때도 극대값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 

도 보고되었다0 17.

(2) 이동상에 첨가한 메탄올의 농도. 어동상 

증에 있는 메탄올의 농도가 묽으면 solvent stre

ngth 가 증가하여 유기 시 료가 이 동상에 배 향하 

려는 힘이 작아지므로 머무름 시간이 커지고 메 

탄올의 농도가 진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 

로 생각된다. Table 3에서 메탄올의 농도가 진 

할때의 크기 인자가 모두 작아졌음은 이를 입증 

해주고 있다.

(3) 치환기의 종류와 위치. 벤조산에 붙어있 

는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의 소수성에 영 

향을 미치므로 크기 인자가 영 향을 받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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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Table 1 에서 l.OmM DTAB 농도에 

서의 몇가지 시료의 크기 인자가 ^-aminosalic

ylic acid<〔benzoic〈o-methylbenzoic<[o-bromo_ 

benzoic<〔l-naphthoic<[。나benzoylbenzoic 의 순으 

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환기 

의 소수성이 증가할수록 크기 인자가 커지는데 

반대 이온과 이온 쌍을 형성하면 소수성이 더욱 

커 지 므로 역 시 소수성 인 ODS 칼럼 과 London 힘 

이 증가하게 되 고 따라서 정 지 상에 배 향하려 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力-aminosalicylic 산의 경우 크기 인자가 작은 

데 그 이유는 카르복시기와 인접한 수산기가 수 

소결합을 형성하므로 반대이온과 이온쌍을 형 

성하기 어렵고 아미노■기는 파라위치에서 극성인 

이 동상과 이 온 상호작용을 일 으키 며 수소 이 온과 

반응하여 반응하여 一NH3+ 이온이 되기 쉬우 

므로 반대 이 온과 같은 전하를 띠게 되 므로 반발력 

에 의해 머무름시간이 짧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치환기의 위치에 따라서 머무름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소수성을 띤 치환기가 치 

환되어 있을 경우는 분자 전체의 소수성이 오르 

토〈메타〈파라의 순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크기 

인자도 같은 순서로 증가할 것이다. Chloroben

zoic acid 나 methylbenzoic acid 의 경 우크기 인 

자가 오르토〈메타〈파라의 순으로 증가하였음 

을 Table 1 에서 볼 수 있다. 그러 나 두 경우 모 

두 메타나 파라치환체의 크기 인자가 비슷한 것 

은 메타나 파라위치에 치환된 물질의 전체 소수 

성 이 비 슷하므로 큰 차이 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이와 반대로 친수성 원자단이 붙어있으면, 오 

르토에 있을 때는 반대 이온과의 정전기적 인력 

을 강하게 해주므로 크기 인자가 커지며 파라위 
헛에 気을 때는 친수성 작용기가 극성인 이동상 

에 배 향하려는 성질때문에 크기 인자가 작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E任ect of DTAB concentration on the reten
tion of aromatic carboxylic acids. 1: o-Chlorobenzoic 
acid. 2：Benzoicacid 3: o-Bromobenzoic acid. 4：3,5~ 
Dinitrobenzic acid. 5：1-Naphthoic acid. 6:/>-chlorob- 
enzoic acid. Mobile phase: 60% MeOH and added 
DTAB.

Table 3. Capacity factor of aromatic carboxylic acids on the ODS'column

Compound
MeOH, %

Compound
MeOH, %

40% 60% 40% 60%

Benzoic 8.55 1.64 o-Br benzoic 9. 82 1-82
o-Cl benzoic 8.27 1.55 m-NOg benzoic 12.45 1.82
m-Cl benzoic 32.91 2.68 3. 5-di NO2 benzoic 16.73 2.18
^-Cl benzoic 33.82 2.73 o-Benzoyl benzoic 40.18 2. 73
o-CH3 9.73 1.82 1-Naphthoic 23.36 2. 55
m-CHa benzoic 15.09 2.09 Phthalic 15. 27 1.64
Z1CH3 benzoic 15.18 2.09 Homophthalic 10.82 1.36

Mobile phase: MeOH-H2O s시vent mixture containing 1. OX 10~3M. DTAB.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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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동상에 첨 가한 공존 음이 온의 종류와 농 

도. 이 동상에 첨 가한 DTA+이 온과 시 료 음이 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시료 

음이온과 같은 전하를 띤 이온을 이동상에 첨가 

하면 반대 이온과 공존 음이온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하게될 것이 다. 그러므로 시료 음이온과 공 

존 음이온이 서로 이온 쌍을 형성하려는 경쟁 효 

과가 생겨서 크기 인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존 음이온이 크기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여 러가지 농도의 염소 이온을 이동 

상에 넣고 측정한 크기 인자가 Fig. 2 에 나타나 

있다. 염소 이온의 농도가 상당히 묽을 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2.0X10-3M 농도 이상에서 

는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묽은 전해 

질 용액하에서는 소수성을 띤 반대 이온과 시료 

이온 사이의 인력이 커서 칼럼에 배향하려는 힘 

이 강하므로 큰 영 향을 받지 않으나 농도가 진해 

지면 경쟁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머

Fig. 2. Effect of ionic strength in mobile phase on 
theretention of aromatic carboxylic acids. 1： Benzoic. 
2: Homophthalic. 3: wz-Nitrobenzoic. 4：/>-Methylben- 
zoic. 5：3,5-Dinitrobenzoic. 6：1-Naphthoic. 7：0-ChL 
orobenzoic. 8:o-Benzoylbenzoic. Mobile phase: 40% 
MeOH, 1. OmM DTAB and added NaCl.

무름 시 간이 짧아진다. 이 와 같은 실험 결과로 

보아서 머 무름 형태는 ion-interaction 모델 쪽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크기 인자 

가 큰 시료일수록 전해질의 영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인력이 달라 

지기 때문에 크기인자도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가지 음이온을 각각 이동상에 첨가했을 때의 

크기 인자가 Table 4 에 나타나 있다. 반대 이온 

에 대한 시료 이온과의 경쟁 효과가 Cl-<Br-< 

SO4" 의 순으로 증가하여 크기 인자는 반대로 

Cl-〉Br-〉SO42-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황 

산 이온은 전하량이 염소 이온이나 브롬이온 보 

다 크기 때문에 반대 이온과의 정전기적 인력이 

커서 시료 이온의 머무름 시간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결과도 ion-interaction 모델이 우 

세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예라 할 수 

있다.

3.2. 혼합 시료의 분리

여러가지 실험 결과를 토대로 혼합 시 료를 분 

석할 수 있는 최 저 조건은 벤조산과 그 유도체

Table 4. Capacity factor of aromatic carboxylic acids 
on the ODS column as a function of kinds of electr
olyte in mobile phase.

Compound
Electrolytes, 0. IM

absence NaCl NaBr Na2SO4

Benzoic 8. 55 3.82 3.73 3.09
o-Clbenzoic 8. 27 3-27 3.09 2.64
m-Cl benzoic 32.91 9.91 9.64 8.91
p-CX benzoic 33.82 10.18 10.00 9.36
0-CH3 benzoic 9.73 4.09 4.00 3.09
wi-CHs* benzoic 15.09 6. 00 5.82 4.64
/>-CH3 benzoic 15.18 6.09 5.82 4.64
o-Br benzoic 9.82 3.91 3.82 3.18
仇-NO2 benzoic 12.45 4.45 4.36 3.9 고
o-Benzoylbenzoic 40.18 11.82 11.64 9.45
1-Naphthoic 23.36 9.91 9.73 7.27
Phthalic 15.27 3.09 2.45 1.91
Homophthalic 10.82 J2.55 2.45 2.18
1, 2,3-Benzenetric- 

arboxlic
>50. 00 3.00 2.36 1.36

Mobile phase: 40% MeOH-HQ (v/v) solvent mixture 
containing 1. OX 10-3M. D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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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paration of benzoic acid and its derivati
ves. 1: Benzoic (0.3“g)・ 2: o-Chlorobenzoic (0.35jUg). 
3：©-Bromobenzoic(1.0/zg). 4:?n-Nitrobenzoic(0. 2“g). 
5：3,5-Dinitrobenzoic (0.25/zg) . 6：1-Naphthoic (0- 35 
pg). 7：?-C니。robenzoic(3.5“g). Mobile phas흔: 60% 
MeOH containing 5. OmM DTAB. AT : 32.

O 10 2。

RETENTION TIME , 이IN.

Fig. 4. Separation of paraaminosalicylic acid and 
aromatic polycarboxylic acids. 1Aminosalicylic (0. 
15jUg). 2: Homophthalic (0.18/zg). 3: Phthalic (0.04/zg). 
4：1,2,4-Benzenetricarboxylic(0.11 鶴)，5:1，2,4,5-Be- 
nzenetetracarboxylic (0.25/ig) 6: Mellitic (0.34“g).
Mobile phase: 60% MeOH containing 5. OmM DTAB 
and 0.01M NaCl. AT:32.

들은 60% 메탄올 5.0X10~3M DTAB를 첨가한 

이동상을 사용했을 때였다. 이 때 몇가지 혼합 

시료를 분리한 크로마토그램이 % 3에 있는 

데 254nm 에 서 몰 흡광계 수가 큰 시 료는 0.2“g 

까지 검출할 수 있었다. 한편 다가 카르복시산 

들은 보편적으로 분리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존 음이온을 첨가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Fig. 3과 같은 이 동상의 조건에 염 화 나트륨의 

농도를 L0X1(「3m로 하였을 때 완전히 분리할 

수 있으나 분석시간이 길고 꼬리 끌기 현상이 나 

타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적절한 분리 조 

건은 Fig. 4에 나와 있듯이 I.OXIO^M 염화나 

트륨 용액을 이동상에 넣었을 때였다. 몰 흡광 

계수가 큰 시료는 0.04“g까지 검출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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