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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밀러의 반응물(Miller’s Reactants)

생명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유기화합물들이 지구의 대기가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물 대신 메탄, 암모니아, 물,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오파린에 의해 제안되었고,
최근에 유리와 버날에 의해 강조되었다.
The idea that the organic compounds that serve as
the basis of life were formed when the earth had an
atmosphere of methane, ammonia, water, and
hydrogen instead of carbon dioxide, nitrogen,
oxygen, and water was suggested by Oparin and has
been given emphasis recently by Urey and B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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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분자 존재 비

우주의 원자 존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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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가 사용한 네 가지 물질은 우주에 풍부하면서 단일결합 만으로 이루어진 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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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음성도

H < C << N < O

수소와 탄소는 전자를 내어주고,
질소와 산소는 전자를 끌어당긴다.
환원성

산화성

CH4

CO2

NH3

N2

질소가 수소를 잃음 : 산화

H2O

O2

산소가 수소를 잃음 : 산화

H2

H 2O

수소가 산소와 결합 : 산화

탄소가 수소를 잃고
산소와 결합 : 산화

Electroneg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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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정을 테스트하기
위해 CH4, NH3, H2O,
그리고 H2를 전기
방전을 통해 순환시키는
장치를 만들었다.

In order to test this
hypothesis, an
apparatus was built to
circulate CH4, NH3, H2O,
and H2 past an electric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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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크에서 끓인 물은 5 리터
플라스크에서 다른 기체들과 섞여서
전극을 통해 순환하고, 응축되어
끓이는 플라스크로 되돌아간다.

Water is boiled in the flask, mixes
with the gases in the 5-l flask,
circulates past the electrodes,
condenses and empties back into the
boiling fl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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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대기에서 화합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전기 방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Electrical discharge may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compounds in the primitive atmosphere.
H-O bond energy : 467 kJ/mol
(467 kJ/mol)/6.022 x 1023
= 7.75 x 10-19 J
E = hν
ν = E/h
ν = (7.75 x 10-19 J)/(6.626 x 10-34 J․s)
= 1.17 x 1015 s-1

λ = (2.998 x 108 m․s-1)/(1.17 x 1015 s-1)
= 2.56 x 10-7 m
= 256 nm (ultraviolet)
visible : 400 – 7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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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 : 반응의 방향성

Gibbs 자유에너지
모든 과정은 깁스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한다.
<출처>
https://uploa
d.wikimedia.
org/wikipedia
/commons/c/
c7/Josiah_Wil
lard_Gibbs_from_MMS.jpg

ΔG = ΔH – T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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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탈피(enthalpy) : H – 안정도의 척도
엔트로피 (entropy) : S – 무질서도, 자유의 척도
기체 상태의 물 분자들이 전기적으로 끌려서 액체 물이 되면 보다 안정되기 때문에
엔탈피가 감소하고 그 차이가 열로 나온다.
이 때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엔탈피 효과가 엔트로피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수증기는 응축해서 물이 된다.
반대로 높은 온도에서는 엔트로피 효과가 더 중요해져서 물이 끓는다.
화학 반응에서도 엔탈피 효과와 엔트로피 효과가 합해져서 전체적으로 깁스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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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순환을 계속하자
플라스크의 물이 눈에 띄게
핑크색이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용액이 짙게 붉고
혼탁하게 되었다.
혼탁한 이유는 대부분
유리에서 나온 실리카의
콜로이드 때문이다.

During the run the water
in the flask became
noticeably pink after the
first day, and by the end
of the week the solution
was deep red and turbid.
Most of the turbidity
was due to colloidal
silica from the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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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n-부탄올-아세트산-물
혼합액, 그리고 다음에 물로 포화된
페놀로 전개하고 닌하이드린으로
스프레이해서 얻은 종이
크로마토그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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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gure below is shown a paper
chromatogram run in n-butanolacetic acid-water mixture followed
by water-saturated phenol, and
spraying with ninhyd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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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원리
종이는 –OH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극성이 높은 정지상이다. 1차원 분리에서
이동상으로 사용한 부탄올은 극성이 낮은
부틸기(-C4H9)를 가지고 있다. 이동상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이를 따라 이동할
때 극성이 낮은 메틸기(-CH3)를 가진
알라닌은 이동상에 보다 많이 분배되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보다 많이 이동한다.

butanol

aspartic acid

phenol

glycine

alanine

<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
ommons/thumb/d/df/Archer_John_Porter
_Martin_Nobel.jpg/220pxArcher_John_Porter_Martin_Nobel.jpg

마틴 (Archer Martin, 1910-2002).
195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Review

On top of the questionnaire
For Stanley Miller
And Harold Urey, his thesis advisor
Was how amino acids could appear
From the early atmosphere
And water
So that life could begin and prosper.
The idea of chemical evolution
Was launched by Oparin.
The key test was the production
Of the simplest amino acid gly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