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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효소는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용액 중에서 변성 

을 일으켜 활성을 잃는다. 따라서 효소반응을 이용하 

여 물질을 정량하고자 제작되는 효소전극,1』즉 바이 

오센서는 어느 pH영역에서 효소 촉매력의 실활이 일 

어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본 실험실에서는 생체조 

직을 탄소반죽에 혼입시켜 과산화수소 정량을 위한 

바이오센서를 제작하고, 그것들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고찰하여, 보다 기능이 향상되고 감도가 뛰어난 과산 

화수소 센서를 개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얻어진 결 

과들을 수차례 보고한바 있다.5-7 이들 중에는 새로운 

Michaelis-Menten 이론을 응용하여 바이오센서의 pH 
의존성 활동도를 관찰함으로서, 이양성자성 산인 효 

소단백질의 촉매반응과정이 ‘EH+StEHStEH+P’ 임 

을,8 그리고 생체에 존재하는 과산화효소 동위효소 

(isozyme厝의 존재를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밝혀 보고하기도 하였다.8成 과산화수소는 

폐수처리나 소독에 사용되며, 피혁, 직물, 펄프 등의 표 

백 및 탈취제로 사용되는 중요한 공업용 시약이다.10 따 

라서 과산화수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량하는 것 

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11 본 논문에서는 보다 크고 
안정한 신호특성을 갖는 전극 물질을 찾던 중, 담배 

잎이 함유하고 있는 과산화효소가 큰 감응전류와 안 

정한 신호 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한 전극을 제작하여 그 특성을 전기화학적인 방 

법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전극신호의 안정성은 신호 

전류가 포화되는 시간의 측정을 가능케 하였으며, 신 

호전류 크기의 산도 의존성을 관찰함으로서 담배조 

직을 이용한 과산화수소 정량 바이오센서의 최적 산 

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자 한다.

실 험

기구 및 시약

제작된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순환전 압전 류도는 EPSILON(BAS Model EPSILON 
cyclic voltammograph, Bioanalytical System, Inc., U.S. 
A.曜 이용하여 얻었으며, 여기에는 Ag/AgCl 기준전 

극 (BAS, MF2052)과 Pt 보조전극이 연결되었다. 이외 

의 모든 신호측정 은 기록계, KIPP & ZONEN(BD 111, 
Holand)가 연결된 EG&G Model 362(Princeton Applied 
Research, U.S.A.) 일정전위기를 사용하였다. 전해질 

용액의 pH 확인은 표준완충용액 pH 4, 7, 10(Shinyo 
Pure Chemicals Co., Japan, S.P.C. GR Reagent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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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검정된 Digital pH/mV/Temp meter(Suntex SP- 
701, Taiwan)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흑연가루(:冬0.1 
mm) 와 미네 랄오일은 각각 Fluka와 Sigma사 제품이었 

으며, 기질로 사용된 과산화수소는 Junsei(35% EP)사 

제품을 이용하였다. 실험 용액은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완충물질의 경우 광범위한 pH조정 이 불가능하므로 

0.1M의 NaCl(Shinyo Pure Chemicals Co., Japan, 涉9.5%) 
중성전해질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 전해질 용액의 

pH는 묽은 HCl(Oiintal Chem. Co., Korea)과 NaOH(Shinyo 
Pure Chemicals Co., Japan)을 적절히 가하여 조정하 

였다.

전극의 성형

탄소반죽 전극 속에서 전자 전달물질로 사용될 매 

체물질, ferrocene 0.09 禮 10 mL의 CHCL에 녹여 흑 

연가루 0.91 g과 혼합한 후, 60 oC 에서 건조하여 CHCl3 

을 제거한다. 얻어진 ferrocene 포함 흑연가루와 미네 

랄오일을 55:45(wt/wt)의 비율로 혼합하여 탄소반죽을 

만든다. 담배 조직은 90분 이상 호모게나이저로 파쇄 

하며, 필요량의 조직을 취하여 60oC 에서 수분을 제거 

한 후, 이 반죽에 혼입시켜 완전히 혼합한 다음, 오옴 

접촉이 제공되는 직경 6 mm의 polyethylene 튜브에 채 

워 전극으로 사용한다.5b

결과 및 고찰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

Fig. 1은 산도가 pH 7.75 인 전해질 용액 중에서 담 

배조직 함량이 10%인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보 

여주는 순환전압전류도이다. a, b, c, d의 연속된 순서 

로 전압 주사되었으며, a와 b는 전해질에 기질용액이 

가해지지 않았을 경우의, 그리고 c 와 d는 10 mL 전 

해질 용액에 0.10 M H2O2 200 卩L가 가중H진 경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음의 방향으로 전압 주 

사 (0.0 mVT-300.0 mV) 하는 a의 경우, 음전위 증가 

에 따라 환원전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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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clic voltammograms of the tobacco plant tissue modified carbon paste electrode without(a, b) and with(c, d) 200 pL of 
0.10 M H2O2 in 10 mL of 0.10 M NaCl( pH: 7.75, scan rate: 10 mV/sec, tissue %: 10). The current difference between a and c 
is shown(i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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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는데, 이는 전극에 함유된 담배조직 자체가 여 

러 가지 화합물의 혼합물인 점을 감안할 때, 현 단계 

에서 구조가 확인되지 않은 전기화학 반응이 계 내부 

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극전위 증가 

로 인한 충전전류의 증가가 함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贸 경우 음전위 주사 시, -40 mV(vs. Ag/AgCl) 
시점에서 기질이 첨가되자 전극전류의 급격한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이 변화는 기질의 첨가에 기인하 

고, -40 mV 이후에 얻어지는 전압전류도의 형태가 a 
와 비교하여 전류증가 외에 변형된 점 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가된 전류 a와 c의 차이는 오직 과산화수소의 

환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류 a 
와 c의 차를 취하고, 그것을 전압에 대하여 도시한 것 

이 Fig. 1의 창에 주어져있다. 전류의 차, 즉 신호전류 

는 전압에 대하여 무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 

극전위의 변화에 대하여 직선적으로 변하는 쑥의 경 

우나,9,12 단조 증가하는 닭의 간조직의 경우와는 대조 

적이다.6尬10 다만 여기서 증가된 전류가 전압 증가에 

무관하게 일정한 것은 환원되는 화학종이 단일종이 

며, 그거이 과산화수소에 기인함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신호전류 측정을 위한 전극전위는 위 예의 경 

우들 보다 낮추어 -150 mV(vs. Ag/AgCl)로 고정하였 

다. Fig. 2는 본 실험에서 신호가 얻어지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pH 9.37의 10 mL 전해질 용 

액 중에서 19%의 담배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전극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기질이 없는 상태에서 전위계단

Fig. 2. Typical time course of signal showing the experimental 
determination of the response current and the saturation time. 
The measurement wa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pH= 
9.37, tissue%=19, electrode potential=-150 mV(vs. Ag/AgCl). 
30 pL of 0.10 M hydrogen peroxide was added into 10 mL 
electrolytic solution.

Fig. 3. Effect of the tissue composition on the response current 
at pH 7.75. 50 pL of 0.10 M H2O2 solution was added.

(potential step) 적용 시, 급격히 형성된 충전전류는 대 

략 15초 경과 후 바탕선 수준으로 감소하여 신호측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탕선의 변화가 없는 상 

태, 즉 위의 경우 전위계단 형성 후 70초가 경과되었 

을 때, 0.10 M H2O2 기질용액 30 pL가 첨가되면 신호 

전류가 생성되는데, 그 전류는 대략 13초를 경과하면 

포화되고, 그 크기는 180 nA 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 전극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활성자리의 수는 전 

극 물질이 포함하는 조직의 함량 변화와 직접적 관련 

이 있다. 전극의 담배조직 함량만을 변화시켜 신호전 

류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가 Fig. 3에 주어졌다. 전극 

전위 -150 mV에서 0.10M H2O2 용액 50 pL를 가할 

때, 신호전류는 조직의 함량 변화에 대체로 직선성 

(y=16.7x-54.2, y: current(nA), x: tissue %, R=0.993) 임 

을 보여주고 있다. 경향성에 따르면 큰 신호를 얻기 

위하여 전극이 보다 많은 조직을 포함할 것이 요구되 

나, 함량%가 증가할수록 탄소반죽의 점도가 소멸하 

며, 전극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전극 표면의 훼손이 

전류의 재현성에 크게 손상을 주므로, 측정에 사용될 

파쇄된 담배조직의 함량은 19%로 고정하였다. 위의 

실험결과로부터 얻어진 실험 조건, 즉 전극전위 -150 mV 
와 조직 함량 19%인 전극을 0.10 M NaCl 용액 10 mL 
에 위치시키고, 여러 실험 pH값에서 0.10 M 기질용 

액 30 pL를 추가하였을 때 얻어지는 전류 i(nA贸 값 

들이 Table 1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값들을 pH 에 

대하여 도刃한 것이 Fig. 4에 주어져 있다. Fig. 4가 보 

여주는 경향성은 pH 8.00 과 pH 10.0 사이에서 극대값 

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백질로 구성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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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pH on the response current and the satura
tion time. 30 pL of 0.10 M hydrogen peroxide was added

pH i(nA) t(sec) pH i(nA) t(sec)

3.56 33 52 8.26 158 18
4.07 45 48 9.07 177 15
4.68 60 44 9.78 153 18
5.08 83 34 10.45 132 20
5.55 105 26 11.19 117 22
6.10 120 21 11.78 84 26
6.80 140 20 12.30 64 28
7.60 150 18

20

o

o

o

o

o

o

o

o

8

6

4

2

0

8

6

4

U

 은
느
-

8 10 12
-10

pH

Fig. 4. pH-dependence of the current( •) and the saturation time 
(。).Other conditions are the same as in Fig. 2.

O

CD으
의

、

u
p

 u

 으
-
w
n

row

55
50
45
40
35
30
25
20
15

소의 활성자리는 용액 중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탈착 

이 가능한 카르복시 말단과 아미노 말단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러므로 용액의 pH변화는 효소 활성자리의 

입체적 구조, 즉 효소의 촉매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pH변화에 따라 최대 전류를 나타내 

는 pH값이 존재하는 것은 양성자의 탈착이 효소 단 

백질과 기질의 입체적 결합을 최적화시켜 촉매력을 

최대화하는 pH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험적으 

로 pH값만을 세분하여 최적 pH를 확인할 수 없으므 

로 고추냉이로부터 추출된 과산화효소를 이용한 전 

극의 경우°와 같이 과산화수소의 환원함수가 가우스 

분포를 형성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우스 함수로 시 

뮬레이션하여 방정식,

i = (A/( w* sqrt (pi/2 )))* exp (—2* (pH-8.517)/w)2 

-39.17

을 얻었다. 여기서 A와 w의 값은 각각 1715와 6.90 
이며, 함수의 최대값은 p噸이 8.517일 때 얻어지는 

2004, Vol. 48, No. 6

것을 알 수 있다. 담배조직을 사용한 과산화수소 센서 

의 최적 산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이 값을 최적 산도라고 해 

도 무방할 것이다. Table 1에는 Fig. 2에서 얻어진 것 

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된 전류의 포화시간이 주어져 

있고, pH에 따른 그것의 변화가 Fig. 4에 함께 도시 

되어있다. pH변화에 따른 포화시간의 변화 경향성은 

전류 크기와 반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을 

시뮬레이션한 방정식은 이다. 이 식의 최소값 14.5 sec는 

pW°] 8.93일 때 얻어지는데, 이 값은 위에서 전류의 

크기로부터 얻어진 8.517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pH 8.93 의 양성자 농도가 이양성자성산 (diprotic acid) 
인 아미노산의 잔기로 형성된 효소의 활성자리의 입체 

적 구조에 대하여 기질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효율적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결 론

산화-환원, 즉 전자의 이동이 수반되는 효소반응은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반응의 속도나 반응 메커니 

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담배조직을 포함한 

전극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과산화수소의 pH 
의존성 환원전류와, 신호전류가 포화되는 시간의 변 

화 경향성을 분석하여 담배 과산화수소 분해효소의 

최적 산도를 도출하였다. 두 방법으로 얻어진 최적 산 

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각각 8.517과 8.9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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