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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횐 무궁화꽃의 씨방을 이용하여 Tissue electrode를 제조하고, L-arginine을정량하기 위한최적 

조건을 조사한 결과 0.1 M phosphate 완충용액에서 pH 8.0, 온도 25t, 조직두께 20 卩m이었을 때이며, 이에 

정량 가능한 직선범위는 5.OXlO-3~i.oxiOTM이었으며, 감응도는 54.0mV/decade로 나타났고, 감응시간은 

7~8분이 소요되었다. 瓦값은 6.4X10-6皈)이다.

ABSTRACT. It is shown that receptacle tissue of the rose of sharon can serve as an effective biocata

lyst by the construction of a potentiometric membrane electrode with response and selectivity for argi
nine. Electrodes using this tissue in conjunction with NH3 gas sensing probes yield good response to 
arginine in to 10 3M range and retain activity for a least 1 weeks. The arginine-selective memb

rane electrode using tissue slices of the rose of sharon have good selectivity in presence of other amino 
acids. The optinum conditions are pH 8.0, 25t and 20 |im thickness of slices in 0.1 M phosphate buffer 

solution and Km values is 6.4 X 10~6 (M).

서 론

센서(sensor)는 물리센서와 화학센서로 나누어지 

는데 바이오센서(biosensor)i~3는 화학센서로서, 여 

러가지 생체관련물질을 검출하는 소자로 관련물질을 

인식하는 생체 기능성막과 인식된 결과를 전기신호 

로 바꾸는 변환기(transducer)로 구성된다.

생체 기능성막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생촉매 바이오센서(biocatalytic bio- 

sensor)로서 효소센서驾 미생물센서卜匕 조직센서 

오르가넬라센서m2가 여기에 속하며, 나머지 하나는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는 분자인식막을 이용하는 

bioaffinity 바이오센서로서 항원항체를 이용하는 면 

역센서an”, reCeptor 센서, DNA 센서가 여기에 속 

한다. 또 변환기는 전극, FET(field-effect transis

tor)13~15, optical fiber1617 및 thermistor1819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바이오센서는 최근 식품공학, 화 

학공학, 의료진단, 환경공학, 공정제어 및 소방공학 

등에서 그 중요성이 중가해지고 있다.

1960년대에 효소전극이 처음으로 연구된 이래 

센서의 용도에 따라 소형화와 다중화를 하기 위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효소의 안정화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에 의하여 만든 효소를 

바이오센서에 응용하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다. 분 

자인식기능 단백질로 효소(enzyme), 항원과 항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성이 좋은 반면, 추출, 정제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정제된 효소나 항원, 항체의 

구입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미생물, 

조직 그리고 오르가넬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 

한 분자인식물질 이외에 다른 효소도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선택성이 좋지 않으나, 분자 인식물질을 

분리 정제하지 않고, 보다 안정하며, 제작가격이 싸 

고, 조작이 간단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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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동물조직보다 안정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조직센서의 개발을 위하여, 다른 식물 

보다 장기간 피어있는 무궁화꽃을 이용하여, 그 꽃의 

씨방, 꽃잎, 꽃받침을 ammonia gas sensing 전극에 

고정화시켜 20가지 아미노산 용액의 감응도를 측정 

한 결과, L~arginiiie이 가장 선택성이 높았으므로 L- 

arginine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개발하고 pH, 완 

충용액, 온도의 영향, 선택성 및 전극의 안정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실 험

기기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로서,am・ 

monia gas sensing electrode는 Orion Model 9512 

BN을, pH Meter는 Orion Expandable lonanalyser 

EA 920을 이용하였으며, 항온장치는 LKB 제품인 

Bromma 2209의 Multi-Temp를 냉동절단기는 Bn- 

ght사의 Cryostat/microtome, Model FS/FAS/212를 

사용하였으며, K” 값을 구하기 위하여 UV-VIS spec

trophotometer^ Beckmann DU・8B를 이용하였다.

L-arginine과 완충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시약은 

Junsei Chemical Co. 제품을 그외의 아미노산은 Si

gma Chemical Co.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실 

험은 탈염된 2차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L-ArginineO|| 대한 감응. L・arginine의 ammonia 

gas 발생 기구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첫번째는 arginine deaminase의 

작용으로 citrulline과 ammonia gas가 생성되는 것 

과卽, 두번째로 L・arginine에 arginase와 urease가 

작용하여 ammonia gas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다幻. 

생성된 citrulli眼은 세포벽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다른 아미노산과 arginine 사이의 선택성에 기여한 

다고도 할 수 있다.

..arginine deaminase T
L-argimne------------------------------- > L-citrulhne+N H3

여기에서 발생된 ammonia gas를 ammonia gas 

sensing 전극으로 측정하며 감응도는 arginine 농 

도변화에 대한 potential 값으로 주어지며, Nernst 

방정식 E=Eo+O.O591/« loglarginine］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론치 인 ± 59.1 mV/decade에 가장 가까 

운 값을 최적 조건으로 두었다.

Table 1. Arginine selectivity® among amino acid by 
the NH3 enzyme electrode to receptacle tissue" of 
the rose of sharon

Solvent(H2O)
(mV)

Amino acid(10~2 Af) 
(mV)

AmV

Asparagine 57.0 59.4 -2.4
Proline 66.7 70.6 — 3.9
Arginine 70.7 -35.9 106.6
Glycine 63.4 68.9 -5.5
Isolecucine 66.9 68.1 -1.2
Tryptophan 80.7 85.2 -4.5
Cysteine 83.2 86.7 — 3.5
Threonine 84.4 80.4 4.0
Glutamine 87.8 73.2 14.6
Histidine 76.1 78.3 -2.2
Valine 80.3 80.2 0.1
Glutamic acid 79.8 79.4 0.4
Lysine 83.7 81.7 2.0
Methionine 91.0 89.6 1.4
Aspatic acid 89.3 84.7 4.6
Leucine 82.1 86.0 —3.9
Phenylalanine 89.6 90.4 -0.8
Serine 83.3 84.4 -1.1
Alanine 85.9 86.2 -0.3

^Measurement temperature; 25t.叮issue thickness; 20 
pm.

흰 무궁화꽃율 이용한 막의 제조. 휜 무궁화꽃을 

따서 씨방, 꽃잎, 꽃받침을 분리하여, 냉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10 |皿, 20 呻 및 30 pm 크기로 잘라서 

ammonia gas 전극위에 기체 투과성막과 투석막 

사이에 장착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후 전극은 4

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흰 무궁화꽃을 이용한 아미노산의 선택성. 제조 

된 막을 이용하여 20가지 아미노산에 감응도를 측 

정한 결과 Table 1~3과 같이 각 부위중 씨방 조 

직에서 arginine에 대한 전위차값이 106.6mV로 나 

타나므로 선택성이 가장 좋음을 확인하였다.

흰 무궁화꽃의 씨방을 이용한 L-arginine sensor 

개발. Fig. la 및 lb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전극의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0.1 Af phosphate buffer를 

사용하였고, 28M 에서 씨방 조직을 10 卩m, 20 pm, 

30 gm 두께로 잘라 사용하였다. 그 결과, 10 卩m 두 

께를 사용하였을 때 감응도는 30.5 mV/decade, 감 

응시간은 6〜7분이었고, 30 gm 두께를 사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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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mino acid selectivity® by the NH3 enzyme 
electrode to petal tissue^ of the rose of sharon

Table 3. Amino acid selectivity1 by the NH3 enzyme 
electrode sepal tissue* of the rose of sharon

Solvent(H20) Amino acid(10-2 A/)
(mV) (mV)

AmV
Solvent(H2O) Amino acid(10~2Af) 

(mV) (mV)
AmV

Asparagine 99.4 93.0 -6.4 Asparagine 86.8 81.5 53
Proline 95.8 93.7 2.1 Proline 83.1 84.2 -1.1
Arginine 91.0 935 — 3.6 Arginine 85.9 90.7 -4.8
Glycine 70.8 74.5 -3.7 Glycine 89.5 91.5 -2.0
Isolecucine 77.4 82.3 -4.9 Isolecucine 94.7 94.5 0.2
Tryptophan 87.2 89.5 -2.3 Tryptophan 77.6 76.0 1.6
Cysteine 58.8 65.6 — 6.8 Cysteine 79.9 92.7 -12.8
Threonine 86.6 94.3 -7.7 Threonine 67.6 65.9 2.6
Glutamine 69.6 63.6 6.0 Glutamine 73.9 72.1 1.8
Histidine 87.8 83.7 4.1 Histidine 78.7 79.7 -1.0
Valine 69.1 71.5 -2.4 Valine 75.5 80.9 一 5.4
Glutamic acid 87.2 85.1 2.1 Glutamic acid 62.5 71.4 — 8.9
Lysine 70.0 71.3 -1.3 Lysine 80.1 84.2 -4.1
Methionine 90.9 93.5 -2.6 Methionine 82.7 83.3 一 0.5
Aspatic acid 77.7 84.6 -6.9 Aspatic acid 85.3 89.0 -3.7
Leucine 84.7 84.3 0.4 Leucine 76.3 78.2 -1.9
Phenylalanine 64.6 67.7 -3.1 Phenylalanine 94.1 95.4 _ 1.3
Serine 70.5 73.0 一 2.5 Serine 64.4 69.2 -4.8
Alanine 82.4 86.0 — 3.6 Alanine 77.1 767 0.4

"Measurement: temperature; 25t. "Tissue thickness; 20 ^Measurement temperature; 25^ .^Tissue thickness; 20
卩m. pm.

때는 40.1 mV/decade로 비교적 감응이 좋았으나, 

감응시간이 15〜16분 소요되었다. 20呻 두께를 

사용하였을 때는 43 mV/decade로 감응도도 좋았으 

며 감응시간도 8〜10분 정도로 짧았다. 조직 두께가 

감응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응도와 감응시간 

을 고려하여 조직 두께를 20 jim로 고정시켜 실행 

하였으며, 아미노산을 정량하기 위한 최적 조건을 

얻기 위하여 완충용액의 종류 및 농도, pH의 영향, 

온도의 영향, 선택성 확인 및 전극의 안정성 등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L-Arginine 정 링에서의 pH의 영 향. Fig. 2는 20 

卩m의 횐 무궁화꽃의 씨방 조직을 이용하여 22°C 

에서 0.1 M phosphate 완충용액의 pH를 6.0, 7.0, 

8.0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pH에 의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pH6.0에서는 5.0X10-2~5.0X10TM의 

직선구간(linear range)을 얻었으며, 이 직선구간에 

서의 감응도는 30.0 mV/decade, 감응시간은 7분 정 

도 소요되었다. 또한 pH 7.0에서는 2.0X10~2~2.0X

의 직선구간에서 7분 정도의 감응시간, 35.2 

mV/decade를 pH 8.0에서는 2.0X10-3~1.0X10~, 

M의 직선구간에서 44.2 mV/decade의 감응도를 나 

타내며 감응시간은 7〜8분이 소요되었다. 또한, 0.1 

M Tris-HCl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pH를 6.0, 7.0, 

8.0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Fzg.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pH 8.0에서 좋은 값이 얻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5.0X10-3〜5.0X10TM의 직선구간에 

서 43.0 mV/decade의 감응도와 7~8분의 감응시간 

을 얻었다. 여기에서, 앞에서 얻은 0.1 M phosphate 

완충용액 pH 8.0과 0.1 M Tris-HCl의 완충용액 pH 

8.0을 비교하면 0.1 M phosphate 완충용액의 감응도 

44.2 mV/decade와 감응직 선구간 2.0X10-3~1.0X 

10TM이 0.1 M Tris-HCl 완충용액보다 더 좋은 

감응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의 모든 실험을 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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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1 (a) Construction of receptacle electrode, a, 
stem; b, receptacle; c, sepal; d, petal; e, anther; f, 
stigma; g, dialysis membrane; h, receptacle tissue 
slice; i, ammonia gas sensing membrane, (b) Schema
tic diagram of the tissue electrode, a, inner body; 
b, reference element; c, outer body; d, internal filling 
solution; e, gas permeable membrane; f, tissue layer; 
g, dialysis membrane.

phosphate 완충용액 pH8.0에서 실행하였다.

L-arginine 정량에서 buffer 용액의 영향. L・argi- 

nine에 대한 완충용액의 영향을 F讶.4에 나타내었다. 

pH 8.0, 온도 28°C 를 고정시키고 phosphate 완충용 

액의 농도를 0.01 M, 0.05 M 0.1 0.15 M로 변화 

시키면서 감응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0.1 M phosphate 완충용액의 경우 직선 

범위가 5.0X10—4〜2.0><1(厂2；涉이며, 감응도는 46.6 

mV/decade, 감응시간은 7〜8분 정도로 가장 좋았 

으며, 그러나, 0.05 0.01 M 및 0.15 M의 경우는

감응도가 45.0 mV/decade, 40.0 mV/decade, 42.0 

mV/decade로 0.1 M보다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L-Arginine 정랑에서의 온도의 영향. F谊.5에서 

pH 8.0의 0.1 M phoshate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L・arginine의 감응도를 나타낸 것으로 

효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22t, 25°C, 31t, 35

(AE-

-2w
-
o
d

-20

Fig. 2. The effect of pH on the L-arginine response 
curves at 22t： in the 0.1 M phosphate buffer solution.

(A
m
) 흐

든
o
d

60

0

-20

3 2 1

Arginin 히

Fig. 3. The effect of pH on the L-arginine response 
curves at 22?切 in the 0.1 M Tris-HCl buffe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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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d

*log{Arginine]

Fig. 4. The effect concentration on the L-arginine re
sponse curves at pH 8.0 and 28t in the phosphate 
buffer solution.

Fig. 5. The effect temperature on the L-arginine res
ponse curves at pH 8.0 in the 0.1 M phosphate buffer 
s 이 ution.

4 3 2 1

-log| Arginine)

Fig. 6. Response for L-arginine at pH 8.0 and 25t: 
in the 0.1 M phosphate buffer solution.

t? 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25M 의 경우 5.0X10f~L0xi()TM의 

직선구간에 서 54.0 mV/decade의 감응도를 보였으며, 

감응시간은 7~8분의 소요됨으로 가장 좋은 값을 

구하였다. 22t 의 경우는 L0X102~L0X10—2M의 

직선구간에서 감웅도는 46.6 mV/decade이며, 31t, 

3572 의 경우는 각각 L0X10—3~5.0X10"M, 3.0X 
10一3〜5.0X10-2M읜 직선구간이며, 감응도는 44.2 

mV/decade오｝ 43.0 mV/decade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L-arginine 측정의 

최적조건은 20 gm 조직의 두께, 0.1 Af phosphate 

완충용액, 그리고 2阮 의 온도와 pH가 8.0임을 알 

수가 있었다.

Glutamine의 영향. 제조된 L-arginine sensor의 

선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1에서 볼 때 L-ar- 

ginine의 선택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아미노산은 glutamine이므로 arginine만 

이 존재할 때와 glutamine과 arginine이 동시에 존 

재할 때를 측정함으로서 선택성에 어떤 영향을 미

Vol. 36, No. 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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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ponse of the arginine sensor to alone 
and to arginine in the presence of glutamine

Glutamine 
(M)

Arginine 
(mV)

Arginine + Alutamine® 
(mV)

A mV

io-5 55.4 55.4 0
IM 53.8 53.8 0
10-3 50.9 50.8 + 0.1

°The concentration of arginine is 10-4M

(AE-

-2E

읏

》

d

Time(days)

Fig. 7. Stability of the L-arginine sensor.

치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FZg.6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arginine sensor는 glutamine이 존재할 

때도 방해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L-argi

nine sensor는 선택성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전극의 장기 안정성 측정.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극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 

하여 15일 동안 4°C 의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감응 

도를 측정하여 F讶.7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처음 7일 동안은 감응도가 54.0-52.8 

mV/decade로서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8일째는 감 

응도가 48.0 mV/decade로 떨어졌으며 10일째는 직 

선범위도 5.0X10-2~L0X10tm으로 다소 줄기 

시작하여 15일째는 직선범위가 더욱더 짧아지며 감 

응도가 41.5mV/decade로 현저히 떨어졌으며 감응 

시간도 처음보다 5~6분 정도 더 소요되었다. 따라서

商(W)

Fig. 8. Measurement of Km value.

본 연구에서 개발한 L-arginine sensor는 7 일 이내 

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값 측정. 본 연구에서는 Woolf-Augustins- 

soon-Holfatee법을 이용하여 K”값과 14球값을 구하 

였다. 그 결과, K„ = 6.4X10-6(AO, *林=5.4를 얻 

어으며 Fzg.8에 나타내었다.

' K”값은 Mickhaelis 상수로서, 효소의 기질에 대한 

친화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며, 기질과 효소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Km 값을 

구함으로써 본 실험에 사용된 효소 및 기질에 고유한 

값을 부여하게 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휜 무궁화꽃 씨방 조직을 이용한 

조직센서 (tissue sensor)를 제조하여 L-arginine을 

정량하는데 최적 조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0.1 M 

phoshate 완충용액에서 pH 8.0, 온도 25t, 조직두께 

20um이었을 때이며, 이에 정량 가능한 직선범위는 

5.0X10-3~1.0X10~1M L-arginine 이었으며, 감응 

도는 54.0 mV/decade로 나타났고, 감응시간은 7~8 

분이 소요되었고, K”값은 6.4 X IM (M)이다.

또한, L-arginine에 대한 glutamine의 선택성 측 

정에서도 sensor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 

았으므로 본 전극은 아주 좋은 선택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며, 전극의 안정성에서도 7일까지는 감 

응이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L-arginine 정량에 

이용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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