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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CEPP/2 및 MM2 방법을 이용하여 고리형 헥사펩티드의 형태 및 알칼리 금속 양이온과의 

착물형성 그리고 DPH에 의한 양이온 전달방해를 이론적으로 살펴 보았다. 착물을 형성하지 않은 고리형 

펩티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안정한 형태가 얻어졌으며, 대부분의 아미드 수소원자는 카르보닐 산소와 분자내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어 조밀한 구조를 나타내었다. 펩티드와 Na+ 이온 및 DPH간의 착물형성에너지는 

각각 一60kcal/mol 및 一18kcal/mel 이었다. 그러나 헥사펩티드의 국부최소에너지 구조들에는 금속 양이온을 

결합할 수 있는 공동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동이 존재하는 헥사펩티드의 에너지는 본 연구의 최저에너지 

구조 보다 10kcal/mol 정도 높은 에너지를 주었으며, 이러한 에너지 차이와 금속양이온의 탈수과정을 고 

려하면 DPH에 의한 양이온 전달방해를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DPH와 결합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 잔기는 글리신4이었으며 이를 사코신(N-메틸 글리신)으로 치환할 때 양이온 전달이 저해되는 실험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conformations of hexapeptides, their complexation with alkali cations and the inhi

bition of the cation transport by 5,5-diphenylhydantoin(DPH) were studied theoretically using ECEPP/2 

and MM2 force fi이d. Several low energy conformations of uncompleted cyclic hexapepides are obtained, 

and they adopt compact conformations in which most amide hydrogens form intramolecular hydrogen 

bond to amide carbonyl oxygens. The complexation energy of the peptide with Na+ ion and DPH is 

—60 kcal/mol and —18 kcal/mol, respectively. However, no suitable cavity to bind metal cation exists 

for the local minima of the peptide, and the internal energy of the uncomplexed hexapeptide having 
cavity is higher than that of the uncomplexed global minimum of this work by 10 kcal/mol.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amino acid residue to bind DPH is Glycine4, and this can explain experimental 

observation that the replacement of Gly4 by Sarcosine (N-methyl Glycine) reduce the inhibition ability 

of the cation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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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이온 운반이나 통로(channel) 등의 기능을 가 

지는 펩티드 이온운반체(Ionophore)들은 호스트-게 

스트(Host-Guest) 상호작용의 폭넓은 관심과' 분자 

모델링 (Molecular Modeling)?을 통한 효소반응기구 

의 이해 또는 분자설계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으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항경련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던 Phenytoin3(5,5-diphenyl hydan

toin, I, 이하 DPH)의 약리작용은 Na+ 이온 통로의 

특수한 비활성화가 그 요인임이 알려져 있으며' 최 

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통로는 Glycoprotein임 

이 밝혀졌다5. 특히 Noda와 Kosower 등의 Na+ 통 

로모델6에서는 양이온 전달과정에 이러한 통로의 

열림(활성화)-닫힘(비활성화) 과정이 관여하고 있으 

며 이들 물질은 대부분 온화한 산화제이며 많은 Cy- 

stein 잔기를 포함한다. 즉 신경조직의 경련을 일으 

키게 하는 Na+ 이온통로의 열림과정에 대한 화학은 

산화과정에 의하여 Na* 이온 선택적인 Cyclodepsi- 

peptide 이온운반체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아울러 

많은 고리형 펩티드 이온운반체 및 그 양이온착물 

구조가 알려져 있지만" 이들 중 Cystein-Cystine 

산화-환원 과정이나 Na+ 이온 운반에 대한 큰 선 

택 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Wolfe 등°은 Biomi

metic 실험연구를 통하여 세포막 환경에서 Na+ 이 

온을 선택적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DPH에 의하여 

전달이 방해될 수 있는 고리형 헥사펩티드를 MM- 

PEP force field를 이용하여 제안하고 Boc-L-Cysti- 

nyl-Glycyl-L-Prolyl-Glycyl-L-Prolyl-L-Cystinyl- 

OCHPh2 (Phencetin)을 합성하여 양이온의 전달과 

DPH에 의한 전달방해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때 

MMPEP로 얻어진 가장 안정한 펩티드의 형태는 

양이온을 결합할 수 있는 공동(Cavity)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이온운반체들은 양이온이 

결합된 형태와 양이온이 결합되기 이전의 형태는 

동일한 구조가 아니며, 특히 양이온이 결합되지 않은 

경우의 가장 안정한 형태의 에너지는 착물형성 때 

보다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다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ystine-Cystine 구조를 가진 

유사한 헥사펩티드인 Cys-(Gly-Pro)2-Cys(H) 와 내부 

잔기가 모두 Glycine 인 Cys-(Gly)rCys(III)에 대하여 

착물형성 이전의 형태(uncomplxed)와 에너지 그리 

고 몇 가지 알카리 양이온과의 착물에 대한 구조 

및 에너지를 무작위 탐색법을 도입한 ECEPP/211 

방법과 MM212 방법을 이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DPH 첨가에 의한 양이온 전달 방해는 펩티드- 

DPH와 펩티드-양이온간의 착물형성에 대한 경쟁반 

응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며 펩티드-DPH간의 

착물형성시 관여하게 될 아미노산 잔기들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계 산

펩티드의 초기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Scheraga 

의 ECEPP/2(Empirical Conformation Energy Pro

gram for Peptides) 방법과 무작위 탐색법을 이용 

하였다. ECEPP/2 방법의 기본 골격은 각 아미노산 

잔기별로 주로 실험적인 기하구조 및 변수들을 토 

대로하여 폴리펩티드의 에너지를 계산하고 이때 계 

산에 필요한 자료는 각 펩티드결합 및 곁사슬들에 

대한 이면각(Dihedral Angle)과 아미노산 순서이며, 

말단기 (End Group) 및 잔기들(Residues) 의 이면각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0 \ q\ U2
CHj — CO — NH — CH — CO------- CH — CO — NH — CHj

지 지 

CHjS — CHjS ——

아미노산 순서가 결정되면 e, e, 3, w 및 % 등을 

부여한 뒤 이러한 이면각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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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좌표를 이용하여 전체에너지를 계산한다.

UtOT= Uel + Unb + Uhb + UtOr+ Uloop (1)

여기서 Utot는 전체에너지이며 Uel는 정전기에너지, 

Unb는 비결합 상호작용에너지, Uhb는 수소결합에너 

지, Utor는 이면각 회 전에너 지 그리고 Ulqop는 Cys- 

tine-Loop Closing 에너지이다. 이때 수소결합에 참 

여하는 원자들에 대해서는 0V8를 계산하지 않는 

다.

그러나 (1)식에 의한 펩티드의 에너지는 주어진 

이면각인 {& 4>, w, 3, X}의 조합, 즉 주어진 형태에 

대한 에너지이므로 가능한 형태들에 대하여 계산하 

고 에너지들을 비교하여 안정한 형태를 찾아야 하 

는데, 이때 계산해야 할 구조가 너무 많아 불가능 

하다. 따라서 단백질이나 거대분자에 대한 안정한 

형태를 결정하려는 노력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 

고 있으며13 본 연구에서는 Wolfe 등의 무작위 탐색 

(Random Search) 방법을 도입하였다'11. 이 방법의 

기초는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 곡면이거나 에너지가 

주위의 곡면에 비해 매우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는 

다고 가정하고, 대개의 경우 최소에너지 구조 근처 

에서는 2차 함수형태로 주어지는 곡면을 이루고 

있어서 대략적인 최소점을 얻은 뒤 다시 이면각을 

최적화하여 국부최소점 (Local Minima)들을 찾는 방 

법이다. 이를 위하여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계 

산된 구조 중 안정한 구조를 수 개 선정한 뒤 다시 

전체 원자좌표를 에너지최소화 방법으로 최적화하여 

국부최소점들과 그중 가장 에너지가 낮은 구조를 

찾는다. 이러한 무작위 탐색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구조가 잘 알려진 단백질이나 폴리펩티드들 

에서 자주 관측되는 이면각들을 기초로 하여 일정 

량의 단일 계산을 수행하며, 이때 0,(I)및 w의 초 

기값들은 모두 0°, ±90°, 180°들을 선정하고 곁사 

슬의 첫번째 이면각Cd)은 一&0°, 180°를 선정하였 

으며 3 및 乂5은 180°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무작위 

수(Random Number)의 최하위 2 비트(bit)의 조합 

22(4)으로 위의 4종류의 각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된 200,000개의 구조를 계산하고 그 

중 안정한 50개의 구조를 다시 Powell 방법으로 

최적화하였다. Powell 최적화방법은M 1차 미분이 

필요하지 않지만 국부최소점이 여럿으로 추정되는 

경우 초기값을 여러가지로 변화시켜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여러개의 국부최소점이 

존재하고 초기구조들로부터의 미분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찾은 

초기구조들은 이면각들에 대하여서만 최적화된 구 

조이며, 아미노산 잔기가 포함되지 않은 DPH나 양 

이온들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전체 

원자의 좌표를 최적화하여 상호작용에너지를 계산 

하여야 하므로 MM 계산을 수행하여 다시 전체 

원자를 최적화하였다.

이용이 가능한 MM(Molecula Mechanics) 프로 

그램은h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지만 Allinger 등의 

펩티드에 대한 변수와16 MM2 프로그램은 이 분야 

프로그램 중 Source Code를 개방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도 풍부하며, 사용자가 Force Field 변수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 전체에너지(ETOT)는 신축에너지 

(EC), 굽힘에너지(EB), 신축-굽힘에너지(ESB), 이면 

각 에너지(ET), van der Waals 에너지(EV), 및 쌍 

극자 상호작용에너지(ED)의 합으로 주어지며, 쌍극 

자를 형성할 수 없는 양이온-헥사펩티드간의 상호 

작용에너지는 점전하에 의한 정전기에너지(EP)를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분자역학 프로 

그램에서는 수소결합에 너지를 별도의 퍼텐셜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나 Allinger는 EV에 포함시켜서 계 

산하며 이때 수소결합에 참여하게 되는 수소원자와 

수소결합 받개원자(O, N 등)의 van der Waals 변 

수를 조정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수소결합을 재현하 

고 있다". 아울러 MM2에 포함되어 있는 최적화 

방법은 Newton-Raphson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서 

ECEPP/2에서 얻어진 초기형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CEPP/2 및 MM2 계산에서의 유전상수는 각각 

프로그램내의 값인 2.0과 1.5 이용하여 진공 또는 

기체상태로 생각하였으며 이는 세포막환경 즉, 유 

기층에서 펩티드 형태결정시 펩티드-비극성용매간의 

극성 상호작용이 거의 없으며, 펩티드 착물형성시 

에도 두 분자사이에서 용매분자가 제거되어야 하므 

로 작은 유전상수의 선정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두 분자간의 착물 또는 Supermolecule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분자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초기 기하구조를 결정할 수 있으나 

Vol. 36, No. 4, 1992



526 梁奇烈• H鮮•李益春•孫昌國

3차원 공간에서 원자수가 증가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즉 활성위치를 통한 효소-기질간의 도킹 

(Docking严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 

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다. 일 

반적으로 두 분자 이상이 도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펩티드들이 포함된 분자에 

서는 수소결합 등을 통하여 결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uper'로 명명한 프로그램 

弟을 사용하여 수소결합된 Supermolecule의 초기 

기하구조를 결정하고 MM2 방법을 이용하여 핵좌 

표들을 최적화하였다.

기타 DPH에 대한 수소결합 위치선택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Dewar 등의 Austin Model One(AMl)19 

방법과 입체구조의 확인을 위하여 PCDISP20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헥사펩티드의 형태. ECEPP/2 계산에 의한 Pro- 

line 치환된 헥사펩티드(Proline-Substituted Hexa-

Fig. 1. Numbering scheme and stereoview of proline
substituted hexapeptide(PSH). 

peptide, 이하 PSH, Fig. 1) Cys'-GlZ-Pro^GlZ-Pro5 

-Cys&의 200,000 구조 중 안정한 50개의 단일 계산 

구조에 대하여 MM2 Force Field로 최적화한 에너 

지를 Table 1에 수록하였다. 이들 중 '*'로 표시된 

5가지 구조가 다른 구조들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3차원 그 

림을 Fig. 2에 도시하였다.

모든 입체그림은 C, N, 0 그리고 S 등의 원자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아미드 수소를 제외하고 

는 수소원자를 나타내지 않았다. 우선 입체적인 구 

조를 살펴보면 안정한 형태는 대부분의 아미드수소 

가 분자내 수소결합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n-octane 같은 비극성용매에서 아미노산 잔기가 포 

함된 이온운반체인 Valinomycin의 모든 아미드 수 

소원자가 카르보닐 산소원자와 강한 수소결합을 이 

루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81a. 이때 수소결 

합에 대한 O-N 결합길이는 2.78~3.02 A으로서 Va- 

linomycin에서의 2.83~3.11A과 비슷하였으며 대표 

적인 안정한 형태 5가지에서 Gly2의 카르보닐기 산 

소가 가장 자주 분자내 수소결합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자내 수소결합 성질은 용매의 극성이 증 

가하면 용매분자와의 분자간 수소결합의 증가로 인 

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금속 양이온이 

없을 때의 구조는 내부이면각의 비교적 쉬운 자유 

회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부최소에너지 구 

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결정구조에서 

볼 수 있는 단일구조와는 달리 기체나 액체상에서는

Table 1. Minimized MM2 energies (kcal/mol) of 50 
structures of PSH obtained by ECEPP/2. Local mi
nima were asterisked

No. 1-10 11-20 21-30 31-40 41-50

1 -2.18 3.38 -0.14 -2.54 3.56
2 -0.66 2.37 -3.69 -2.89 -0.66
3 1.51 1.80 -8.99* -1.70 -4.23
4 -12.89* -1.53 -10.68* 0.66 0.89
5 0.73 -3.28 3.62 -2.73 0.39
6 4.27 -9.17* 2.19 -0.39 7.19
7 6.94 -671 2.63 -5.05 -4.32
8 -2.93 -1.20 -5.17 2.19 -5.45
9 -3.60 0.81 -12.53* 4.72 2.41

10 -2.18 0.68 -2.53 3.21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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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ereoviews of the MM2 minimized five r이a- 
tiv시y low energy PSHs. Top to bottom: PSH4, PSH 
16, PSH23, PSH24, and PSH29.

다양한 형태를 줄 수 있으며 크라운에테르등의 이 

온운반체에서도 금속이온이 결합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가 제안되어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최저에너지 

의 3.0kcal/mol 이내에서 약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펩티드의 접힘 (folding) 양식은 (Q W) 

의 조합에 따라서 right-handed a-helix(야■)( 一57, — 

Table 2. Dihedral angles of amino acid residues and 
their folding type

Residud PSH4 PSH16 PSH23 PSH24 PSH29

Cys1 0

V 
X 

type 
Gly2 0

W 
type 

Pro3 0

V 
type 

Gly4 0 

V 
type 

Pro5 。

V 
type 

Cys6 0

V 
X 

type

-88.5 -74.0
66.1 -50.0

-170.6 -176.4
C产 am

163.2 91.6
-16.3 161.2

9
 
8

°"5
 
8
 

75.
29.
C7
72.
66. 

- 

1
 
1

-83.2
37.8

-66.0
22.7

一 46.5
財

40.2 58.8 - 74.3

8
 
5

严-2
-6 

80
32̂

115
69

农
-6
-2

a
 
4
 
54

1

62.2 - 84.0 72.7

-165.9 -176.2 -163.5
aL C卢

一 86.7 -90.0 92.1
-75.0 -176.0 167.9

O.R
-76.8 -74.7 -80.2

70S 74.0 32.9
C严 財 財

-162.7 -171.0 -116.0
-64.0 -65.1 -69.4

-72.0 -75.0 -75.0
-34.0 -26.6 -27.5

3 Qr aj?
129.0 124.3 127.0
47.0 173.9 45.1

-67.0 -67.9 -67.5

47); left-handed a-helix(az)(+57t +47); antiparal

lel p-pleated 아leet(三C5 bend)( —139, +135) paral

lel p-pleated sheet(—119, +113), C尸 bend(—80, 

+ 80); 財 bend(80, -80); collagen(-75, 150) 등 

으로 분류된다23. 이러한 접힘형태를 살펴보기 위하 

여 Table 2에 위의 5가지 구조에 대하여 그들의 

W 및 X를 조사하였으며 자주 나타나는 접힘 양식은 

C7 및 a・h이ix 둥이다.

Pro3 및 Pr()5의 e는 Proline의 5원자 고리의 고정된 

형태로 인하여 모두 一80° 근처의 이면각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결정구조 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첫번째 곁사슬의 이면각 w는 -60°24 및 180° 등이 

있으며 Cys】은 180° 그리고 Cys?는 一60。근처의 

값임을 알 수 있다. 헥사펩티드의 입체적 모양은 

금속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도록 카르보닐 산소가 

분자의 내부로 향하고 있는 형태가 거의 없다. MM- 

PEP으로 얻어진 Penceptin의 최소에너지 구조는 

양이온을 결합할 수 있도록 카르보닐 산소가 분자 

내부로 향하고 있는 적당한 공동을 가진 구조였으 

나% 이 구조에 대한 MM2 에너지는 一2.46 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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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tereoviews of the MM2 minimized ten relativ이y low energy GSHs. Top to bottom: GSH4, GSH7, GSH8, 
GSH17, and GSH19; (b) Top to bottom: GSH21, GSH28, GSH36, GSH43, and GSH45.

mol로서 본 연구에서의 최소에너지 보다 10kcal/ 

mol 더 높다. 따라서 Wolfe 등의 최소에너지 구조는 

Local Minimum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 

거나 사용된 force field 또는 매질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다3也 4).

Pro3 및 Pro5 대신 모두 Glycine으로 치환된 헥 

사펩티드(Glycine Substituted Hexapeptide, 이하 

GSH라 함)인 Cys-(Gly)『Cys에 대하여 동일한 과 

정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MM2 계산 결과를 Table 

3에 수록하였다. 아울러 안정한 구조들에 대한 이 

면각과 입체그림을 Table 4와 Fig. 3에 도시하였 

다.

PSH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그들간의 에너지 

차이가 크지 않은 상대적으로 안정한 형태의 수가 

PSH의 경우 보다 두 배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Proline 치환된 경우 e가 거의 고정된 

반면 Glycine에서는 이면각에 대한 회전 자유도가 

증가하였으며, PSIH 서는 분자내 수소결합에 참여 

할 수 있는 아미드 수소원자의 수가 4개인 반면 Gly- 

cine의 경우 6개의 모든 아미드 수소원자가 수소결 

합에 참여하여 훨씬 다양한 수소결합의 조합이 가 

능하기 때문으로 본다. 이때 수소결합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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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MPEP minimized structure of the hexapep
tide in reference 9.

Table 3. Minimized MM2 energies (kcal/mol) of 50 
structures of GSH obtained by ECEPP/2. Local mi
nima were asterisked

No. 1-10 11-20 21-30 31-40 41-50

1 -7.40 -23.14 -28.13* -14.46 -22.70
2 -22.54 -18.14 -24.24 -26.78 -20.26
3 -21.41 -26.93 -14.70 -20.16 -27.76*
4 -28.91* -20.00 -15.99 -25.26 一25.58
5 -13.83 -21.88 -13.41 -20.11 — 28.68*
6 -13.53 -25.33 -21.17 -29.70* 一 25.96
7 -30.03* -27.85* -17.03 -20.35 -14.33
8 -29.96* -21.59 -29.26* -15.09 -19.93
9 -22.75 -27.65* -24.27 -13.79 — 14.66

10 -21.69 -22.39 -16.78 -24.13 -14.29

있는 O-N 결합길이도 2.70~3.10A이며 O-H간의 

평균 결합길이는 2.05A이었다. 입체적인 모양의 특 

성은 대부분 compact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PSH에서와 같이 카르보닐 산소원자가 모두 분자내 

부로 향하고 있는 구조는 없다.

MMPEP에서의 구조인 Fig. 4가 본 연구에 의하면 

비록 최소에너지 구조는 아니지만 입체적으로 살펴 

보면 양이온을 분자 내부에서 결합할 수 있는 공동을

Table 4. Dihedral angles of amino acid residues of 
GSH

Residud GSH4 GSH7 GSH8 GSH17 GSH19

Cys1 。 67.0 -69.3 -80.0 -64.7 60.0
V -81.5 6.6 67.8 85.0 5.0
X 178.7 -161.8 -175.7 -179.4 -159.5

Gly2 © 76.8 一 51.8 -83.1 127.8 64.3
W -33.2 80.3 40.9 -40.5 -10.0

Pro3 e — 77.5 80.2 81.7 -65.4 78.4
V 33.8 -40.2 -47.8 -29.4 -49.8

Gly4 0 61.9 -62.2 一 95.0 -121.1 -68.9
V — 82.3 -26.3 -178.0 25.8 -26.3

Pro5 e -78.3 -121.2 70.0 78.5 -72.4
V -24.3 -29.4 -7.5 -179.2 -20.7

Cys6 0 62.8 -104.5 — 63.1 -158.2 -112.2
W 26.9 -55.9 -16.1 158.0 32.6
X -47.6 -69.0 -55.2 -163.1 -70.6

Residud GSH21 GSH28 GSH36 GSH43 GSH45

Cys1 e 一 78.4 64.3 -82.6 -91.1 74.1
V 30.0 -159.9 69.6 153.7 -75.0
X 132.3 -149.3 -175.6 -154.1 -160.4

Gly2 0 115.5 -76.3 -78.0 78.5 129.1
W 14.4 41.8 48.6 -47.9 29.2

Pro3 6 -78.3 65.6 81.0 -74.9 60.8
V 29.9 -153.9 -59.7 22.9 42.1

Gly4 <D 81.3 一 65.5 -73.1 73.6 79.8
W -41.2 9.9 17.3 -27.0 -31.5

Pro5 © -77.6 -72.8 -122.6 -70.7 -81.6
V 29.1 -16.3 -14.6 -47.9 49.7

Cys6 4) -89.5 -90.7 -75.6 51.6 -85.5
W -33.1 39.2 -10.8 32.0 39.3
X -169.9 — 59.6 -76.0 -50.0 一 46.3

가지고 있으며 5개의 카르보닐 산소원자(CysL Gly2, 

Pro3, Gly4 및 Cys&)가 삼각쌍뿔 형태의 배치를 가 

지며 이때 공동의 직경은 산소원자의 원자반경을 

0.73 A으로 할 때 2.5 A 정도이다.

양이온 착물의 형태. 본 연구에서 얻은 착물을 

이루고 있지 않은 펩티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적당한 

공동을 가지지 않아서 양이온 결합 가능한 Fzg. 4의 

구조를 초기 좌표로 하여 착물의 에너지를 계산하 

였다. 양이온 착물을 계산하기 위한 변수들은 Koll- 

man 등의 값을25 이용하였으며 금속 양이온이 펩 

티드와 공유결합을 이루지 않고 배위되어 있기 때 

문에 주로 VDW 및 정전기 상호작용에너지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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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M2 energy components and complexation 
energies （风，，벼〉, kcal/mol） for the complexation bet
ween matal cation and PSH

Component Uncomplexed
PSH

Li+ Na+ K+

EC 2.26 2.30 2.39 2.34
EB 15.78 14.49 14.49 14.47
ESB -0.26 一 0.26 -0.24 -0.26
EV -5.50 8.62 8.01 2.68
ET 3.16 4.96 4.27 2.06
ED 25.82 -64.31 -47.49 -31.02
ETOT 40.65 -33.51 -18.56 -9.73

J -74.16 -59.21 -50.38

Table 6. MM2 energy components and complexation 
energies 旧須벼）, kcal/mol） for the complexation bet-
ween matal cation and GSH

Component Uncomplexed

GSH

Li+ Na+ K+

EC 1.30 L28 1.33 1.37
EB 7.31 7.94 7.64 7.22
ESB 0.09 0.06 0.06 0.09
EV -14.30 -1.46 -3.13 一 4.96
ET -8.00 一8・24 一 8.38 -10.10
EP 21.73 -60.83 -47.39 — 33.06
ETOT 8.11 -61.25 -49.88 一 39.44

Eg껴） -69.36 — 57.99 -47.55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Allingei의 MM2 프로그램은 

정전기에너지를 계산할 때 쌍극자-쌍극자 상호작용 

에너지를 기본선택으로 계산하고 있어서 점전하 

(point charge)에 의한 정전기에너지를 구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점전하는 ECEPP/2 프로그램의 값을 

이용하였다. 초기 구조는 Fig. 4에서 삼각쌍뿔형의 

배치를 주는 다섯 개의 카르보닐 산소원자의 좌표 

중심에 금속이온을 위치하여 계산하였으며, 실험적 

으로 양이온 운반속도가 측정된 K+ 및 Na+ 이온 

외에 Li+ 이온에 대하여 구조 및 착물형성에너지를 

비교하였다. 최적화된 에너지와 그들의 성분을 Table 

5 및 6에 수록하였으며 얻어진 3차원 구조를 Fig. 5 

및 6에 나타내었다.

금속 양이온이 결합된 펩티드의 6개 구조를 입 

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PSH의 경우가 GSH

Fig. 5. Stereoviews of the MM2 minimized comple
xes of PSH with the alkali cations. Top to bottom: 
the complexes with Li+, Na+, and K+.

경우보다 삼각쌍뿔의 구조에 더 가까운 모양을 가 

진다. 양이온 종류별로 살펴보면 Na+ 이온이 결합된 

구조가 삼각쌍뿔 구조에 가장 가까웠으며 Na-0의 

평균 결합길이는 PSH 및 GSH에서 각각 2.17 A 및 

2.25 A이다. K+ 이온의 경우는 완전히 분자 내부에서 

결합하기 보다는 분자 외곽으로 상당히 치우친 것 

임을 볼 수 있으며 평균 K-0 결합길이는 PSH 및 

GSH에서 각각 2.63 A 및 2.64 A이다. 한편 Li* 이 

온의 경우는 PSH에서 4원자 그리고 GSH에서 3원 

자가 양이온에 더 가까이 배위되어 있으며 이때 Li- 
0의 평균 결합길이는 각각 L72 A 및 1.67 A이다. 

이와 같은 결합길이는 일반적인 크라운에테르계열의 

착물33에 대한 양이온-산소와 0.15 A 이내 그리고 

Valinomycin의 값2&과는 0.05 A내에서 잘 일치하며, 

전반적인 구조는 Na+-PSH 간의 결합이 가장 좋은 

이온운반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성 

분을 살펴보면 점전하에 의한 정전기 상호작용에너 

지가 전체에너지 성분 중 가장 크며 점전하로 계산된 

uncomplexed 펩티드인 PSH와의 착물형성에너지는 

Li+, Na+ 및 K+ 이온에 대해 각각 一74.16, -59.21 

및 一 5Q38kca〃mol로서 Dibenzol&crowivG과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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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ereoviews of the MM2 minimized comple
xes of GSH with the alkali cations. Top to bottom: 
the complexes with Li+, Na+, and K+.

양이온들에 대한 Kolhnan의 값인25 -88.3, —72.5 

및 一 62.4 kcal/mol과 비교할 만 하다. Dibenzo-18- 

crown-6와의 약 12kcal/mol의 착물형성에너지 차 

이는 l&crown-6에서는 금속 양이온이 6개의 산소 

원자에 배위된 반면 본 헥사펩티드의 경우는 5개의 

산소원자에 배위되어진 결과로 생각하면 그 차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양이온들 간의 상대적인 착물형성 

에너지도 잘 일치한다.

한편 Phenceptin의 양이온 운반속도에 관한 실 

험결과에 의하면 양이온들의 선택성은 Na+/K+이 

1.79이나 Li+ 이온의 실험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위의 착물형성에너지에 의하면 Na+ 이온의 

착물형성이 K+ 이온 보다 유리함을 말해준다. 모두 

Glycine 이 치환된 Cys-(Gly)『Cys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착물형성에너지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PSH의 경우와 유사한 실험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PSH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성은 

비교적 어렵다. PSH에서 5원자 고리구조를 가지는 

Proline 잔기는 분자의 외부도 향하고 있어서 세포막 

환경에서의 이온운반체의 역할을 하기 위한 Lipo- 

philicity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Glycine 잔기는 

그러한 Lipophilicity# 크게 가지지 못하며 tightly 

turned 고리형 펩티드 구조를 가져서 원하는 이온 

운반체로서의 어려움이 있으며, DPH 같은 양이온 

전달 억제제를 첨가하였을 때 억제제와의 입체적인 

상호작용이 기 회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PSH의 

경우 Global Minimum과 비슷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형태의 수가 대략 다섯인 반면 GSH의 경우는 동 

일한 수의 무작위 탐색공간에서 두 배나 더 많은 

안정한 형태의 증가로 PSH에서 GSH로 바뀌면서 

공동을 가지는 Fig. 4와 같은 구조의 확률은 상대 

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DPH와의 복합체 및 양이온 전달 방해. Wolfe 

등의 실험에 의하면 Phenceptin이 양이온을 전달 

하는 도중에 DPH를 첨가하면 양이온 운반속도가 

DPH를 첨가하기 전의 40% 정도로 감소하여 양이온 

운반이 60% 정도 현저하게 방해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当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억제제인 DPH와 

PSH간의 착물을 계산하였다. 즉, 헥사펩티드-금속 

양이온 그리고 헥사펩티드-DPH 간의 착물형성이 

경쟁적으로 진행되어 전달속도가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DPH의 구조를 다시 최적화하여 Fig. 7에 

도시하였으며 PSH들 중 가장 에너지가 낮은 PSH4 

와의 Supermolecule 생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능 

한 수소결합 위치를 Fig. 1의 PSH4 입체그림에서 

찾아 보았다.

DPH의 입체적 장애를 가장 적게 받으면서 수소 

결합이 가능한 위치는 PSH4에서 Qs-Hm 및 0“-氏9 

등 두 곳이며 모두 Gly，의 아미드 수소원자가 관여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DPH의 위치는 Q-H6 

(site 1), O5-H6(site 5) 및 QrHMsite 3) 등 세 곳으로 

모두 여섯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이들 여섯 가지 

조합에 대한 구조 및 에너지를 프로그램 'Super'를 

이용하여 초기구조를 찾고 다시 MM2로 최적화하 

였다. 프로그램 Super에 사용된 최적화 과정은 이 

론적으로는 초기좌표에 의존하나 몇 가지 임의의 

초기구조들을 가지고 시도한 결과 초기구조에 무관 

하게 유사한 구조들이 얻어졌으며 이들 중 가장 

합리적이며 낮은 에너지 구조들을 채택하였다. 따 

라서 프로그램 Super는 초기구조에 관계없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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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산된 상호작용에너지를 그구성 성분과 함께 Table 

7과 8에 요약하고 구조들을 Fig. 8에 나타내었다.

각 경우 상호작용에너지는 -15--18 kcal/mol 

로 얻어지며 가장 큰 것이 PSH 의 (O44-H39)와 

DPH의 (O4-H6) 조합이다. 한편 DPH의 세 가지 수 

소결합 위치 중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큰 위치로 알 

려진 것은 DPH의 O4-H6(site 1) 위치이다气 또한 가 

장 안정한 에너지를 주는 site 1에서의 착물과 반 

응물인 PSH 및 DPH의 에너지 구성성분을 살펴보면 

AE[ETOT(complex) -ETOT(PSH) - ETOT(DPH)] 

= -17.63 kcal/mol의 주된 기여는 AEB= 1.48kcal 

/mol, AEV= -15.77 kcal/mol, NET= 1.31 kcal/mol 

및 AE>=—4.87 kcal/mol로 상호작용 안정화에너 

지에 대한 대부분의 기여는 VDW 및 정전기상호작 

용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PH에서의 위치 

별 에너지차이는 2 kcal/mol 정도로서 전체 착물형 

성에너지 약 17kcal/mol에 비교한다면 위치선택성 

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다시 전자

Table 7. MM2 minimized energies (kcal/mol) for the 
complex between PSH4 and DPH with various bin
ding sites. Values in parenthesis are complexation 
energy \_EC0„P 드 ETOT(complex) — ETOT(PSH4) — 
ETOT(DPH)1

DPH 
PSH4

Site 1
(Q-H6

Site 2
(O5-H6)

Site 3 
(O5-H8)

O23-H39 -19.39 -16.90 -16.00
(-12.66) (-10.16) (-9.26)

O44-H39 -24.36 -23.41 — 22.13
(-17.63) (-16.67) (一 15.40)

Table 8. MM2 energy components and complexation 
energy (kcal/mol) for the complexation between PSH 
4 (O44-H39) and various binding sites of DPH

Component
Uncomplexed Complex

Site 1 Site 2 Site 3PSH4 DPH

EC 1.99 0.81 2.70 2.72 2.70
EB 15.40 5.01 21.89 22.06 21.56
ESB -0.15 -0.01 -0.16 -0.15 -0.18
EV -13.36 5.65 -23.16 -2320 -22.12
ET 0.49 -11.07 -9.27 -9.41 -8.86
ED -16.85 536 -16.36 -15.41 -15.32
ETOT -12.49 5.76 -24.36 -23.40 一 22.13

-17.63 -16.67 -15.40

적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헥사펩티드 대신 가장 

간단한 아미드인 포름아미드・DPH 및 포름아미드. 

Hydantoiri간의 착물형성에너지를 반경험적 분자궤 

도함수법인 AM1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AM1 방법은 

MIND0/3나 MNDO 계열의 Hamiltonian으로 수소 

결합을 다른 두 가지 방법 보다는 비교적 잘 묘사 

한다고 볼 수 있다20. 계산결과를 Table 9에 수록하 

였으며 전체적인 상호작용에너지는 一 7〜一8 kcal/ 

mol로서 MM2 방법으로 얻은 에너지 보다는 작아 

졌으며 수소결합이 유리한 위치도 조금 달라졌다.

상호작용에너 지 가 작아진 요인은 헥 사펩티드에 서 

포름아미드로 바뀌면서 VDW 에너지가 작게 계산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DPH와 

Hydantoin 간의 상호작용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소결합력은 DPH의 디페닐 

기의 고유한 전자적인 영향은 무시되어질 수 있으며 

단지 Lipophilic p(x:ket에 구조적으로 적합한 입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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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lexation energies (kcal/mol) calculated 
by AMI for the reaction of fonnamide with DPH and 
Hydantoin

Site 1 Site 2 Site 3

DPH -8.27 -7.38 -6.72
Hydantoin -8.67 -7.44 — 6.98

Fig. 8. Stereoviews of the MM2 minimized comple
xes of PSH with DPH. Top to bottom; site 1, site 
2, and site 3.

요인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8.

지금까지의 복합체 구조 및 착물형성에너지를 

다시 요약하면 PSH-DPH간의 상호작용 에너지는 

약 — 18kcal/mol 정도이며 PSH와 Na+ 이온 및 

DPH가 경쟁적으로 북합체를 형성한다면 에너지의 

절대값으로는 Na+ 이온이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이온 전달은 1) 물층으로 

부터의 양이온 추출 2) 세포막 환경, 즉 유기층에 

서의 양이온Tonophore 결합, 그리고 3) 세포안으로 

의 양이온 전달 등의 과정이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두번째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따라서 

물층으로 부터의 양이온 추출에 수반되는 양이온의 

탈수과정까지를 고려한다면 DPH-펩티드 결합이 

DPH-양이온 결합과정과 비슷한 에너지 변화를 가 

져오거나 유리하여 양이온 전달에 대한 방해를 설 

명할 수 있다. 한편 헥사펩티드의 Gly4 아미드 수 

소가 모든 복합체에서 수소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를 Sarcosine 즉 N-methyl Glycine으로 치환한 

다면 DPH 첨가시 Blocking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Wolfe 등의 실험결과29를 설명할 수 있다.

결 론

고리형 헥사펩티드의 안정한 형태를 ECEPP/2 

방법과 무작위탐색법 및 MM2 방법으로 결정하여 

금속양이온과의 착물 및 디페닐하이덴토인과의 수 

소결합 착물의 구조 및 에너지를 구한 뒤 양이온 

전달과정의 방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Proline 치환된 헥사펩티드(PSH) 및 Glycine 치 

환된 헥사펩티드(GSH)의 안정한 형태들은 모두 강 

한 분자내 수소결합을 이루고 이들 중에는 양이온을 

전달할 만한 공동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 

에서의 Global Minimum 구조인 PSH4는 유사한 

화합물인 Phenceptin의 안정한 구조 보다 10 kcal/ 

mol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짐을 알았다. 아울러 동일 

무작위 탐색 공간에 대하여 GSH의 안정한 형태의 

수가 PSH의 안정한 형태의 수보다 훨씬 많아서 

양이온 전달을 위한 공동을 가지는 구조의 확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PSH가 더 효과적인 이온 

운반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이온과 헥사펩티드간의 결합에너지는 약 一50 

-—60kcal/mol이며 DPH와 헥사펩티드간의 결합 

에너지는 一18kcal/mol로서 착물형성에너지만 고려 

한다면 양이온과의 복합체 형성이 크게 우세하나 

양이온의 탈수과정까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적 

으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유사한 헥사펩티 

드에 대한 실험적으로 알려진 전달 방해의 설명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Super는 초기 기하 변수에 무관하게 

원하는 호스트-게스트 착물의 구조를 나타내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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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결합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두 분자간의 착 

물형성에 사용될 수 있다. PSH4와 DPH간의 착물 

형성에 주로 관여하는 위치는 PSH4에서 Gly4였으며 

이를 Sarcosine으로 치환한다면 이 위치에서 수소 

결합이 불가능하여 DPH에 의한 양이온 전달방해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DPH에서의 

위치별 상호작용에너지 경향은 MM 방법과 M0 

방법이 서로 다른 경향을 주었으나 그 차이는 전체 

상호작용에너지에 비하면 작았고 페닐기가 치환되지 

않은 Hydantoin의 경우도 Diphenyl Hydantoin의 

M0 계산결과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수소결합력 

이외의 입체적 요소가 DPH 유사체별로의 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도 한국과학재단 연구비의 지 

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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