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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야 모세관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cyclodextrin 정지상들(PH-0-CD, DA-p-CD, TA-Y-CD)을 

이용하여 라세미 알코올들과 그 유도체들의 분리를 연구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알코올들은 trifluoroacetic 

anhydride, acetic anhydride, trichloroacetic anhydride를 써서 유도화하였다. 거울상체들의 분리선택성은 

acylation 시약의 형태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을 알았다. 알코올과 그 유도체들의 광학분할에 대한 최상의 

실험조건은 용질분자들의 극성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키랄분리에 관해서 온도, 컬럼이 극성, 수소결합력, 

알코올과 CD 정지상의 입체효과 등의 의존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다. 키랄 인식 기구는 키랄 정지상의 종류에 

의존하지 않고 라세미 알코올의 유도체화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S-Hydroxypropyl(PH) p-cyclodextrin(hydrophilic), dialkyl(DA) cyclodextrin(hydropho- 

bic), trifluoroacetry(TA) Y-cyclodextrin(intermediate) stationary phases were used for gas chromatographic 

separation of recemic alcohols and their derivatives. All the alcohols used for this experiment were deriva- 

tived by using trifluoro acetic anhydride, acetic anhydride, or trichloro acetic anhydride. It is apparent 

that the enantioselectivity of the enantiomeric pairs was very dependent on the type of acylation reagent. 

The best experimental condition of optical resolution of the alcohols and their derivatives was different 

on the polarity of the solute molecules. The chiral separation was also studied depending on temperature, 
polarity of the column, and hydrogen bonding ability and steric effect between the alchols and CD statio

nary phase. The chiral recognition mechanism is dependent not upon the kinds of the chiral stationay 

phases but upon the derivatization of the racemic alchols.

서 론

최근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그 중에서 거울상 이성질체의 합성, 분리, 이용 

등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라세미 흔합물의 약물에 관해서 각 

각의 거울상 이성질체의 홉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의 

약물 동태를 검토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라세미체의 광학분리는 광학 활성체의 입수법으로 

유용하지만 물리적, 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을 갖는 

거울상 이성질체를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1848년 L. Pasteur 가 처음으로 광학분리를 성공한 

후 여 러가지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거울상 이성질체의 분리에 

키 랄정 지 상（Chiral Stationary Phase : CSD으로 아 

미노산계와 펩티드계가 사용되었다.2~9 지금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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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사용되는 키랄정지상은 chirasil-val이다.】이1 

그리고 원추형의 aT,4가 연결된 glucose 단위로 

형성된 cyclodextrin 중 a,8,Y-cy아。dextrin이 CSP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고체 cyclodextrin은 비록 

분리선택성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코팅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므로 그것을 코팅하기 전에 다른 용매에 

녹여야 한다.12T9

최근 GC에 효과적인 capillary 소수성 cyclodext
rin 유도채가 개발되었고为~23 그 후 새로운 극성의 

친수성 cy시odextrin 유도체가 개발되어 alkyl 유도 

체와 비교된다. 이들은 매우 다른 거울상 이성질체의 

분리선택성(enantios이activity)을 가지고 있다.逐5 이 

cyclodextrin 정지상이 GC에서는 어떤 키랄인지 메 

카니즘으로 분리되는 지가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다. 

GC의 조건에서 실제 내포착물의 생성이 분리에 대한 

영향의 여부가 홍미롭다.

본 연구에 서는 극성 이 강한 S-hydroxypropyl(PH), 

소수성이 큰 dialkyl(DA), 극성이 중간정도의 trif

luoro acetyl(TA) 이 유도된 capillary cyclodextrin 

정지상에서의 다양한 라세미 알코올의 acylation의 

최적분리효과 및 엔탈피-엔트로피 보상이론을 사용 

하여 치환된 거울상 이성질체와 키랄정지상간의 키 

랄인지 메카니즘을 검토하였다.

실 험

기기장치. 모든 실험은 HEWLETT PACKARD 

5890 series II Gas Chromatograph를 사용하였고 

detector는 FID, carrier gas는 N2 gas를 사용하였다. 

Carrier gas의 속도는 약 ImL/min로 설정하였고 

injection port 온도는 200 °C, detector 온도는 220

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컬럼의 split ratio는 1/100 

에 두었고 injection volume은 0.5 gL를 주입시켰다. 

컬럼으로는 trifluoroacetyl(TA)-y-CD, S-hydroxyp- 

ropyl(PH)-3-CD, dialkyl(DA*阡CD를 사용하였고， 

이들은 각각 내경이 0.25mm이고 길이가 10m^l 

것을 사용하였다.

시 약. 시료로 사용한 (± )T,2-propandiol, 

(± J-l^-pentandiol, trans~(± )-lt2-cyclohexandiol, 

(± )-l,2-octandiol, trans~(± )-l,2-cyclooctandiol, 

(± )-l-phenyl-2-propanol, (土 )-2-phenyl-l-pro-

OH CH 0 
II

0
II

+ 2R-C-0-C-R

40-60t

0
II 

O-C-R

O-C-R
II 
0

+ 2RC0H

Fig. 1. Acyl derivativation of trans~(± )-l,2-cyclohex- 
andiol as R. R=CH3: Acetic anhydride, R=CCL： Tri
chloro acetic anhydride, R=CF3: Trifluoro actic anhy
dride.

panol, (± )-l-phenyl-l-propanol, (± )-3-phenyl*l- 

butanol, (± )T-indanol과 acylation 유도체로 사용 

한 trifluoro acetic anhydride와 trichloro acetic 

anhydride는 Aldrich Chemical Company, Ltd.(Mil- 

waukee,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acetic 

anhydride는 Yakuri Pure Chemicals, Co. Ltd. 

(Osaka,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용매로 

사용한 ether는 Rid이-deh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알코올의 Acyl 유도체화. Acyl 유도체화 시약으 

로는 trifluoroacetic anhydride(TFA), trichloroacetic 

anhydride(TCA), acetic anhydride(AA)를 사용하였 

다. 각각의 시료 1 mg을 0.5 mL의 diethyl ether에 

녹인 다음 각각의 anhydride 200 卩L를 첨가하였다. 

Fig, 1에 알코올의 Acyl 유도체화 반응이 나와 있다.

Trifluoro acetic anhydride의 경우 상온에서 

anhydride를 첨가한지 몇 분 이내에 반응이 완료되 

지만 acetic anhydride의 경우 첨가 후 40—601 

에서 magnetic bar를 사용하여 stirring시켜서 2~3 

일이 지난 후에 반응이 완료된다. Trichloro acetic 

anhydride의 경우 첨가 후 40~60t： 에서 magnetic 

bar를 사용하여 stirring시켜서 12시간~1일이 지난 

후 반응이 완료된다.

반응이 끝난 후 dry N2 gas로 과량이 anhydride# 

제거하기 위하여 bubbling시킨다. 나머지 남아있는 

유도체화된 시료는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을 위하여 

0.5 mL의 diethyl ethei•에 용해시킨다.

1995, VoL 39,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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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TA-Y-CD, PH-p-CD 및 DA-0-CD 정지상에 한 

개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시료와 두 개의 알코 

올기를 가지고 있는 시료에 극성이 강한 trifluoro 

acetic anhydride, 수소결합이 강한 acetic anhydride 

그리고 이들에 비해 크기가 매우 큰 trichloro acetic 

anhydride를 치환시켜 각각의 머무름 및 분리 특성 

을 비교하고 원인을 규명하였다.

F讶.2의 (A), (B)에 본 연구에 사용된 cyclodext- 

rin과 유도된 cyclodextrin의 구조를 각각 나타냈다. 

Cyclodextrin은 2,6 위치의 hydroxyl기가 원추형 넓 

은 부위의 외부, 3의 위치의 hydroxyl기는 원추형의 

좁은 부위의 외부에 나와 있으므로 cyclodextrin의 

외부는 친수성을 띄고 내부는 소수성을 띤다.

유도된 cyclodextrin 정지상에서의 acylation^! 알 

코을의 분리선택성. Table 1에 TA-Y-CD 정지상에 

서 여러가지 acylation된 알코올의 분리결과를 나타

Fig. 2. (A) Structure of cyclodextrins, a-CD: m=6, 
p-CD: n=7, Y-CD: m = 8. (B) Structure of derivatized 
cyclodextrin. TA-Y-CD: « = 8, Rv=n-CH2CF3, R',R" 
= m-C5Hu; PH-p-CD, n = 7, R\R\RW = CH3CH2 
CHOH; DA-p-CD: n=L R^R^n-CsHn.

Table 1. Comparison of GC separation data for diffe
rent acyl derivatives of chiral ak산!。Is on TA-Y-CD 
CSP

AA 
TCA

Compound
Acyl 

group
Temp. 如 X

(± )-l,2-propandiol FREE 60t 8.23 1.00
AA 80 °C 5.46 1.07

耸飾 TCA 140 °C 35.06 1.00

(± )T,2-pentandi시 FREE 701 31.35 1.07
TFA 60t 6.05 1.12

°H AA 65 °C 52.36 1.04
、，人、-/、 TCA 1501 34.28 1.00

trans- FREE 801 47.17 1.03
(±)- 1,2-cyclohexanediol TFA 90fc 2.83 1.14

。버 AA 90t 25.33 1.09
CI 
、/、OH TCA 1601 45.12 1.03

(± )-l,2-octandiol FREE 1201 10.88 1.00
TFA 70 °C 28.96 1.08

OH
OH I AA 1201 11.25 1.00

、(人、/、/、/ TCA 170 t 4.09 1.00

trans- FREE 1201 30.40 1.04
(± )-lf2-cyclooctandiol TFA 751 27.70 1.08

0 너 AA 1201 18.66 1.04

3-phenyl-1-butanol FREE 80 °C 61.23 1.02

/眼 TFA 85 fc 18.25 1.05
16.44
31.50

loot 
1401

1.00
1.00

2-phenyl- 1-propanol FREE 80t 46.61 1.02
TFA 80t 11.67 1.06

w 아‘
AA 801 43.30 1.00
TCA 130 °C 34.34 1.00

l-phenyl-2-propanol FREE 801 25.36 1.03
TFA 80 fc 8.42 1.08

T0 AA loot 10.36 1.00
TCA 130 t 24.79 1.00

1 -phenyl-1 -propanol FREE 80t 38.15 1.02
OH TFA 60t 19.84 1.03

、人！/''、 AA 801 30.10 1.05
TCA 120 °C 32.08 1.00

2-indanol FREE loot 25.61 1.00

OH TFA 60t 18.29 1.00
cv AA loot 23.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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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GC separation data for diffe
rent acyl derivatives of chiral alchols on PH-p-CD 
CSP

Compound &피 Temp. 加 "

group

(± )-l,2-propandiol FREE 701 13.60 1.00
AA 65 °C 15.62 1.08

OH TCA 1501 5.03 1.06

•02
-00
-00
-00

(± )-l,2-pentandiol FREE 75 t 43.93
「1 TFA 60t 2.74LJ 
II OH 쑤 AA 801 16.27

C 니3 C - 人/、 TCA 1701 15.04

.42

.00

.06

.00

5
 
B
 
2
 
3

6

9

0

 
1

4
 
4
 
2

2
 

3
 
1

-00
.00
.00
.00

1
 
1
 
nl 
1

2
 
7
 
1
9

1
2
 
0
 
1

L
 
z

1
 
1
 
2
 
1

trans- FREE not
(± )-1,2- cyclohexanediol TFA 701

아T AA 90t
CC OH

TCA 1901

(± )-l,2-octandiol FREE 1301
TFA 701

c OH 
OH I AA not

*7■人/、/、/ TCA 190 °C

1 I________ I________ I_________I________ I
2 4 6 a 10 12

time(min)

□ 

II 
CCl3 c-

2 4 6 B 10 12 trans- FREE 140 °C 21.72 1.00
time(min) (±)-1,2-cyclooctandiol TFA 75 °C 18 1.09

Fig. 3. Comparison of enantiomeric resolution of th
ree different acylated (± )-lf2-pentadiols on TA-Y- 
CD CSP.

OH AA 120 °C 23.63 1.00

내었다. 이 결과 trifluoroacetic anhydride에 의해 

치환된 알코올의 분리가 가장 잘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TA-Y-CD의 trifkion）기와 치환된 시료의 

trifhi이p기의 쌍극자-쌍극자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讶.3에 TA-Y-CD 정지상에 있어 

서의 3개의 다른 acylated （士）T,2-pentandiol의

3
 
1

4
 
1

3
 
1

3-phenyl-1-butanol FREE not

、，財 TFA 80 °C
AA 120 °C

0
TCA 150 °C

w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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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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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henyl-1 -propanol FREE 90fc
TFA 801
AA 12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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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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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OO
OO
OO
.OO

enantiomeric 분리의 비교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 TA-Y-CD 정지상에서 TFA로 치환된 알코올의 

경우 휘 발성이 크므로 AA나 TCA로 치 환된 알코올의 

경우보다 빨리 용리됨을 알 수 있고 TCA로 치환된 

알코올의 경우 무게가 매우 크므로 매우 늦게 용리 

됨을 알 수 있다.

Enantioselectivity는 TFA로 치환했을 경우가 가 

장 큰데 그 이유는 （± ）-1,2-pentandiol에 치 환된 tri- 

fkioro기와 정지상의 trifluoro기와의 쌍극자-쌍극자 

상호작용에 의해 Table 1의 결과와 같이 분리가 잘 

일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AA로 치환했을 경우에도

l-phenyl-2-propanol FREE 801
TFA 801
AA loot
TCA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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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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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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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GC separation data for diffe
rent acyl derivatives of chiral alchols on DA-Y-CD 
CSP

Compound
Acyl

Temp, 
group

oc

(+ )-l,2-propandiol FREE 90笔 8.42 1.00

OH AA 60 t 10.27 1.00
人/。 TCA 1401 8.22 1.00

(± )-l,2-pentandiol FREE 80 t 243 1.01
TFA 60t 5.06 1.00

OH 0H
AA 70 °C 37.15 1.01
TCA 1801 17.11 1.00

trans- FREE 110°C 18.29 1.05
(±)- 1,2-cyclohexanediol TFA 70 °C 5.62 1.00

r、丫x oh AA 120 °C 19.49 1.00
J」、、OH TCA 1901 11.23 1.00

(± )-l,2-octandiol FREE not 17.86 1.07
TFA 70 fc 12.08 1.00

OH 쑤 AA 1301 13.09 1.00
、"人，、/、/

TCA 2101 11.28 1.00

trans- FREE 1401 22.25 1.13
(±)- 1,2-cyclooctandiol TFA 100°C 12.11 1.00

OH AA 130 °C 22.53 1.03
b 애

3-phenyl-l-butanol FREE 1201 23.25 1.00
TFA 80t 41.58 1.00
AA 120 °C 22.45 1.07
TCA 1701 20.26 1.00

2-phenyl-l-propanol FREE loot 27.60 1.00
TFA 801 22.3 1.01X?0H
AA loot 28.05 1.00

0
TCA 1701 13.36 1.00

분리는 어느 정도 잘 일어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치환된 시료와 정지상간의 미약한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TCA로 치환했을 경우 전혀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치환된 TCA가 너무 크므로 

입체장애에 의한 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Acylation 시료 종류에 따른 enantioselectivity의 

차이를 다른 기가 유도된 CD 정지상에서 비교해 

보기 위해 PH-p-CD 정지상과 DA-0-CD 정지상에 

서 실험해 보았다. Table 2, 3에 PH-p-CD 정자상과 

DC-p-CD 정지상에서 다양한 acylation 시료가 치 

환된 알코올의 enantioselectivity를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Table 2의 PH-p-CD 정지상에서는 曲로 

치환된 알코올의 분리가 가장 잘 일어남울 알 수 

있는데 이는 CD 정지상에 유도된 S-hydroxypro- 

pyl의 OH기와 AA의 acetyl group과의 수소결합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3에서 DAf-CD 정 

지상을 사용했을 경우 free한 알코올과 AA가 치환된 

알코올이 비교적 키랄분리가 잘 되는데 이는 CD에서 

치환되지 않은 0H 기와 AA로 치환된 알코올과 

free한 알코올과의 수소결합에 의한 영향일 것으로 

생 각된다. Fig. 4는 TA-Y-CD와 PH-p-CD 정 지상에 

서의 trans-{+ )-l,2-cyclohexandiol-2] enantiomeric

l-phenyl-2 -propanol FREE loot 18.88 1.00
TFA 80 °C 15.18 1.00
AA 100°C 20.41 1.00
TCA 1601 16.44 1.00

l-phenyl-l~propanol FREE 90t 38.43 1.05
OH TFA 60t 10.72 1.00

AA 80节 25.63 1.07
TCA 1501 18.09 1.00

2-indanol FREE 1201 16.65 1.00
OH TFA 60t 23.22 1.00

r如—( AA loot 39.26 1.00

B： PH-fi-CDA： TA- / -CD

OH

tirr.e(rriiri；

11
0

bi c-

tnne(min)

 시切 切

0
屋/认

Fig. 4. Comparison of enantiomeric resolution of free 
and three different acylated trans-(+ )-l,2-cyclohexa- 
ndiols on (A) TA Y CD CSP and (B) PH-p-CD CSP.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Cyclodextrin 정지상을 이용한 키랄분리 99

분리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free한 것과 

AA가 치환된 경우에는 TA-Y-CD 정지상에서 보다 

PH-p-CD 정지상에서의 분리가 더 잘 일어나는데 

이는 PH-Q-CD의 유도된 S-hydroxypropyl group의 

OH 기와 free한 알코올 및 曲가 치화된 알코올과의 

수소결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TCA로 치환했을 

경우에는 PHf-CD에서는 전혀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비해 TA-Y-CD에서는 분리가 일어난다. 이는 

TCA의 작용기가 너무 크므로 CD에서 유도된 작용 

기와는 상관없이 阡CD에서 분리가 더 잘 일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치환된 위 시료의 머 

무름 시간은 휘발성이 좋은 TFA로 치환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용리되고, TCA로 치환했을 경우 무게가 

크기 때문에 가장 늦게 용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TFA와 AA의 경우에 크기는 같고 

단지 차이점은 극성과 수소결합의 가능성의 여부에 

있다.

Trifluoroacetyl이 유도된 CD 정지상에서는 TFA 

가 치환된 시료가 쌍극자-쌍극자 상호작용에 의해 

분리가 잘 일어나고 S- hydroxypropyl °] 유도된 CD 

정지상에서는 AA가 치환된 시료가 수소결합에 의해 

분리가 잘 일어난다. 알코올을 TCA로 치환했을 경 

우에는 너무 크므로 사용한 세 컬럼에서 모두 머무름 

시간이 길 뿐 아니라 일어날 만큼의 interaction 차가 

나타나지 않고 거의 분리되지 않으므로 acylation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치환된 거을 이성질체와 키랄정지상간의 분리 메 

카니즘. Chirasil-val 컬럼의 경우 acylation 효과는 

단지 수소결합을 없애주는 효과만이 고려되었으나如 

이와 같이 유도된 cyclodextrin 컬럼의 경우 이것만 

고려할 수 없다. Table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nantioselectivity가 단지 치환된 알코올과 CD 정 

지상의 유도된 group과의 상호작용만으로 설명되기 

는 어렵고, 내포착물 형성과 같은 다른 부수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양한 

acyl 기가 치환된 알코올이 inclusion complex 메카 

니즘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도된 CD의 

외부에 키랄성에 의한 multiple interaction 메카니 

즘을 가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엔탈피, 엔트로피를 

사용하여 엔탈피-엔트로피 보상이론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정지상과 분리하고자 하는 시료의 엔탈피, 엔트 

로피 변화는 아래와 같은 Van't Hoff 관계식을 이 

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h는 용량인자로서 （切。一1）에 의해 계산된 

값으로, 이때 f는 시료의 R, S 형태중 먼저 분리된 

형태는 머무름 시간이고, 而는 공기의 머무름 시간 

이다. △■。는 엔탈피, AS。는 엔트로피, ©는 phase 

ratio, R는 기체상수, 7* 온도를 나타낸다.

몇 가지 대표적 인 시료의 Van't Hoff 도시를 F讶. 

5〜7에 나타내었다. Fz；g.5~7에 TA-Y-CD, PH-p- 

CD, DA-p-CD 각각의 정지상에서 AA가 치환된 대 

표적인 알코올의 ln»와 1/7、의 도시를 나타내었다.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lAxifl*

Fig. 5. Plots of ln^ versus 1/T for esterified al아i이s 
on TA-y-CD. (□) AA acylated (± )-l,2-propandiol, 
(■) AA acylated trans~{± )-l,2-cyclohexandiol, (•) 
AA acylated trans-(+ )-l,2-cyclooctandiol.

e

2

五一23—24—云—X—27—2S—S—36—31—22 
i/Txir

Fig. 6. Plots of ink versus 1/T for esterified alchols 
on PH-|3-CD. (□) AA acylated (± )-l,2-propandiol, 
(■) AA acylated trans~(± )-l,2-cyclohexandiolf (•) 
AA acylated trans-(± )-l,2-cyclooctand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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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lots of ln^ versus 1/T for esterified 지아ioIs 
on DA-p~CD. (□) AA acylated (± )-l,2-propandiol, 
(■) AA acylated trans~(± )-l,2-cyclohexandiol, (•) 
AA acylated trans~(± )-1,2-cyclooctandiol.

그래프는 직선을 나타내고 기울기에서 를 구할 

수 있다. AS。의 값은 정지상의 내경과 film 두께 

값을 이용해 phase ratio, e를 계산하여 절편에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열역학적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en

thalpy-entropy 보상이론에 접근시켜 보았다. ln^ 

대 △反。의 도시에서 무질서하게 나타나면 이 시료 

들은 inclusion complex 메카니즘을 따르고, 직선구 

조를 보이면 기울기에서 보상온도。를 구할 수 있고, 

이 시료들은 동일한 하나의 메카니즘을 가지므로 

유도된 CD의 외부구조의 키랄성에 의한 multiple 

interaction 메카니즘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용액 

중에서 이러한 알코올 유도체는 CD와 inclusion 

complex 생성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GC에서는 inclusion complex가 생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에는 보상온도 6값을 가지기 어렵다. 

Enthalpy-entropy compensation은 Horvath에 의해 

역상 HPLC에서 소수성 상호작용 및 분리메카니즘에 

먼저 사용되었다.28

수학적으로 enthalpy-entropy compensation은 다 

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H° = pAS° + AG°s (2)

여기서 AG%는 보상온도에서 물리화학적 상호결 

합력의 Gibbs 자유에너지이다. AH。와 AS。는 각 

표준엔탈피, 엔트로피 값이고。와 는 상수이 

다.

-A H* (Kc*l/mole)

Fig. 8. Plots of In/? versus for esterified al
chols on TA-Y-CD. (O) Free akhols, (■) AA acylated 
alcohols, (▲) TFA acylated al사k)1s, (X) TCA acylated 
alch 이 s.

자유에너지 변화 는 주어진 온도「에서 즉 

정되고 Gibbs-Helmholz 관계식에 의해

AG°t= AH°(1 一 T/p) + (TAG%/p) (3)

(3)식을 다시 정리하면

/ AH° V 1 1\ o /7?\侦一甘)+厶G⑷

엔탈피-엔트로피 보상이론에 분석하고자 하는 시 

료가 적용된다면 그 시료들은 보상온도인 B에서 같 

은 자유에너지를 가진다. 즉 GC나 LC에서 엔탈피- 

엔트로피 보상이론에 적용된다면 비록 그들의 온도 

의존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보상온도 8에서 같은 머 

무름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보상온도를 구하기 

위해 (4)식에서 In力와 를 도시하면 기울기에서 

계산할 수 있다. 보상온도가 같으면 이들 시료 분 

석물들은 동일한 interaction 메카니즘을 가짐을 알 

수 있다.

F筋8~10에 TA-Y-CD, PH-p-CD, DA-p-CD 각 

각의 정지상에서 acylation으로 치환된 시료의

값과 100 紀 에서의 In 左를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각 그림에서 나타난 것같이 free, AA, TFA로 치환된 

알코올의 경우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있고 TCA로 

치환된 알코올의 경우 직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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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lots of In k versus 一 4H* for esterified al
chols on PH-p-CD at 100 °C . (O) Free alchols, (■) 
AA acylated alcohols, (▲) TFA acylated alchols, (X) 
TCA acylated alchols.

—A HC (Kcal/mol«)

Fig, 10. Plots of In k versus — for esterified al
chols on DA-p-CD at 1001. (O) Free alchols, (■) 
AA acylated alcohols, (▲) TFA acylated alchols, (X) 
TCA acylated alchols.

러한 보상결과의 차이점은 치환된 분석시료들이 inc

lusion complex 메카니즘을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 

가를 결정지을 수 있다. In/?와 宜°의 도시에서 직 

선구조를 나타나면 유도된 CD의 외부구조의 키랄 

성 에 의한 multiple interaction 메카니즘만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결과에서 TCA에 의해 치환된 알코올들은 TA- 

丫-CD, PH-"CD, DA-p-CD 정지상에서 모두 각각 

보상온도 0값을 645, 615, 709 K를 가지는 직선구 

조를 보인다. 즉, TCA로 치환된 알코올이 너무 크 

므로 inclusion complex이 생성되기 힘드므로 inclu- 

sion 중］■기 보다는 유도된 CD의 외부에 키랄성에 의한 

multiple interaction mechanism만을 가진다.

그러나 free, AA, TFA로 치환된 알코올은 세 컬 

럼의 AH0 대 In力와의 도시에서 전혀 직선이 아니 

므로 분리메카니즘이 동일한 메카니즘으로 보기 힘 

들고 적어도 두 가지의 다른 메카니즘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CD 공동(cavity)의 외부와 

multiple interaction 할 뿐만 아니라 inclusion comp- 

lexation도 동반하는 복합 분리 메카니즘으로 생각 

한다.29

결 론

시료로 사용한 라세미 알코올은 치환시키는 acyla

tion 시료의 종류와 사용한 column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른 enantioselectivity^- 나타내었다. TA-Y- 

CD 정지상의 경우 TFA로 치환했을 경우에 분리가 

가장 잘 일어나는데 이는 CD 정지상에 유도된 tri- 

fhioroacetyl 기와의 쌍극자-쌍극자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PH-p-CD 정지상의 경우에는 

心로 치환했을 경우에 분리가 가장 잘 일어나는데 

이는 CD 정지상에 유도된 hydroxypropyl과의 수소 

결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TCA로 치환했을 경 

우에는 입체장애 효과에 의해 세 컬럼에서 거의 분 

리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치환된 알코올의 키랄분리에 대한 세 컬럼에서 

나타난 키랄인지 메카니즘은 multiple interaction 

뿐만 아니 라 inclusion complex 메 카니 즘도 생 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FA, AA, TCA가 치환된 라세미 

알코올은 TA-Y-CD, PH-p-CD, DA邛-CD 정지상 

에서 각각 다른 메카니즘을 통하여 분리되는 것을 

엔탈피一엔트로피 보상 도시에서 나타내었다. 세 컬 

럼에서 모두 AA와 TFA로 치환된 경우에 inclusion 

complex 메카니즘도 가지는 복합 분리메카니즘이 

TCA로 치환된 경우에 유도된 CD의 공동 외부의 

키랄성에 의한 multiple interaction 메카니즘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CA 치환한 알코 

올은 키랄분리가 안되는 것 같다.

앞으로 gas chromatography에서 알코올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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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 아미노산 등 키랄성을 가지는 다양한 화합물에 

대하여 CD 정지상과의 메카니즘 규명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92년도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 

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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