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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HCI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섯 가지 퓨린 유도체(caffeine, guanine, hypoxanthine, purine, theobromine, and 
theophylline)의 최적 분석 조건을 결정하였다. 이동상으로 물과 메탄올을 사용하는 역상 HPLC를 사용하였다. 체류모델로는 
Snyder, Langmuir, Binary polynomial 중에서 체류인자를 가장 잘 예측한 Binary polynomial을 사용하였고 용출곡선을 계산
하기 위해서는 단 이론(plate theory)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계산은 HC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동상의 조건은 
일정용매조성법(isocratic mode)과 계단함수 구배용매조성법(step-gradient mode)을 이용하였다. 일정용매조성법에서 물과 메
탄올의 조성비가 93/7 (v/v)일 때 최적 분석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분석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계단함수 구배용매조성법을 
사용하여 이동상의 조성을 물/메탄올 93/7 (v/v)에서 5 min 후에 75/25 (v/v)로 변경하는 최적조건을 계산했다. 위의 두 조건
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계산 용출 곡선과 실험값을 비교하였으며, 매우 잘 일치함을 보였다.

The optimum mobile phase condition for analysis of the six purine derivatives (caffeine, guanine, hypoxanthine, purine, 
theobromine, and theophylline) were determined by a HCI program. Reversed-phase HPLC system was used with the binary 
mobile phase, water and methanol. Three retention models (Snyder, Langmuir, and Binary polynomial) were considered to 
predict the retention factors. The elution profiles were calculated by the plate theory based on the binary polynomial retention 
model. From the final calculated results, the binary polynomial retention model showed the best agreements between the 
calculated and experimental data. In the isocratic mode, the optimum mobile phase composition of water/methanol is 93/7 
(v/v). However, we used step-gradient mode to decrease the run-time (1st mobile phase : water/methanol = 93/7 (v/v), gradient 
time : 5 min, 2nd mobile phase : water/methanol = 75/25 (v/v)). The experimental and simulated profiles of above the two 
conditions show a good agreement.

Keywords: plate theory, retention mechanism, purine compounds, HCI program

1. 서    론
1)

  건강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와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다양한 

건강식품의 개선은 보다 좋은 생리활성물질의 탐색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분리기술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1]. 분리기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을 분석하는 기술뿐

만 아니라 생산을 위한 제조용 공정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다 빠

른 분석조건을 얻고 정확한 용출곡선을 예측하는 기술은 HPLC를 이

용한 미지시료의 분석과 기존의 분석조건보다 더 향상된 분석조건을 

찾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출곡선을 예측하고 최

적 분리조건을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정

확하고 최적화된 분석 및 분리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 주 저자 (e-mail: rowkho@inha.ac.kr)

  생물체내 대사작용에 필요하며, 생화학적으로 중요한 물질인 여섯 

가지 퓨린 유도체(hypoxanthine; Hyp, adenine; Adn, purine; Pur, 
theobromine; Thb, theophylline; Thp, caffeine; Caf)를[2,3] 분리하기 

위하여 인하대학교 고순도분리연구실에서 개발한 HCI 프로그램 즉 

단일성분 흡착평형모델로부터 유도된 매개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성분

계 흡착모델을 예측하는 시스템[4,5]을 본 실험에 적용시켜 짧은 시간 

내에 최적 조건 및 용출 곡선을 계산하였다.
  각 물질의 체류인자를 이성분계의 이동상 조성의 함수로 표현하는 

세 가지 체류모델을 식 (1)～(3)과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  (1)은 단순한 2차 다항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식 (2)는 Snyder가 

제안하였고[6], 식 (3)은 Langmuir 흡착식을 기본으로 Row 등이 제안

한 식이다[7,8].

  lnk = L + MF + NF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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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k = ln(kw) + SF                                       (2)

  k = A + B / F                                          (3)

  k는 체류인자이고 kw는 이동상에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체류인자이며, F는 이동상 내에서 유기용매의 부피 분율이며 L, M, N, 
S, A, B는 실험상수이다[4]. 위의 세 가지 체류모델을 비교하여 가장 

잘 일치하는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용출곡선의 예측을 위해서는 

컬럼 내의 물질의 이동을 가장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단 이론을 

이용하였으며, 체류모델과 단 이론을 이용한 용출곡선의 계산은 HCI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보여준 세 가지 함수관계식 식 (1)～(3)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식을 결정하고, 생화학상 여섯 가지 중요한 

퓨린 유도체를 분리하기 위한 최적 이동상 조건과 용출곡선을 계산하

고 같은 조건에서 얻은 실험결과와 예측한 용출곡선이 잘 일치하는지

를 검증하는 것이다.

2. 실    험

  2.1. 화학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되는 여섯 가지 퓨린 유도체(hypoxanthine, adenine, 
purine, theobromine, theophylline, caffeine)는 모두 Sigma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각각의 물질은 3차 증류수에 용해시켜 

50 ppm의 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물은 3
차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메탄올은 Duksan Pure Chemical (Kyungki- 
do, Korea)에서 구입한 HPLC용 시약을 사용하였다.

  2.2. 기기 및 장치

  HPLC는 Shimadzu LC-6AD pump, SIL-10Avp autosampler, SPD- 
M10Avp PDA detector, Younglin CTS30 column oven으로 구성되었

으며, 컬럼은 Waters Symmetry C18 (150×4.6 mm, 5 µm)을 사용하였

다. 

  2.3. 실험방법

  우선 표준시료를 각각 50 ppm 농도로 물로 희석한 후 각각 일정한

량을 취하여 여섯 가지를 혼합하였다[3]. 모든 이동상은 사용 전 초음

파와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기체제거를 하였다. 시료 주입부피는 20 
µL이고 이동상의 유속은 1 mL/min으로 정하였고 파장은 270 nm로 

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상온에서 진행하였다. 메탄올의 양을 10, 15, 

Table 1. Retention Times and Number of Theoretical Plates of Purine Compounds in Binary Mobile Phase

Mobile phase (vol.%)
Hyp Pur Adn Thb Thp Caf

Water Methanol

90 10
tR (min)

N
2.530±0.004

4107±77
3.719±0.002

4507±37
4.051±0.034

4517±22
8.664±0.004

8398±77
16.363±0.027

9897±79
34.293±0.032

10768±82

85 15
tR (min)

N
2.192±0.014

3742±62
2.924±0.007

4293±71
3.108±0.005

455±38
5.162±0.036

7297±12
9.334±0.011

9794±82
16.821±0.017
10554±137

80 20
tR (min)

N
1.995±0.002

3650±48
2.490±0.002

3824±1
2.574±0.012

3906±51
3.583±0.004

5610±30
5.964±0.030

8143±38
9.342±0.010

9320±30

75 25
tR (min)

N
1.878±0.007

3546±13
2.227±0.002

3398±14
2.261±0.004

3571±16
2.802±0.002

4449±35
4.309±0.012
6537±122

6.047±0.032
7930±9

20, 25% 등으로 변화시키면서 각각 여섯 가지 물질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네 가지 이동상에서의 각 물질들의 체류시간을 실험에서 

얻은 다음 거기에 따른 용량인자를 계산하였다. 각 물질의 체류시간

을 HCI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일정용매조성법과 구배용매조성법에서

의 최적 분석조건을 얻은 후 이 조건에 대하여 추가실험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 일정한 이동상 조건으로 분석한 체류시간으로 식 (4)
에 의하여 각 성분에 대한 체류인자를 구하였다[10].

  k  =  
( V R - V m )

V m

 (4)

  k는 체류인자이고 VR은 물질의 체류부피이며 Vm은 컬럼의 dead 
volume이다. Table 1은 이동상의 조성에 따른 여섯 가지 퓨린 물질의 

체류시간과 이론단수를 보여준다. 각각의 조건에서 세 번의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에 따른 오차를 표시하였다. 이론단수는 메탄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동상 내에 메

탄올의 양이 증가할수록 이동상의 밀도는 감소하고, 점도는 증가하기 

때문이며, 용질의 확산(diffusion) 및 분산(dispersion)이 용이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 체류시간 또한 이동상 내에 메탄올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실험값으로부터 얻은 체류인자를 HCI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세 가지 체류 모델식(식 (1)～(3))에 해당되는 실

험상수와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Table 2에서는 각각의 모델식에 사

용되는 매개변수와 상관계수를 표시하였다. 세 모델식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면, binary polynomial 모델식(식 (1))이 1에 가장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체류인자를 가장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 모델을 사용하여 이동상의 조성에 따른 체류인자를 예

측하였으며 단 이론을 이용한 용출곡선을 계산하였다.
  퓨린과 아데닌의 분리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의 분리도

를 기준으로  최적분리조건을 HCI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다[9]. 일정

용매조성법에서 퓨린과 아데닌의 분리도가 1.5 이상인 조건에서 계산

한 최적이동상의 조건은 물/메탄올의 조성이 93/7(v/v)이었으며 퓨린

과 아데닌의 분리도가 1.60으로 계산되었다. 가장 늦게 용출되는 카페

인의 체류시간은 56.36 min이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본 실험에서 체

류모델의 매개변수를 졔산하기 위한 실험 범위(10%～25% 메탄올)에
서 벗어나기 때문에 퓨린과 아데닌의 분리도를 1.0 이상인 조건에서 

최적조건을  계산한 결과 최적이동상의 조성은 물과 메탄올의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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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s of the Snyder, Langmuir and Binary-poly Equations on Different Mobile Phases
Material Hyp Pur Adn Thb Thp Caf

Binary-Poly

L
M

N (×10-3)
1)R2

0.669
-0.107
1.342

1

1.522
-0.119
1.413
0.999

1.683
-0.121
1.255

1

3.253
-0.184
2.107
0.999

3.898
-0.173
1.817
0.999

4.993
-0.208
2.197
0.999

Langmuir
A
B

1)R2

0.013
7.558
0.998

-0.129
17.307
0.999

-0.242
20.778
0.999

-1.895
68.858
0.997

-3.809
141.51
0.998

-10.806
333.52
0.994

Snyder
Ln (kw)

S
1)R2

0.300
-0.060
0.990

1.133
-0.070
0.992

1.338
-0.076
0.994

2.673
-0.111
0.993

3.398
-0.109
0.994

4.389
-0.131
0.994

1) regression coefficient

Figure 1.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and calculated profile in 
isocratic condition (mobile phase : water/methanol = 93/7 (v/v)).

가 87/13(v/v)이였다. 이 조건에서는 퓨린과 아데닌의 분리도가 1.09이

며, 카페인의 체류시간은 21.95 min이었다. 분리하기 어려운 두 물질 

퓨린과 아데닌의 분리도를 1.5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분석시간을 줄이

기 위한 방법으로 구배용매조성법을 사용하려고 HCI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최적분리조건을 계산하였다[11]. 즉 이동상의 조성은 처음에 물/
메탄올 = 93/7 (v/v)로 하고 5 min 후에 기초실험 범위에 속하는  이동

상의 조성을 물/메탄올 = 75/25 (v/v)로 계단식으로 메탄올의 함량을 

증가시켰다. 이 조건에서 퓨린과 아데닌의 분리도는 1.60이었으며, 카
페인의 체류시간을 10.62 min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동상 내에 물/메
탄올의 조성이 93/7 (v/v)에서 실험 결과와 계산된 용출 곡선을 비교

한 것을 Figure 1로 나타내었다. 이 조건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기초실

험범위에서 벗어난 조성이다. 이로 인해서 체류 시간의 오차가 2.97%
에서 8.52%로 크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이 오차는 체류시

간이 큰 물질일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Figure 2는 이

동상의 조성이 물/메탄올 = 87/13 (v/v)에서 실험 결과와 계산된 용출 

곡선을 비교한 그림이다. 체류시간의 오차는 0.36%에서 2.42%로 7% 
이동상에서의 오차보다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위
의 두 실험 및 계산은 일정용매조성법에서 수행되었다. 일정용매조성

법에서  메탄올의 조성이 7%일 때 분리하기 가장 어려운 두 물질인 

퓨린과 아데닌의 분리도가 1.5 이상으로 분리도에 만족하게 나타냈지

만 그 분석시간이 매우 길다. 따라서 체류가 많이 되는 물질(Thb, Thp, 
Caf) 일수록 체류시간상 오차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Table 3). 메탄올

의 조성이 13%일 때는 분석시간이 30 min 이내로 단축되었지만 퓨린

Figure 2.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and calculated profile in 
isocratic condition (mobile phase : water/methanol = 87/13 (v/v)).

과 아데닌의 분리도가 1.5 이하로 낮아진다. 그러므로 일정용매조성법

을 사용하여 분석을 할 경우에는 빨리 용출되어 나오는 물질의 분리

도를 1.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석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이동상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구배용매조성법(gradient mode)을 본 실험에 적용시켰다

[12]. Figure 3은 위에서 언급한 계단함수 구배용매조성법에서 실험 

결과와 계산된 용출곡선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분석을 시작하여 최

초 5 min까지는 기초실험 범위에서 벗어나는 조건이지만 5 min 이후

로는 기초실험 내의 이동상 조성을 사용하고 있었다. Table 3에서 표

시하였듯이 체류시간의 오차가 2.00%에서 4.49%로 나타났으며 5% 
이내로 잘 일치함을 보이고 있으며 분리도 역시 계산 값과 실험값이 

잘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초실험을 벗어난 이동상의 

조성 물/메탄올 = 93/7 (v/v)을 이용하였음에도 isocratic I 조건의 세 

물질(Thb, Thp, Caf)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체류시간과 분리도를 잘 

예측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HC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실험으로 물질에 대

한 최적 분리도와 분석 조건을 찾는 것이다. 네 가지의 부동한 이동상

으로 일정용매 조성법에서 구한 체류시간과 이론단수를 이용하여 이

동상 조성과 체류인자의 관계에 관한 모델식의 매개변수를 구하였다. 
그 관계식으로부터 최적 이동상 조성을 찾고 실제 실험에 적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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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Resolution and Retention Time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Calculated Values
Material Hyp Pur Adn Thb Thp Caf

1)Isocratic
 I

4)Rscal
5)Rsexp

6)tR.cal (min)
7)tR.exp (min)

2.845
2.933

6.78
7.53

4.477
4.629

1.60
1.96

4.960
5.160

15.58
20.41

12.726
13.676

13.20
16.47

24.363
26.36

18.74
20.20

56.354
61.600

8)Err. of tR (%) 2.97 3.28 3.87 6.94 7.58 8.52

2)Isocratic
 II

4)Rscal
5)Rsexp

6)tR.cal (min)
7)tR.exp (min)

2.305
2.314

4.90
5.01

3.190
3.220

1.09
1.19

3.420
3.470

10.21
10.90

6.235
6.349

12.46
13.77

11.498
11.732

14.74
14.98

21.955
22.500

8)Err. of tR (%) 0.36 0.92 1.42 1.78 1.99 2.42

3)Step-gradient
III

4)Rscal
5)Rsexp

6)tR.cal (min)
7)tR.exp (min)

2.846
2.790

6.78
6.61

4.477
4.293

1.60
1.68

4.960
4.775

9.60
10.66

7.190
7.074

8.69
7.22

8.679
8.378

8.80
7.27

10.619
10.163

8)Err. of tR (%) 2.00 4.29 3.87 1.64 3.59 4.49
1) water/methanol = 93/7 (v/v) 2) water/methanol = 87/13 (v/v), 3) 1st mobile phase : water/methanol = 93/7 (v/v), gradient time : 5 min, 2nd mobile phase : water/methanol 
= 75/25 (v/v), 4) calculated resolution 5) experimental resolution 6) calculated retention time 7) experimental retention time, 8) percentage error of retention time

Figure 3. Comparison of the experiment and calculated chromato-
gram in step-gradient mode (1st mobile phase : water/methanol = 
93/7 (v/v), gradient time : 5 min, 2nd mobile phase : water/ 
methanol = 75/25 (v/v)).

때 실험결과와 계산결과가 잘 일치함을 보이고 있었다. 최적 이동상 

조건은 계단함수 구배용매조성법으로 처음에 물/메탄올을 93/7 (v/v)
로 하고 5 min 후에 물/메탄올 조성을 75/25 (v/v)로 계단식으로 메탄

올의 함량을 증가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역상 고성능 액체 크로

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생화학상 중요한 여섯 가지 퓨린 유도체를 분

리하기 위한 최적 분리조건을 HCI 프로그램으로 예측하였다. 본 실험

에서 사용된 체류 모델식과 단 이론은 분석용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서 사용 가능한 이론으로써, HC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분석조건

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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