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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목표
현대 의약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아스피린(아세틸살리신산)과 타이레놀 (아세트
아미노펜)의 특성을 이해하고 약물를 조제한 후 수득율을 계산해 본다.

2. 배경 이론

1) 아스피린
(1) 역사
버드나무는 수천 년 전부터 통증을 가라앉히는 천연치료제로써 많이
애용되어 왔다.

기원전 15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버드나무 달인 물

을 약으로 쓴 기록이 있고, 기원전 400년경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
테스의 저서에 언급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무
과시험 중 말에서 떨어져 다친 상처를 버드나무 껍질로 싼 후

무과시

험을 치뤘고 이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온전히 다 나았다는
일화도 있다.
과학자들이 천연치료약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연구대상의 식물 중 하나가 버드나무였고 진통효과을 지닌 물질을 추출하

는데 성공하여 이를 살리실산이라 명명하였다. 식물 내에서 살리실산은 식물생리 호르몬, 고
온 저항성, 중금속 저항성, 노화관련 유전자 발현, 콩과식물의 뿌리혹발달 등 식물의 발달과
생장에 관여한다. 살리실산은 아세트산보다 200배 더 강한 강산이다. 살리실산을 복용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심한 구역질과 위장장애를 일으켜 내복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마침내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의 화학자 페린스 호프만(Felix Hoffmann)이 관절염을 앓고
있던 어버지가 살리실산을 복용하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위장자극이 훨씬 덜하도록 살리
실산의 아세틸 유도체인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하였다. 아세틸살리실산은 해열과 관절염 통
증 억제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바이
엘사에서 판매된 아세틸살리실산의 상품명이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은 아세틸의
“아”와 조밥나무의 영문명 “Spiraea”로부터 얻게 되었다. 살리실산을 조팝나무(Spiraea)의 식
물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스피린은 핵심특허가 만료되어 여러 제약회사에서 제조되
고 있으며 바이엘사의 상품명이 아닌 일반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2) 약리작용
아스피린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그 약리작용은 복잡하다. 아스피린은 COX-1과 COX-2효소
의 기능을 억제한다. COX-2은 염증,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의 생성에 관여한다.

COX-2의 기능을 억제하면 염증, 발열, 통증이 억제되므로 항염, 해열,

진통제로서 작용한다. 또한 COX-1는 혈소판의 응집에도 관여한다. 아스피린에 의한 COX-1
의 억제는 혈관내 혈전의 생성이 억제되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므로 뇌졸중과 심장
질환 등 혈액순환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스피린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출혈 시 피
가 멎지 않으므로 출혈을 동반한 외/내성 환자에게 진통제로 처방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소
염진통제 또는 혈액순환제 등 치료목적에 따라 복용하는 아스피린의 함량이 달라지므로 의사
와 상담 후 올바른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5~15세 사이의 어린이가 복용하면 심각한 뇌손상과 간손상을 일으키는 라이증후군이 발생할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절대 투약하지 말아야 한다.

(3) 합성
아스피린은 가장 성공적인 합성 의약품중 하나
이다. 아스피린은 아세틸살리실산(acetylsalicylic
acid)이라는 화합물로 방향족 벤젠 분자에 카복
실기와 에스터기가 결합된 비교적 간단한 구조
로 에스터화 반응으로 쉽게 합성할 수 있다.
에스터화 반응은 카르복실산과 알코올사이에서
쉽게 일어나며 산성용액에서 빠르게 반응한다. 이
때 카르복실산 대신 카복실무수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에스터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RCOOH
카르복실산

+

R’OH
알코올

---> RCOOR’ +
에스터 화합물

H2O
물

다음은 에스터 화학반응에 의한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과정이다. 살리실산에 결합되어 있는
–OH 작용기에 아세트산무수물이 반응하여 아세틸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이 생성된다. 이 때 반응
을 빠르게 반응시키기 위한 촉매로 소량의 인산을 사용한다.

살리실산

아세트산무수물

아세틸살리실산

아세트산

2) 타이레놀
(1) 역사
타이레놀은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단일제제 상품명으로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아미노펜은 1887년에 처음으로 합성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 아스피린 복용에 따른 라이증후군이 부각되어 좀 더 안전한 진통제를 찾고 있었다.
1948년 9월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인간 혈액에서 주요 대사산물이고 진통효과가 있다는 것이
저널에 보고되면서

재조명 받게 되었다.

현재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은

아스피린 (아

세트살리실산)의 판매량보다 더 많이 판매되고 있어 세계에서 사용하는 3대 처방 진통제 성
분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속한다.

(2) 약리작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작용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의하면

COX-2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됨에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라 염증,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진통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COX-1에는 작용하지 않으므로 아스피린과는 달리 혈액응고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른 진통제에 비하여 다른 약들과의 간접이 적고 부작용도 적다.
그러나 허용된 용량보다 많이 복용하거나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
용하는 경우에는 간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중에 음주를
하는 경우에도 간 손상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009년 아세트
아미노펜 제제가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제품 라벨에 포함하

도록 결정하였으며, 전문가그룹의 보고서에서 과다복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일반의약품
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성인 1회 섭취량을 현행 1g에서
0.65g으로 줄일 것, 하루 최다 섭취량 기준을 현행 4g에서 3.25g으로 강화할 것, 제품 라벨
에 간부전 등 간의 부작용을 알리는 강한 경고 문구를 넣을 것 등을 권고하였다. [네이버 지
식백과] 아세트아미노펜 (두산백과)
유럽은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유익성 및 유해성을 검토한 결과 과다복용에
따른 간손상 위험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여

2018년도에 서방정 제제 시판허가를 중

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세틸아미노펜 제제의 설명 및 복용방법의 교
육강화등 2018년에 안전성 강화시키는 조치를 하였다.

(3) 합성
페놀에 묽은 황산과 함께 질산나트륨을 첨가하면 페놀의 벤젠 고리가 니트로화 반응을 하
여 p-니트로페놀(p-nitrophenol)과 부산물로 o-니트로페놀(o-nitrophenol)이 생성된다. p-니
트로페놀을 정제하여 수소화붕소나트륨 (sodium borohydride)을 첨가하면 p-아미노페놀
(p-amino phenol)로 환원된다. 여기에 아세트산무수물(acetic anhydride)을 넣으면 아미노기
와 반응하여 아세트아미노펜이 된다.

페놀

o-니트로페놀

p-니트로페놀

p-니트로페놀

p-아미노페놀

아세트산무수물

p-아미노페놀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산

3. 실험 재료 및 기구
p-아미노페놀, 인산, 아세트산무수물, 살리실산, 증류수, 50ml 삼각플라스크, 항온수조, 깔
때기, 거름종이, 피펫, 유리막대, 비커, , 약수저, 저울, 얼음물, 증류수, 핀셋 , 메스실린더

4. 실험 방법
실험 1) 아스피린 합성
① 살리실산 2.5 g을 5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트산 무수물 3 ml(1회용 스포이드 이
용)을 넣는다. 이때 용기 벽에 묻은 살리실산을 모두 씻어낼 수 있도록 용기 벽을 따라
무수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85%의 인산 3~4방울을 촉매로 넣어 주고 항온수조(70~85℃)에서 10분간 중탕하면 반
응이 완결된다.
③ 이 용액에 증류수 2 ml(피펫 사용)를 조심스럽게 넣어서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아세트
산무수물을 분해시킨다.
④ 아세트산 증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삼각플라스크를 항온수조에서 꺼내어 증류수
20 ml(메스실린더 사용)를 넣어주고 실온에서 냉각시킨다. 냉각시켜도 결정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 유리막대로 플라스크 안쪽을 긁어준다.
⑤ 생성된 결정을 깔대기로 여과한다. 삼각플라스크에 묻어있는 여분의 결정을 증류수로 세
척하여 수거한다.
⑥ 다른 거름종이로 옮겨 공기 중에서 10~20분 동안 말려서 무게를 측정한다.

실험 2) 타이레놀 합성
① p-아미노페놀 1.1 g을 5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트산 무수물 1.5ml(1회용 스포이
드 이용)을 넣는다.
② 85%의 인산 3~4방울을 촉매로 넣어 주고 항온수조(70~85℃)에서 15분 중탕시킨다.
③ 이 용액에 증류수 5 ml(피펫 사용)를 조심스럽게 넣어서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아세트
산무수물을 분해시킨다.
④ 항온수조에서 꺼낸 후 5분간 삼각플라스크를 식힌다
⑤ ice-bath를 이용하여 반응물을 냉각시킨다(유리막대로 바닥을 긁어준다).
⑥ 결정이 생성되기

작하면 여기에 5ml(피펫 사용)의 얼음물을 넣고 결정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린다.
⑦ 20분 후 생성된 결정을 깔대기로 여과한 후, 찬 물을 이용하여 여러 번 세척한다.
⑨ 다른 거름종이로 옮겨 공기 중에서 10~20분 동안 말려서 무게를 측정한다.

5. 실험 결과 및 고찰
1)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의 이론적 수득량과 실험결과 얻
은 수득률을 계산해 본다.

(1)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 합성 실험결과
사용한 살리실산의 무게 ______ g
사용한 아세트산 무수물의 부피 ______mL
사용한 아세트산 무수물의 무게(밀도=1.08 g/mL) ______ g
⇒ 실험결과 얻은 아세틸살리실산의 무게 _______g
⇒ 아세틸살리실산의 이론적 수득량 ______ g
▶ 아세틸살리실산의 실험

분자량

수득률(%) _______ %

살리실산

아세트산무수물

아세틸살리실산

138.12

102.1

180.2

아세트산
60

(2)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합성 실험결과
거름종이 무게 _______ g
사용한 P-아미노페놀 시약 무게 _______ g
사용한 아세트산 무수물의 부피 ______mL
사용한 아세트산 무수물의 무게(밀도=1.08 g/mL) ______ g
⇒ 실험결과 얻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무게 ______ g
⇒ 아세트아미노펜의 이론적 수득량 ______ g
▶ 아세트아미노펜의 실험

분자량

수득률 _______

p-아미노페놀

아세트산무수물

109.13

102.1

%

아세트아미노펜
151.16

아세트산
60

2) 오늘 합성한 아세틸살리실산과 아세트아미노펜의 수득율이 100%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
을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오늘 합성한 아세틸살리실산과 아세트아미노펜은 시판되고 있는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의
주성분이다. 그렇다면 합성한 아세틸살리실산과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4) 합성된 화학물이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고찰이란?
실험을 통하여 결과를 얻었을 때, 실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가 좋던 나쁘
던 관계없이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생각하여 기재하고, 실험 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더 나아가 실험과정과 결과를 이용하여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실험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6. 토론
여러분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학자라고 가정하고 암세포에 작용하는 항암제를 만들고자 한
다. 이 새로운 항암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방법(순서)를 디자인 해보자.

7. 실험 후 배우고 느낀 점
실험을 배우고 진행하며 느낀 점과 배운 점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