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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내벽이 유리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 실리카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 및 보통 스테인레스 

스틸관 등 여러 재질의 관에 C18(5(1) 고정상을 충전시켜 길이 30cm, 내경 1mm 및 0.5mm인 마이크로 

컬럼들을 제작하고 그 성능을 비교 조사하였다. p-Nitroaniline과 NN-dimethyl-o-nitro-p-toluidine 및 ethyl
benzene 둥을 시험 용질로 사용하였다. 유리 또는 실리카로 코팅된 컬럼이 보통 스테인레스 스틸 컬럼보다 

효율이 우수하며 컬럼내면이 거울같이 고와야 정지상 충전이 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리코팅된 경우 내경 

0.5mm, 길이 30cm인 컬럼에 대해서도 이론단수가 10,000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We have prepared microcolumns made of stainless steel tubing, glass-lined stainless 
steel tubing, and silica-lined stainless steel tubing and examined their performances comparatively. The 
length of columns was fixed as 30 cm, and the LD.'s, either 1 mm or 0.5 mm. Octadecyl bonded silica 
paticles (5 g) were used as the stationary phases.力-Nitroaniline, NN-dimethyl-o-nitro-p-toluidine,，and 
ethylbenzene were used as the test solutes. The glass-lined or silica-lined stainless steel columns showed 
better performances than the plain stainless steel column did. The number of theoretical plates over 
10,000 were obtained even for the 0.5 mm LD. (30 cm long) column as long as the glass-lined stainless 
steel tubing was used.

서 론

70년대 말경부터 Scotti Kucera,1,2 Tsuda와 No- 
votny,3A6 그리고 Ishii와 공동연구자" 등에 의해 

선도되기 시작한 마이크로 컬럼 액체 크로마토그래 

피의 연구는 더욱더 그 기술이 다양화, 정교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20 이에 맞추어 

매우 작은 크기의 시료루프를 가진 고압 시료주입 

기와 매우 작은 흐름셀(flow cell)을 갖는 검출기, 

신뢰도 높은 마이크로 펌프 및 소형 핏팅류 등이 

상업화되어 공급되고 있다.

마이크로 컬럼의 재질로는 실리카 모세관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내경이 320卩이고 3~5fi 크기의 정 

지상 분말로 채워진 실리카 컬럼을 비롯하여 내경 

1 mm 미만의 다양한 규격의 충전된 실리카 컬럼들이 

상업화되어 있다. 반면에 스테인레스 스틸관으로 만 

든 충전된 컬럼으로는 내경이 1mm 미만인 것은 

아직 상업화되어 있지 않다. 컬럼 내경이 작을 수록 

컬럼 내면이 거울같이 고와야 좋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내경 1mm 미만의 마이크로 컬럼은 실리카 

컬럼만이 상업화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리카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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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은 파손되기 쉬워서 취급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팀은 선행연구에서 컬럼 효율도 우수하면서 

견고하여 취급하기 쉬운 마이크로 컬럼으로서 유리로 

내벽이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으로 만든 충전컬 

럼의 제작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통 스테인레스 스틸관, 내벽이 

유리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 그리고 내벽이 

실리카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 등 세 가지 재 

질로 충전 마이크로 컬럼을 만들어 각 컬럼들의 성 

능을 비교 연구하였다.

실 험

시약 및 용매. 용질로 쓴 시약 />-nitroaniline과 

ethylbenzene은 Aldrich사(Milwaukee, USA) 일급 

시약을 정제없이 사용하였으며 A〃V-dimethyl-o-ni- 
tro-p-toluidine은 직접 합성하여幼 사용하였다. 크 

로마토그래피 용매로는 Fisher사(Pittsburgh, USA) 
의 HPLC용 메탄올과 물을 필터로 한번 거른 후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내벽이 유리로 코팅된 스테인 

레스 스틸관, 내벽이 실리카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 및 보통 스테인레스 스틸관과 고정상 분말 

들은 Alltech사(Deerfield, US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장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한 실험 

장치는 마이크로 컬럼에 부합될 수 있는 각 부분장 

치들을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저속 유량을 주는 펌 

프는 Shimadzu(Tokyo, Japan) 10AD 펌프를 사용 

하고, 내부 루프의 부피가 0.5 pL 인 Rheodyne(Cotati, 
USA) 7520 injector와 부피가 0.12 卩L인 flow cell이 

장착된 Isco(Lincoln, USA) CV4 detector를 사용하 

여 컬럼외 void volume을 최소화하는데 힘썼다. 시 

료주입기에서 컬럼, 또 컬럼에서 검출기로의 연결은 

내경이 0.13mm인 스테인레스 스틸관을 이용하였고, 

길이도 전체적으로 15 cm에 불과하도록 조절하였다. 

검출기 신호로부터 크로마토그램을 얻는데는 영인 

과학(서울, 대한민국)의 520B computing intergra- 
tor를 사용하였다.

컬럼의 제작. 유리로 내벽이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 내벽이 실리카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 

및 보통 스테인레스 스틸관을 이용하여 내경 1 
mm와 0.5 mm인 두 가지 크기의 컬럼을 제작하였다. 

길이는 30cm로 통일하였다. 정지상은 5)1 크기의 

C18 실리카 분말 두 종류를(Lichrosorb RP18과 Ad- 
sorbosphere C18) 사용하였다. 각 정지상의 메탄올 

슬러리를 만들고 Alltech사(Deerfield, USA) slurry 

packer를 사용하여 충전하였다. 정지상은 슬러리로 

만들기 전에 90 °C 오븐에서 수시간 건조하였다. 메 

탄올 슬러리는 충전하기 전에 초음파 진동기로 20~ 
30분간 처리하여 뭉침을 방지하였다. 충전은 8,000 
내지 10,000 psi의 압력을 사용하여 20분 내지 1시간 

동안 지속하였고 충전하는 동안 진동기로 reservoir 
및 컬럼 부위를 계속 진동시켜 주었다. 컬럼 양쪽에는 

정지상을 지지하기 위하여 유니온을 연결하고 프릿 

을 장착하였다. 우선 컬럼의 출구쪽에만 프릿을 장 

착하여 충전하고 충전을 마친 뒤 압력이 상압으로 

돌아온 후에 입구쪽 유니온에도 프릿을 장착하고 

튜빙과 핏팅으로 프릿을 제 자리에 고정하였다.21 

정지상 슬러리 충전 장치를 F讶.1 에 도시하였다. 

프릿은 세 가지 종류를 시도하였다.” 직경 1.6 mm, 
두께 0.8 mm인 스테인레스 스틸 프릿, 얇은 테프론 

프릿, 그리고 유니온의 작은 구멍(내경 0.25 mm) 
사이로 채워 넣은 유리섬유 프릿 등이다. 이 중에서 

스테인레스 스틸 프릿은 틈새 부피 효과 때문에 내경 

1mm인 컬럼에만 사용하였다.21 내경 0.5nun인 컬 

럼에 대해서는 테프론 그릿만을 사용하였다.

컬럼효을 실험. 이렇게 제작한 컬럼들의 효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力-nitroaniline, NN-dimethyl-o- 
nitro-p-toluidine 및 ethylbenzene 등 세 용질을 

메탄올에 녹여 시료용액을 만들었다. 이들은 극성도 

와 머무름시간이 적절히 분포되는 용질들로서 선택 

된 것이다. 용매는 90/10(vol%) 메탄올/물 혼합용매 

를 사용하였고 용매 유속은 0.001 〜0.15mL/min의 

범위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여러 유속에서 각 용질 

들의 머무름 시간(4)과 봉우리의 반높이 띠나비伽讹) 

를 측정하였다. 각 용질들에 대한 컬럼 이론단수四 

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N=5.54(tr/w1,2)2 (1)

이론당 해당높이 H(HETP, Height Equivalent to 

Theoretical Plate)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H=L/N (2)

식 (2)에서 L은 컬럼의 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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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力-Nitroaniline과 A〃V-dimethyl-o-nitro-p-tolui- 
dine 및 ethylbenzene 세 용질로 이루어진 시료를 

이용하여 컬럼의 내경 및 관의 재질의 차이에 따른 

컬럼효율의 변화를 조사하여 Table 1에 요약적으로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내경이 1mm인 경우의 컬 

럼효율이 내경 0.5 mm인 경우의 그것들보다 우수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연결 튜빙 등에 의해 피할 

수 없이 존재하는 틈새부피(void volume)의 컬럼내 

빈 공간에 대한 상대적 비율이 내경 0.5mm인 경 

우에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용매의 유속을 0.003~0.150 mL/min의 범위에서 

변화시키면서 />-Nitroaniline과 A〃V-dimethyl-o- 

nitro-p-toluidine 및 ethylbenzene의 머무름 시간과 

반높이 봉우리 띠나비를 측정하고 이론 단수 및 이 

론단 해당높이를 계산하였다. F讶.2~4에 내경 1 
mm인 컬럼들에 대해서 이론단 해당높이 대 용매 

유속의 관계 그래프(Van Deemter Plot)를 도시하 

였다. 최적유속은 0.008 mL/min 부근이다. 세 용질 

에서 뚜렷한 최소 H값을 보인다. Table 1과F讶.2〜4 
를 관찰하면 내경 1mm인 경우에는 내벽이 유리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 컬럼의 효율이 보통 스테 

인레스 스틸 컬럼보다 두드러지게 우수하지는 않음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내경 0.5mm인 경우에 내벽이 

유리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 컬럼이 다른 컬럼 

들보다 눈에 띄게 우수하다는 것과 뚜렷이 대조되는 

현상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스테인레스 스틸관을 

사용하여 만든 컬럼이라도 내경 1 mm인 경우와 내경 

0.5mm 경우에는 차이점이 있음을 언급해야 하겠다. 

내경 1 mm인 경우에는 소위 “mirror-finish” 처리가 

된 관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관 내면을 잘 갈아서 

거울처럼 곱게 만든 것이다. 반면 내경 0.5mm인 

경우에는 그런 처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

Fig. 1. Slurry packing apparatus. "High pressure 
pump.ASolvent reservoir. "Gauge. ^Waste. ^Valve. zSlu- 
rry reservoir. ^Connecting tubing. *Union attached mi
crocolumn.

Table 1. Comparison of column efficiences among various columns of different stationary phases, LD/s and 
frit techniquesa

Kinds of column LD. of 
column (mm) Stationary phase Frits -

Number of theoretical plates

/>-Nitroanilie DNT Ethylbenzene

Glass니ined SS” 1 Lichrosorb RP 18
Adsorbosphere

2 glass wool frits
2 stainless steel frits

10403
9313

11893
11538

10920
12928

Gias脂니ined SS* 0.5 Adsorbosphere 2 Teflon frits 10640 12240 10030
Stainless Ste이 ld Adsorbosphere 2 Stainlesse steel frits^ 9541 11720 10970
Stainless Steel 0.5 Adsorbosphere 2 Teflon frits 8235 8175 8392
Silica-lined SS” 0.5 Adsorbosphere 2 Teflon frits 8885 9120 9770

°90/10 (vol%) Methanol/Water was used as the eluent Flow rate of 0.008 mL/min was used for 1 mm LD. columns, 
and 0.001 mL/min, for 0.5 mm LD. columns (0.003 mL/min for silica-lined stainless steel column). dStainiess steel. 
^TV-dimethyl-o-nitro-p-toluidine. ^Specially treated *mirror-finishM tubing from Alltech Associates whose inside 
surface is made mirror-like. 'Specially designed frits from Alltech Associates. Each frit is composed of a hard polymer 
disc and a small stainless steel frit area incorporated in the center of the disc

1995, Vol. 39, No. 11



866 安賢珠-鄭元朝

Fig. 2, The plot of HETP vs. flow rate of the eluent 
for /)-nitroaniline. I.D. of column: 1 mm. Glass-lined 
stainless steel adsorbosphere C18 column (2 stainless 
steel frits): closed cir아e. Glass-lined stainless steel 
lichrosorb RP18 c시umn (2 glass wool frits): open cir- 
아e. Stainless ste이 adsorbosphere C18 column: tria
ngle.

Fig. 4. The plot of HETP vs. flow rate of the eluent 
for ethylbenzene. I.D. of column: 1 mm. Glass-lined 
stainless ste이 adsorbosphere C18 column (2 stainless 
steel frits): closed circle. Glass-lined stainless steel 
lichrosorb RP18 column (2 glass wool frits): open cir- 
사e. Stainless steel adsorbosphere C18 c이umn: tria
ngle.

0.15

0.05

0.10

X

0.00 
0.00 0.04 0.08 0.12 0.16

디ow rate(ml/min)

Fig. 3. The plot of HETP vs. flow rate of the eluent 
for A^N-dimethyl-o-nitro-p-toluidine. I.D. of column: 
1 mm. Glass-lined stainless steel adsorbosphere C18 
column (2 stainless steel frits): closed circle. Glass니i- 
ned stainless steel lichro앙orb RP18 column (2 glass 
wool frits): open circle. Stainless steel adsorbosphere 
C18 c이umn: triangle.

같은 관을 구하지 못하고 평범한 스테인레스 스틸 

관을 사용하였다. 내경 1mm 컬럼의 경우에 사용한 

스테인레스 스틸 프릿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mirror-finish” 관의 경우에는 컬럼끝 핏팅 (Column 

End fitting)에 동반공급된 특수 프릿을 사용하였다. 

이 프릿은 지름 3.2mm인 단단한 고분자 원판 가 

운데에 지름 0.4mm 정도인 스테인레스 스틸 프릿 

판이 박힌 구조로서 프릿 기능은 중앙의 스테인레스 

스틸 프릿판이 담당하고 주위 고분자 판은 관을 유 

니온에 꼭 맞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내면이 유리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에는 

지름 L6mm인 스테인레스 스틸 프릿이나 유리섬유 

프릿을 사용하였는데, 위에 언급한 "mirror-finish” 
관 용 특수프릿의 틈새부피는 유리섬유 프릿의 그 

것과 대강 비슷하다. 따라서 "mirror-fini아T 관과 

특수프릿을 갖춘 컬럼끝 핏팅으로 만든 컬럼은 유 

리로 내벽이 코팅된 관과 유리섬유 프릿을 사용하여 

만든 컬럼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여준다. F汉2〜4를 

관찰하면 용리액이 고속일 때는 유리코팅 컬럼이 

우수하고 용리액이 저속일 때는 "mirror-finish" 컬 

럼이 우수한 면모를 보이며 최적 유속에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이것은 상업적으로 한 세트로 

공급되는 컬럼끝 핏팅(특수 프릿 포함)을 사용하는 

것이 실험실에서 유니온 및 유리섬유 프릿등으로 

컬럼끝 핏팅을 짜맞추는 것보다 연결상 발생하는 

틈새부피의 크기를 더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용리액이 저속일 때는 름새부피의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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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plot of HETP vs. flow rate of the eluent 
for />-nitroaniIine. LD. of column: 0.5 mm. Stationary 
phase: Adsorbosphere C18. Glass-lined stainless steel 
column: open circle. Stainless steel column: triangle. 
Silica-lined stainless steel column: closed cir이e.

컬럼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속에서는 

컬럼 충전상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따라 

서 컬럼 충전상태는 유리코팅 컬럼이 Mmirror-fi- 
nish" 컬럼보다 다소 우수하다고 사료된다. 이 논 

문에 자료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평범한 스테인레스 

스틸관과 유리섬유 프릿으로 만든 내경 1 mm 컬럼의 

효율은 유리 코팅컬럼 및 “mirror-finish허 컬럼보다 

상당히 열등한 것도 관찰하였다.

이번에는 테프론 프릿을 장착한 내경이 0.5mm인 

컬럼들을 이용하여 용매의 유속을 0.001-0.04mL/ 
min의 범위에서 변화시키면서 세 용질의 이론 단수 

및 이론단 해당높이의 변화 경향을 조사하였다. 내경 

0.5 mm인 경우에는 Mmirror-finish** 관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유사한 특수 프릿도 구할 수 없었으므로 

테프론 프릿만을 사용하였다. 〜7에 이론단 

해당높이 대 용매 유속의 관계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실리카 컬럼에서만 극소점을 보이 

며 최적 유속은 0.003 mL/min이다. 다른 컬럼들의 

경우는 극소점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개략적으로 

유속의 증가에 따라 日가 단순 증가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며 최소 값은 가장작은 유속인 O.OOlmL/min일 

때 얻어졌다. 내경 1mm인 경우와 비교하여 극소 

치의 관찰이 어려운 것은 아마도 틈새부피가 거의 

없는 테프론막 프릿을 사용함으로써 저속에서 그

0.2

1 H
0.1

0.3

0.0
0.00 0.01 0.02 0.03 0.04

디ow rate(ml/min)

Fig. 6. The plot of HETP vs. flow rate of the eluent 
for A/；N-dimethyl-o-nitro-p-toluidine. LD. of column: 
0.5 mm. Stationary phase: Adsorbosphere C18. Glass- 
lined stainless steel column: open cir아e. Stainless 
steel column: triangle. Silica-lined stainless steel co
lumn: closed circle.

I

0.02
Flow rate(ml/m1n)

Fig, 7. The plot of HETP vs. flow rate of the eluent 
for ethylbenzene. I. D. of column: 0.5 mm. Stationary 
phase: Adsorbosphere C18. Glass-lined stainless steel 
c이umn: open cir이e. Stainless ste이 c이umn: triangle. 
Silica-lined stainless steel c이umn: closed cir시e.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프릿의 틈새부피 효과가 제 

거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내경이 0.5 mm인 컬 

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론단수가 11,000에 가까운 

컬럼 효율을 보이는 것은 내벽이 유리로 코팅된 스 

테인레스 스틸 컬럼 뿐인 것이다. Fig. 5〜7을 살펴 

보면 유리 코팅 컬럼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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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chromatogram of ^-nitroaniline, N,N-di- 
methyl-o-nitro-p-toluidine and ethyl benzene eluted 
through the 0.5 mm I.D., Glass-lined stainless steel 
column. Eluent: 90/10 (vol%) methanol/water. Flow 
rate: 0.001 mL/min.

코팅 컬럼도 그 성능이 유리 코팅 컬럼과 유사한 

반면, 보통 스테 인레스 스틸 컬럼은 그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8에 내경이 0.5mm인 

유리코팅 스테인레스 스틸 컬럼에 대해서 최적 유 

속에서의 크로마토그램을 도시하였다 .

요약하건대 유리로 내벽이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 

틸관, 내벽이 실리카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 

및 보통 스테인레스 스틸관을 이용하여 제조한 컬 

럼을 사용할 경우 내경이 1mm인 경우에는 10,000을 

상회하는 이론단수를, 내경이 0.5mm인 경우에는 

9,000 정도의 이론단수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내 

벽이 유리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 컬럼에서는 

내경이 0.5mm인 경우에도 10,000을 상회하는 이론 

단수를 얻었다. 선행연구에” 비하여 컬럼충전이 다소 

개선되어 내경이 0.5mm인 컬럼에 대해서도 10,000 
이상의 이론단수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내경이 작을 

수록 유리 또는 실리카로 내벽을 입힌 컬럼이 정지상 

충전 효율면에서 보통 스테인레스 스틸 컬럼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내벽이 유리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 내벽이 

실리카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관 및 보통 스테 

인레스 스틸관을 이용하여 내경 1mm와 0.5 mm인 

마이크로 컬럼을 제조하여 그 성능을 비교 조사하여 

보았다. 내벽이 유리 또는 실리카로 코팅된 스테인 

레스 스틸 컬럼이 보통 스테인레스 스틸 컬럼에 비해 

효율이 우수한 겻으로 나타났다.

비 및 1995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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