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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ine is a nucleobase. Ultrasonic absorption measurements in the frequency range from 0.2-8.2
MHz with emphasis on the low-frequency range below 1 MHz were carried out for β-cyclodextrin
(β-CD) (host) solutions with adenine (guest) at 25 ◦ C. The ultrasonic relaxation observed in
these solutions was due to a perturbation of the chemical equilibrium related to the reaction of an
inclusion complex formed by the host and the guest. The rate constant (kb = 3.72 × 106 s−1 ) and
the equilibrium constant (K = 49 M−1 ) were determined from the concentration dependence of
adenine on the relaxation frequency. The standard volume change (∆V = 7.10 × 10−6 m3 mol) of
the reaction was also computed from the maximum absorption per wavelength. The obtained rate
and thermodynamic constan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MP (adenosine monophosphate).
PACS numbers: 43.35.Fj, 43.35.Vz, 43.35.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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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닌과 사이클로덱스트린의 상호작용에 의한 초음파완화
배종림∗
대구대학교 물리학과, 경산 38453, 대한민국
(2017년 12월 15일 받음, 2018년 1월 9일 수정본 받음, 2018년 1월 10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염기성 물질로 핵산의 구성성분인 아데닌 (게스트) 과 β-사이클로덱스트린 (β-CD)(호
스트) 의 수용액에 대한 초음파 흡수측정을 0.2 - 8.2 MHz 주파수 영역에서 행하여, 호스트와 게스트의
복합체 형성반응의 속도론적 연구를 행하였다. 초음파 단일 완화현상이 1 MHz이하에서 관측되었고, 단일
완화 현상의 원인은 아데닌와 β-CD의 복합체 형성 반응에 의한 화학 평행의 혼란 상태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게스트 농도에 따른 완화 주파수의 의존성으로부터 복합체 형성 속도 상수 (kf = 1.82 × 108
M−1 s−1 ), 붕괴 속도 상수 (kb = 3.72 × 106 s−1 ), 평형상수 (K= 49 M−1 ) 그리고 파장당 최대 흡수치의
의존성으로부터 반응에 의한 표준체적변화 (∆V = 7.10 × 10−6 m3 mol) 각각 구하였다. 속도상수들은
AMP (adenosine monophosphate) 와 비교하였다.
PACS numbers: 43.35.Fj, 43.35.Vz, 43.35.Wa
Keywords: 아데닌, β-CD, 초음파 완화, 속도상수, 표준체적변화,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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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β-Cyclodextrin(β-CD) 과 알코올, 아스피린, 비스테로이
드성 항염증제 등의 복합체 형성과 붕괴반응에 의한 초음파
완화 연구는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1–5]. β -CD는 몇 개의
글루코스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오리고당이며 그 모양은
양쪽 면이 뚫린 양동이처럼 내부는 빈 공간이다. 내부는
소수성의 성질, 외부는 친수성의 성질을 가져 여러가지의
분자를 호스트로 하여 호스트-게스트의 복합체를 형성한다
[6]. Bae 등은 β-CD와 생체고분자에 대한 연구를 1 MHz
이하의 저주파수 영역에서 초음파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여
호스트-게스트의 복합체 형성과 붕괴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를 행하였다 [1–4].
아데닌은 생물에서 얻어지는 염기성 물질인데 핵산의 구
성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DNA와 RNA의 형성에 관여한다.
분자식은 C5 H5 N5 이고, 분자량은 135 g/mol이다. 아데닌과
당이 결합한 화화물을 뉴클레오시드 (nucleoside) 라 하고 여
기에 인산(phosphoric acid)이 결합한 물질을 뉴클레오타이
드(nucleotide)라 한다.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의 구조단위
로 중간대사와 에너지전환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종
류는 AMP(adenosine monophosphate), ADP(adenosine
diphosphate), ATP(adenosine triphosphate) 가 있다.
β-CD를 호스트로, 여러가지의 생체고분자를 게스트로
한 복합체 형성과 붕괴반응에 의한 초음파 완화연구는 그
완화주파수가 1 MHz이하에 존재할 경우, 종래의 초음파
흡수측정법으로는 속도론적 연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7–9].
본 연구는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 β –CD와 핵산의 구성
성분인 아데닌 수용액에 대하여 1 MHz이하에서도 정밀한
초음파 흡수측정이 가능한 광 회절 초음파 공명법을 사용
하여, 0.2 - 8.2 MHz영역에 초음파 흡수계수를 측정하여
복합체 형성과 붕괴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를 행하였다.
β-CD와 아데닌의 복합체 형성과 붕괴반응에 의한 초음파
완화 주파수가 1 MHz이하이고, 그 완화폭도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험적 연구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복잡한 생체 반응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결과를 핵산의 구조단위로 에너지
전환반응에 중요한 AMP와 비교하였다.

II.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β-CD 와 아데닌은 시그마사회사에서
생산하는 상용화 제품을 구입하였다. 시료의 pH는 pH≈7.0
이며 각 시료의 밀도는 Anton Paar DMA 5000M 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초음파 흡수계수측정은 2종류의 측정법

263

으로 0.2 - 8.2 MHz 영역에서 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25 ◦ C
에서 진행하였다. 광 회절 초음파 공명법은 0.2 - 1.7 MH,
종래의 공명법은 2.4 - 8.2 MHz의 흡수계수를 측정하였고,
음속은 펄스 에코법으로 3 MHz에서 측정하였다. 본 실험의
중요한 측정장치는 1 MHz이하에서도 신뢰성 높게 초음파
흡수측정이 가능한 광 회절초음파 공명법이다 [2]. 광 회
절초음파 공명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의 초음파 공명법은 두 개의 수정 진동자를 대항시키고
한 개의 수정진동자는 음파신호를 발생시키고, 반대편의
수정진동자는 그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이다. 공명주파수
근처에서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공명곡선이 구해지고, 그
공명곡선의 반치폭으로부터 흡수계수가, 공명주파수 간격
으로부터 음속이 구해진다. 종래의 공명법은 2.4 – 8.2 MHz
까지 흡수측정이 가능하다. 음파는 1 MHz이하에서 회절현
상이 심해져 공명기내의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회절을
억제하기 위해 공명기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공명기내에
압력을 가하여 수정 진동자를 오목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공명기내에 압력을 가하면 수정진동자가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험치의 재현성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파의 회절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파의 신호를 검출하는 수정진동자 대신에 오목반사판을
사용하였다. 오목반사판은 음파를 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명기내의 정현파 신호를 광으로 검출하였다. 광 회절
공명법의 공명기는 수정진동자, 시료, 오목반사판으로 구
성되고, 발진 수정진동자의 기본 공진주파수는 2 MHz(∅
= 56 mm), 공명기의 폭은 15 mm, 시료의 양은 56 cc이다.
수정진동자에 음파신호를 발생시켜 공명기내에 정현파를
만든다. 공명기내에 만들어진 정현파의 파면에 평행하게
광을 입사시키면 음파에 의해 라만-나스 (Raman-Nath)
회절이 일어난다. 이 회절된 광을 포토 다이오드 (photodiode) 검출하면 공명스펙트럼이 얻어진다. 공명스펙트럼
의 반치폭으로부터 흡수계수가 구해진다.

III. 결 과
Fig. 1은 아데닌 (5 mM), 아데닌 (5 mM) 과 β-CD(8.7
mM) 의 수용액에 대한 초음파 흡수계수 (α/f 2 ) 를 주파수
(f ) 함수로 나타내고 있다. 아데닌만의 수용액에서는 어
떠한 완화현상도 관측되지 않았지만, 아데닌과 β-CD 수
용액에 대해서는 완화현상이 관측됨을 알 수 있다. 한편
β-CD 수용액의 초음파 완화현상은 13 mM이상의 농도에서
관측되지만 그 이하의 농도에서는 관측되지 않는다 [10]. 50
MHz이상의 고주파수에서 (α/f 2 )∞ = 23 × 10−15 s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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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ltrasonic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aqueous solutions of adenine (pH ≈ 7.0) and β-CD(8.7
mM) at 25 ◦ C.
Adenine
(mM)
1
2
3
4
5

fr
(MHz)
0.85
0.87
0.89
0.90
0.92

A
(10−15 s2 /m)
23
43
61
76
89

ν
(m/s)
1497.82
1498.35
1498.84
1499.56
1499.93

ρ
(kg/m3 )
1000.142
1000.214
1000.336
1000.485
1000.561

해석하였다 [11].
2

Fig. 1. Ultrasonic absorption α/f vs. frequency in aqueous solution of adenine (pH ≈ 7.0) at 25 ◦ C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8.7 mM β-CD: (◦) 5 mM adenine
only, (•) 5 mM adenine + 8.7 mMβ-CD.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single relaxation curve. The dotted line
represents the high-frequency limiting value (α/f 2 )∞ =
23 × 10−15 s2 /m.

2

α/f 2 = A/ {1 + (f /fx )} + B

여기서 α 는 흡수계수, f 는 주파수이다. 그리고 fx 는 완화
주파수, A 는 완화에 의한 흡수, B 는 고전흡수이다. 초음파
파라메터 fx , A, B 는 식 (1) 를 사용하여 실험 데이터에
피팅하여 결정하였다. Fig. 2의 α/f 2 대 f 의 프로트 (plot)
에서 실험치와 이론치 (실선) 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초음파에 의한 복합체 형성과 붕괴반응은 단일완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화살표는 완화주파수를 나타낸다. Table
1은 식 (1) 에서 결정된 초음파 파라메터, 그리고 음속과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초음파에 의한 화학평행의 혼란은
완화의 원인이 되므로, 복합체 형성과 붕괴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kf

β − CD + GST ⇌ β − CD · GST
kb

Fig. 2. Ultrasonic absorption α/f 2 vs. frequency in aqueous solution of adenine (pH ≈ 7.0) at 25 ◦ C in the presence of 8.7mM β-CD. (◦) 1 mM adenine + 8.7 mMβ-CD;
(•) 2 mM adenine + 8.7 mMβ-CD; (△) 3 mM adenine +
8.7 mMβ-CD; (▲) 4 mM adenine + 8.7 mMβ-CD; (□) 5
mM adenine + 8.7 mMβ-CD. The solid lines represent
the values calculated from Eq. (1). The arrows indicate
the location of the relaxation frequency.
의 극한값에 접근함을 알 수 있다. 이 값은 25 ◦ C의 물의
흡수값 (α/f 2 = 23 × 10−15 s2 /s) 과 같고, 10 MHz 이상의
주파수영역에서는 어떠한 완화현상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선은 식 (1) 의 Debye 형 단일 완화식의 완화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스트인 β-CD의
농도를 일정 (8.7 mM) 하게 하고 게스트 (아데닌) 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초음파 흡수계수측정을 행하였다. Debye형
단일 완화식을 사용하여 관측된 완화현상의 스펙트럼을

(1)

(2)

여기서 β-CD는 호스트이고 GST는 게스트, β-CD·GST는
호스트와 게스트에 의해 형성된 복합체이다. ff 와 kb 는
각각 복합체 형성과 붕괴 속도상수이다.
완화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요한 두 개의 양이 만족스
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는 완화시간 τ 이고, 또 하나는
완화진폭 A 이다. 완화시간과 반응물의 농도와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τ −1 = 2πfx = kf {[β − CD] + [GST ]} + kb
= kb {(KCβ−CD + KCGST + 1)2
–4K 2 Cβ−CD · CGST }1/2

(3)

여기서, Cβ−CD 와 CGST 는 각각 β-CD와 GST의 농도이고,
평형상수 K = kf /kb = [β-CD·GST] /[β-CD][GST] 으로
정의되는 평형상수이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
β − CD 가 일정일 때 fr 은 CGST 의 증가와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K 와 kb 는 식 (3) 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Table
2). Fig. 3은 식 (3)에서 결정된 K 를 사용하여 2πfr 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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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te and thermodynamic constants for Interaction between β-CD and adenine at 25 ◦ C.
Guest (pH ≈ 7.0)
Adenine
AMPa
AMPb

K (M−1 )
49
89
11×103

kf (108 M−1 s−1 )
1.82
2.1
8.0

kb (106 s−1 )
3.72
2.3
0.71

∆V (10−6 m3 mol−1 )
7.10
13.8
19

This study
Bae et al. [3]
Komdo et al. [9]

Fig. 3. Plots of 2πfr vs. {(KCβ−CD + KCGST + 1)2 –
4K 2 Cβ−CD · CGST }1/2 for aqueous solution of adenine
in the presence of 8.7 mM β-CD at 25 ◦ C.

Fig. 4. Plots of 2RT µmax /πρν 2 vs. {1/[β − CD] +
1/[GST ] + 1/[β − CD · GST ]}−1 for aqueous solutions
of adenine in the presence of 8.7 mM β-CD at 25 ◦ C.

항 {(KCβ−CD + KCGST + 1)2 –4K 2 Cβ−CD · CGST }1/2 의
plot이다. 그림에서 실선은 식 (3) 에서 결정한 K 와 kb 를 사
용한 kb {(KCβ−CD +KCGST +1)2 –4K 2 Cβ−CD ·CGST }1/2
의 계산값이다. 그림에서 이론치와 실험치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론치와 실험치의 일치는 초음파에 의한 완화현
상이 복합체 형성과 붕괴반응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K
와 kb 의 값들은 핵산의 구조단위인AMP값들과 Table 2에
비교하였다. 복합체 형성 속도상수 kf 는 K 의 정의로부터
구해지고, 또한 Table 2에 나타내었다.
파장당 최대흡수치 (µm ) 는 초음파 완화와 관계되는 또
다른 중요한 양이다. 이것은 반응에 의한 표준체적변화
(∆V ) 와 관계되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1].

을 프로트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데닌의 ∆V 는 직선의

µm = πρν 2 (∆V )2 Γ−1 /2RT

기울기로부터 구해지고, 그 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IV. 논 의
AMP (adenosine 5′ -monophosphate), c-AMP (adenosine 3′ , 5′ -cyclic monophosphate), pentanoic acid, 아민
산, 아스피린 등을 게스트로, β-CD를 호스트로 선택하여
행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복합체형성 속도상수 kf 는
호스트, 게스트의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거의 같은 확산속
도정수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5,7–9]. 두 개의
분자들의 확산 반응속도는 Smoluchowski식으로 설명할 수

(4)

여기서 R 는 기체상수, T 는 절대온도, Γ = (1/[β–CD] +
1/[GST ]+1/[β −CD·GST ])이다. 반응물질들의 평형농도
들은 K 값, 그리고 아데닌과 β−CD 의 초기농도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식 (4)의 ∆V 항을 ∆V −αp ∆H/ρCp
로 나타낸다. 여기서 αp 는 수용액의 열팽창계수, ∆H 는
반응에 의한 표준엔탈피변화, Cp 는 등압비열이다. 그러나
수용액에 대한 실험에서 열팽창계수가 아주 작기 때문에
αp ∆H/ρCp 항은 무시한다. Fig. 4은 2RT µm /πρν 2 대 Γ−1

있다 [8].
kD = 4πNA (DCD + DGST )(rCD + rGST )

(5)

여기서 NA 는 아보가드로 수, DCD , DGST 는 서로 반응하
는 물질의 확산계수, rCD , rGST 은 각각 호스트와 게스트의
반경이다. 많은 종류의 물질에 대해 확산 반응속도를 식 (5)
로부터 계산하면 ∼108 M−1 s−1 의 값이 얻어진다 [9]. Table
2에서 우리들이 측정한 kf 값은 확산속도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게스트인 아데닌이 호스트인 β-C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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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복합체 형성 속도상수 kf = 1.82 ×
108 M−1 s−1 는 확산속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복합체 붕괴 속도상수 kb 는 Table 2 에서 알 수
있듯이 게스트의 구조에 의존한다.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kb 값은 게스트의 소수성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알았다
[1–5,7–9]. 복합체의 안정성은 게스트가 호스트 내부에서
떨어지는 붕괴 속도상수에 의해 결정된다. 게스트의 소
수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β-CD 내부에서 결합력이 강하여
복합체가 안정되어 kb 은 작아진다. Table 2는 아데닌과
AMP의 kb 값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2에서 아데닌의 kb
값은 Bae et al.의 AMP의 kb 값보다는 1.6배 크고, Kondo
et al.의 AMP의 kb 값보다는 5.2배 크다. Kondo et al.의 kb
값은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들의 흡수측정은 0.8 MHz
의 이하에서 불가능하므로 저 주파수 극한 값을 결정할 수
없고, 특히 완화 주파수가 1 MHz이하이므로 완화 주파수
결정에도 많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데닌의 kb
값이 크다는 것은 AMP보다 소수성 결합이 약하고, 복합체
가 그 만큼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AMP의
당 부분은 친수성과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소수성
부분은 β-CD의 빈 공간에 들어가고, 친수성 부분은 β-CD
입구에서 수소결합을 한다. 따라서 아데닌은 AMP보다
β-CD와 약한 소수성 결합과 친수성 결합을 하기 때문에
덜 안정적이므로 kb 값이 크고, 또한 아데닌의 분자량 135
g/mol은 AMP 분자량은 1171 g/mol 보다 9배 작기 때문에
결합력이 안정적이지 않다.
다음으로 복합체 형성과 붕괴반응에 의한 체적변화 (∆V )
를 고찰한다. 수용액상태에서 β-CD 내부에는 6-7개의 물
분자가 존재하고 [12] β-CD는 양쪽이 뚫린 양동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스트 분자가 β-CD로 들어 가면 β-CD
내부에 있는 몇 개의 물 분자는 밖으로 나간다. β-CD의
내부는 소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게스트의 소수성 성질이
강할수록 β-CD내부에 더욱 깊게 침투할 수 있다. 게스트의
소수성 성질이 강하면 β-CD와 결합력이 강하여 게스트가
β-CD내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따
라서 아데닌은 AMP보다 소수성 성질이 약하므로 ∆V 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V 의 양의 값의 기여는 nVH2 O
이다. 여기서 n 는 β-CD에서 밖으로 나오는 물 분자의 수
이다. VH2 O 은 물의 몰체적이다. 체적변화에 대한 음의
기여(Vincl ) 는 아데닌이 β-CD내부로 들어 갔을 때의 몰체
적이다. 결국 체적변화는 간단하게 ∆V = nVH2 O – Vincl 로
표현할 수 있다. β-CD와 많은 게스트 분자들과의 복합체
형성과정의 연구에서 ∆V 의 값은 항상 양이다. β-CD와
AMP의 복합체 결합과정에서 β-CD로 부터 약6개의 물
분자가 나온다고 보고되고 있다 [9]. 아데닌과 β-CD가 복
합체를 형성할 때의 ∆V = 7.10 × 10−6 m3 mol는 AM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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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13.8 × 10−6 m3 mol보다 약 0.5배 작으므로 β-CD
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 분자수는 약3개임을 알 수 있다.
AMP의 경우 아데닌과 당의 소수성부분이 β-CD의 내부로
들어간다. 따라서 AMP가 β-CD내부에 깊이 들어가기 때
문에 물분자가 아데닌보다 밖으로 많이 나온다.

V. 결 론
β-CD를 호스트, 아데닌을 게스트로 선택하여 초음파완화
법을 사용해서 복합체 형성과 붕괴반응의 속도론적 연구를
행하여 AMP와 비교한 결과, (1) 복합체 형성반응 속도정수
kf 는 확산속도 정수 값을 가지고, 복합체 붕괴반응 속도정수
kb 는 AMP보다 1.6배 작았다. 이는 아데닌이 AMP 보다
소수성이 약하고, 복합체가 보다 덜 안정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복합체 형성과 붕괴반응에 의한 체적변화 ∆V 는
AMP보다 0.5배 작았다. 따라서 아데닌과 β-CD가 복합체
를 형성할 때 β-CD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 분자수는 약
3개임을 알 수 있다. (3) β-CD – 뉴클레오타이드계의 분
자구조와 속도론적 열역학 고찰을 더욱 진행하기 위해서는
ADP와 ATP를 게스트로 하여 초음파 흡수측정을 행하여
복합체 붕괴반응 속도정수 kb 의 정량화와 아데닌, AMP의
실험결과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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