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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들뜬상태의 소랄렌 유도체와 바닥상태의 티민 사이에 형성되는 분자착물의 형태를 분자궤도 

함수법으로 고찰하였다. PM3-CI-UHF법으로 계산한 결과는 메틸소랄렌 및 하이드록시소랄렌의 C3-C4 이 

중결합과 C4'-C5‘ 이중결합과 티민의 C5-C6 이중결합과 광고리화 반응이 일어남을 프론티어궤도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하고 이들 화합물의 들뜬상태에서 전자구조를 구조-활성화 관계로 논의하였다.

ABSTRACT. Molecular orbital calculations suggest that an interaction between the psoralen derivati

ves of excite state and the thymine of ground state is dicussed in terms of their differing abilities to 

molecular complex. PM3-CI-UHF indicates that photocycloadducts across 사)。C3-C4 and C4'-C5' double 

bonds of the methylpsoralen and hydroxypsoralen with thymine C5-C6 double bonds were deduced to 

be formed by their prefererable frontier orbital interactions. The electronic properties of psoralen derivati

ves in the ground and excited states correlate with this difference in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서 른

소랄렌(psoralen)은 하나의 푸린군(furan group)이 

이중결합고리를 가진 쿠마린부분(coumarin moiety) 

에 붙은 푸로쿠마린(furocoumarin)에 속하는 것으로 

Ammi majus라는 식물에서 추출되며, 28종의 각기 

다른 푸로쿠마린이 있으며, 지방에 용해되나 물과 

다른 것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피 

부에 대한 광중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화합물은 UVA 영역(320~380nm)의 자 

외선과 같이 처리하였을 때 건선(psoriasis), 백반(vi

tiligo) 등의 피부병에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내어 

PUVA(Psoralen+UVA) 요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 

으나, 홍반(erythema), 발암성 (carcinogenic), 돌연변 

(mutagenic), 색소침착(pigmentation) 등의 부작용 

을 일으키기도 한다i~3.

빛을 받아서 들뜬상태에 도달한 소랄렌은 복사 

소멸에 의하여 다시 바닥상태로 돌아오거나 비복사 

과정 (radiationless process)에 의한 여러가지 광학적 

경로를 Jablonski diagram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Fig. 1), 들뜬상태의 소랄렌이 SiS, n*) 및 T血, n*) 

상태에서 DNA, RNA 및 단백질 분자나, 다른 바닥 

상태의 소랄렌 분자와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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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다. 소랄렌의 생물학적 활성은 이러한 

광화학적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소랄렌의 

광증감 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물학적 활성 메카니즘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랄렌의 생물학적 활성이나, 그들의 

독성을 나타내는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새로운 

소랄렌 유도체를 합성하여 그들의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적으로 합성된 8- 

메톡시소랄렌(8-methoxypsoralen, 8-MOP) 및 4,5', 

8-삼메틸소랄렌(trmethylpsoralen, TMP)이 있으며匕 

8-M0P는 임상연구끝에 FDA의 인준을 받았으며缪 

5-메톡시소랄렌(5-methoxypsoralen, 5-M0P) 등이 

백반증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이들 화합물의 구조는 

세 개의 고리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세 개의 

고리가 각을 이루는 소랄렌(angulated psoralen)인 

안젤리신(angelicin) 유도체도 개발되어 백반증 치료 

에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랄렌의 유도체로서 메틸기가 3, 

4, 5, 8번 위치에 치환된 3-메틸소랄렌(3-methylpso- 

ralen, 3-MPs), 4*•메틸소랄렌(4-methylpsoralen, 

MPs), 5-메틸소랄렌(5-methylpsoralen, 5-MPs), 8- 

메틸소랄렌(8-methylpsoralen, 8-MPs), 5-하이드록

Fig. 1. The energy level diagram of the excitation 

of psoralen.屁,rate constant for fluorescence; kic, in

ternal conversion; kisc, intersystem crossing; ke rate 

constant for phosphorescence.

시소랄렌(5-hydroxypsoralen, 5-HPs), 8-하이드록시 

소랄렌(8-hydroxypsoralen, 8-HPs) 등의 모델화합 

물을 대상으로 이들 화합물의 광화학적, 광물리적 

성질을 규명하고 푸린 및 피리미딘 염기와 반응하는 

광생성물을 예측하고, 합성루트에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양자화학적 방법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계 산

소랄렌은 분자의 평 면구조 때문에 푸란부분(furan 

moiety)의 4',5'-이중결합과 피론부분(pyrone 

moiety)의 3,4-이중결합은 DNA나 RNA의 피리미딘 

염기와 반응하여 단일부가생성물(monoadduct)이나 

이중부가생성물＜diadduct)을 형성한다(KZ2). 소랄 

렌과의 부가반응에 의한 DNA의 변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첫번째 관계에서 바닥상태의 소랄렌 

은 DNA의 염기쌍내의 틈새끼우기 (intercalate)되어 

분자복합체 (molecular complex)를 형성하고, 두번째 

단계에서 이 분자 복합체가 IWA 영역의 빛을 받아 

소랄렌과 피리미딘 염기 사이의 공유결합을 이루는 

모델을 가정하고 이들 분자의 좌표계산은 분자역학

Fig. 2. Scheme of the photochemical reaction between 

psoralen and thy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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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mechanics, MM2)9 프로그램으로 계산 

하였으며, 반경험적인 PM3-CI-UHI冲小을 사용하여 

광생성물들 사이에 상대적 안정성, 기하학적 구조를 

고찰하였다. 소랄 렌의 들뜬상태에서의 화학반응성과 

활성화 자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Hyper Chem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소랄렌은 3,4-이중결합과 4',5'-이중결합이 티민의 

5,6-이중결합과 모두 반응할 수 있으므로 C广부가 

반응에 의해서 두 가지 형태의 단일 부가 생성물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4',5'-단일부가 생성물은 또 

하나의 광자를 흡수함으로써 3,4-이중결합이 티민 

염기와 반응한 이중부가물을 형성할 수 있다. PM3- 

CI-UHF법으로 계산한 소랄렌의 유도체인 메틸소 

랄 렌과 하이드록시소랄렌의 들뜬상태에서의 전자 밀 

도를 F也3에 나타내었다.

F也.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메틸소랄렌이나 하

Fig. 3. Electron density contour map of psoralen deri

vatives and thymine.

이드록시소랄렌의 전자구조와 그들의 광독성 능력을 

분자적 차원에서 보면 소랄렌의 반응자리(active 

site) 즉,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위치는 C3, 

C4, C4', C5, C5', C8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활성이 두드러진 위치는 C4'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광고리화 반응의 결합자리는 C3-C4 및 C4'- 

C5' 이중결합인더】, 이 '중에서도 C3-C4의 활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들뜬상태에서 가장 낮은 삼 

중상태는 C3-C4의 이중결합이 훨씬 더 큰 활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보에서S3 계산한 들뜬상태 

에서 C3-C4의 결합길이의 변화(So= 1.35 A,Si= 1.36 

A, Ti = 1.44 A)와 C4'-C5' 이중결합 위치 (So =1.35 A, 

Si=1.36A, 7\=1.37A)의 변화와 일치하며, 치환기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랄렌의 C3-C4 단일부가 생성물은 UVA 영역의 

빛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UVA를 더 조사(irradia

tion) 하여 주어도 가교를 형성할 수 없으나 C4'-C5' 

단일부가 생성물을 광화학적•반응을 통하여 C3-C4 

이중결합이 피리미딘 염기와 반응한 이중부가 생성 

물을 이루고, 이때 고리화 부가반응은 DNA의 사슬 

사이에 가교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소랄렌의 DNA에 대한 부가반응의 정도를 •논의 

하기 위하여 메틸소랄렌과 하이드록시소랄렌의 프 

론티어오비탈의 상대적 에너지를 구하고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소랄렌 유도체의 프론티어 오비탈에 

대한 상호작용은 HSOMO(higher singly occupied 

molecular orbital)과 LUMO(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로 상호작용을 비교하면 8-메틸 

소랄렌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AE = 2.1704 eV) 

LSOMO(lowest singly occupied molecular orbital) 

와 HOMO(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의 

상호작용은 8-하이드록시소랄렌이 가장 크다(AE=

Table 1. Estimated energies of the psoralen derivatives by PM3-CI-UHF method

Energy(eV) 3-MPs 4-MPs 5'-MPs 8-MPs 5-HPs 8-HPs

LUMO -0.9811 -0.9977 -0.9914 -0.9914 -0.9208 -1.0614

HSOMO -3.4505 -3.8520 -3.7671 -3.1618 -3.3753 -3.3524

LSOMO -6.8139 -6.6929 -6.7279 -6.6378 -6.8304 -6.8378

HOMO -9.2407 -9.2746 -9.1612 -9.2033 -9.1655 -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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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interaction energy and heats of formation 

for methylpsoralen< >Thymine (in kcal/mol)

Formation Etatai ^torsion Estrain

3-MPs(3,4)<>Thy(5,6)

cis-anti 30.120 23.327 22.230 -202.889

cis-syn 34.057 23.086 26.167 -198.834

trans-anti 30N87 22.969 22.397 -202.430

trans-syn 33302 24304 25.412 -199299

3-MPs(4',5')<>Thy(5,6)

cis-anti 34.384 30.137 23.554 -198.518

cis-syn 33.127 29.879 24.297 -197.925

trans-anti 32.760 30.123 23.330 -250.617

trans-syn 33.673 30.009 24.843 -197.397

4-MPs(3,4)<>Thy(5t6)

cis-anti 31.672 23.528 24.682 -201.261

cis-syn 31.104 21.830 24.114 -201.778

trans-anti 31.246 23249 24.256 -200.809

trans-syn 32.210 24.181 25.220 -199.868

4-MPs(4',5')<>Thy(5,6)

cis-anti 31.794 28.626 22.964 -199.834

cis-syn 32.607 28.433 23.777 -199.170

trans-anti 32.645 28.630 23.815 -199.055

trans-syn 33303 28.560 24.473 -198.475

5-MPs(3,4)〈>Thy(5,6)

cis-anti 28.793 21.691 22223 -203.049

cissyn 31.034 22.038 24.464 -200.010

算为加 28.462 19.976 21.892 -203.089

trans-syn 30.290 21.629 23.720 -201.243

5-MPs(4',5')<>Thy(5,6)

cis-anti 31.726 28.799 22.896 -198.938

cis-syn 32.644 28.553 23.814 -198.164

trans-anti 32.454 28.708 23.624 一 198497

trans-syn 33.374 28.775 24.544 -197.497

8-MPs(3,4)<>Thy(5,6)

cis-anti 25.818 19.516 19.248 -206.213

cis-syn 27.082 18.657 20.512 -204.609

trans-anti 25.646 18.548 19.076 -205.805

trans-syn 27.576 19.844 21.006 -203.933

8-MPs(4',5')〈>Thy(5,6)

cis-anti 29.310 26.763 20.480 -201.350

cis-syn 29.993 26.364 21.162 -200^27

trans-anti 30.298 26.769 21.468 -200.447

trans-syn 30.696 26.482 21.866 -200.169

2.2469 eV)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광생성물의 부가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DNA내에서 소랄렌이 분자 복합체를 형성하면 

일반적으로 UV 영역의 흡수가 감소하고 흡수띠는 

장파장쪽으로 이동하며 형광 또한 변화한다応. 소랄 

렌과 DNA의 분자 복합체는 강한 결합에 의하여

Table 3. The interaction energy and heats of formation 

for hydroxypsoralen < > Thymine (in kcal/mol)

Formation 瓦侦 Etorsion Estrain t요七

5-HPs(3,4)<>Thy(5,6)

cis-anti 26.601 21.529 20*271 一 240.885

cis-syn 28.926 21377 22.596 -238.231

trans-anti 26.432 20.124 20.102 -240.615

trans-syn 28.049 21.626 21.719 -239.036

5 - HPs(4',5')V>Thy(5,6)

cis-anti 29.021 28.665 20.431 -237.008

cis-syn 29.966 26.339 21.136 -200.857

trans-anti 31.334 28.703 22.744 -234.809

trans-syn 32.535 28.287 23.945 -233.703

8-HPs(3,4)<>Thy(5,6)

cis-anti 25.196 18.712 18.865 -242206

cis-syn 26.540 17.257 20.210 -240.875

trans-anti 24.901 17.821 18.571 -241.766

trans-syn 26.836 19.137 20.506 -239.835

8-HPs(4',5')〈>Thy(5,6)

cis-anti 28.792 25.922 20202 -237.165

cis-syn 29.379 25.253 20.788 -236.797

trans-anti 29.661 25.847 21.071 -236.393

trans-syn 30.297 25.746 21.707 -235.870

형성된 것이 아니고 쉽게 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체내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나 DNA와의 

반응 첫단계인 틈새끼우기가 중요한 이유는 두번째 

단계인 공유결합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들뜬상태의 소랄렌 유도체와 바닥상태에 있는 

DNA의 피리미딘 염기인 티민과의 광부가물을 형 

성했을 때 상호작용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Table 2, 3에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랄렌에 메틸 

기가 치환된 유도체의 경우 3-메틸소랄렌(3-MPa)은 

C4'-C§과 티민의 C5-C6 이중결합과 이루는 trans- 

anti 3-MPs(4',5')<>Thy(5,6) 구조가 가장 안정하 

며, 4-메틸소랄렌(4-MPs)는 cis-syn 4-MPs(3,4)<> 

Thy(5,6) 구조, 5-메틸소랄렌(5-MPs)은 cis-anti 5- 

MPs(3,4)<>Thy(5,6) 구조, 8-메틸소랄렌(8-MPs)은 

cis-anti 8-MPs(3,4)<>Thy(5,6) 구조가 안정된 것 

으로 각각 나타났다. Table 3에서 5-하이드록시소 

랄렌(5-HPs)과 8-하이드록시소랄렌(8-HPs)은 C3- 

C4 이중결합과 티민의 C5-C6 이줄결합과 이루는 

cis-anti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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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nti 5-HPs(3,4K>Thy(5.6) Cis-anti 8-HPs(3.4X>Thy(54)

Fig. 4. Stereo ORTEP drawing of molecular configu

ration for photoadducts.

이들 광부가생성물에 대한 이론적인 예측결과는 

실험적으로 많은 소랄렌 유도체와 DNA 피리딘 염기 

사이의 부가 생성물이 DNA로부터 분리되어 그 구 

조가 밝혀졌는데, 5-메톡시소랄렌(5-MOP), 8-메톡 

시소랄렌(8-M0P)이나 4,5',8-트리메틸소랄렌(TMP) 

과 같은 대부분의 소랄렌은 양쪽 반응위치 모두 cis- 

syn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그러나 4'-메 

틸안젤리신의 경우에는 푸란부분 부가 생성물은 cis- 

syn 형태이나, 피론부■분 부가 생성물은 cis-anti 구 

조로서 광부가 생성물이 cissyn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은 소랄렌 유도체들이 DNA에 틈새끼우기되어 

형성된 분자 복합체가 광부가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랄렌유도체와 티 

민의 광부가 생성물 중에서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 

정한 형태를 ORTEP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FzR4에 

나타내었다.

F讶.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들뜬상태의 소랄렌 유 

도체는 DNA의 피리미딘 염기인 티민과의 광화학적 

반응은 소랄렌 유도체들의 소랄렌처럼 폴리뉴클레 

티드 염기쌍내의 틈새끼우기를 형성하고 다음 단계 

는 DNA 티민잔기와의 [2+2] 광고리화 부가 반웅을 

함으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랄렌의 광생물학적 

활성과 연관이 있올 것으로 보고此, 이들 모델 화합 

물들은 새로운 소랄렌 유도체로 개발하^, 소랄렌의 

생물학적 활성 메카니즘과 임상적으로는 PUVA 치 

료법의 개선에 확장하여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Grant No. 93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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