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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odium dodecyl sulfate(SDS), chondroitin sulfate 그리고 L-시ecithin vesicle의 각각의 수용 

액에서 methylene blue(MB)의 metachromatic 성질을 1 眈에서 52M까지 홉수분광법으로 측정했다. MB는 

지질이 고농도일 때 vesicle 매트릭스에 뭉치를 형성했다. MB의 metachromasy는 vesicle의 상전이 온도에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색소가 vesicle의 친수성 표면에서 회합함을 의미한다. Vesicle에서 MB의 meta
chromasy 현상은 hex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CTAB)를 첨가할 때보다 SDS를 첨가할 때 매우 

약하게 관측되었다. 이것은 vesicle 표면에서 계면활성제들의 끼어드는 위치가 다른 것으로 보이며, CTAB가 

SDS보다 색소뭉치 사이에 더욱 잘 끼어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Metachromatic behavior of methylene blue (MB) in solutions of aqueous sodium dodecyl 
sulfate (SDS), chondroitin sulfate and L-a-lecithin vesicle at 18~52* has been studied by absorption 
spectroscopy. MB was clustered in the matrix of the vesicle with high concentration of L-a-lecithin. 
The metachromasy of MB was found to be independent of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of vesica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yes were aggregated on the hydrophilic surfaces of vesicle. In the 
vesicular system, the metachromatic effect of MB was dramatically decreased in the presence of hexadec
yltrimethylammonium bromide (CTAB) than SDS. It is estimated that the intercalation site of these 
surfactants on vesicle surfaces was different, that is, the intercal가ion of CTAB was more effective than 
that of SDS.

서 론

유기색소 분자들은 수용액 중에서 분자 회합에 

의해 색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장파장쪽의 a 

홉수띠는 감소하고 단파장쪽의 P 홉수띠는 증가하 

며, 조건에 따라 더 짧은 파장쪽의 丫 및 J 흡수띠가 

나타나며 이것은 trimer 이상의 다분자 회합체의 

홉수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흡수띠의 

변화현상을 metachromasy 현상이라 한다. 한 흡수 

띠에서 다른 흡수띠로의 변화는 색소의 농도의 변화, 

미셀의 첨가여부, 고분자 전해질 또는 염의 첨가에 

따라 단위체의 a 흡수띠는 줄어 들면서 청색이동을 

하여 이합체인 P 흡수띠가 새로이 나타난다. 이때 

동흡광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위체와 이합 

체의 평형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진한 농도에서는 

더욱 큰 청색이동에 인해 丫 홉수띠가 나타나며 이 

것도 색소 분자들의 회합체 형성을 의미한다. 수평 

또는 수직 쌓임(stacking)을 하는 &나 丫 흡수띠와는 

다르게 J 흡수띠는 기울어진 쌓임으로 알려져 있다. 

Polyvinyl sulfate(PVS) polystyrene sulfate(PSS) 
와 같은 고분자 음이온 존재하에서 색소들의 meta
chromasy 현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23. 그러나 색소들의 분자회합의 분광학적인 me

tachromasy 현상에 대한 메카니즘 및 구조론적 입 

장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확고한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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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지질이중층막에서의 metach
romasy 현상에 관한 보고가 드물다". 양이온성 색 

소와 생화학적인 고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 

구의 중요성은 생체조직을 염색하거나 actinomicine 
등과 같은 항생제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생화학적인 분야에 많은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성 고분자인 chondroitin 
sulfate 및 인지질이중층막에서 methylene blue 
(MB)의 metachromasy 현상을 고찰하고, 이중층막 

이 친수성 부분에서 MB의 회합현상에 대한 음이 

온성 및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하전효과를 알아보 

고자 한다.

실 험

기구 및 시약. Methylene blue, L-a-lecithin(soy 
bean), hexadecyltrimethyl ammonium bromide 
(CTAB), sodium dodecyl sulfate(SDS) 그리고 

chondroitin sulfate는 Sigma사 제품을, NaOH, HC1, 
KC1 등은 Junsei사 제품을 더이상 정제하지 않고 

사용했다. 자외부-가시부 분광기는 Pye Unicam사의 

SP8-400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했고, pH 

Fig. 1. Absorption spectra of 4.5 X 10 5 Af MB in L- 
a-lecithin vesicles at 18t：; 1: Xi = 0, 2: Xi = 0.00442, 
3: X! = 0.0088, 4: Xi = 0.0132, 5: Xi = 0.01754, 6: Xi 二 

0.0217, 7: Xi = 0.02660, 8: X1 = 0.0426, 9: X^O.1180, 
10: Xt = 0.1820, 11: Xi=0.3080, 12: 0.40000, 13:
Xi = 0.4160, pH = 7.4, Xi = riecithin]/([lecthin] + [MB]).

미터는 Orion사의 model 611를 사용했다. 초음파 

기는 태금사의 20 KHz ultrasonicator를 사용하였고 

항온조는 Hauke 사 제품을 사용했다.

막의 제조 및 흡수곡선의 측정. Lecithin 이중 

층막은 20 m/ chloroform 용액 에 0.1 mmol L-a-leci- 

thin을 녹인 후 Deamer 등과6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이 용액에 15분 동안 초음파를 처리하여 vesicle을 

제조하였으며 이하로 보관했다. 이때 초음파 

처리시 용액의 온도는 항온조를 사용하여 4W로 유 

지시켰다. MB의 보관용액을 ImM로 만들었으며 

차광하에서 사용했다. 이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0.001 

M tris-HCl 완충용액을 만들었으며, 이 수용액으로 

다른 모든 색소용액을 제조했다. 모든 보관용액은 

3일 이내에 사용했다. 색소의 스펙트럼은 a 및 8 
흡수띠가 알맞게 나타나는 MB의 농도조건에 계면 

활성제 및 지질의 농도를 변화시키며 측정했다.

결과 및 고찰

L-a-lecithin vesicle 수용액에서 MB의 흡수스펙 

트럼들은 Fig. 1과 같다. MB의 농도를 4.5X10—MU 
로 유지하면서 지질의 농도를 변화시킬 때, 지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 흡수띠의 홉광도는 줄어 

들고 p 흡수띠는 단파장으로 이동되었다. 지질의 

몰분율에 대한 상대적 인 흡광도비 (a/。) 를 F该. 2에 

나타냈다.

Fendler 등은7' 양이온성 dioctadecyldimethylam

monium bromide (DOD AB) vesicle 과 음이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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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ot of absorption ratio (a/p) of MB as a func
tion of mole fraction of L-a-lecithin at 18t, pH = 7.4, 
Xi = [lecithin]/([lecithin] +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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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sorption spectra of 2X10-5M MB in the 
presence of SDS at 1: S/D=0, 2: S/D=0.1, 
3: S/D = 0.2, 4: S/D=0.3, 5: S/D = 0.4, 6: S/D=0.6, 
7: S/D = 0.7, 8: S/D = 0.8, pH=7.4, S/D; surfactant 
(SDS) to dye (MB) ratio.

Fig. 4. Absorption spectra of 2X10-5M MB in the 
presence of chondroitin sulfate at 18M; 1: P/D=0, 
2: P/D=0.1, 3: P/D = 0.2, 4: P/D=0.3, 5: P/D=0.4, 
6: P/D=0.5, 7: P/D=0.6, 8: P/D=0.7, 9: P/D=0.8, 
10: P/D=0.9, 11: P/D = 1.0, 12: P/D=l.l, 13: P/D= 
1.2, 14: P/D=1.3, 15: P/D=1.4, 16: P/D = 1.5, 17: 
P/D = 1.6, 18: P/D=1.7, 19: P/D=1.8, P/D; polymer 
(CS) to dye (MB) ratio.

[CH2 = CHC6H4CONH(CH2) nO] [n-Ci6H33O]PO2- 

(VBAP) vesicle의 존재하에 양이온성 염료인 tolui

dine blue(TB)7卜 monomer, dimer 그리고 oligomer 
회합을 하는 경우에 DODAB vesicle만이 존재할 

때는 monomer만이 존재하나, TB와 반대 하전을 

가지는 VBAP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의 회 

합이 모두 나타나며 이것은 vesicle에 포함된 VBAP 
는 TB와 couknb힘이 작용되어 丁日의 쌓임에 좋은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보고했다. L-a-lecithin은 인지 

질과 다른 종류의 지 질 그리고 유기산을 포함하므로 

vesicle 표면의 전체 하전을 규정할 수 없으나, 양 

이온성 염료인 MB가 회합을 이루는데 회합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본다1*. 1에서 vesicle의 농

도가 진할수록 dimer가 증가하며, 몰분율이 0.4 이 

상에서는 oligomer라 일컬어지는 y 흡수띠가 약간 

나타났다.

MB의 회합성을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에 의해 촉 

진이 되며°, 본 실험에서 MB 용액에 SDS([SDS] 
= 〜 1.6X10-5M)를 첨가했을 때 확인되었다(F也 

3). 또한 농도비, LSDSJ/EMB1 가 0.8 부근에서 oli
gomer 형태인 丫 흡수띠가 나타났다. 이것도 등홉 

광점(585 nm)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 및 

8가 Y와 평형을 이루지 않은 것으로 농도비 °,8 
부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MB회합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MB의 metachromasy는 주기적으로 음이온을 갖 

는 chondroitin sulfate 존재하에서도 나타났다(F讨. 

4). 550nm에서 보이는 y 흡수띠는 고분자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 적으로 증가했고巴 570 nm 근 

처에서 동흡광점이 잘 나타났다. 이것은 F讶. 3의 

SDS 수용액에서와 달리 고분자 chondroitin sul- 
fate는 음이온 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MB가 배열 

하며 a 및 8가 동시에 Y와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서 

고분자의 음이온자리에 색소의 입체적인 수직배열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 실험에서 HgC12를 

사용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Vesicle의 유동도 변화에 따른 MB의 회합형태의 

변화는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oligomer는 사라지고, 

단위체의 흡광도가 이합체의 흡광도보다 더욱 크게 

증가했다(F讶.5). 온도가 상승하면 vesicle 이중층 

막은 측면으로 팽창되고 표면적이 넓어지며, 유체 

상이 되면 표면의 친수성으로 감소한다吃 고체상에 

서 이중층막은 지질 분자가 기울어진 형태의 烏이며, 

상전이 온도에 이르면 파형을 이루는 액정상이 되고， 

막 사이의 물질 이동도가 최대가 되며 이로 인해 

큰 엔트로피의 증가에 의해 막의 소수성 부분에 있는 

화합물의 반응성이나 입체적 배향에 큰 변화가 수 

반된다. 그리고 상전이 온도 이상에서는 아실기의 

자유유동도 뿐만 아니라 지질 전체 분자의 회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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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흥. 5. Temperature dependence of absorption ratio 
(a/P)of 4.5X 10-5M MB in the presence of 3.2X IO-5 
M L-a-lecithin vesicle at pH=7.4.

의해 유체상인 La형이 된다”. 따라서 온도가 상승 

됨에 따라 이중층막 표면의 친수도의 감소에 의해 

막표면에서의 색소들간의 상호작용이 약화되며 색 

소와 색소 사이 그리고 지질과 색소 사이의 입체적인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metachromasy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Lemin 등은'3 methylene blue 2B[MB- 
2B] = ~10T“)의 온도에 따른 단위체의 흡광도 

증가량이 비직선적이며, 80t 이상의 고온에서는 

거의 회 합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F讶.4에서 a/。가 

온도에 대해 직선으로 나타난 것은 MB가 막의 소 

수성 부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MB의 온도상 

승에 따른 단위체 ^ 이합체간의 평형이동에 지질의 

아실사슬의 상전이 효과에 대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

Vesicle 표면의 하전 효과를 보기 위해 CTAB과 

SDS를 첨가했다. 두 경우 계면활성제를 첨가함에 

따라。및 Y 흡수띠가 감소했고 a 홉수띠는 증가 

했다. 양이온성 인 CTAB는 매우 소량([CTAB] = 〜1 
XIO-'M)에 의해 y 흡수띠의 감소와 a 흡수띠의 

증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나(尸议.6), 음이온 

성인 SDS([SDS] = ~2X1(厂6肱)는 CTAB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에서도 흡수띠가 안정했다(F讶.7). 
이것은 vesicle 표면에서 MB-MB간의 상호작용력 

을 감소시키는데 양이온성인 CTAB가 음이온성인 

SDS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또한 매우 소

M0LAR RATIO ( XCTAB x 1O4>
Fig. 6. Plot of absorption ratio (a/p)of 4.6X10-4M 
leci하lin vesicle as a fuction of molar ratio of CTAB at 
pH = 7.4, Xctab — rCTAB]/(Elecithin] + [CTAB]).

Fig. 7. Plot of absortion ratio (a/g) of 4.5 X10 5 M 
MB in the presence of 3.2 X10 % M lecithin vesicle 
as a fuction of molar ratio of SDS at pH =74 18t, 
Xsds= [SDS]/([SDS] + [lecithin]).

량의 CTAB에 의해 a 흡수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CTAB는 MB-지 질 간의 상호작용효과마저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의 계면활성 

제의 농도는 임계 미셀 농도보다 낮은 범위이었다.

결 론

Metachromatic 색소 MB는 SDS와 chondroitin 
sulfate 그리고 L-a-leci比in vesicle 존재하에서 me

tachromasy 현상을 나타냈고, vesicle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더욱 많은 oligomer^ 형성했다. 또한 ve

sicle 의 상전이에 무관한 것으로 보아 친수성부분에 

서 회합하는 것으로 본다. Lalecithin vesicle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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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에서 MB 의 metachromasy 소멸효과는 SDS를 

첨가할 때보다 매우 적은 양의 CTAB의 첨가에 의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것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CTAB)가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SDS)보다 vesicle 
표면과 MB간의 상호작용력은 물론, MB회합체 사 

이에 끼어들어 MB-MB간의 상호작용력을 쉽게 약 

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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