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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phenol A(BPA；는 에폭시 수지와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의 제조에 쓰이는 단량체이다. 이 플라스틱은 

많은 식품과 음료의 포장제로 사용되는데, 수지는 캔용 

기, 병뚜껑, 상수관 같은 금속제품을 코팅하는 락커 

(lacquer烂 이용되며 치과에서 사용되는 몇몇 중합체도 

BPA를 포함하고 있다.1-3 한편, BPA는 estrogenic 내분 

비교란물질 (Endocrine Disruptors)4 孫로 알려져 있어 식 

품, 생체 및 물속에 존재하는 BPA를 효율적E로 분석 

하기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6-12 극미량의 BPA를 

정량적E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효율적2로 농축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반복적 

으로 추출 (liquid-liquid extraction)하고 농축하는 방법 

은 많은 양의 유기 용매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카트리지 

를 이용한 고체 추출법 (solid phase extraction)13,14 이 효 

율적이며 특히 자동화된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하다. 

BPA는 비교적 극성 이 큰 관계로 일반적인 흡착카트리 

지로는 회수율이 높지 않으며 특히 생체시료 중의 콜레 

스테롤이나 인지질 등이 함께 흡착되어 정량분석에 어 

려움을 주기 때문에 BPA를 보다 선택적 E로 강하게 흡 

착할 수 있는 카트리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BPA에 대한 흡착능력이 우수한 카트리지의 개발 

을 위하여 분자각인 고분자15를 합성하고자 한다.

Fig. 1. Bisphenol A(BPA).

분자각인 고분자 설계 및 합성. 분자 각인(molecular 
imprinting冷 합성고분자에 인식자리 (recognition site) 
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분자 각인을 위하여 많은 경 

우 카르복실기와 아민기간의 ionic 상호작용을 이용하 

지만,16-22 분자간의 수소결합을 이용한 예도 알려져 있 

다.23 본 연구에서는 소수성 (hydrophobic) 상호작용 및 

BPA의 두개의 수산기와 고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을 동 

시에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을 Scheme 1에 도 

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고분자의 단량체로서 소수성 이며 교차연결 고분자의 

골격을 유지할 수 있는 divinylbenzene(DVB, 15.4 mmol) 
을 사용하였고 아울러 BPA와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화합물인 N-vinylpyrolidone(NVP, 13.2 mmol進- 사용 

하였다. 주형 분자 존재 하에서 공중합시킴 E로서 B와 

같은 소수성 주머니 안에 주형분자가 포획된 교차연결 

공중합체 (crosslinked copolymer：를 얻고자 하였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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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Scheme 1

Table 1. Conditions of polymerization

polymer
II III IV V VII

condition

Polymerization Suspension polymerizationa Solution polymerizationb
Template 3 3 4 3 4
Porogenic solvent(eq)c toluene (2.4) toluene (2.4) toluene (1.2) toluene (2.4) toluene (1.8) OLS (1.8) toluene (1.8)

apolymerization was performed at 70 oC for 20 h. b) polymerization was performed at rt for 15 h under UV light. c) based on the 
amoumt of monomers (DVB+NVP).

Table 2. Recovery efficiency and composition of polymers

Polymer II III IV V VI VII

Composition (mmole%)a DVB 74.3 73.2 69.5 66.0 91.7 96.4 91.8
NVP 25.7 26.8 30.5 34.0 8.3 3.6 8.2

Recovery efficiency(%) 7.1 15.5 18.1 17.4 6.8 20.7 66.5

aDetermined by elemental analysis of polymers.

획된 주형분자를 유기용매로 씻어 제거함纟로서 고분 

자 C를 얻었다. 金 소수성 주머니 안에 BPA의 수산 

기 (-OH尹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카르보닐기 (C=O)를 

적당한 위치에 갖고 있다.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적당 

한 고분자의 소수성 주머니와 BPA의 소수성 부분간의 

반데르발스 인력 그리고 수산기와 카르보닐기간의 수 

소결합•으로 인하여 고분자 C는 BPA와 매우 안정한 착 

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탁 중합 (suspension polymerization)에서는 30~90 pm 
크기의 구형(granular bead) 중합체를 얻을 수 있어 그 

대로 카트리지의 고정상E로 사용하였다. 유기용매로 

toluene 을 사용한 용액 중합반응24에 의하여 얻은 고분 

자는 막자사발로 잘게 부수고 메탄올에서 방치하여 부 

유하는 미세 입자를 제거하였다. 침전된 입자들 중 너무 

큰 입자는 90 卩mj siev最 이용해 제거중］고 30~90 pm 
의 직경을 갖는 입자를 얻어 사용하였다. 중합 반응 조 

건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각 반응조건에서 얻어진 

고분자에 함유되어 있는 단량체의 조성을 원소분석에 

근거하여 결정하였고 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중 

합반응에 사용한 두 단량체의 비율은 모두 같았지만 

중합반응의 조건 및 사용한 용매에 따라 얻어진 고분 

자에 포함된 두 단량체의 조성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주형의 설계 및 합성. 본 연구에서 BPA를 효과적으 

로 인식하기 위한 분자각인 고분자를 합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야하는 이상적인 주형은 BPA 자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phenol 계통은 라디칼 중합반응에서 중합 저 

해제로 작용하므로 BPA를 주형2로 사용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또한, 중합반응 시킨 후 고분자에 일부 잔류 

할 수 있는 BPA는 정량분석 할 때 매우 큰 오차를 유 

발할 수 도 있다. 따라서 BPA를 대신할 수 있는 주형 

분자로는 수산기를 아민기로 치환한 주형 2가 수소결 

합을 할 수 있어 먼저 생각할 수 있으나 아민 역시 라 

디칼 중합반응을 저해하여 중합반응이 일어나지 않았 

을 뿐만 아니 라 화학적으로 안정성 이 낮아 사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자의 크기가 커지긴 

하지만 분자 전체의 모양에는 큰 변화가 없고 수소결합 

을 할 수 있는 주형 3을 사용하였다. 주형 3을 단량체 

(DVB 및 NVP)와 혼합한 후 중합반응 시킬 때 70~80 oC 
의 온도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상온에서 중합반응 시 

키고자 할 때는 용해도가 낮아 균일한 용액 이 만들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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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the templates.

Scheme 2

지 않았다. 따라서 저온 중합반응에서는 분자의 유연성 

을 증가시켜 용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형 4를 

사용하였다.

주형 3 및 4의 합성과정을 Scheme 2에 나타내었다. 

5로부터 para 위치에 선택적E로 nitratio"킬 수 있었 

으며, 니트로기는 Pd/C 촉매 하에서 수소화 반응시켜 

아민2로 전환하여 2를 얻었다. 아민 2는 acetyl chloride 
또는 valeroyl chloride오! 반응시킴으至서 3 및 4를 각 

각 얻을 수 있었다.

BPA 회수율 측정. 각 고분자의 BPA에 대한 회수율 

측정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회수율은 

BPA(1.0 ng/ml^- 함유한 수용액 300 m를 고분자 1.0 g 
에 통과시 켰을 때 고분자에 흡착된 BP의 양을 %로 나 

타낸 값이다. 고분자에 흡착된 BPA를 유기용매로 용출 

시켜 그 양을 GC/MS로 정량하여 결정하였다.25 한편 

BPA와의 친화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형을 사용한 경우 

(II, III, IV, VI 및 VII)가 주형을 사용하지 않은 고분 

자 (I 및 V归］ 비하여 BPA에 대한 회수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자각인 효과는 현탁중합에서보다 

용액중합반응에서 더욱 효과적이었는데, 이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현탁중합반응 (a)에서 

는 물을 사용하므로 친수성기를 갖는 주형분자와 NVP 
단량체가 표면의 물과 각각 회합을 함纟로서 주형분자 

와 NVP 간의 회합의 정도가 낮아지는 반면, 용액중합 

(b冽서는 물이 없으므로 두 친수성기 간의 회합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a) Suspension polymerization (b) Solution polymerization
Fig. 3. Interaction between template and mon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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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유도용매 (porogenic solvent民는 주로 toluene 
을 사용하였는데 사용량을 달리하여 합성한 고분자(II 
와 III>의 회수율 측정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온에서 중합반응 시키는 경우(고분자 VI)에는 주형 

분자 3이 toluen2l] 녹지 않았으므로 용매를 chloroform 
으로 바꾸었는데, 그에 따라 회수율이 주형분자 4를 사 

용하고 용매로 toluene을 사용한 VII보다 BPA 회수율 

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러한 차이는 주형의 구조의 차 

이보다는 사용한 용매 및 고분자에 함유된 NVP의 함 

량의 차이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친수성인 

NVP를 적게 사용하면 고분자에 물이 침투하기가 어려 

워져 결과적으로 수용액중의 환경호르몬 물질이 고분 

자와 접촉하기 어려워지고 흡착속도가 매우 느려질 것 

이다. 또한 수소결합자리가 부족하여 흡착능력이 저하 

될 것이다. 반대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소수성 환경호 

르몬 물질과의 소수성 상호작용이 약화되어 역시 흡착 

능력이 저하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NVP 및 

주형분자의 사용량 등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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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자 각인 고분자 VII 의 합성 (solutionp이ymerization). 

Borosilicate glass 시험관에 주형 4(454.5 mg, 1.152 
mm이를 N-vinyl-2-pyrrolidinone(1.05 ml, 9.91 mmol) 
에 가열하여 녹인 후 divinylbenzene(DVB-80, 80%, 
2.04 ml, 11.52 mmol), toluene(2.2 ml) 그리 고 AIBN 
(58.6 mg, 0.35 mmol 厝 가하였다. 혼합 용액을 여과 

하여 소량의 녹지 않은 부분을 제거한 후 건조된 질소로 

5부간 purge하였다. 시험관을 마개로 잘 막은 후 상온에 

서 간 동안 UV lamp(365 nm炉 중합반응을 하였 

다. 생성된 고분자를 막자발을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가 

약 30~100 Mm 정도 되도록 갈아주었다. 100 ml flask 
에 갈아진 고분자와 CH3OH(50 ml)을 넣고 1顷〕간 동 

안 교반한 후 10분간 방치하였다. 얻어진 침전물을 

glass hltei로 여과하고 증류수와 CH3OH 그리고 CH2CL 
로 충분히 씻어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단량체들과 주형 

을 제거한 후 70 oC에서 20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잘 

건조된 고분자를 Standard Sieve(90 ]丄m炉 균질화하여 

고분자 VII(1.722 g, 67.5%)(1.5g, 58.8%, <90 皿1)을 

백색 고체로 얻었다. 원소분석 : C(88.83%), H (8.11%), 
N(0.88%): DVB-80(91.8 mole%), N-vmyl-2-pyrolidinone 
(8.2 mole%).

25. 고체 추출법 (solid-phase extraction methods): 합성 

한 고분자를 주사기 컬럼 (L95XD12mm)에 충진시킨 

후 10 ml의 CH2Cl와 10 ml의 메탄올 - 증류수(1:1)로 

가볍게 씻어주었다. 여기에 각 0.01 瞄/ml의 BPA와 내 

부표준물질인 antracene-d10 1 g/l을 함유한 표준용액 

300 ml를 분당 2 ml의 속도로 통과시 켰다. BPA오卜 

antracene-d10이 흡착된 고분자를 40 oC에서 1시간동안 

건조시킨 후 20 ml의 CH2Cl2로 추출하여 무수 황산나 

트륨으로 건조하고 회전식 증발기를 이용하여 약 0.2 ml 
로 vial에 농축하였다. 농축된 시료를 질소가스로 pu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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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GC-Mass 로 분석하였다.

GC-Mass 분석. 컬럼 오븐의 온도는 155。8|서 1분간 

유지한 후 분당 1 oC씩 온도를 올려 165 oC에서 1분간 

머물게 하고, 분당 6 oC씩 올려 200 oC에서 1분간 머물 

게 한 다음 마지 막으로 분당 10 oC씩 온도를 올려 

300 oC에서 변온분석 하였다. 시료는 미세 주사기를 사 

용하여 1 ]M의 시료를 주입하였고, split ratio는 14:1로 
하였다. 打동기체 (carrier gas)는 헬륨(He, 99.999%) 기 

체를 사용하였고, 유속은 분당 1 ml로 조절하여 사용하 

였다. 주입구 (injector)와 검출기 (detector)의 온도는 각 

각 200oC 와 250oC 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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