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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소옥사졸과 그의 유도체를 가진 팔라듐(II) 착물(任선(。2乂2丄 L=isoxazole(isox), 3,5-dimethyl」 

soxazole(3,5-diMeisox)t 3-methyl, 5-phenylisoxazole(3-Me, 5-Phisox), and 4-amino, 3,5-dimethylisoxa- 

zole(4-ADI); X=C1, Br)의 항암활성을 확장분자궤도함수(EHMO)법으로 조사하였다. X 원자의 알짜전하 값은 

如瓜-이성체가c萨이성체보다 음의 값으로 대체로 크게 나타났고, X=C1 일 때가 X=Br일 때보다 음의 값으로 

커서, C1 일 때가 이탈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Pd(%2j) —X0J 의 oMO 에너지(此 ”x)) 가 Pd@2—的一N 払)의 

bMO 에너지缶瑚卜N))보다 예외없이 더 높아서 결합이 약함을 알았다. 아울러 같은 착물에서 口”보다 纳初s- 

착물에서 X)값이 더 높아서 결합이 약함을 알았다. 따라서 X 이온으로 떨어져 나가는 용이성과 그

구조변화가 항암활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E&Pd-N)—E^Pd-x)값과 저해활성 계수인 loglA의 값을 

도시하였던 바 실험치와 상관 계수가 096인 좋은 직선성이 성립함을 알았다.

ABSTRACT. The palladium(II) complexes(where, [Pd(L)2X2], L=isoxazole(isox), 3,5-dimethylisoxa- 

zole(3,5-diMeisox), 3-methyl, 5-phenylisoxazole(3-Me, 5-Phisox), and 4-amino, 3,5-dimethylisoxazole(4- 

ADI); X=C1, Br] with isoxazole and its derivatives are investigated on antitumor activity by EHMO 

calculation. It is found that the net charge of the two halogen atoms in Zraws-isomers are greater than 

those in cis-ones, indicating that ionic character of Pd-X bond in ^ra«5-isomers is greater than that 

of cis-ones, and so dissociation of Cl~ ion is easier than that of Br- ion in aqueous solution in body.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MO energy of Pd(rfx2_^2)—X(/>x) bond (Ea(p(i-x)) is higher 바lan that 

of Pd0x2r>2)— N0j) bond (Ea(pd—N)) without exception, about all the complexes, and also the Ea(pd_x)of 

/raws-isomers is higher than that of czs-isomers. From the above facts, the degree of dissociation in 

Pd-X bond would be related to antitumor activity. In fact, the linear equation of conflation coefficient 

0.96 is fairly established between x)(E&Pd—N)—E°(Pd—X)) and inhibitory activity coefficient, loglA.

서 론

백금착물의 항암활성에 관한 연구는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팔라듐착물에 관 

해서는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Zakharova 등】은 ATPase가 결합된 mem- 

brane에 대한 팔라듐(II) 착물들의 저해효과는 산성 

리간드의 주개-받개 성질에 의존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항종양제의 대부분은 유기화합물 또는 alky

lating agents, antibiotic alkaloids, enzymes, hor- 

mons 등을 포함하는 자연생성물로써 알려졌으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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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을 포함하는 무기화합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금속들을 잠재적인 발암제라고 생각했을 뿐 그다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했다. 니켈,3 팔라듐*1 및 

백금착물5에서 니켈 화합물이 발암제로 알려졌으나 

몇가지 니켈 착물들에 대해 실험한 결과 단지 bis 

(diethyldithiophosphato)Nickel(II) 착물만이 Walker 

256 carcinosarcoma에 대항할 만큼 백금 및 팔라듐 

착물 유도체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항암활성임이 

보고되었다.6 또한 팔라듐(II) 착물7을 동물속에 투 

입시켜 항암성 정도를 실험하였으나, 같은 구조를 

가진 백금(ID 착물의 항암활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음을 보고하였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팔라 

듐(II) 및 팔라듐(IV) 중성 착물에서 항종양활성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9 심지어 trans 구조의 몇 가 

지 착물들이 항암활성임이 나타났다• 즉, trans-lPd 

(NHOzCb] 가 쥐속의 sarcoma 180과 Land schutz 

복수(腹水)에 대해서 활성임이 드러났다.''1 또한 

；raMs-CPdClz(TzSH)2] 착물은 체외에서 간종양을 

억제시키는 강력한 항암제로 밝혀졌다＜1).“

Zra7M-[PdCl2(TzSH)2)-

1

또한 팔라듐 화합물이 몸속에서 빠르게 제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온성 팔라듐(II)와 팔라듐(IV) 

유도체는 항종양활성으로 발견되었다." 이들 결과 

들은 유용한 항암제가 팔라듐착물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다. Gill등13은 팔라듐(II) 착 

물의 항종양활성을 착물의 구조와 활성관계에서 특 

정 리간드가 배위될 때, 즉 N-고리화합물이 배위된 

팔라듐(II) 착물이 백금(ID 착물보다 더 강한 항암 

활성을 가진다는 것을 발표하였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적외선 스펙트라, 전자 스펙트라와 전도도 

측정으로 이미 구조를 밝힌“ [Pd(L)2X2〕형 팔라듐 

(II) 착물의 항암활성을 양자화학적 양인 중심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gMO 에너지와 관련지워 착물의 기 

하학적 구조의 차이, 리간드 치환체의 수와 입체효 

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계산 및 모델

계 산. 항암성으로 널리 알려진 이소옥사졸과 

그의 유도체를 포함하는 팔라듐(II) 착물들을 분자 

역학(MM2)법으로 최적화시키고 확장분자궤도함수 

(EHMO)법 m 계산은 수정된 Wolfsberg-Helmholtz 

식16을 사용한 icoN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착물들의 구조는 이미 밝혀져 있으며 이들의 

분광학적 자료M를 이용해서 최적화시켰다. 계산한 

리간드인 이소옥사졸 및 그의 유도체들을 아래에 

나타내었다(2, 3, 4, 5).

Fig. 1. Section of DNA helix showing the ribose bac

kbone and the attached bases (shaded). Also shown 

are the w's-and rr«MS-Pt(NH3)2Z+ moieties and-their 

relative relationships to the intercalation distance of 

3.4 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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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설정. 전보의 Model 1에서 a's-Platin의 

항암성은 X 원자가 떨어져 나간 후 그 자리위에 

암세포와 결합한다는 모델올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 

할 것이다. 또한 ”zwjs형 착물에서 첫단계로 X 원자가 

떨어져 나가는 모델을 설정할 것이다. 그러나 떨어져 

나간 후 리간드의 성질 때문에 Ws형에 가까운 형태의 

변형된 모델로 진행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 이유는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trans^ 그 자체로는 

생체 성분과 결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에 

서와 같이 ”a”s형은 거리와 입체효과 때문에 중첩이 

거의 없다. 따라서 리간드의 성질 때문에 Model 2와 

같이 cis형과 같은 중간체로 변형이 되는 모델을 

설정한다.

A. Model 1.

2nd step 
+ DNA or * 

Cellular component

«M0 에너지 값으로 X 원자의 이탈 용이성을 조사 

하였다. cis 및 trss-lPdQBCMI형 착물의 전체에 

너지 및 알짜전하를 Fz02에 표시하였다. 여기서 

보면 切aws-형이 Ws-형보다 X=C1 인 경우는 대체로 

15 kcal/mol 정도 더 안정하고 X=Br인 경우는 대 

체로 10 kcal/mol 정도 더 안정함을 볼 수 있다. 알 

짜전하를 조사해 보면, X=C1 인 착물일 때 Pd의 

알짜전하는 2.60 정도이고 N는 一0.40, C1 는 一1.30 

정도로써 Pd-N보다 Pd-Cl 사이의 이온성이 더 강 

하여 수용액에서 C1" 이온으로 이탈하기가 더 쉽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X=Br인 착물의 경우에도 역시

Cl 935N-O

-1365.06

"e의 Pd( isox)2 이기

■ik c

Cl -°-36n-o 
\ / -0.51
列253

Total E =-1364.97 eV 

ci이 Pd(i$ox)2C I 기

h3c 

-1,34 
Cl -0«N-0^)54 
\ z 

-1.34 /d(63 

Cl 9.40 N

CHj

-1790.42

ci이 Pd(3,5-di 어 eisox^Cb】

Cl -0.42N-O 
\ / -054

-0.54 ，尸 2.59 
O_N-0 42Vc| 

“。、CL 

-1790.81

"cm이 Pd(3,5・diMei$ox)2이 2】

2nd step 

Distortion

•0.83

Br -0MN-O、、/ -0.56
Pd 165

■1310.13 

c,ij-[Pd(isoJt)2Br21

•0.90

Br @35n-O 
\ / -0.51

心。 /잇应
O-N9”、Br

•1310.48

3rd step 
+ DNA or * 

Cellular component

cu form like intermediate where, Lisa large square planar ligand)

•ois y 7
Br -°-40N-O-0.54

、、p*67 CHj

b/(쇼
J-?

Pdl.67

O-N-0« 队 
-0.15

CH3
결과 및 고찰

본 모델에 의해서 [PdQBXz]착물의 전체에너지, 

각 원자의 알짜전하 및 Pd(也一,2)JX(&) 사이의

-1735.49

CHj

-1735.66

cir-[Pd(3,5-diMeisox)2Br2] /rons-[Pd(3,5-diMeisox)2Br2]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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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16

ciA【Pd(3-Me,S・Phisox)2 이기

-2567.53 

fraras-[Pd(3-Me,5-Phisox)2Cl2]

cS[Pd(4-ADI)2C 이

-2 이 8.61

/r(M5-[Pd(4-ADl)2Cl2)

-2512.40 -2512.49

cfa-[Pd(3-Me,5-Phisox)2Br2] /rans-[P<X3-Me,5-Phisox)2Br2]

-1963.기 -1963.46

c«-[Pd(4-ADl)2Br2) m『[Pd(4-A 미)aBr?]

Fig. 2. Net charge of Pd, N, X, and 0- atom and total energy for cis- and ^aMS-[Pd(L)2X2] complexes (L=isox, 

3,5-diMeisox, 3-Me, 5-Phisox, 4-ADI; X=C1, Br).

Table 1. The values of net charge of Pd, N, X, and 0-atom and total energy for Pd(II) complexes with i용oxazole 

and its derivatives

Values Net charge

Rotal E (eV) trans ET~cis ET (eV)----------------------------

Complexes 饷 Qn qx 如

-0.36 一 1.32 -0.56

-0.38 -1.11 -0.50

-0.40 -1.34 -0.54

一 0.42 -1.37 -0.54

— 0.43 -1.35 -0.56

-0.42 -1.39 -0.56

-0.40 -134 -0.55

-0.41 — 1.39 -0.55

-036 -0.85 -0.56

-0.37 -0.90 -0.50

-0.41 -0.85 -0.54

-0.41 -0.85 -0.54

-0.43 -0.85 -0.55

-0.45 -0.85 -0.56

一 0.40 -0.85 -0.55

-0.41 -0.85 -0.55

■53
-09
-63
'59
-61
-72
-64
-62
-65
-67
-67
-67
-72
-77
-68
-68

Pd(isox)2CI2 cis 

trans

-1364.97

-1365.06

0 

-0.09

Pd(3,5-diMeisox)2Cl2 cis -1790.42 0

trans -1790.81 -0.39

Pd(3-Me, 5-Phisox)2Cl2 cis -2567.16 0

trans -2567.53 -0.37

Pd(4-ADI)2C12 cis -2018.02 0

trans -2018.61 —0.59

Pd(isox)2Br2 cis -1310.13 0

trans -1310.48 -0.35

Pd(3,5-diMeisox)2Br2 cis -1735.49 0

trans -1735.66 -0.17

Pd(3-Me, 5-Phisox)2Br2 cis -2512.40 0

trans -2512.49 -0.09

Pd(4-ADI)2Br2 cis -1963.31 0

trans -1963.46 -0.15

Pd의 알짜전하는 L70 정도이고 N는 一0.40, Br는 

-0.85 정도로써 Br 이온으로 이탈하기가 더 쉽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放와 切做s-착물에 대한 

Pd-X 사이의 알짜전하를 보면, trans- 이성질체 착 

1995, Vol. 39,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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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Pd-X(X=Cl와 Br 모두) 사이의 이온성이 더 

큼을 볼 수 있다. 따라서 切a酒형의 X가 떨어져 나 

가는 용이성이 항암성과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값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Table 1에 총괄하 

였다. 이 것은 Benesch20와 Zakharova등"의 trans 

(II) 착물에서 항암성이 나타난다는 실험결과와 일 

치한다. 지금까지는 알짜전하의 차로써 이탈성을 논 

하였으나, Pd-N와 Pd-X 사이의 결합강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사이의 결합에너지는 

GMO 결합 에너지 이외에는 극히 적으므로 무시하고 

Pd의 也丿 궤도함수와 N와 X의 px 또는p, 궤도함수 

사이의 aMO결합 에너지인 瓦必”中와 ^故卜* 값과 

리간드 N와 X의 상대적인 강도를 알기 위하여 이들 

에너지의 비와 차 그리고 항암성의 실험치 IA 및 

loglA 값을 Table 2에 총괄하였다. Table 2에 서 보면 

x＞가보다 예외없이 음의 값으로 작아서

Table 2. The calculated values of Eo(pd-N), 5o(pd-x)and experimental values of loglA for [Pd(L)2X2] complexes 

with isoxazole and its derivatives

Values

Complexes

oMO Energy (eV) 瓦XPd-N)/E°(Pd X) 

(6Eo(N/X))

E°(pd -N)/&(Pd-X) 

(AEo(n^x)) (eV)

Inhibitory activity (IAZ 

(104M)

Eo(Pd-N) Eo(Pd-X) IA loglA

Pd(isox)2Cl2 cis -0.64 -0.54 -0.10 — —
trans -0.54 -0.16 -0.38 100 2.00

Pd(3,5-diMeisox)2C12 cis -0.67 -0.51 -0.16 一 —

trans -0.62 -0.34 -0.28 85 1.93

Pd(3-Me, 5-Phisox)2Cl2 cis -0.58 -0.52 -0.06 — —

trans — 0.59 -0.26 一 033 100 2.00

Pd(4-ADI)2C12 cis -0.67 -0.52 -0.15 — —
trans — 0.60 -0.42 -0.18 55 1.74

Pd(isox)2Br2 cis -0.62 -0.51 -0.11 — —
trans — 0.43 -0.22 -0.21 70 1.85

Pd(3,5-diMeisox)2Br2 cis -0.65 -0.50 -0.15 — —
trans -0.68 — 0.46 -0.22 79 1.90

Pd(3-Me, 5-Phisox)2Br2 cis -0.57 一 0.55 -0.02 — —
trans 一0.56 -0.48 -0.08 44 1.64

Pd(4-ADI)2Br2 cis —0.65 一 0.51 1.27 -0.14 — 一

trans -0.61 — 0.45 1.36 -0.16 53 1.72

"ref. 21.

Inhibitory activity (IAZ

Table 3. The calculated values of Ea(Pd-^r £a(pd-x)and experimental values of loglA for /raKS-[Pd(L)2X2] comple

xes with isoxazole and its derivatives

Values

Complexes

oMO Energy (eV) Eo(Pd-N)ZEr(Pd-X)

(8£o(n/x))

Eo(pd - - X)

(AExnf) (eV)

(ML M)

■&(Pd-N) Eo(Pd-X) IA loglA

Pd(3-Me, 5-Phisox)2Br2 (1) -0.56 — 0.48 1.17 -0.08 44 1.64

Pd(4-ADI)2Br2 (2) -0.61 -0.45 1.36 -0.16 53 1.72

Pd(4-ADI)2C12 (3) -0.60 -0.42 1.43 -0.18 55 1.74

Pd(isox)2Br2 (4) — 0.43 -0.22 1.95 -0.21 70 1.85

Pd(3,5-diMeisox)2Br2 (5) — 0.68 — 0.46 1.48 — 0.22 79 1.90

Pd(3,5-diMeisox)2Cl2 (6) -0.62 — 0.34 1.82 -0.28 85 1.93

Pd(3-Me, 5-Phisox)2Cl2 ⑺ -0.59 -0.26 2.27 —0.33 100 2.00

Pd(isox)2Cl2 (8) -0.54 -0.19 3.38 —0.38 100 2.00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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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瓦如-N）—E°（Pd-x）】死仏

Table 4. Predicted value of loglA from that of •&(w-n) 

—E°(pd-x)(AEc(n f) for ZraMs-[Pd(L)2X2] complexes 

with isoxazole and its derivatives

Complexes (△/综n-x)) (eV)
Pred. 

values

Exp. 

values

Pd(isox)2Cl2 0.38 2.05 2.00

Pd(3,5-diMeisox)2Cl2 0.28 l.9l 1.93

Pd(3-Me, 5-Phisox)2Cl2 0.33 1.98 2.00

Pd(4-ADI)2Cl2 0.18 1.78 1.74

Pd(isox)2Br2 0.21 1.82 1.85

Pd(3,5-diMeisox)2Br2 0.22 1.83 1.90

Pd(3-Me, 5-Phisox)2Br2 0.08 1.65 1.64

Pd(4-ADI)2Br2 0.16 1.75 1.72

北 히 n/x）

Fig. 4. Plot of loglA against ratio of oMO energy of 

E°（pd—叫/瓦义珅一 x）（&&n/x）） in Pd（II） complexes.

결합강도가 더 약함을 알 수 있으며, 또 圳ms-착물이 

成-착물보다 瓦伽-X）가 적은 값을 나타냄으로 X 

이온으로 이탈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rans- 

착물의 X-의 이탈성이 항암성에 관계할 것으로 생 

각하고 E&Pd—N）와 £o（Pd-x）사이의 상대강도와 loglA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7况仞 3）.

즉, E&Pd-X）, Ea（Pd-N）/Ea（Pd- X）（&电N/X）） 및 -^ofPd-N） 

一&（Pd-x）（M°（N—X））와 loglA 사이의 관계를 F海 3~ 

5에 각각 나타내었다.

먼저 E히Pd-x）와 loglA 값 사이의 상관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일차식이 logIA = 

— 0.8540£。伽一x）+2,1486이고, 상관계수 값이 0.74 

인 방정식을 얻었다讶.3）. F£g.3에 나타낸 화합물 

의 번호는 7况極3의 화합물의 번호와 같다. 또한 

£O（Pd-N） 값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관계할 것으로 

생각하여 E°（Pd-N）/E&Pd-x）（&E°（n/x））와 loglA 값 사이 

에서도 k）gIA=0.1480防。（n/x）+L5726이고 상관계수 

값은 0.78인 일차식을 얻었다（H04）. 따라서 그들 

사이의 병행성은 보이나 직선성이 약하므로 이들의 

차인 Eg-N）—&或성- x）0E°（n-X）） 값과 실험치 lo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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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의 관계에서는 logIA= 1.3318AEo(n-x)+1.5412 

이고 상관계수 값이 0.96인 좋은 직선성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世讶.5). 이것은 항암성이 Pd-N과 Pd-X 

사이의 oMO 에너지 차이에 밀접하게 관계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加z”s-[Pd(L)2&] 형 착물의 

저해활성은 중심금속의《2_,2 궤도함수와 질소원자 

의 0, 궤도함수와 할로겐원자의 px 궤도함수 사이의 

차가 클수록, 할로겐 원자의 이탈 정도가 클수록 

저해활성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AE^-x) 

값으로부터 ”BMS-[Pd(L)2X2] 형 착물의 저해활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예측된 값과 실험값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결 론

이소옥사졸 및 이소옥사졸 유도체와 같은 평면형 

리간드가 배위된 [PdQBXz]형 착물에서 ”做s-이성 

체가 cis-이성체보다 할로겐 원자의 이탈이 더 용이 

했다. 또한 Br 원자가 배위된 착물보다는 C1 원자가 

배위된 착물에서 이탈이 더 용이했다. 즉 팔라듐과 

결합하고 있는 리간드의 이탈정도를 알짜전하와 결 

합력으로 알 수 있었이탈이 더 용이한 착 

물에서 항암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평면형 

리간드의 입체 효과도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항암의 첫단계가 분자착물을 형성한다 

고 생각됨으로 Pd-X의 결합강도와 Pd-N의 결합강 

도를 aMO 에너지로 조사한 결과 E°(Pd-N)—E°(Pd-x) 

(AEo(n-x>) 값과 loglA 값 사이의 관계에서 logIA= 

1.3318AEkn-x>+1.5412인 이론식을 얻었다. 즈 

값으로부터 折wis-[Pd(L)2X2〕형 착물의 저 

해활성 값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ZraMS-[Pd(L)2 

X2]형 착물에서 X 원자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암 

세포의 성분과 결합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 

나 저항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교육부 기초과학육성 연구비에 의해서 

수행된 바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용문 헌

1. Zakharova, I. A.; Tatjanenko, L. V.; Moshkovsky, 

Y. S.; Raykhman, L. M.; Kondratjeva, T. A. Biofi- 

sica 1977, 22, 418.

2. Haiduc, L; Silverstru, C. Coordination Chemistry 

Reviews 199ft 99, 253.

3. (a) Williams, R. D. Chem. Rev, 197Z 72, 203. (b) 

Cleare, M. J. Coord. Chem. Rev. 1974 12, 349. (c) 

Stetsento, A. L; Presnov, M. A.; Konovalova, A. 

L. Chem. Abstr. 198L 95, 46.

4. (a) Connors, T. A. In Platinum Coordination Com

plexes in Cancer Chemotherapy \ Roberts, J. J., Ed.; 

Springer-Verlag: Berlin, Germany, 1974; p 237. 

(b) ScovelL W. M.; Kroos, L. R.; Capponi, V. J. 

In Platinum, Gold and Other Metal Chemothera

peutic Agents; Chemistry and Biochemistry; Lip- 

pard, S. J” Ed.; ACS Symposium Series: Washing

ton, D. C., 1983; No. 209, p 101. (c) Benesch, E.; 

Harly, H. A.; Benesch, R./ Biol. Chem. 1965 216, 

663.

5. Hacker, M. P.; Douple, E. B. In Platinum Coordi

nation Complexes in Cancer Chemotherapy Develo

pment in Oncology Series; Krakoff, I. M・，Ed.; Mar- 

tinus Nijhoff: Boston, MA, U. S. A., 1984; Vol. 

17, p 127.

6. Livingstone, S. E.; Mihkelson, A. E. Inorg. Chem. 

197Q 9, 2545.

7. Cleare, M. J.; Hydes, H. C. In Metal Ions in Biolo

gical Systems; Sigel, H., Ed.; Marcel Dekker: New 

York, U. S. A„ 1980; Vol. 11, p 1.

8. Cleare, M. J.; Hoeschele, J. D. Bioinorg. Chem. 

1973, 2, 187.

9. Graham, R. D.; Williams, D. R. J. Inorg. Nucl. 

Chem. 1979, 41, 1245.

10. Cleare, M. J. Recent Results Cancer Res. 1974 48, 

12.

11. Dehand, J.; Jordanov, J.; Beck, J. P. Chem. Biol. 

Interact. 1975 11, 605.

12. Gill, D.; Hacker, M. P.; Douple, E. B. In Platinum 

Compounds in Cancer Chemotherapy (Developments 

in Oncology Series); Krakoff, I. M.( Ed.; Martinus 

Nijhoff: Boston, MA, 1984; Vol. 17, p 263.

13. Gill, D. S. Dev. Oncol, 1984 1 7, 267.

14. (a) Pinna, R.; Ponticelli, G.; Preti, C.J. Inorg. Nucl. 

Chem. 1975 37, 1681. (b) Pinna, R.; Ponticelli, G.; 

Preti, C.; Tosi, G. Transition Met. Chem. 1976 

1, 173.

15. (a) Hoffmann, R. J. Chem. Phys. 1963, 39, 1397. 

(b) Hoffmann, R.; Lipscomb, W. N. ibid. 196Z 36, 

2179. (c) Hoffmann, R.; Lipscomb, W. N. ibid.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饷ms-팔라듐(ID 착물의 항암활성에

1962 37, 2872.

16. Ammeter, J. H.; Burg, H. B.; Thibeault, J. C.; Hof

fmann, R. J. Am. Chem. Soc. 197& 100, 3686.

17. Hoffmann, R. QCPE. 1977, 11, 344.

18. Park, B. K.; Yeo, H. J. J. Kor, Chem. Soc. 198§

29, 348“

19. (a) Milburn, G. H. W.; Truttor, M. R. J. Chem.

Soc. (A) 1966, 1609. (b) Stryer, L. Biochemistry} 

관한 분자궤도함수론적 해석 (I) 251

Freeman, W. H. and Co: San Francisco, U. S. A., 

1975; p 564.

20. Benesch, E.; Harly, H. A.; Benesch, R. J. Biol. 

Chem. 196$ 216, 663.

21. Zakharova, I. A.; Salyn, J. V.; Tatjanenko, L. V.; 

Mashkovsky, Y. S.; Ponticell, G. J. Inorg. Biochem. 

1981 15, 89.

1995, VoL 39r No.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