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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i8 및 Phenyl 컬럼에서 메탄올-물 및 아세토니트릴-물 혼합액을 이동상으로 하여 21종의 페놀 

일치환체들의 머무름을 조사하여 치환기가 머무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아미노페놀을 제외한 모든 

시료의 머무름은 Phenyl 컬럼보다 C18 컬럼에서 더 컸으며, 두 이동상에 대해서는 물의 부피퍼센트가 같을 

때 메탄올계에서 더 컸다. 일반적으로 일치환 페놀류의 파라 이성질체는 메타 이성질체보다 빨리 용리되었고 

오르토와 메타 이성질체 사이에서는 용리순서가 치환기의 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페놀 일치환체들의 

머무름은 시료와 미반응된 실란올과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미반응된 실란올의 영향은 치환기의 

hydrogen bonding acceptor basicity(g)가 클수록 크게 나타났고 Phenyl 컬럼보다 瞞 컬럼에서 이들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시료의 van der Waals volume(VWV)과。값을 함께 고려한 파라미터(L01VWV/100-L848)와 

시료의 머무름(logF)과는 좋은 직선관계가 있다. 따라서 C比 및 Phenyl 컬럼에서 페놀 일치한체들의 머무름은 

시료의 (L01VWV/100-L848)값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음을 알았다.

ABSTRACT. The retention data of twenty one monosubstituted phenols in the eluent systems contai
ning 30~70% of methanol or acetonitrile as organic modifiers, on Ci8 and Phenyl columns were colle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ubstituted groups on the retention of phenols. The capacity factors of 
the solutes except amino phenols are greater on Ci8 than on Phenyl column. And all the solutes have 
shown greater capacity factors in methanol-water than that in acetonitrile-water as a mobile phase. Gene
rally the elution order between meta and para isomers of monosubstituted phenols in consistent (p<m) 
regardless of the polarity of the substituted group. But the elution order between ortho and meta isomers 
of phenol varies with regard to the polarity of the substituted group. The retention, of the monosubstituted 
phenols has been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olute and unreacted silanol of columns 
as well a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않。lute and Ci8 or phenyl group of columns. And then, the effect 
of unreacted silanol on the retention of the monosubstituted phenols is greater on Ci8 than on Phenyl 
column. And the greater hydrogen bonding acceptor basicity(P)of the substituted group is, the greater 
this effec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tention of the monosubstituted phenols and their parameters 
such as van der Waals volume(VWV) and hydrogen bonding acceptor basicity(P)has been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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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od linearity has been observed in the plot log£' vs. (1.01VWV/100-1.84p). In consequence, the 
retention of the monosubstituted phenols on Cm and Phenyl columns can be easily predicted by the 
parameter (1.01VWV/100-1.84P).

서 론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페놀의 이용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페놀은 플라스틱, 약품, 염색계통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업제품의 

제조시에 유출되는 페놀 유도체들은 독성이 심하여 

이들의 분리-정량은 중요한 과제이다% 역상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최근에 페놀류의 분석에도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는데, Schabron?과 Ogar?은 알킬페 

놀을, Tseng4은 히드록시페놀을 분석한 바 있다. 역 

상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시료와 정지상간의 상 

호작용은 결합정지상의 제조시 결합이 일어난 작용 

기와의 작용만을 고려하여 왔는데, 일부 논문에서 

미반응된 실란올과의 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반응된 실란 

올이 시료의 머무름에 미치는 정도는 시료의 극성이 

클수록 크게 나타나며st, C18 컬럼과 Phenyl 컬럼 

중에서는 C18 컬럼에서 이들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되었다8.

본 연구는 역상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 

여 페놀류를 체계적으로 분리-분석하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로서, 정지상은 흔히 쓰이는 결합정지상인 

GW Phenyl에 국한하고 이동상은 메탄올-물 및 

아세토니트릴-물의 혼합액을 선정하여 21종의 페놀 

일치환체들의 머무름 거동을 조사하였다. 페놀 일치 

환체들의 머무름 차이를 해석하여 이들의 분리-분 

석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으며, 두 컬럼의 미반 

응된 실란올과 시료와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두 

컬럼에서 페놀 일치환체들의 머무름을 비교 검토하 

였다. 또한 조사한 머무름 값들을 이용하여 페놀 

일치환체들의 머무름을 예측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고자 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방향족 화합물들의 머무름 

을 예측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Kennedy들'은 triatomic additivity로써 동족계열의 

방향족 화합물의 머무름을, Kaliszar?。들은 최대 잉여 

전자 차이 (maximal excess electronic charge diffe

rence), △로써 벤젠 일치환체들의 머무름을, Carr 

들'은 Solvatochromic 파라미터로써 벤젠 일치환체 

들의 머무름을, 또한 Lee들D은 시료의 극성도와 분 

자량을 함께 고려한 파라미터로써 벤젠 일치환체들 

의 머무름을 예측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파라미터들을 참고 

하여 페놀 일치환체들의 머무름을 C18 및 Phenyl 

컬럼에서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공통된 파라미터를 

찾고자 한다.

실 험

측정기기 및 실험기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 

기는 Waters Associates Liquid Chromatograph로서 

펌프는 M-45 Solvent Delivery System, 검출기는 

M-440 Absorbance Detector, 주입기는 M-U6K 

Universal Injector이며, 적분계는 Shmadzu사의 

Cromatopac CR-6A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검출파 

장은 254 nm, 감도는 0.05AUFS 이다.

시 료. 본 연구에 사용된 페놀 일치환체들은 

일급 또는 특급시약으로 단순정제 및 재 결정을 하여 

사용하였다. 시료는 흡광도에 따라 그 농도가 5.0X 

1(厂6〜5.0><1(厂，必의 영역범위에 있도록 페놀 일치 

환체들을 순수한 메탄올에 녹여서 제조하였다. 시료 

를 컬럼에 주입할 때는 먼저 시료여과기구(sample 

clarification kit)를 사용하여 고형 미립자를 제거한 

후, Hamilton제 미량 실린지를 사용하여 각 시료를 

10祕씩 주입하였다.

이동상. HPLC용 메탄올과 아세토니트릴(Merck 

제)을 HPLC용 물에 부피비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이동상은 0.5(im의 Millipore 여과지로 여과한 

후, 초음파 세척기로 20분간 진동시켜 이동상속에 

용존되어 있는 기포를 제거하였고, 흔합용액일 경우 

평형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1시간 정도 방치한 후 

사용하였다.

정지상. Waters Associates 제품인 g-Bondapak 

Cis 컬럼(30 cmX3.9 mm I.D.)과 Phenyl 컬럼(30 

cmX3.9 mm I.D.)으로 충진제의 기본물질은 p-Po- 

rasil이며, 이 표면에 옥타데실실란(ODS) 또는 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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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것으로 입자크기는 10 

pm 이다.

시료의 용량인자(幻의 측정. 각 시료의 용량인 

자는 두 컬럼, 두 용매계에서 얻은 크로마토그램으 

로부터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C18 및 Phenyl 컬럼에서의 페놀 일치환체들의 용 

량인자S')값의 비교 C18 및 Phenyl 컬럼에서 페놀 

일치환체들의 龙'값들을 두 용매계에서 구한 결과는 

Table 1과 2와 같다. Br이 치 환된 페놀은 분석시 간이 

너무 길고 같은 할로겐 계통의 C1 이 치환된 페놀과 

머무름 거동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C18 컬 

럼에서 메탄올 30%(v/v)와 아세토니트릴 30%(v/v)인 

경우에는 용량인자값을 구하지 않았다.

Table 1과 2에서 아미노페놀을 제외하고는 모두 

C®에서의 "값들이 Phenyl 컬럼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벤젠 일치환체들에 대해서 두 컬럼에서 

"값들을 비교한 결과'2와 일치한다. 이로부터 Phenyl 

컬럼에서 시료와 정지상의 상호작용은 컬럼의 phe- 

nyl기와 시료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phenyl 기간의 

n-n 상호작용보다는 시료 전부분과의 비극성-비극성 

상호작용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비극성-비극성 상호작용은, 비극성이 큰 알킬 

사슬을 지니고 있는 Cl8 에서 비극성이 크지 않은 

phenyl기를 지니고 있는 Phenyl 컬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아미노 페놀만은 아미노 벤젠의 경우，2와 마찬가 

지로 Phenyl 컬럼에서의 〃값이 Ci8보다 더 큰데 

이것은 아미노기의 수소원자와 phenyl기의 n 전자 

와의 수소결합13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Capacity factors (»') and relative retention (a) of monosubstituted phenols on C® and Phenyl columns 
in CH3OH-H2O solvents

30% MeOH 50% MeOH 70% MeOH
Cis Phenyl Ci8 Phenyl 瞞 Phenyl

kr a kr a a kf a k1 a k' a

o-OCH3 4.53 0.95 2.47 0.89 1.22 1.01 0.89 0.94 0.32 1.05 0.26 1.01
m~ 4.75 1.00 2.77 1.00 1.21 1.00 0.95 1.00 0.31 1.00 0.26 1.00
P~ 3.49 0.73 2.23 0.81 0.92 0.76 0.75 0.79 0.24 0.77 0.22 0.84

广NQ 9.33 1.23 4.42 1.17 2.73 1.60 1.54 1.24 0.65 1.41 0.44 1.33
7.55 1.00 3.77 1.00 1.70 1.00 1.24 1.00 0.46 1.00 0.33 1.00

P~ 6.33 0.84 3.55 0.94 1.59 0.93 1.15 0.93 0.42 0.91 0.31 0.95

o-CHO 8.53 2.53 4.02 1.80 2.10 2.46 1.33 1.85 0.52 2.28 0.39 1.88
m~ 3.37 1.00 2.23 1.00 0.85 1.00 0.72 1.00 0.23 1.00 0.21 1.00
P~ 3.00 0.89 2.09 0.94 0.76 0.90 0.65 0.90 0.20 0.98 0.19 0.92

0-NH2 1.45 238 3.61 2.56 0.81 2.61 1.83 2.65 0.36 2.60 0.45 2.37
m- 0.61 1.00 1.41 1.00 0.31 1.00 0.69 1.00 0.14 1.00 0.19 1.00
P~ 0.90 1.48 0.96 0.68 0.37 1.19 0.43 0.62 0.16 1.16 0.18 0.94

广CH3 8.27 1.03 3.66 1.03 2.22 1.08 1.19 1.02 0.51 1.11 0.32 1.05
m- 8.06 1.00 3.55 1.00 2.06 1.00 1.17 1.00 0.46 1.00 0.31 1.00
P~ 8.03 0.99 3.52 0.99 2.06 0.99 1.16 0.99 0.46 0.99 0.29 0.95

o~C\ 9.85 0.63 4.50 0.76 2.33 0.69 1.27 0.80 0.49 0.74 0.34 0.89
m- 15.7 1.00 5.92 1.00 3.36 1.00 1.59 1.00 0.66 1.00 0.38 1.00
P~ 14.4 0.92 5.64 0.95 3.15 0.94 1.53 0.96 0.61 0.93 0.37 0.97

o-Br — — 5.44 0.76 2.84 0.68 1.51 0.79 0.55 0.76 0.38 0.89
m- — — 7.14 1.00 4.20 1.00 1.92 1.00 0.73 1.00 0.42 1.00
P~ — — 6.91 0.97 4.05 0.97 1.83 0.95 0.70 0.97 0.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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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pacity factors (k') and relative retention (a) of monosubstituted phenols on C® and Phenyl columns 
in CH3OH-H2O solvents

30% MeCN 50% MeCN 70% MeCN
Cis Phenyl 瞞 Phenyl Cis Phenyl

a 衫 a kf a kf a kr a k' a

O-OCH3 2.81 1.23 1.71 1.04 1.14 1.39 0.79 1.23 0.56 1.17 0.40 1.11
m- 2.29 1.00 1.64 1.00 0.82 1.00 0.64 1.00 0.47 1.00 0.36 1.00
P~ 1.75 0.76 1.26 0.77 0.67 0.82 0.52 0.82 0.45 0.94 0.35 0.96

。-NO2 5.80 1.51 3.28 1.26 1.84 1.55 1.00 1.40 0.83 1.56 0.52 1.37
m- 3.83 1.00 2.61 1.00 1.19 1.00 0.83 1.00 0.53 1.00 0.38 1.00
P~ 3.50 0.91 2.37 0.91 1.09 0.91 0.76 0.92 0.53 0.99 0.38 1.00

o-CHO 4.31 2.93 3.31 2.67 1.39 2.42 1.00 2.05 0.79 2.45 0.52 1.58
1.47 1.00 1.24 1.00 0.58 1.00 0.49 1.00 0.32 1.00 0.33 1.00

P~ 1.15 0.78 0.96 0.77 0.51 0.89 0.43 0.88 0.30 0.94 0.30 0.90

o-NH2 4.51 8.35 3.19 6.02 1.10 3.44 0.88 2.00 0.60 2.54 0.48 1.26
m- 0.54 1.00 0.53 1.00 0.32 1.00 0.44 1.00 0.24 1.00 0.38 1.00

0.35 0.65 0.38 0.72 0.25 0.78 0.31 0.71 0.24 1.00 0.31 0.82

0-CH3 4.23 1.12 2.49 1.10 1.34 1.10 0.98 1.09 0.65 1.09 0.44 1.04
m- 3.77 1.00 2.27 1.00 1.22 1.00 0.90 1.00 0.59 LOO 0.42 1.00
P~ 3.56 0.94 2.25 0.99 1.15 0.94 0.88 0.98 0.58 0.98 0.41 0.97

o-Cl 4.55 0.75 2.89 0.84 1.31 0.84 0.96 0.86 0.63 0.94 0.44 0.96
m- 6.05 1.00 3.43 1.00 1.56 1.00 1.11 1.00 0.67 1.00 0.46 1.00
P~ 5.74 0.95 3.39 0.99 1.46 0.94 1.03 0.93 0.65 097 0.45 0.99

o-Br — — 3.45 0.80 1.53 0.89 1.04 0.90 0.65 0.92 0.46 0.94
m- — — 4.31 1.00 1.72 1.00 1.16 1.00 0.71 1.00 0.49 1.00
P~ — — 4.14 0.96 1.64 0.95 1.11 0.96 0.70 0.99 0.48 0.98

각 시료의 용리순서Q'값의 증가순서)를 살펴보면, 

메타나 파라 이성질체는 NH2<CHO<OCH3<NO2< 

CHYCKBr로서 두 이성질체가 같은 용리순서를 

갖는데, 이동상과 수소결합하기가 쉬운 NH?나 

CHO가 치환된 페놀은 빨리 용리되고 극성이 크지 

않으면서 분자량이 큰 할로겐이나 소수성이 큰 메 

틸기가 치환된 페놀은 늦게 용리되었다. 메타나 파 

라이성질체의 용리순서는 컬럼이나 이동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위의 순서가 변하지 않았다. 한편 오르토 

이성질체는 Ci8> 메탄올 50%에서 NH2<CHO<OCH3 

<NO2<CH3<Cl<Br의 용리순서를 보이는데 컬럼이 

나 이동상이 변함에 따라 위의 순서가 변하였다. 

이것은 오르토 이성질체와 컬럼의 미반응된 실란올 

과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각 시료의 이성질체간의 "값을 비교해 보면, 메 

타와 파라 이성질체의 경우 片값이 메타 이성질체가 

파라 이성질체보다 크고 오르토와 메타 이성질체의 

경우 /값 크기순서가 시료에 따라 변한다. 즉 극성이 

작고 분자내 수소결합이 가능한 할로페놀류는 오르 

토 이성질체의 龙'값이 메타 이성질체보다 작은데, 

이는 페놀의 0H기와 할로겐간의 분자내 수소결합이 

일어나 이동상에 대한 이들의 용해도가 증가하여唄5 

용리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극성이 

큰 치환기가 치환된 페놀은 오르토 이성질체의 k' 

값이 메타보다 더 큰데 이는 오르토 이성질체와 컬 

럼의 미반응된 실란올과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메타 이성질체의 为'이 파라 이성질체보다 더 

큰 이유는 아직 확실히 설명하기 어렵다.

C18 및 Phenyl 컬럼의 미반응된 실란을이 시료 

머무름에 미치는 영향. (% 및 Phenyl 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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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이성질체를 기준으로 하는 각 이성질체의 머 

무름비값(a)은 각 이성질체의 용량인자를 메타 이 

성질체의 용량인자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그 값을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상대적인 머무름 값을 계산한 이유는 오르토, 메타 

및 파라 위치에 치환된 치환기에 따라 이성질체간의 

미반응된 실란올과의 상호작용 정도가 다를 것이라 

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페놀의 오르토 위치에 

극성인 치환기가 치환되면 메타위치에 치환될 때보 

다 실란올과 시료가 수소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증 

가되는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반응된 실란올이 시료의 머무름에 미치 

는 영향은 이 오르토와 메타 이성질체간의 상대적 

머무름으로 표시하면 쉽게 나타나리라 예상한다. 파 

라와 메타 이성질체는 모두 실란올과 수소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실란올과 상호작용 

의 차이는 거의 없다. Tseng도 dinitrobenzene 이 

성질체들의 머무름 거동을 설명하면서 오르토 이성 

질체가 메타 이성질체보다 정지상에 더 오래 머무 

르는 것을 미반응된 실란올과 오르토 이성질체간의 

상호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오르토와 메타의 상대적 머무름 값을 이 

용하여 머무름에 미치는 실란올의 영향을 조사하였 

다. Table 1과 2에서 알 수 있듯이 a(»/m)값은 시 

료와 컬럼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다. 한편 a(o/m)값은 할로페놀류를 제외 

하고는 1보다 큰 값을 가지며 컬럼과 시료에 따라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할로페놀류의 a(o/»i) 

값이 1보다 작은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할로페놀류의 분자내 수소결합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다른 치환기가 치환된 시료의 a(o/m)값은 

시료의 극성도와 컬럼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반응된 실란올과 시료와의 상호작용을 고 

려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극성이 큰 

시료일수록 미반응된 실란올의 영향이 크다고邸 알 

려져 있으므로 먼저 70%(v/v) 유기용매에서 시료의 

극성도(P)와 a(o/m) 사이의 관계를 Fig. 1에 나타 

냈다. 여기서 OCH3가 치환된 페놀은 입체장애를 

고려하여 그림에서 제외시켰다. 가로축의 P은 Sny- 

der가 제시한 시료의 극성도와 벤젠 일치환체의 용 

량인자값의 직선관계로부터 구한 극성도(尸产로서 

Table 3에 그 값을 나타내었다. F讶. 1에서 a(p/m) 

값은 두 컬럼에서 시료의 F'가 커질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극성이 큰 시료일수록 미반응된 

실란올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진 사실阳과 잘 일치 

한다. 같은 시료에 대해서 a(o/»j)값이 Ci8 컬럼에서 

Phenyl 컬럼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미반응된 실란 

올이 시료의 머무름에 미치는 영향이 C,8 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컬럼에서의 a(o/»»)값 차 

이는 극성이 큰 치환기가 치환된 페놀류일수록 더 

커진다. a(o/m)값과 P'의 관계는 위의 현상을 정성 

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량적인 설명은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P 대신에 8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

Table 3. Physical constants of Benzenes and Phe- 
n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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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a/m) vs. P> in 70% M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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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WV: Van der Waals volumes of monosubstituted 
phenols (cm3/mol), from ref. 19,叩：Hydrogen Bon
ding acceptor basicity of monosubstituted benzenes, 
from ref. 11 and 17, CP: Polarity of monosubstituted 
benzenes, from ref.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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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a/m) vs. 8 in 70% MeOH. Fig. 4. a(a/»») vs. p in 50% MeOH.

Fig. 3. a(a/»i) vs. & in 70% MeCN. Fig. 5. a(a/m) vs. 0 in 50% MeCN.

(o/m)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보았다. 0는 solvatoch- 

romic 파라미터의 일종으로서 hydrogen bonding 

acceptor basicity를 나타내는 수치이다畛~妙. 즉 시 

료의 0값이 크면 수소결합시 H-aoceptor로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Fig.2〜5는 여러 

이동상 조건에서 B값과 a(o/m) 사이의 관계를 조사 

한 결과이다. 두 컬럼에서 치환기의 0값이 클수록 

a(o/m)값이 직선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시료에 대해서는 C18 컬럼에서 a(o/”»)값이 Phenyl 

컬럼보다 더 크다. 두 컬럼에서 a(o/m)값의 차이는 

8값이 큰 치환기가 치환된 페놀일수록 더 크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실란올과 수소결합하기 어려운 

CH3와 같은 치환기가 치환된 페놀은 a(o伽)값의 

차이가 거의 없^, 실란올과 수소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NO2, CHO, NH2로 갈수록 즉 8값이 

증가할수록 이 값의 차이가 점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B값과 a(o/m)값 사이에 좋은 직선관계가 있 

다는 사실로부터 미반응된 실란올이 시료의 머무름 

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페놀 일치환체에 대해서는 

시료의 8값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페놀 일치환체들의 믈리적 파라미터와 용량인자 

(〃)와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역상 액체 크로마 

토그래피에서 시료에 비극성 부분이 많으면 정지상 

과의 분산인력 같은 상호작용이 크게 되어 정지상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시료의 비극성을 나타내는 파 

라미터는 molar 부피같은 시료의 크기에 관계되는 

파라미터들이다한편 시료의 극성이 크면 미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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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ogk'm vs. (1.01VWV/100-1.84P) on Ci8 column 
in 50% MeOH.

Fig. 8. Logk'n vs. (1.01VWV/100-1.84P)on Phenyl co
lumn in 50% MeOH.

Fig. 7. Logk'm vs. (1.01VWV/100- 1.84P) on Cis column 
in 50% MeCN.

Fig. 9.皿匕，vs. (1.01VWV/100-1.843) on Phenyl co
lumn in 50% MeCN.

된 실란올과의 상호작용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동 

상과의 상호작용이 커서 머무름이 작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극성 파라미터로서 van der Waals 

부피(VWV)와 극성 파라미터로서 8값을 이용하여 

머무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VWV는 

Bondi19?]- 제 안한 방법으로 구하여 B값과 함께 Table 

3에 그 값을 나타내었다. Fzg.6에 C18 컬럼에서 메 

탄올 50%(v/v)를 사용하였을 때, VWV과 8값을 함께 

고려한 파라미터(1.01VWV/100-L8邳)와 시료의 용 

량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1.이과 

L84의 상수값은 직선관계를 나타내는 조건에 해당 

되는 상수값으로 Fig. 7~9에서도 Fig. 6에서 구한 이 

상수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Fz：g.6에서는 메타 

이성질체에 대해서만 표시하였는데 파라 이성질 

체의 경우도 비슷하였다. 시료중에서 cresol(-CH3) 

은 직선관계에서 많이 벗어나므로 제외시켰는데 

이렇게 cresol이 직선관계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은 

CH3가 다른 치환기에 비해서 수소결합시 H-acce- 

ptor로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resol을 제 

외시켰을 때 상관계수&)가 0.997로서 좋은 직선관 

계를 나타냈다. Fig.l은 Cis 컬럼에서 아세토니트릴 

50%(v/v)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인데, 

상관계수가 0.995로서 메탄올 50%(v/v) 경우와 비 

슷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Phenyl 컬럼의 경우 Fig. 8 

과 9에 나타내었다. 아미노페놀과 cresol을 제외시 

켰을 때 상관계수가 메탄올 50%(v/v)에서 0.99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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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니트릴 50%（v/V에서 0.995로서 瞞어서와 마찬 

가지로 좋은 직선관계를 나타냈다. C18 에서와는 다 

르게 아미노 페놀이 직선관계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NH2의 H와 정지상의 

phenyl기의 n 전자 사이의 수소결합이 일어나기霓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F讶.6~9에서 시료의 VWV과 

B값을 사용하여 두 컬럼에서 시료의 머무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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