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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GSH)은 생체조직 대부분의 세포 안 

에서 높은 농도를 유지하며 생체조직의 산화를 방 

지해주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화학분야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it 한 예로 환원형 GSH는 수정체내에 존재 

하는 단백질의 -SH 작용기가 산화됨을 방지함으로 

써 수정체가 투명하게 유지되는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의 양을 측정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다.”7 여러 시도중 최근에는 GSH에 대한 

선택성이 우수한 l-chloro-2,4-dinitrobenzene(CDNB) 

라는 표지 화합물질을 이용한 UV-visible 흡수분광 

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7 이 방법은 CDNB의 chlo- 

ride와 GSH의 sulfhydryl 작용기가 반응을 일으켜 

GS-DNB라는 conjugation(접 합) 화합물을 형 성 할 때 

340 nm에 UV-visible 흡수 특성밴드가 나타나게 되 

는데, 이 밴드를 monitoring함으로써 GSH를 정량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CDNB는 원래 GSH S- 

transferase(GST)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GSH와 접 

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CDNB를 이용하면 GSH같은 

sulfhydryl 작용기를 갖는 cystein이나 mercapto- 

ethanol과 같은 화합물들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정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UV-visible 흡수분광법은 GS-DNB의 접합 

화합물의 생성유무 및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는 우수하나, 어느 작용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지와 

GSH에 대한 선택성은 우수한지에 대한 분자수준에 

서의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진 

동분광학적 방법은 지문영역의 작용기 변화를 moni- 

toring함으로 써 어느 작용기를 통해서 화학반응이 

진행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으므로$ CDNB의 

chloride와 GSH의 sulfhydryl 작용기간의 반응을 

살펴보는데 아주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써 어떠 

한 진동분광학적 연구도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라만분광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GS- 

DNB 접합 형성여부와 CDNB 의 GSH 선택성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실 험

먼저 CDNB의 GSH와의 접합 화합물의 생성유무 

를 알아보기 위하여 CDNB, GSH, 그리고 GST를 

Sigma로부터 구입하여, 문헌의 protocol'에 따라 in- 

vitro 상에서 실험을 했다. CDNB와 GSH를 몰 비가 

1:1이 되게 섞은 후 GST를 첨가시켜, 수용액에 약 

30분간 incubation(항온처리)시킨 뒤, UV-visible 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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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스펙트럼에서 최대흡광점 340nm 밴드의 생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항온처리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GSH의 산화를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 항온처리 

매질에 N2 기체를 불어넣어 산소의 접근을 차단하 

였다. GSH와 GS-DNB 접합 화합물은 용액상태에 

서는 라만산란이 대단히 작아 라만 스펙트럼을 얻 

기가 어려우므로 동결건조기(일신 FD5510)에 시료를 

건조시킨 뒤 라만 스펙트럼들을 얻었다. GS-DNB 

화합물을 확인하는데 비교를 위한 기준물질로서 몰 

비로 1 ： 1인 GSH와 CDNB의 혼합물 시료에 GST를 

첨가시키지 않고 접합을 시킬 때와 똑같은 항온처리 

과정을 거쳐 얻었다. 실험에 필요한 UV-visible 홉 

수분광기는 Gilford의 Response^을 사용하였고, 동 

결건조기로는 일신 FD5510을 사용하였다. 라만 분 

광기는 현미경이 부착된 Renishaw system 200(師'을 

사용하였고 시료는 glass slide 위에 올려 놓은 뒤 

배율이 20X인 대물렌즈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을 얻 

었다. 스펙트럼의 분해능은 4cm1, 정확성은 ±2 

cn「i가 되게 하였으며, 입사광의 파장으로는 HeNe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632.8 nm(5 mW)를 사용하였 

다. 전체 scan 수는 5 정도이며, 얻은 스펙트럼중 

필요한 것은 background correction을 거쳤다.

결과 및 고찰

CDNB와 GSH와의 혼합물 및 접합 화합물에 대한 

스펙트럼이 각각 F讶. 1의 (a)와 (b)에 나타나 있다. 

Fig. 1의 스펙트럼을 보면 800~1700cmT과 2400~ 

3000cm-'의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800~

Fig. 1. 몰비 1:1인 CDNB와 GSH의 혼합물(a)과 접합 

화합물(b) 시료들을 동결건조시킨 뒤 얻은 라만 스펙 

트럼. 2400-3000cm1 영역은 2배로 확대하였음. 입 

사광 : 632.8 nm, power : 5 mW, 분해능 : 4 cm

1700cm-1 사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밴드들은 주로 

CDNB로부터 나온 것이고 2400-3000cm1 사이에 

존재하는 밴드들은 GSH 로부터 나온것이다. Fig A 

의 (a)는 단지 혼합물에 대한 스펙트럼이고, Fig. 1의 

(b)는 접합 화합물에 대한 것이므로 밴드들의 inten- 

sity(세기)와 진동수 이동이 서로 다름을 알 수가 

있다. 1098, 1135, 1156, 그리고 2570cn「i에 해당 

되는 밴드들은 GS-DNB 화합물이 생성되었음을 말 

해주는 특성밴드들인데, 이 밴드들에 대한 assign- 

ment(지정)는 잠정적으로 각각 aryl C-S, 벤젠, aryl 

C-C1, 그리고 S-H 신축모드로 하였다.8

각 밴드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1098cm-1 

밴드를 살펴보았다. 이 밴드는 Fig. 1의 (a)에는 존 

재하지 않다가 F讶. 1의 (b)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밴드의 위치가 문헌8에 보고된 aryl C-S 신축모드의 

그것과 거의 일치될 뿐만 아니라 원래 CDNB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GSH와 접합이 형성됨에 따라서 

생성된 것으로 보아서 접합 화합물의 aryl C-S 신 

축모드라고 말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접합 

화합물이 GSH의 sulfhydryl terminal을 통해서 일 

어났음을 암시하고 있다. 접합이 GSH의 sulfhydryl 

terminal을 통해 일어났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드로서 Fig. 1의 ⑵에 나타났다가 Fig. 1의 (b) 에서 

소멸된 2570cm-'에 해당되는 밴드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S-H의 신축모드에 해당되며 GS-DNB가 형 

성될 때 S-H의 결합이 끊어져 밴드가 소멸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1135cm-1 밴드의 지정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벤젠고리에 속하는 모드중 

접합의 형성여부에 따라 증감되는 밴드로 추정된다J* 

반면에 1156cm1 밴드는 접합이 형성됨에 따라 소 

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aryl C-C1 의 신축모드로 

간주되고 있다. 이 밴드의 변화로부터는 CDNB의 

chloride가 반응에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위의 변화된 밴드들로부터 GS-DNB 접합 화합물이 

sulfhydryl 작용기와 CDNB 의 chloride 사이의 반 

응으로 생성되어졌다고 결론지을 수가 있다.

이 밴드들에 대한 지정의 타당성을 좀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 해 의 (a), (b) 및 (c) 에 각각 CDNB 

고체, 몰비 2：1인 CDNB와 GSH의 접합 화합물, 

그리고 몰비 1 ： 1인 CDNB와 GSH의 접합 화합물에 

대한 스펙트럼을 얻어 비교해 놓았다. 밴드들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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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834cm1 밴드를 규격화시킨 뒤 800-1200cm-1 

영역을 확대한 라만 스펙트럼 (a) CDNB 고체, (b) 몰비 

2 ： 1인 CDNB와 GSH의 접합 화합물, (c) 몰비 1 ： 1인 

CDNB와 GSH의 접 합 화합물, (d) 몰비 1:1인 CDNB와 

cystein의 접 합 화합물. 입 사광 : 632.8 nm, power: 5 

mW, 분해능 : 4c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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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벤젠모드에 속하면서 반응 

에 참여하지 않는 834 cm*1 밴드의 세기를 똑같이 

한 후에 다시 scale하여 나타내었다. F02의 (b)와 

(c)어I 나타난 바와 같이 GSH의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여러 밴드들의 변화가 수반됨을 볼 수가 있는데, 

GSH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aryl C-S 신축모 

드로 지정된 1098 cm 1 밴드의 세기가 증가되어 나 

타났고, 반면에 aryl C-C1 신축모드로 지정된 1156 

cm1 밴드는 감소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진동모드들에 대한 지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CDNB의 GSH 선택성을 보기 위하여 GSH 대신 

cystein을 이용해 똑같은 항온처리과정을 거쳐 얻은 

스펙트럼이 Fig. 2의 (d)에 나타나 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cystein과 반응을 한 CDNB의 밴드들은 

GSH의 경우에서와 똑같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결과는 문헌7에 보고된 내용과는 다르게 

cystein도 CDNB 와 접합을 형성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문헌7에 나타난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접합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7에 나타난 실험의 결 

과는 접합시간을 약 30분으로 한 뒤 용액상태에서 

바로 스펙트럼을 얻었으나, 본 실험은 항온처리시킨 

뒤, 용액상태에서는 라만산란이 작기 때문에, 동결 

건조기에서 건조시키는 과정을 한번 더 거쳤는데 

아마도 건조시키는 과정중 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chemistry가 낮은 농도의 용액 중에서 일 

어나는 그것과는 달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되어진다. 좀더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항온처리 시간별 및 GSH의 농도별 접합상태를 검 

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GSH의 정량을 위한 CDNB 접합 방 

법의 검증을 진동분광학에 속하는 라만분광법올 통 

하여 처음으로 시도하여 접합은 CDNB의 chloride와 

GSH의 sulfhydryl 작용기간의 반응을 통해서 일어 

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헌7에 보고된 결과와 다르게 

CDNB 가 cystein 과도 접합 화합물을 형성한, 본 

라만분광학적 실험결과는 CDNB가 GSH를 정량하 

는데 광범위한 조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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