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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 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황화합물의 분자구조와 용리시간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대상인 황 

화합물은 황화수소, 이산화황, 이황화탄소, 에틸 메르캅탄, 황화이 메틸 , 이소프로필 메르캅탄, 노말프로필 메 르 

캅탄, 황화에 틸메틸, 황화이 에틸, t-부틸메르캅탄, 테트라하이드로티오핀, 티오핀, 2-클로르티오핀이 었다. 다중 

선형회귀 분석방법으로 용리 시간과 분자의 설명인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기체크로마토그래 

피 에서 오븐 온도 프로그램을 30。(2에서 10.5분간 유지 후 15 °C/min 비율로 150。(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SAS를 사용하여 상대적 용리시간에 대한 예측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었다. RRT=0.121bp+14. 
39dp-8.94dp2+0.0741sqmw-35.78 (N=8, 2=0.989, Variance=0.175, F=66.21). 상대적 용리시간은 끓는점, 분자 

량의 제곱근 및 분자쌍극자모멘트의 함수이며 끓는점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다. 무극성 컬럼 사용시 분자쌍극 

자모멘트가 0.805D에서 용리시간이 가장 길었다. 분자구조가 평면성을 띠면서 대칭성이 높은 물질은 용리속 

도가 작았다. 훈련 세트(training set)에서 SAS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예측식의 상관계수의 제곱(2｝은 0.989이 

며 분산은 0.175이다. 시험 세트(testing set)에서 3개의 황화합물에 대하여 예측식을 통해 얻은 상대적 용리시 

간과 관측된 값 사이의 분산은 0.432 이 었다.

ABSTRACT. The molecular structure of sulfur compounds and the retention relationship are studied by gas 
chromatography. Analyzed sulfur compounds are, hydrogen sulfide, sulfur dioxide, carbon disulfide, ethyl 
mercaptan, dimethyl sulfide, iso-propyl mercaptan, normal propyl mercaptan, ethyl methyl sulfide, tert-butyl 
mercaptan, tetrahydrothiophene, thiophene, and 2-chlorothiophene. Multiple linear regression explains the 
retention relationship of molecular descriptors. In GC the temperature program is 30 °C held for 10.5 min, and 
then increased to 150 °C at a rate 15 °C/min. Predicted equation for relative retention time (RRT) using SAS 
program is as follows; RRT=0.121bp+14.39dp-8.94dp2+0.0741sqmw-35.78 (N=8, R2=0.989, Variance=0.175, F= 
66.21). RRTs are function of boiling point, the square root of molecular weight, molecular dipole moment, and 
boiling point effects mostly on RRT. The RRT is maximized at the molecular dipole moment of 0.805D, when 
using nonpolar columns. The planar and highly symmetric compounds are eluted slowly. The square of 
correlation coefficient (R2) using SAS program, is 0.989, and the variance is 0.175 in training sets. For three 
sulfur compounds, the variance between observed RRTs and predicted RRTs is 0.432 in testing sets.

」 용 연료로 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가스의

가스는 19세기 말부터 공업 및 가정용으로 사용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가스 누설시 폭발 및 화재 사고

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80년대 이후로 가정 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내에 취기성인 높은 황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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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LO ppm—40 ppm(w/w)범위로 첨가하고 있다. 

가스에는 다음의 황화합물을 첨가하고 있다. 메르캅 

탄류는 에 틸메르캅탄(EM), 이소프로필 메르캅탄 

(IPM), 노말프로필메르캅탄(NPM), 황화물로 황화이 

메틸(DMS), 황화에틸메틸(EMS), 황화이에틸(DES), 

환상황화물로 테트라하이드로티오핀 (THT)이며 위 

의 7종류 중에서, 단일 혹은 두 종류 이상을 혼합하 

여 천연가스 혹은 액화석유가스에 첨가한다. 국내에 

서 액화석유가스는 에틸메르캅탄의 경우 40 ppm w/ 

w, 황화에틸메틸, 황화디메틸 및 터셔리부틸메르캅 

탄의 혼합물인 경우 4.2 ppm w/w, 천연가스에 터셔 

리부틸메르캅탄과 테트라하이드로 티오핀의 혼합물 

을 12-20 mg/Nm3의 양으로 첨가하여 이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 주입농도를 일정하게 유지 

할 때 가스누설시 취기약화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가능하므로 적정량 첨가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하여 황화합물을 정 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석기기로는 GC/MS1, GC/FPD23, 

GC/SCD45 등이 있디-.

본 연구에서는 GC/FPD을 사용하여 황화합물을 

분석하였다. 단백질 구조와 기질과의 상호작용을 연 

구하는 QSAR7'11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 

ship)과 유사하게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고정상과 이 

동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용리시간 연구(QSRR: 
quantitative structure retention relationship)/]- 가능하다. 

크로마토그래 피 에서 용리시 간은 컬 럼 안의 고정상과 

이동상의 용질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두 

가지 계 사이의 상호작용은 다음의 설명 인자(descrip

tor) 에 의해 결정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a) 공 

간적인 설명인자 (b)기하학적 설명인자 (c)전기적 설 

명 인자 (d) 그외 물리화학적 설명 인자가 있다. 공간적 

설명인자에는 분자량, 분자연결지수(molecular con

nectivity indices)등이며 기하학적인 설명인자에는 관 

성능률, 반델발스 부피, 표면적, 표면계수, 탄소원자 

수이며 전기적 설명인자에는 전하량, 분자쌍극자모멘 

트 등이 있다.

QSRR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는 용리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용질과 고정상 

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조사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동 

상 물질의 독성 등으로 인한 위험인자 때문에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의 용리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작용기가 -SH인 메르캅탄류나 황화물들은 불쾌한 

냄새가 강하여 분석시에 악취 처리 시스템 등의 환 

경안전설비가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실험이 난해한 

경우가 많으므로 독성이 작으며 취기가 약한 물질 

중심으로 QSRR 관계식을 얻어 쉽게 용리시간을 예 

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프로그램 

인 SAS를 사용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용리시 

간에 영향을 주는 설명인자를 찾고 미지의 황화합물 

의 용리시간에 관한 예측식을 구하여 미지의 황화합 

물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실 험

시 약. 표준가스는 일부 구입하였으며, 일부는 

액상의 표준물질을 에탄올에 녹여 표준용액으로 한 

후, 질소 바탕가스로 하는 5리터 시료채취용기에 마 

이크로주사기로 표준용액을 정량 주입하여 제조하 

였다. 에틸메르캅탄(EM)은 ACROS사, 이소프로필 

메르캅탄 (IPM), 노말프로필 메 르캅탄 (NPM), 황화이 

메틸(DMS), 황화이에틸(DES)은 Wako 순정화학사, 

황화에틸메틸(EMS)는는 Fhika사, 테트라하이드로티오 

핀 (THT), 2-클로르티오핀 (CTE), 티오핀 (TE) 은 

Aldrich사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표준가스로는 미국 

의 MG industries사에서 EM 9.6 ppm/(바탕가스는 프

• 로판임), TBM(10.3 ppm)/DMS(6.2 ppm)/THT(4.1 

ppm)/(바탕가스는 프로판임), TBM(3.2 ppm)/THT 

(6.8 ppm)/(바탕가스는 메탄임), DMS(10.32 ppm)/(바 

탕가스는 프로판임)에서 , 황화수소(88 ppm/바탕가스 

는 질소임), 이황화탄소(58 ppm/바탕가스는 질소임), 

이산화황(89 ppm/바탕가스는 질소임)은 한국표준과 

학연구원에서 구입하였다.

장비 및 분석조건. 분석장비는 휴렉팩카드사 제 

품 GC5890series II이며 검출기는 염광광도검출기 

(Flame photometric detector)이고 컬럼은 Supleco사 

제품 HP-1(2-4158 SPB Sulfur™ dimethylpolyoxyIsi- 

lane 30m x 0.32 mm I.D., 필름두께는 4.00|im)이었 

다. 분석 조건은 시료루프의 용적은 5.0 ml, 무분할, 

시료주입구 온도는 150 °C, 검출기 온도는 280 °C, 운 

반기체는 질소이며 유속은 2.5 ml/min이었다. 오븐 

온도는 30°C에서 10.5분간 유지후 15 °C/min 비율로 

150 °C 까지 상승시 켰다.

분자구조의 설계 및 설명인자의 계산. 분자구조 

는 INSIGHT I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a)

1998, Vol. 42,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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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
bp
dp-
dp 

s

Table 1. Physical meaning for descriptors

Descriptors Physic이 meaning

square root of molecular weight
boiling point
square of molecular dipole moment
molecular dipole moment

Table 2. Correlation matrix for MLR

sqmw boiling 
point (bp)

molecular dip이e 
moment (dp)

sqmw 1.000
boiling point(bp) 0.283 1.000
moelcular dipole 0.127 0.546 1.000
moment(dp)

분자의 골격구조를 스케치하여 저장한다. (b) 

MOPAC(MNDO)프로그램으로 분자 에너지를 최소 

화하여 각 분자 구조의 결합길이 및 결합각 등을 구 

하며 분자 쌍극자모멘트 등의 설명 인자를 계산한다. 

15가지 황화합물의 상대적 용리시간은 기체크로마 

토그래피를 통해 얻었으며 (TaRe 3, Table 5참조) 그 

중에 대표적인 크로마토그람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설명인자(descriptor아들은 MOPAC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구하거나 황화합물관련 핸드북以1割4에서 참조 

하였다.

기체의 확산속도는 분자의 평균속도0=8RT/3M) 

에 비 례하는 양이므로 분자량이 큰 물질일수록 늦게 

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의 분자량은 끓는점에 비례하 

리라 예상되지만, 설명인자(descriptor)의 인자분석에 

의하면 황화합물의 경우에는 끓는점과 분자량사이 

의 상관계수는 0.283로 충분히 선형적으로 독립적이 

어14 우리의 통계분석에서는 분자량의 제곱근(sqmw), 

끓는점 (bp)，분자 쌍극자모멘트(dp)를 설명인자로 사 

용하였다(了沥但 2 참조).

Table 3. RTs, RRTs and Descriptors for training set

Compound RT(/min)* n# RRT bp(°K) sqmw dp dp?

H2S 1.676±0.0216 5 1.000 213 5.83 1.10 1.21
SO2 1.800±0.0361 3 1.073 263 8.004 1.60 2.56
EM 4.415 ±0.035 11 2.634 308 7.874 1.60 2.54
CS2 5.738± 0.0567 4 3.424 320 8.718 0.00 0.00
IPM 6.517± 0.0725 4 3.888 325 8.718 1.57 2.47
TBM 8.823 ±0.0699 8 5.264 336 9.847 1.66 2.76
EMS 10.376± 0.0768 6 6.191 339 8.718 1.56 2.43
CTE 17.070±0.0121 3 10.185 401 10.89 1.80 3.24
THT 17.635±0.0119 4 10.522 394 9.381 1.75 3.06

THE 22.59 ±0.0768 3 13.47 358 9.173 0.55 0.30

*: Confidence limits for 99% probability, #: Number of measurements.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황화합물의 구조를 통한 용리시간 예측 649

결과 및 고찰

H2S, EM, CS2, IPM, TBM, EMS, THT, 2-chroro- 

thiophene, thiophene 등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 

한 상대적 용리시간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상대적 용 

리시간(RRT)에 관한 예측식은 다음과 같다(ThMe 4, 

Fig. 2참조).

RRT=0.121bp+14.39dp-8.94dp2+0.0741sqmw-35.78

(N=8, R2=0.989, v=0.175, F=66.21) (1)

예측식의 신뢰도는 상관계수와 표준편차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분산(V)는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N
v=1/n£e：2 (2)

i

예측치 (RRTz)-관측치 (RRTi)

여기서 RRT,는 화합물 /의 상대적 용리시간이다. 

N은 분석대상 물질의 수이다. 8개의 황화합물에 대 

하여 (2)식으로 분산을 얻으면 0.175이며, S02, 

DMS, NPM, DES, DMS0 등의 5개 황화합물의 예측 

치 RRT는 각각의 황화합물의 설명인자를 (1汚에 

대입하여 얻었다(R如e 5참조). 이 결과에 따르면 산

Table 4. Statistical parameter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of RRTs for five sulfur compounds in training set

Statistical 
parameters

V이ues of statistical 
parameters

Partial R2

Intercept -35.78( 士 2.92)
0.120(±0.0118) 0.663

sqmw 0.0741(± 0.456) 0.316
14389( 士 2.082) 0.0021

i 2 -8.937(± 1.134) 6.4X10-5
66.2
0.989

„ 2 0.974

Fig. 2. Training set pf RRT for 8 sulfur compounds emp
ty squares are calulated values by MLR in SAS program.

소원자가 존재하는 DMSO와 SO?의 경우는 예측치 

와 관측치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작용 

기가 -SH, -S-인 경우에는 차이가 작아, 그 분산은 

0.432이다. 즉 황원자에 산소가 인접한 황화합물 분자 

에 대하여는 설명인자가 4개인 현 시스템의 QSRR의 

정확도는 낮은 편이다(TabZe 3, Fig. 3참조).

Oaks 등은 전자포획검출기 (ECD)와 수소연소검출 

기 (HFD)로 여러 황화합물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경 

우에는 분석하는 오븐의 온도조건이 140°C로 일정 

하게 유지되었으며 충전용 컬럼을 사용하였다(충전 

물질은 10% Carbowax 20M on Chromosobw(60/80 

mesh)임). 이동상의 유속을 50 ml/min로 하였을 때, 

4개의 동일한 설명인자를 시스템으로 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QSRR을 적용한 결과 R2=L00으로 직선도 

가 매우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진의 실험 

의 통계분석에 의한 RRT들의 R2가 0.989이며 

산소원자가 없는 미지의 황화합물에 대한 예측되는 

RRT는 실험치에 대한 분산값이 0.432로서 비교적 

작아 양호한 QSRR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Oaks 등 
의 결과는 일부 화화합물에 대한 if값만 고려한다면 

매우 좋은 분석 방법 및 결과라 생각할 수 있지만, 

황화수소와 이산화황, 메틸메르캅탄의 RRT가 동일 

하여 분석성능이 양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

Table 5. RTs, RRTs and Descriptors for testing set sulfur compounds

Compound RT(min)* n# RRT
(Observed)

RRT
(Predicted)

bp 
(°K)

sqmw dp dp?

SO2 1.800±0.012 3 1.073 -3.29 263 8.004 1.60 2.56
DMS 4.952士 Q0369 9 2.955 3.06 309 7.874 1.566 2.452
NPM 9.873±0.0680 8 5.891 5.56 341 8.718 1.499 2.247
DES 14.841±0.250 4 8.855 9.94 365 9.487 1.506 2.268
DMSO 17.40±0.0116 3 10.35 -76.5 462 8.84 4.20 17.64

*: Confidence limits for 99% probability, Number of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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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RTs and Descriptors for sulfur compounds in 
literature

Compound
RRT

(Observed)
bp

Ck)
sqmw dp dp?

SO2 1.00 263 8.004 1.60 2.56
MM 1.00 279 6.928 1.52 2.31
'EM 7.874 308 7.847 1.60 2.54

DMS 3.886 309 7.874 1.55 2.42
DES 8.794 365 9.487 1.54 2.37

Fig. 3. Testing set RRT for 3 sulfur compounds empty 
squares are calulated values by equation (1).

나 우리가 사용한 컬럼(100% dimetylpolysilioxane)및 

분석조건에서는 R2은 약간 작지만 동일한 분자량 및 

유사한 끓는점을 가지는 황화물에 대하여도 분리성 

능이 뛰 어남을 보여 준다.

Table 4의 내용을 ⑴식으로 표현 할 수 있고, 용리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끓는점, 분자량, 분자쌍극 

자모멘트의 순서이다. (1)식에 각각의 세가지 황화합 

물 분자에 설명인자를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를 

Table 5와 Fig. 3에 실었다. DMS. NPM, DES에 대한 

예측치는 실험한 결과와 근접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끓는점의 영향. Table 4에 의하면 끓는점 에 의한 

부분 IT이 0.663으로서, 끓는점이 이동상 용질의 분 

리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이동상 

의 용질의 용리 시간은 끓는점 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 
가한다는 이론에 일치한다. 황화합물의 분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끓는점의 설명인자 계수는 0.121 로 

끓는점에 따라 용리시간도 증가함을 보여 주나 

EMS의 끓는점은 66°C, NPM은 68°C 이지만 관측 

결과는 각각 10.376분, 9.873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끓는점 이외에 이동상 용질과 고정상 

의 물질사이에 또 다른 상호작용이 있음을 암시한다.

분자량 및 분자쌍극자모멘트의 영향. 이동상의 

운반가스에 의해 이동상의 용질은 일정속도로 용리 

된다. 무거운 분자일수록 동일한 온도조건하에서 기 

체의 확산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의 역수에 비례하 

는 양이므로 일반적으로 늦게 용출될 것으로 예상되 

나 Table 3, 4, 5에 의하면 1《=0.316으로 영 향이 작으 

며 같은 분자량인 CS2의 용리시간은 5.7분대 NPM 

은 9.8분대로서 4.1 분이상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두 

화합물의 경우에서 선형대칭성분자인 CS2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며 NPM의 쌍극자모멘트는 1.641 로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끓는점 에 의한 효과외에 

Table 7. Statistical parameter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of RRTs for five sulfur compounds in training set

Statistical Values of statistical „ ., Partial
parameters parameters
Intercept

bp
qm
dp
dp:
R2

-347.3
0.0464 0.8922
0.1155 0.8285
443.96 0.06935
-142.25 0.07098

1.00

쌍극자모멘트로 의한 극성도 차이에 의해 용질의 분 

리가 일어난다.

분석용으로 사용한 HP-1 컬럼의 고정상은 100% 

의 디메틸폴리실리옥산(dimethyl polysilioxane)으로 

무극성이다. 대부분의 황화합물은 극성이 작은 물질 

이나 일정 온도에서 분자내의 운동에 의한 섭동에 

의해 순간적으로 극성을 띠는 쌍극자모멘트가 존재 

한다. 분자 쌍극자모멘트가- 작으면 분자 극성도 작 

아져 고정상 물질과 반발력의 감소현상으로 늦게 용 

출되며 L40D보다 큰 물질에서 쌍극자모멘트 증가 

시 일반적으로 늦게 용출되는 현상이 있다. 이런 결 

과를 토대로 두 현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측식을 

구한 결과 (1｝식과 같이 쌍극자모멘트에 대하여 2차 

식으로 표현되며, 분자쌍극자모멘트가 0.805D에서 

용출속도가 작으며 이 값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 향 

을 띠어 용출속도가 감소한다.

분자구조의 영향. -SH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메 

르캅탄류는 일반적 으로 -S자용기 의 사슬형 황화물 

보다 상대적으로 용리속도가 작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분자 구조의 대칭성이 황화물이 메 

르캅탄류보다 높기 때문이다. Slot이론에 의하면 대 

칭성이 높은 분자일수록 고정상의 필름내벽의 Slot 

에 왕래하는 횟수가 많아져 사슬형황화믈이 늦게 용 

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분자량 및 유사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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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쌍극자모멘트를 가지는 메르캅탄에서도 NPM 및 

IPM의 용리시간은 각각 9.873분, 6.517분으로 3.35분 

정도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이 이유는 용리시간의 차 

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분자구조의 대칭성에 의한 것 

으로 생각된다. 분자량이 90인 TBM은 다른 황화물 

보다 상대적으로 용리속도가 큰 것은 구형에 가까운 

3차원적 대칭구조(C*)로서 Slot에 들어가기 어려우므 

로 빨리 용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8개의 황화물의 용리시간은 (1)식에 보여준 바와 

같이 상관계수의 제곱이 0.989로서 높은 직선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3개의 황화합물에 대한 계산된 값 

과 관측된 값 사이에는 차이는 12.3%미만으로 양호 

한 회귀결과를 가진다. 용리시간은 끓는점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며(부분상관계수의 제곱=0.663) 분자 

쌍극자모멘트 0.805D에서 늦은 용리속도를 보여준 

다. -S작용기를 가지는 사슬형 화합물 또는 구형 구 

조에 가까운 TBM은 빨리 용출되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1997년 교육부 기초과학 

육성연구비(BSRI-97-3414)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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