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ro HPLC 

 

개요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는 매우 자주 쓰이는 분석 

도구이다. Micro chip 상에서의 모세관 전기영동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

나 chip 상에서 HPLC 시스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Micro chip에서의 HPLC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column을 충진할 때 고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monolith 용 재료나 채널의 벽을 보완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HPLC가 chip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면 훌륭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보고서

에서는 일본 Micro Chemical Process Technology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 번째 연구 결과로 모세관과 유리로 제작된 micro chip을 연결하는 고압용 

connector가 개발되었다. 이 connector는 40 Mpa 까지 견딜 수 있으며 이 압력은 

기존의 HPLC에서도 충분한 것이다. Connector가 유리로 된 micro chip 위쪽 표면

에 나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Micro HPLC의 microchannel column 모양이 그리

스 문자의 ‘Π’ 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 이 microchannel column 구조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Fig. 1. ‘Π’ structure On-CHIP Column 



‘Π’ 모양의 microchannel column 평가를 위하여 pyrene 과 fluorene 의 표준 

혼합물의 분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Mobile phase = 7:3 

mixture of CH3CN and H2O; Flow rate = 1.0 µL/min; Detection wavelength = 260 

nm; Injection volume = 60 nL; Temperature = room temperature. On-line 검출은 

Micro HPLC에 연결된 UV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얻어진 chromatogram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이론단수는 

1700 (3400/m)이고 기존의 HPLC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chromatogram의 

peak에서 tailing 현상이 관찰되었다. 입구와 출구에서 띠가 넓어진 것으로 추론된

다.  

 

ig. 2. Chromatogram of ‘Π’ Structure Column, Separation of Fluorene and 

두 번째로 microchannel column에 적용되는 monolith frit 구조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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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구조는 microchannel 어느 부분에도 놓여질 수 있다. 

Microchannel column 말단에 frit 이 설치된 Micro HPLC를

료인 R106과 R3의 분리를 수행하였다.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Mobile 



phase = 8:2 mixture of CH3CN and H2O; Flow rate = 3.0 µL/min; Detector = 

thermal lens microscope with excitation beam of 532 nm and probe beam of 670 

nm; Injection volume = 60 nL; Temperature = room temperature. 이 시스템으로 얻

어진 chromatogram을 Fig. 3에 나타내었다. 

 

 

ig. 3. Chromatogram of ON-CHIP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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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 Structure ON-CHIP Column with Side-on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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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dead volume이 없는 새로운 s

되었다. Side connector를 사용하여 새로운 ‘I’ 모양의 microchannel을 이

olumn을 Fig. 5와 같이 제작할 수 있다. 띠가 넓어지는 것의 원인이었던 coner 들

이 없어지므로서 peak의 모양이 ‘Π’ 모양의 시스템보다 ‘I’ 모양의 시스템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 

본 보고  시스템을 chip 

상에서 충진 column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micro chip을 이용한 

Micro HPLC 시스템은 곧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며 매우 작은 부피의 시료를 분석하

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5. Picture of Microchip and Holder for Side-on Connector 

서에는 microfluidic 요소들을 사용하여 Micro HP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