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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형 도법을 이용하여 histidine 아미노산을 간단하고미량까지 정확하게 정량 하는 방법을 연구

하 다. Eu3+ - TTA- histidine 착물의 방출 우리는 235 nm에서 들뜰 때 470 nm에서 나타나며 그의 형  

세기는 histidine을 1 x 10-7 - 4 x 10-6 M 까지 가함에 따라 직선 으로 증가하 다. 이를 이용하여 histidine을 

정량 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검출 한계는 5 x 10-7 M이 으며 이때의 상 표 편차는 3.5%이 다. 이 방

법을 합성 시료에서 histidine을 정량 하는데 이용하 다.

Abstract : A simple and sensitive determination method of histidine has been investigated using the 

spectrofluorometry. An emission peak of Eu3+ - TTA- histidine complex occurs at 470 nm in aquous solution with 

excitation at 235 nm and the fluorescence intensity increased linearly with addition of histidine in the range of 1 

x 10-7 - 4 x 10-6 M. The detection limits was 5 x 10-7 M with 3.5% RSD. The present method was applied to 

determine histidine content in the synthetic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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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Histidine은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염기성이고 그 

구조는 Scheme 1과 같다. Histidine은 인간 피부에 존재하

여 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지  까지

histidine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면 아미노산을 다른 유도

체로 변형한 후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거나2,3,4 음이온 

교환수지에 시료를 넣고 NaOH와 sodium acetate 용리액

으로 용리한 후 IPMD(integrated pulsed amperometric 

detection) 법5,6,7으로 검출하여 주로 분석하 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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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방법은 한가지 아미노산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합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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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Structure of hist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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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Eu3+- TTA(thenoyltrifluoroacetone) 착물의 형  

세기가 glycine의 농도에 따라 증가하는 상을 이용하여 

glycine을 형 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을 발표한바 있다.8 

희토류원소는 빛 흡수에서 진동자세기가 낮아 형 이 약

하나 TTA 같이 베타디 톤의 리간드와 착물을 이루면 에

지 이동에 의해 형 이 증가된다.9,10 여기에 다른 리간

드가 들어가면 3성분 착물 형성에 의해 착물의 형  세기

가 변한다.10 Eu3+ - TTA(thenoyltrifluoroacetone) 착물의 형

의 세기가 histidine의 농도에 직선 으로 증가하는 조

건을 연구하여 이를 간단하고 선택 으로 미량까지 정확

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하 다.

2. 실  험

2.1 시약과 장치: 형 도계는 Shimatzu RF-5301PC

를 사용하 고 셀은 1 cm 형  측정용 석  셀을 사용하

다. 들뜨기와 방출의 단색화 장치의 슬릿나비는 10 nm 

이 다. 원은 150 W Xenon 등을 사용하 다. pH는 

Mettler Toledo Mp 220 pH 미터를 사용하 다. 

각종 아미노산과 Eu2O3와 TTA 시약은 Aldrich제로서 

99.95%의 순도를 사용하 고 그 외 시약은 분석용 시

약이며 물은 탈이온수를 사용하 다. Eu3+의 표 용액

은 Eu2O3을 염산에 녹이고 휘산 후 증류수로 묽  

비하고 TTA 용액은 소량의 에틸 알코올로 녹인 후 증

류수로 묽  비하 다. 각종 아미노산은 증류수에 녹

여 비하 다. 용액의 pH는 아세트산완충용액과 인산 

완충용액을 사용하 다. 

2.2 실험과정: 50 mL 용량 라스크에 1.0 x 10-4 

M Eu3+의 표 용액 1 mL, 1.0 x 10-4 M 의 TTA용액 3 

mL, pH 8.5인 완충용액 5 mL 그리고 각종 농도의 아미

노산 5 mL를 넣고 증류수로 표선까지 묽힌다. 이 용액 

일부를 셀에 넣고 바탕용액(아미노산만 제외한 용액)을 

조용액으로 하여 형 의 세기를 25에서 측정한다.

3. 결과  고찰

3.1 들뜨기  방출 스펙트럼

Eu3+- TTA, Eu3+- TTA - histidine  Eu3+-EDTA, Eu3+- 

EDTA - histidine 의 스펙트럼은 Fig. 1과 Fig. 2와 같다. 

Fig. 1의 a와 a는 Eu3+ - TTA와 Eu3+- TTA-histidine의 들

뜨기 스펙트럼이며 b와 b′는 그들의 방출 스펙트럼이고, 

Fig. 2의 a와 a′는 Eu3+ - EDTA와 Eu3+ - EDTA - 

histidine의 들뜨기 스펙트럼이며 b와 b′은 그들의 방출 

스펙트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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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ctra of Eu3+- TTA and Eu3+- TTA  Histidine 

[Eu3+]= 1 x 10-5M, [TTA]= 3 x 1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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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ectra of Eu3+-EDTA and Eu3+- EDTA  

Histidine [Eu3+]= 1 x 10-5M, [EDTA]=3 x 10-5M.

Fig. 1과 2를 보면 리간드를 TTA 신 EDTA로 바꾸었

을 때 스펙트럼의 변화는 생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  

들뜨기 와 방출 장은 각각 235 nm와 470 nm 이다. 5개

의 방출 우리는 Eu3+의 5D0 - 7F1,2,3,4 이에 각각 해당된

다. 470 nm의 장에서 Eu3+ - TTA - histidine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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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lerance limits of foreign ions

Ions Tolerance(M)

Citrate 1 x 10
-4

Oxalate 1 x 10-5

Palmitate 5 x 10-5

Cysteine 1 x 10-5

glutamic acid 1 x 10
-5

Phenylalanine 1 x 10
-5

Glycine 5 x 10
-5

SO4
2-

2 x 10
-4

세기는 Eu3+- TTA의 우리 세기보다 큼을 알수 있다. 이

는 이성분 착물 보다는 3성분 착물의 흡 도와 방출세기

가 증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리나Eu3+- EDTA - histidine의 

470 nm의 우리 세기는 Eu3+- `EDTA 우리 세기와 차

이가 거의 없다. Eu
3+ - TTA - histidine 착물의 형 세기는 

histidine의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 다. 따라서 이를 이

용하여 histidine을 정량하는 최  조건을 연구하고  한

다. Eu3+- EDTA - histidine 착물에서는 histidine의 농도 증

가에 따라 형 의 세기가 증가하지 않았다.

3.2 pH 와 리간드 농도 선택

470 nm의 방출세기를 이용하여 histidine을 분석하기

해 이 우리의 세기가 용액의 pH에 따라 어떻게 변

하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을 보면 

Eu3+ - TTA 의 형 의 세기는 7.5이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Eu3+ - TTA histidine의 경우에는 pH 8.5에서 

방출세기가 가장 크다. 따라서 용액의 pH는 8.5로 조

하기로 하 다. Eu3+와 TTA의 결합비는 1 : 3 으로11 알

려졌기 때문에 TTA의 리간드의 농도는 Eu
3+ 농도의 3배

로 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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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pH on fluorescence intensity of Eu3+- 

TTA and Eu3+- TTA - Histidine complex

       [Eu3+] = 1 x 10-5M, [TTA] = 3 x 10-5M, [Histidine] 

= 5 x 10
-5M.

3.3 검정선

Eu3+- TTA - histidine (Eu3+- EDTA - histidine)의 방출

우리 높이가 histidine의 농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본 결과는 Fig. 4와같다. Fig. 4를 보면 histidine의 

농도가 4 x 10-6 M 까지 증가함에 따라 형 의 세기가 

직선 으로 증가한다. 다른 아미노산(cystine, glutamic 

acid, phenylalanine)에서는 이들 농도증가에 따라 방출세

기의 변화가 없다. Fig. 5에서는 Eu3+ - EDTA - Amino 

acid의 착물에서 아미노산의 농도변화에 따라 470 nm에

서 방출세기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는cysteine

의 농도 증가에 따라 방출 세기가 감소하고, glutamic 

acid의 경우는 농도 증가에 따라 직선 으로 방출 세기

가 증가하며 pheylalanine 과 histidine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런 상은 Eu3+ - TTA - histidine 착물에서 histidine의 

농도에 따라 방출세기가 증가하는 상과 다르다. 리간

드를 TTA에서 베타디 톤의 일종인 EDTA로 바꾸면 삼

성분 착물의 방출 세기는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Fig. 

5의 상을 이용하면 glutamic acid나 cysteine을 정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방해 이온

470 nm에서 Eu3+- TTA - histidine 착물의 방출 세기

가 histidine의 농도에 따라 직선 으로 증가하는 상

을 이용하여 이를 정량할 때 다른 아미노산이나 여기에 

공존 가능한 물질의 방해정도를 실험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의 결과는 histidine의 농도가 1 x 10-6 M에서

의 허용 한계이다.

허용오차농도는 histidine의 방출세기가 기타 이온을 

가했을 때 5%이상 벗어나는 농도로 측정하 다.

3.5 본 분석법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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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방법의 검증을 해 두 가지 합성시료를 만

들고 이를 본 분석법을 이용하여 표 물 첨가법으로 분

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의 결과를 보면 오

차가 약10 %이고 RSD(n = 5)은 3.5 %이다. 오차가 큰 

것은 공존이온이 많고 그들의 농도가 histidine의 농도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 같다.

Table 2. Analytical data of histidine in synthetic sample

Concentration Found(M)

Sample 1: 1 x 10-5 M of glutamic acid, 

phenylalanine, cystine, citric acid in 1.00 

x 10-6 M histidine

1.21 x 10-6 M

Sample 2: 1 x 10
-5

 M of glutamic acid, 

phenylalanine, cystine, citric acid in 5.00 

x 10
-6

 M histidine

5.61 x 10
-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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