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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상 분리 전 직접적 유도체화 반응과 이미지 분석을 

통한 아민 화합물의 반정량분석을 위한 선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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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liminary experiment was performed to develop a fast, convenient, and economical semi-quantitative

method of analyzing amphetamine-like amines from images of derivatives. These were generated from the

reaction (in situ, co-spot) of three amphetamine-like compounds with three derivatization reagents on a TLC

plate. The attempt was made to optimize the reaction conditions for an efficient derivatization reaction, and

TLC images taken by a digital camera were analyzed using two types of image analysis program (CP Atlas

2.0 and ImageJ) for repeatability (RSD, %) and linearity (R2). Then, their results were compared. For efficient

derivatization, the reaction conditions needed to be modified. The results of image analysis of each of the samples

at two different concentrations (0.5 mg/mL and 0.01 mg/mL) showed that the RSD values for reaction

repeatability were in the range of 0.69-5.50%. From the calibration curves between the area of the derivative

and the concentration of amines, the R2 values (R2 > 0.9906) for good linear correlation were found to be high,

in a concentration range of 0.1-0.005 mg/mL of amines. In addition, the two programs demonstrated little

difference in the analysis of repeatability and linearity of the derivatization, so that the current method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for the semi-quantitative analysis of amines.

요 약: TLC (SiO2) 상에서 3가지 유사 암페타민 류 아민 화합물과 3가지 유도체화 시약 사이의 반응으

로부터 얻어진 아민유도체의 이미지 분석으로부터 암페타민 류 화합물에 대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반정

량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 실험을 하였다. TLC상 직접적인(in situ, co-spot) 유도체화 반

응의 적정화를 시도하였고 그 TLC 결과물들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미지를 얻은 후 2가지의 이

미지 분석 프로그램(CP Atlas 2.0 및 ImageJ)에 적용하여 재현성(RSD; %)과 상관성(R2)을 각각 확인 및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반응 조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였고(반응 온도 등) 각 시료별 2가지의 농도(0.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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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및 0.01 mg/mL)에서 반응의 재현성은 0.69~5.50% 범위이었으며 반응(2 µL per spot)의 생성물과 아

민의 농도에 대한 상관성은 0.1~0.005 mg/mL의 농도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R2 > 0.9906). 또한,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재현성과 직선성에 대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직접적인 유도체화 반응과 TLC 이

미지에 대한 이들 프로그램을 사용한 분석이 아민 화합물에 대한 반정량적인 분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Key words: TLC, in situ derivatization, repeatability, linearity, image analysis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페타민과 그 유사체들은 가장

많이 남용되어온 불법 약물 중 하나로 phenethylamine

계열의 화합물들이다.1 박층 크로마토그래피(thin-layer

chromatography; TLC) 방법은 현장이나 초기 시험(스

크리닝) 단계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

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2-5 특히 여러

개의 시료들을 동시에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다.6 TLC 방법은 이처럼 간편하고 경

제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나 GC (gas chromatography)와

비교해서 정확한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정성적 분석 이외에는 선호되지 않았다.7

그러나 분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재 TLC 분석방

법 역시 더 정교해지면서 정성적 및 정량적인 데이터

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8 또한 최근에는 ImageDecipher-TLC, Sorbfil

TLC Videodensitometer 그리고 JustTLC 등의 기기와

software를 사용하여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단점을 보

완해 주고 있다.9 TLC를 이용한 일반적인 분석 방법

은 시료를 적절한 시약으로 전 처리한 후 TLC plate

상에 점적하여 적합한 전개 용매로 전개시켜 결과물

을 자연광이나 자외선 하에서 특정 성분의 유무를 확

인하는 것이다.10,11 그러나 아민 화합물의 분석 시에는

높은 극성으로 인하여 TLC plate 상에서 비선형 효과

및 강한 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분석에 어려움

이 있다. 또한 UV 검출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의 파장에서 흡광도가 낮기 때문에 낮은 농도에서 검

출이 어렵다.12,13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용이하게 반응 생성물들의 분리와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 농도를 낮추기 위해 크로마토그래

피 전/후로 아민을 유도체화 반응시켜 분석 물질의 물

리화학적 성질을 적정화하여 사용한다.14 

유도체화 시약은 그 분자 내 작용기가 암페타민 유

사체의 아미노 그룹과 반응하여 형광발색단을 포함하

는 비교적 극성이 낮은 유도체 화합물이 생성되어 크

로마토그래피 상에서 선택적인 분리와 검출 민감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15-17 주로 닌히드린, o-phthal-

aldehyde(OPA), 9-fluorenylmethoxycarbonyl chloride

(FMOC-Cl), dabsyl chloride (DAB-Cl) 그리고 dansyl

chloride (DNS-Cl) 등이 유도체화 시약으로 많이 사용

된다.18,19 유도체화 시약은 대부분 반응 수득률이 매우

높으며 유도체화 반응 중 생성되는 산성 물질(HCl 등)

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알칼리성 용액을 사용한다. 또

한 반응 생성물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반응 부산

물이나 시약 분해 산물이 유도체의 분리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생성된 유도체는 분석 환

경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FMOC-Cl는 아민 화합물을 위한 유도체화 시약으로서

아민에 FMOC group이 결합되어 다소 안정적이고

UV를 강하게 흡수하는 carbamate 형의 유도체를 생성

하는 좋은 시약으로 알려져 있다.20 또한 FMOC-NHS

는 유도체화 반응 후, UV에 대한 검출한계는 86~300

배의 향상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21 DNS-Cl의 경우에

도 아민과 유도체화 반응으로 극성을 낮추어 TLC 상

에서의 분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UV 검출도를 높여주

는 역할을 한다.22 생성된 DNS-amine은 UV 흡수파장

대가 ~350 nm 이므로 UV 장파장으로 유도체 화합물

을 확인하며, FMOC-amine은 ~254 nm의 UV 단파장

을 이용하여 유도체 화합물을 확인한다.23 

본 연구에서는 쉽고 간편한 반정량적 분석 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UV light 하에서 검출 능력을 높여

주는 3종류의 유도체화 시약(Fig. 1)과 3종류의 시료

(Fig. 1)를 TLC plate 상에서 co-spot 방식으로 각각

반응 시켰다. 반응 후 유도체화 생성물을 UV light 하

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각각의 TLC plate를 디지

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얻은 이미지를 2가지의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CP Atlas 2.0 및 ImageJ)으로 분석하여

Microsoft Excel로 재현성(RSD)과 직선성(R2)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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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는 농도 구간을 알아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약, 기구 및 실험방법

유도체화 시약(Fig. 1) 3종(9-Fluorenylmethoxycar-

bonyl chloride; FMOC-Cl (I), N-(9-Fluorenylmethoxycar-

bonyloxy)succinimide; FMOC-NHS (II), 5-(dimethyla-

mino)naphthalene-1-sulfonyl chloride; DNS-Cl (III))은

각각 Alfa Aesar (USA), Sigma-Aldrich (USA), Acros

(USA)사, 그리고 아민류 화합물 (Fig. 1), 3종 (phenethyl

amine; PE (1), N-methylphenethylamine; NM (2), DL-

alpha-methylbenzylamine; DL (3))은 Sigma-Aldrich

(USA)사 제품으로 free base 상태로 구매하여 사용하

였다. 전개용매로 사용된 ethyl acetate와 n-hexane는

각각 Daejung (Korea)사와 Alfa Aesar (USA)사에서

구매하였으며 추가적인 정제를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Silica gel TLC plate (20 × 20 cm silica gel 60 F254,

Aluminium plate)는 Merck (Germany) 사에서 구매하

였다. 각각의 시약은 tetrahydrofuran (이하 THF)에 적

정 농도로 녹인 후 TLC상에 2 µL (per spot)의 양으로

co-spot 하여 실험하였다. 유도체화 반응 전과 후의 아

민 화합물과 유도체화 된 화합물은 UV lamp (254 nm,

365 nm, Ultra-Violet Product, USA)로 확인하였다.

2.2. 유도체화 반응

3종의 아민류 시료 (1-3)은 각각 THF 용액에 1.0

mg/mL-0.001 mg/mL 범위의 농도로 희석시켜 2 µL를

TLC plate (10 × 10 cm)에 점적한 후, 즉시 동일 spot

위에 각각 농도 (I:4 mg/mL, II:5 mg/mL, III:3 mg/

mL)를 다르게 희석한 3종의 유도체화 시약 2 µL를

점적하여 반응시켰다. 이 같은 실험으로 진행된 3가

지의 유도체화 반응식들은 Fig. 2에 요약하였다.

DNS-Cl는 반응성 향상을 위하여 반응 spot들을 slide

glass로 덮어24 10분간 반응시킨 후 hexane:ethyl acetate

=3:1 비율의 용매로 전개하였다. 전개 후 용매를 충분히

건조한 후, 254 nm (FMOC-group)와 365 nm (DNS-Cl)

파장의 UV 하에서 spot을 각각 확인하였다.

2.3. 이미지 분석

유도체화 반응 후 전개를 마친 TLC plate 상 이미

지는 NIKON 사의 디지털카메라(NIKON D70s)를 사

용하여 촬영하였다. 촬영된 이미지의 분석은 ImageJ

(ImageJ 1.49b, NIH, USA http://rsb.info.nih.gov/ij/)와

CP Atlas 2.0 (CP Atlas 2.0, lazarsoftware, USA http://

lazarsoftware.co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여 졌다.

ImageJ 분석 시 사용할 TLC 이미지를 gray scale로

Fig. 1. Structures of derivatization reagents (I-III) and amine
compounds (1-3).

Fig. 2. Reaction of different derivatizing reagents (I-III) with
amine compounds.

Fig. 3. Flowcharts of TLC image analysis using (a) ImageJ,
(b) CP Atla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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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기 위해 Adobe photoshop CS6 (Adobe Systems

Incorporated, USA)를, 그리고 이미지분석 결과를 검정

곡선(calibration curve)으로 나타내기 위해 Microsoft

Office Excel 2013 (Microsoft, USA)를 사용하였다. 촬

영한 이미지는 jpg 형식으로 저장하여 TLC를 제외한

배경부분을 Adobe photoshop CS6로 잘라내고 2개의

파일로 복사한 후 하나의 파일은 gray scale로 저장하

였다. 각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의 과정은

Fig. 3과 Fig. 4에 각각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도체화 반응

3종의 유도체화 시약(Fig. 1)에 대한 재현성과 직선

성을 평가하기 위한 선행실험으로 3종의 암페타민유

사 아민 화합물(1-3)과 TLC plate 상에서 직접적인 유

도체화 반응을 통해 얻은 실험 결과를 Fig. 5, Fig. 6

에 제시하였다. 

3가지 시료 (1-3)를 각각 THF 용액에 1.0 mg/mL-

0.001 mg/mL 범위의 농도로 희석시킨 후 TLC plate

상에서 직접 유도체화 반응을 시켜 각각의 설정된 조

건에 맞게 처리한 후 전개용매로 전개하여 각각 육안

과 254 nm (FMOC-group) 및 365 nm (DNS-Cl) 파장

의 UV 하에서 spot을 확인하였다(Fig. 5, Fig. 6). DNS-

Cl로 유도체화 한 경우 TLC 상에서 밝게 보이며(Fig.

5(a), Fig. 6(b)), FMOC-group으로 유도체화 한 경우

어둡게 spot이 나타난다(Fig. 5(b), Fig. 6(a)). 본 실험

에서 각각의 시약은 FMOC-group의 경우 당량비에 따

라 FMOC-Cl (I) (분자량:258.70)은 4 mg/mL, FMOC-

NHS (II) (분자량:337.33)는 5 mg/mL의 농도를 사용

했다. DNS-Cl (III) (분자량:269.75)의 경우 분해산물

이 장파장의 UV 하에서 형광을 방출하여 생성물의

확인에 어려움을 준다.24 따라서 분해산물의 방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낮은 농도(3 mg/mL)를 사용하였다.

FMOC-group의 경우 분해산물이 생성된 유도체 화합

물에 대한 UV하에서의 확인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

어 일정 범위에서는 더 높은 농도의 시약에 의한 유

Fig. 4. TLC image analysis using (a) CP Atlas 2.0 (PE
derivatized with FMOC-Cl), (b) CP Atlas 2.0 (DL
derivatized with DNS-Cl), (c) ImageJ (DL derivatized
with DNS-Cl, in grayscale).

Fig. 5. Photographs of actual silica gel TLCs showing spots
to test repeatability of derivatized DL (3) after reaction
with derivatizing reagent dansyl chloride (III, (a))
and FMOC-NHS (II, (b)).

Fig. 6. Photographs of actual silica gel TLCs showing spots
to test linearity of derivatized PE (1) after reaction
with derivatizing reagent FMOC-Cl (I, (a)) and dansyl
chloride (I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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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화는 더 많은 양의 유도체화 합물을 만들고 검출

한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유도체화 과정은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전에

acetonitrile 등의 유기용매 및 완충용액을 혼합하여 실

온에서 반응 시킨 후 추출, 여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분석하므로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며 시약의

낮은 안정성 및 반응 부산물의 과량생성과 다량의 미

반응시약의 존재, 등으로 TLC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25 적용사례로 pre-column 과정에서 유도체화합

물을 미리 생성시켜 TLC에 적용하는 경우 미 반응

된 여분의 FMOC류는 유도체화 과정에서 pentane을

첨가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DNS-Cl의 경우 ammonia

를 첨가하여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25,26 또

한 DNS-Cl는 부가적인 조건 없이 유도체화 할 경우

검출한계는 0.01-0.005 mg/mL의 범위이나 slide glass

를 덮어 반응 용매의 증발을 방지하여 TLC 상에 흡

착된 시약과 시료의 반응을 증가시킬 경우에 검출한

계는 0.0025-0.005 mg/mL로 향상된다.24,27 또는 slide

glass를 덮은 후 70 oC oven에서 10 분간 가열 하여

반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실험에서 조건을 추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유

도체화 반응 중 2가지 반응에서 산성 물질(HCl)이 생

성되므로 반응에 참여하는 아민시료들을 이온화시켜

free base 상태의 시료들을 감소시킬 수 있어 유도체

화 반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본 실험

은 이에 따르는 염기의 처리가 배제된 조건에서 이루

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염기의

사용, 반응용매 및 반응조건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실

험이 필요하다. 

3.2. 재현성

실험의 정확도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유도체화 반

응에 대한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각 시료별 2가지의

농도(0.5 mg/mL, 0.01 mg/mL)를 각각 같은 TLC plate

상에 4번씩 spot하여 실험한 TLC 결과 이미지를 분

석하여 얻은 면적 값의 평균을 내어 상대표준편차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값으로 나타내었

다. 유도체화 반응에 대한 재현성의 평가는 각 시료별

로 0.69-5.50 범위의 RSD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 0.01 mg/mL의 농도에서는 평균 3.31의

RSD 값을, 0.5 mg/mL의 농도에서는 평균 2.44의

RSD값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0.5 mg/mL의 농도에

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RSD 값을 보였으며 이는 낮

은 농도에서의 background noise가 분석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 프로그램 별로 ImageJ의 경

우 낮은 농도에서 평균 3.53, 높은 농도에서 평균

3.14로 나타나 CP Atlas 2.0로 분석한 3.08, 1.75 보다

다소 더 높게 타나났다. 이는 프로그램 간의 분석 방

법이나 컬러 이미지와 흑백 이미지의 차이, peak 면적

을 설정하는 방법 및 background noise가 나타나는 정

도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직선성

본 연구에서는 유도체화 반응에 대한 상관관계로서

직선성의 평가를 위해 각 시료의 농도별 생성 유도체

의 면적값을 검정곡선으로 나타내었고, 결정계수 R2

값을 확인하여 Table 2에 타나내었다. 유도체화 된 각

시료의 농도별 면적에 대한 검정곡선을 작성하여 시

료의 농도와 유도체 spot 면적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

Table 1. Repeatability; RSD valuesa) of derivatization reactions

Compounds
Derivatization Reagents

I II III

Cons. Ab) Bc) A B A B

1
0.01d) 5.27 3.81 2.50 2.72 4.03 4.16

0.5 1.43 0.69 3.99 2.90 3.43 1.20

2
0.01 4.98 1.94 5.47 3.51 2.44 2.48

0.5 3.66 1.18 3.30 2.45 3.51 1.23

3
0.01 0.72 3.62 2.44 2.69 3.93 2.82

0.5 1.06 1.16 2.34 1.76 5.50 3.18

a)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b)analysis by ImageJ
c)analysis by CP Atlas 2.0
d)range of concentration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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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차 함수로 표현된 검정곡선에서 가장 높은 결정

계수 R2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직선으로 표

현된 검정곡선의 직선성을 평가하면 면적 값으로 주

어진 미지의 농도에 대하여 역으로 추산할 수 있다.

FMOC-Cl (I)과 PE (1)의 반응에 대한 검정곡선 그래

프와 검정곡선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 Fig. 7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PE (1)의 농도 범위 0.1-0.005 mg/mL

에서 검정곡선의 식은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y=173643x+121.1 (R2=0.9960)로 나왔으며 y는 피크의

면적 값, x는 시료의 농도이다. 

3종의 시료(1-3)와 3종의 유도체화 시약 (I-III)의

반응에서 얻은 이미지를 2가지의 이미지분석 프로그

램으로 분석한 결과 각각 1-0.001 mg/mL의 범위에서

는 R2 값이 0.8347-0.9938 까지의 다양한 값을 나타내

었으나 0.1-0.005 mg/mL의 범위에서는 R2>0.9906의

높은 직선성을 보였다(Table 2). 시료별 차이는 DNS-

Cl의 경우 1-0.001 mg/mL 농도 범위에서 0.9376-0.9938

(평균; 0.9695)의 R2 값이 나타나 FMOC group의

0.8347-0.9493 (평균; 0.9163)보다 다소 더 높게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는 0.1-0.005 mg/mL 사이의 직선성

이 가장 높게 나오는 구간에서의 R2 값은 평균 0.9938

로 1-0.001 mg/mL 농도 범위에서의 평균 0.9339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시료의 농도와 spot 면적의 상관관

계가 높고 그 범위가 넓을수록 정량분석이 가능한 농

도 범위가 넓어지며, 미지의 시료 농도에 대한 분석이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현장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반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암페타민

류 불법 약물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아민을 함유한 화

합물과 유도체화 시약을 TLC 상에서 직접 반응시켜

얻은 TLC 이미지 결과에 대한 직선성과 재현성을 평

가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 시료별 재현성의 범위가 0.69-5.50 정도로 크

지 않았고,28-30 직선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구간

(0.1-0.005 mg/mL)에서의 분석 결과가 양호한 편 (R2

Table 2. Linearity; R2 valuesa) of derivatization reactions

Compounds
Derivatization Reagents

I II III

Conc. Ab) Bc) A B A B

1
1.0-0.001d) 0.8347 0.8931 0.9068 0.9294 0.9526 0.9376

0.1-0.005 0.9960 0.9955 0.9945 0.9911 0.9916 0.9938

2
1.0-0.001 0.9152 0.9122 0.9161 0.9240 0.9678 0.9721

0.1-0.005 0.9916 0.9907 0.9962 0.9955 0.9944 0.9917

3
1.0-0.001 0.9271 0.9358 0.9493 0.9510 0.9928 0.9938

0.1-0.005 0.9911 0.9966 0.9963 0.9929 0.9906 0.9979

a)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analysis by ImageJ
c)analysis by CP Atlas 2.0
d)range of concentration (mg/mL)

Fig. 7. Calibration curve of derivatized PE (1) (0.1-0.005
mg/mL) with derivatizing reagent FMOC-Cl (I).

Table 3. Parameter data for calibration curve of phenethylamine
(1) derivatized with FMOC-Cl (I)

Parameter Value

Linear range 0.1-0.005a)

R2 0.9960

Slope 173643

Intercept 121.1

a)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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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906)으로 나타나 차후 연구에서 유효한 자료로

사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FMOC group의 경우 1-0.001 mg/mL 농도 범위

에서 DNS-Cl 보다 다소 더 낮은 R2 값이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으므로 세 가지 시약 모두 반정량적

분석을 위한 유도체화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본 실험에서는 TLC plate 상에서 직접 유도체화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반응하는 화합물의 용량이

크지 않아 유도체화 반응 중에 생성되는 산성 물질을

따로 중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소량이

라도 반응 중간 생성물을 제거하기 위한 유기염기를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LOD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

로 추후 연구에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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