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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 2'-bipyridyl crown ether 에 관한 alios血ic 효과를 분자진동연구방법 을 사용하여 연구 

하였는데, 방법으로는 mass-weighted cartesian 좌표방법 을 사용하였다. Crown ether의 pore open- 
ing 운동에 관여 하는 모드로는 235, 234, 188 그리 고 178cmT 에 해 당되는 파수가 얻어 졌고, 

bipyridyl 축을 통한 회전운동이 crown ether 에 영 향을 미치는 rotational vibration 운동은 168, 104 
그리고 67cmT 에서 파수가 얻어졌다. 특히 178cmT 의 모드는 allosteric 효과를 가장 많이 포함한 것 

으로 생각되어 진다.

ABSTRACT. By using the Mass-Weighted-Cartesian coordinate method, the allosteric effect of 
2,2'-bipyridyl crown (4) ether is studied. The vibrational modes of 235, 234, 188, and 178cm-1 
belong to the pore opening motion of crown ether and those of 168, 104, and 67cm-1 belong to 
the rotational vibration motion of bipyridyl. Especially the mode apperaring at 178cm-1 shows a 
large allosteric effect by activation of the allosteric site.

L序 論

生化學이 관여하는 많은 고분자들의 反應은 

대 부분 선택 성 자리 (site selectivity) 가 중요한 역 

할을 하는데 이것은 電子論的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또 선택이온 電極(Ion Selective Electrode; 
LS.E)의 경우에도 선택성 자리는 이온을 선택 

적으로 흡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實驗들이 酵素와 ISE에 있어서의 다른 자리 입 

체성효과 (allosteric e任ect) 를 提案하고 있으나 이 

것들에 對한 理論的인 說明은 거의 없는 狀態이 

고 또 酵素에 關해서는 酵素가 너무 많은 原子 

들로 構成된 高分子이기 때문에 理論的으로는 

취급하기에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ISE에 使用 

되는 冇機物質들은 분자의 크기가 별로 크지 않 

아서 理論的으로 취 급하기 가 적 당하고 또 다른 

자리 입체성 効果를 理論的으로 硏究하는데 알 

맞는 대상물질이 되고 있다.

이 論文의 窮極的인 目的은 다른 자리 입체성 

効果를 작은 분자에 작용하여 이론적인 설명을 

한 후 酵素와 같은 큰 물질에 적용하는 것이 다. 

大部分의 酵素에서 일어나는 反應은 따른 자리 

입체성 効果를 :동반하는데, 다른 자리 입체성 

効果란 입 체 성 타른 자리 (allosteric site) 가 이 것 

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활성자리 (activ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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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反應性에 影響을 미치는데 그 主要因은 形態 

變化 (conformational change) 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모델로서 다른 자리 입체성 効果를 說明하 

려면, 이 모델은 먼저 두가지 構造的 特性을 갖 

추어 야 한다. 첫번째는 활성자리이고, 두번째는 

입체성 다른 자리이다. 또 理論的인 硏究란 입 

체성 다른 자리의 變化가 어떤 메카니즘을 거쳐 

서 활성자리에 전달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다. 2,2' 
-bipyridyl crown ether 의 物理的 또는 化學的 性 

質에 對한 硏究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i~6. Fig. 1 
에 는 2, 2'-bipyridyl crown ether 의 구조가 그려 

져 있다. 여 기서 2, 2'-bipyridyl 은 입 체성 다른 

자리 로 作用하고, crown ether 는 활성 자리 로 作 

用한다. 一般的으로 溶液狀態에 서 는 bipyridyl이 

食8〜c】9 軸을 회 전축으로 하여 회 전진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効果가 crown ether 에 미 쳐서 0七 

0七 O7 그리 고 0】。이 平面을 이 루지 못하고 C18 
〜C2 軸의 회 전에 따라서 계 속해서 Z-軸(분자평 

면에 상하로)으로 진동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는 이 crown ether 의 크기에 맞는 양이온이 溶 

液속에 存在하여도 이 활성자리에서 結合 (bin
ding) 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활성자리가 活性化되지 못하는 理由는 바 

로 C18~C19 결 합을 通한 두개 의 pyridyl 기 의 회 

전운동 때 문인데 이 회 전운동을 2, 2'-bipyridyl 
과 전이 금속의 이온과의 금속착화합물 (Transi
tion metal complex) 을 만들어서 C18~C19 結合 

을 通한 회전운동을 제한시켜 주면, 즉, 입체성 

다른 자리를 고정시켜 주면, 활성자리인 crown 
ether 에서 양이온, 주로 알칼리 금속들이 結合 

하게 되는데 이 경우 crown ether 는 平面構造를 

이루게 된다.

이 硏究의 目的은 다른 자러 입체성 効果를

J

Fig. 1. Structure of 2, 2’사)ipyridyls crown (4) ether.

電子論的으로 說明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分子 

의 진 동기 준 방식 (normal mode) 들을 硏究함으로 

써 軸을 通한 회 전진동이 crown ether
의 pore opening mode 에 미 치는 影響을 硏究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이 硏究에서는 萨〜萨軸을 通한 회 

전진동과 0七 O', O7 그리 고 CM 을 包含한 pore 
motion 에 焦點을 맞추어 硏究하였다.

Crown ether 나 2, 2'-bipyripyl 에 관한 분자진 

동의 硏究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나, 두 物質 

이 結合된, 卽 입체성 다른 자리와 활성자리가 

結合된 경우에 대해서는 硏究된 적이 없다. 이 

硏究는 4個의 산소를 갖고 있는 Crown ether 
오｝• 결 합되 어 있 는 2, 2'-bipyridyl 을 모델로서 硏 

究하였다.

2.모 델

構 造. 이 硏究에서는 C—H신축운동이 활성자 

리나 입체성 다른 자리에 미치는 影響은 거의 

없으므로 及・g.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에서는 

C—H 를 包含한 內部座標 (internal coordinate) 는 

고려 되 지 않았다. 그러 나 CH 오］■ CH? 군 (group) 
경 우를 한단위로 생각하여 질량을 13과 14로 使 

用하였다. 2, 2'-bipyridyl crown ether 의 構造에 

關한 X-ray 硏究는 아직 발표되 지 않았다. 따라 

서 結合길이 와 角은 bipyridine 과 diethyl ether 
그리고 toluene 에서 綜合性質이 같은 걸합길이 

와 角을 찾아서 使用하였다.

Table 1에는 이 計算에서 使用한 모델에 對한 

결합길이와 角이 나타나 있다.

이 計算에서는 4가지의 모델에 對하여 計算 

하였는데 첫 번째 모델로는 2, 2'-bipyridyl crown 
ether 만을 計算하고, 두번째 모델은 이 物質의 

입체성 다른 자리 에 Fe2+ 이온이 결합된 경 우, 

세번째 로 crown ether 에 Na+이 온이 결 합된 경

Fig. 2. Figure of models u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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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nd lengths and angles of 2, 2'사)ipyridyl 

crown ether

Bipyridyl* Crown ether ring**

ai ； 1. 41 C-C ； 1.50

a2 ； 1. 40 C—0 ; 1.43

a3 ; 1. 37 ZCOC ; 130

a见;1. 37 

a5 ; 1. 50 

h ; 1. 37 

b2 ； 1. 35 

fi ； 1. 52

zcco; 110

/叩2 ； 118. 3 

Aa2a3 ; 119.7 

/神4 ； 118.5 

匕 a 措1 ; 124. 3 

&既；116. 7 

Z&Qi ； 122. 5 

； 116.1

Lengths in A and angles in degree. * Obtained from 

the geometry of bipyridin. ** Obtained from the 

geometry o£ diethyl ether.

우 그리고 네번째 모델은 Fe2+이온과 Na十이온 

이 입체성 다른 자리와 활성자리에 각각 결합된 

경우이다.

힘 Z상수. 이 계 산에 서 는 서 로 直交 (orthogonal) 
하는 내부좌표를 사용하여 진동하는 運動을 묘 

사하려 한다. 내부좌표로는 신축, 굽힘, 그리고 

비틀림 좌표가 사용된다. 이 各 座標에 對한 힘 

상수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모델의 결합길이와 

각을 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物質로부 

터 結合의 性質이 유사한 경우에 알려진 힘상수 

로 부터 구하였다. me
Table 2 에 는 각 내 부좌표에 관한 힘 상수가 적 

혀 있다. Fe2+-N 간의 신축과 굽힘 힘 상수는 

〔Fe(bipy)3〕아 착화합물의 진동 진동수로 부터 

구하였고9Na+—O 간의 신축 힘 상수는 Na+이 온 

과 crown ether 가 결합된 물질의 진동스펙트럼 

으로부터 구했다5.

3. 결과 및 고찰

Table 3에는 활성자리와 입체성 다른 자리의 

진동에 參與하는 기 준방식을 골라서 이 계산에

Vol. 29, No. 3, 1985

Table 2. Force cnostants used in the calculation

Force constants 
(mdvne/A)

akc-o (str. crown) 1. 9096

蟻c-c,，G-N(str. bipy.) 5.10

애c-c, ^Cj-N(str. bipy.) 5.20

假(str. bipy.) 3.0

애c-c-o, ^c-o-c (bd. crown) 0. 2960

/庇-c-c, ^c-c-n (bd. crown) 0. 6768

g為ac-c-o (tor. crown) 0.0904

hkc~c-o-c (tor. crown) 0. 0313

%/4(tor. ) Q=0.279, C—C angles) 0.0698

(tor. ) (the other C—C，angles) 0.269

*^/2(tor.) 0=0.269) 0.1345

lk/4 (tor. )(&=0. 269) 0.673

끼H2 (tor.) Q=0. 259) 0.1295

nk (tor. ) (^—0- 259) 0. 259

str. ; stretching force constant, bd. ; bending force 

constant, tor. ; tortional force constant, a, e, g, h； 

from J. Amer. Chem. Soc.f 104, 3249(1982). ； from 

J. Chem. Phys,t 17, 249 (1949). b, c, d, m, n; from 

Mem. Fac. ang., 4(3), 117(1972).

서 사용한 4 종류의 모델에 대하여 정리해 놓았 

다. 활성자리에는 Na+이온이 결합되어 있고 입 

체성 다른 자리에는 Fe2+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의 기준방식들이 F£g.4 에 그려져 있다.

F/g.3 은 T展"3 에 있는 pore opening 과 회 

전진동의 기준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준 

방식 은 dynamical vector (eigen vector) 로 부터 

얻었는데 화살표는 原子의 변위를 나타내고 +, 

一는 分子가 이루는 平面의 위 , 아래로 진동하 

는 원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순수한 2,2'- 
bipyridyl crown ether 의 경 우는 €?8~(評 결합을 

通한 회전진동은 168, 104, 67cmT 에서 나타나 

고, crown ether 의 pore motion 은 235, 234, 
188, 178cmT 에 서 나타나는데 特히 178cmT 에 

서 나타나는 진동은 pore opening 으로 corwn 
ether 의 활성화에 제 일 많이 관여되어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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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908 cm시, A|
87lcm-l, A2

I398cm-I, A| 1389 cm사, B|

⑵5ce 니,A|

■b

783cm-L A|I i47c.nr', 9|

Fig. 3-2 Fig. 3-5

694cm니, B|

Fig. 3-3 Fig, 3-6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분자진동방법을 사용한 2,2'-Bipyridyl Crown Ether의 다른자리 입체성 효과에 관한 연구 209

以・..

一18

各

<：3

-.19

12、

1/

/2O

车7、
• / * \

上，-、/5

C- J6 
p'° 矿'

©

一刀 a
； ,i

o

2r.
22

「6广’

项株

任k 11
_ 79 ；-

(
,2L

2—

J 4;■o i6
H W ' v

9

629cm시. A 615cm-i, &
22

449cm-i,句

2.

17、

•㊂

，阳

诚 |2

爬 J

当•芒
23~ Fl

22

，으

582 cm-i, A|

1-

丄、，丿

才.

糸 6-
o

。一 ◎

401cm-'. Aj

今！

¥ 、*

贝' 上

壹步
丄!9 빈

注 *

©

0
e- I o

Pr

589 cmT, A|

A. X

>■

547cm시, A|

늑30ce니. a.

©
，十
"斗

O

377cm-', Ba

0--.

Fig. 3-7 Fig. 3-10

15'

㊂I

'、.十 z

十
564 cnr1, Aj

O

^22

'고 j
A J3

。"

一. * "■■■
18 |2、r

寻 初

牛、4?

O

간广

*. 1

2^ "I
'一」

<9 8

340cm-l, A|

d
「 、L如

551 cm*'- B；

■-

—提
△

287cm*i, B|

含 C)

309 cm-1. Bi

o-

I

.丄

258cm디, A|

Fig. 3-8
Fig. 3-11

-ie /

151

w -

b-..,
-1?.

一台

厂'

W君

十23

十
507cm-'.如

；， 厂*
f、〜、［丄
t T J ，

盲；;o
，/fp

厂 ''卜 K、、

7- V *

469CE니, B|

、13 —

S '12-'

「9十 /.

*

22-

252cm-【,A2

w "°F.

—

9厂％_

疽
''느—

243cm-l. B|

©

7-

24 (cm-l, A；

o

231cm'1, A2

Fig. 3-9 Fig. 3-12

V이.29, No. 3, 1985



210 金完奎•鄭舜亮

一 그

Fig. 3-13

-a*

T -

十 18,' 

J

19- I

" 228 cm니, 02

含

©

3-16

令I

68 err■디, A?69cm니, B?

•e

59 cm-1 A| 45 cm ', B2
157 cm-l, 0

3-17Fig. 3-14

©4 crrr1, Ao

厂 3 十 ；, '； >.-
'16(^ 14- 건—h

•4 - •八 d 4、

•17? 成•一 .4丄

43- '12- _

o & 염 ' . 0 ：_ 与 H+ O

/ '十^
-24 "

归"「投*

인 q + ，一 — 十 ，기十 91 飞-

2 15cm'1, ^2

207cm-', A;

181 errE A?

甞

I 9。cm니, A)

I79cm''l 6?

93 cm기, 31

100 cm*', A|

72cm-',

知!

广

'打
fl十

Fig. 3-15 Fig. 3-18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분자진동 방법 을 사용한 2, 2'-Bipyridyl Crown Ether의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에 관한 연구 211

' -4-t- 2]—§ 十

I + 十£ - 5 + 

O £,

-23 21- 9. "S

22

03 cm니 
roTationol L，Xe

02 c" 
ro*ctional rrcde

Fig. 3-19

Fig. 3. Normal modes of 2,2f-bipyridyl crown 

ether where Na ion is bound to active site and 

Fe ion is bound to allosteric site.

O : Sodium. @ : Iron.

Table 3. Normal modes which include the vibra

tion of active and allosteric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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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 다.

F/+이온이 bipyridyl 에 결합된 경우에는 C18 
〜C】9軸을 通한 회전 진동파수는 104와 66cm-1 
의 것은 거 의 變化가 없으나 168cmT 은 lgicm"1 
로 變하여 파수의 變化가 13cmT 이 고 따라서 

＜萍〜C】9 軸을 通한 회전은 Fe 이온의 結合에 따 

라서 많은 제한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crown ether 의 pore motion 은 188cm"1 -^| 방식 

이 @3)200cmT 로 증가하고, 234cmT 의 방식 

＜，3)은 239cm"1 증가하여 다튼 자리 입 체성 효과 

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다.

Crown ether 에 Na+ 이 온이 포획 된 경 우에 는 

대 부분의 pore motion 이 높은 파수쪽으로 옮져

Vol. 29, No. 3, 1985

66.93 cm-', Aa

Fig. 4-3

Fig, 4. Pore openingmotion of the crown ether 

and not ational vibration of the bipyridyl.

가는데 188cmT(&) 의 경 우의 방식 은 Fe 이 온과 

Na이온의 파수에 미치는 影響이, 각각 188t 

196, 196.44—＞206.93으로 비슷하다. 따라서 이 

방식은 활성자리와 입체성 다른 자리의 양쪽에 

모두 影響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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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C】9의 회전은 crown ether의 결합에는 

거의 影響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湖" 3 의 3번째 모델에 관한 기 준 방식은 

Fe 이온만 결합되어 있는 경 우, crown ether 의 

변위 의 方向이 2, 2Jbiyridyl crown ether 와 비 

교하여 크게 바뀔정도로 입체성 다른 자리로 부 

터 받는 影響이 크다. 또 이 변한 변위는 다시 

Na 이 온이 crown ether 에 결 합되 므로써 처 음의 

形態로 돌아갈 만큼 활성자리에 의한 影響도 매 

우 크다. 比 나 巧 에 해 당되는 방식들은 Fe 이 온 

이 회전에 미치는 影響을 나타낸 내부좌표와 거 

의 직 교 (orthogonal) 하므로 Fe 이 온의 결 합에 의 

한 회전파수의 變化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와 巧의 파수의 變化 

는 이 계산에서 계산된 값보다는 큰 값으로 예 

상된다. 왜 냐하면 d 궤 도함〒를갖는 Fe 이 온과 

bipyridyl 에 있는 N과의 相互作用을 이 論文에 

서는 分子에 依해서 形成된 面 (molecular plance) 
으로만 制限했기 따〕문이 다. (Fe…N stretching, 
N-"Fe--*N bending) 또 에 論文의 계산에서 Na 
이온고卜 酵素와의 結合에 대한 힘 상수를 crown 
ether 가 이 루는 平面안에 서 만 制限했기 때 문에 

Na 이온의 out of plane motion 은 실제 매우 중 

요하나 이 論文의 계산결과에서는 나다나지 않 

는다.

이 런 방식 은 Na 이 온이 crown ether 에 수직 인 

方向으로 움직이는 운동에 대한 힘 상수가 定義 

되어야만 可能할 것이다. 이런 힘의 原因은 

crown ether■를 構成하고 있는 산소원자의 비 결 

합 전자와 Na 이 온의 s 궤 도함수와의 결 합에 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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