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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옥사졸 고리를 포함하는 lexitropsin에서, DNA minor groove의 염기쌍(G-C sequence)과 결합 

하는 부분인 옥사졸의 최적화된 기하학적 구조를 MM+ 및 沥 »Mi?w(Hartree-Fock) 계산을 통해 밝혔다. 

최적화된 구조에 대해 6-31G 및 6-31G* basis set를 사용하여 양성자 친화도와 전자적 구조를 계산하였다. 

아울러 옥사졸의 양성자 친화도에 미치는 치환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자를 주는 기와 전자를 끄는 기를 

갖는 여러 치환 옥사졸에 대해 양성자 친화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자를 주는 기는 옥사졸의 양성자 

친화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전자를 끄는 기는 양성자 친화도를 감소시킴을 알았으며, 이 결과를 치환 옥사졸의 

산소의 atomic charge와 전자밀도로 설명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geometry optimization of oxazole, relevant to the binding of lexitropsin that contains 

this ring to the base pair (G-C sequence) of minor groove of DNA, is performed with the aid of MM + 

and ab initio (Hartree~Fock) calculations. The proton affinity and electronic structure are calculated at 

the 6-31G and 6-31G* level for the optimized geometry. The proton affinities are also studied for various 

substituted oxazoles with the electron-donating and -withdrawing groups to estimate the substituent 

effect on the proton affinities of oxazoles. It is shown that the electron-donating substituents increase 

the proton affinity of oxazole, while the electron-withdrawing substituents decrease it. This result can 

be explained with atomic charge and electron density at oxygen of substituted oxazoles.

서 론

의약품이 DNA에 결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염기쌍 사이의 충간삽입(intercalation), 공유결합의 

형성, groove binding으로 알려진 수소결합등을 통한 

groove내에 삽입(insertion) 둥으로 밝혀져 있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DNA에 결합하여 약리 활성을 

가질 수 있는 신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의약품 

들의 화학적 구조와 활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생체 

내에서 복잡한 효소적 작용 등의 영향인자를 밝히는 

중요한 기초 수단이 된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구조-활성간의 관계를 기초로 한 신 의약품 

개발을 위한 drug design이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한편 DNA와 groove binding을 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천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항생, 항바이러스, 항암제 인 netropsif과 dystamy- 

sir『 외 oligopeptide는 2중 나선 DNA 의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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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ve의 특정 nucleotide sequence에 결합하여 

DNA 복제 기능을 차단하므로서 약리 활성을 가진 

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4~“ Lown 등泛은 천연물 

netropsin의 A*T(Adenine~Thymine) preference를 

G-C(Guanine-Cytosine) preference로 바꾸기 위해 

netropsin내의 피롤 고리를 이미다졸로 치환시킨 le- 

xitropsin이라는 oligopeptide# 합성하였으며, net- 

坦psin을 포함하여 합성된 lexitropsin의 구조는 전 

보3에 나타내었다. 이들은 합성된 oligopeptide에서 

치환된 이미다졸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체 인 netrop- 

sin에 비해 A-T 자리에 대한 preference는 감소하고 

G-C 염기쌍의 acceptance가 중가하며 이러한 분자 

인식은 guanine의 아미노기와 이미다졸의 질소 사 

이에 새로운 수소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였다.

Pullman 등”은 isolexin의 NH 결합을 C=C 이 

중결합으로 치환시킨 여러 vinylexins에 대해 DNA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DNA-Ligand 안정화 에너 

지를 계산한 결과 guanine과의 수소결합 수용체로서 

퓨란 및 이미다졸 고리를 갖는 monocationic vinyle- 

xins°l DNA minor groove의 G-C sequence와의 

결합에서 우수함을 밝혔다.

한편 Catalan 등*은 여러 메틸 치환이미다졸에 

대해 沥 initio 계산을 통하여 양성자 친화도를 계 

산한 결과 치환 메틸기의 수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친화도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Kabir 등頂은 

이미다졸, 옥사졸, 티아졸을 포함하는 lexitropsin에 

서 약리활성 구조를 찾기 위해 이들 헤테로 고리들에 

대해, ab initio 계산을 통하여 guanine의 아미노 

수소와의 수소결합 능력을 나타내는 양성자 친화도 

를 구하여 티아졸, 옥사졸, 이미다졸 순으로 증가함을 

밝히고 이들 순으로 G-C sequence에 대한 결합력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다졸을 포함하는 lexitropsiri의 DNA 결합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나 옥사즐을 

포함하는 lexitropsin에 대한 실험적, 이론적 연구는 

거의 없다. 더구나 DNA 염기쌍과의 결합에서 양성자 

수용체로 작용할수 있는 이미다졸，1皿 옥사졸,直 티 

아졸의 헤테로 고리들올 포함하는 lexitropsin에 대해 

약리활성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찾기 위한, 양성자 

친화도에 미치는 치환기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다.

-« - Guanine^j!-

-Cytosine --

Scheme 1.

따라서 이들 헤테로 고리를 포함하는 lexitropsiri에서 

치환기의 영향에 따른 약리활성 관제는 실험적으로 

나 이론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옥 

사졸을 포함하는 lexitropsin의 경우 옥사졸의 산소가 

양성자 수용체로서 작용하고 guanine의 아미노기가 

양성자 주개로 작용하여 수소결합이 가능하게 되므 

로써 결합이 용이하게 된다(Sc如屛 1). 이때 옥사졸 

고리의 활성자리 산소가 guanine의 양성자 수용체 

로서의 능력의 크기에 따라 항암 및 항생제로서의 

약리활성이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미다졸의 양성자 친화도에 미치는 

치환기 효과에 대한 전보13의 연구에 이어 옥사졸올 

포함하는 lexitropsin에서, 수소결합을 통해 DNA 

염기쌍과 결합하는 옥사졸 고리에 대해 치환기의 

종류에 따른 약리 활성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치환기를 도입한 치환 옥사졸들에 대해 ab initio 

방법으로 먼저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밝히고 각 

구조에 대한 에너지를 계산하여 양성자 친화도에 

미치는 치환기의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계 산

옥사졸을 포함하는 lexitropsin 에서 guanine 과 수 

소결합을 통하여 groove binding을 하는 옥사졸 고 

리에 대해 대표적인 전자를 주는 기인 NH?, OH, 

OCH3, CH3와 전자를 끄는 기인 F, Cl, CN, NQ를 

F讶.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C2 위치에 치환시켜 치 

환기의 종류에 따른 양성자 친화도를 계산하였다.

치환 옥사졸 및 protonate 된 치환옥사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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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 丿
-------- 37二이 

/£、、/七夕、

X N1 H X N1 H

(a) (b)

Fig. 1. Structures and numbering of the substituted 

oxazoles(a) and protonated oxazoles with substituent 

(b) for calculation.

실험적 구조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옥사졸을 포 

함한 본 연구에서 택한 18종의 화합물들에 대해, ab 

initio 계산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먼저 Hyper- 

Chem padsge® 의 분자역학적인 MM+ 방법으로 

구조를 최적화시켰다. 분자역학적인 방법으로 최적 

화된 구조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b initio 방법으로 

다시 최적화시켜 안정한 기하학적 구조를 구하였으 

며, 각 구조들에 대해 계산된 에너지로부터 양성자 

친화도를 계산하였다.

ab initio 계산은 Gaussian 92 for windows2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32MB 개인용 컴퓨터로 계산하 

였다. 각 화합물들의 기하학적 구조는 HF level에서 

6-31G basis set으로 계산하였으며 net charge와 

전자밀도는 6-31G basis set에서 최적화된 구조를 

사용하여 6-31G* basis set으로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택한 치환 옥사졸 및 protonate된 

치환 옥사졸에 대해 모든 길이와 각도를 ab initio 

방법으로 6-31G basis set을 사용하여 최적화시킨 

결과 옥사졸 고리는 모두 평면 구조로 나타났으며, 

최적화된 결합길이와 결합각 및 치환기들에 관련된 

구조 파라미터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먼저 옥사졸 고리내의 결합 길이를 

비교해 보면 protonate됨에 따라 옥사졸 고리내 전 

자들의 재배열로 인하여, 메독시기를 제외한 모든 

치환 옥사졸에서 C3-01 과 01-C1 사이의 길이는 

증가된 반면 C1-N1 과 C2-C3 사이의 길이는 대체로 

짧아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중성 이미다졸 및 

옥사졸이 protonate됨 에 따라 각각 활성 자리 인 질소 

및 산소와, 인접한 탄소사이의 길이는 증가되고 C1- 

N1 과 C2-C3 사이의 길이가 감소한다는 Kabir 등姑의 

보고와 일치하며, 치환 옥사졸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결과로부터 치환기가 이들 결합길이의 변화 

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Protonation 에 의한 결합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활성자리의 결합각 즉 z C3O1C1 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01C1N1 사이의 결합각은 메톡시기가 치 

환된 옥사졸의 경우 약 1° 감소된 것을 포함하여 

나머지 모든 치환 옥사졸에서 약 5~6° 정도 크게 

감소된 반면, C1N1C2 사이의 각은 대부분 약 5~6° 

정도 중가되었다.

Table 1에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옥사졸 및 모든 

치환옥사졸에서 protonate 될 때 옥사졸 고리면과 

proton 사이의 이면각이 180°로 최적화되 어 pro- 

ton이 옥사졸 고리와 한 평 면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이미다졸, 옥사졸, 티아졸의 proto- 

nate된 구조가 평면 구조라는 Kabir 등贖의 결과와 

일치하며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환기가 pro

tonated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치환기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히드록 

시기가 치환된 옥사졸에서 치환기 OH의 산소 및 

수소 원자에 대한 이면각이 중성 옥사졸에서나 pro- 

tonate된 옥사졸 구조에서 모두 180°로 나타나 옥 

사졸 고리와 같은 평면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proto- 

nation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틸기, 시아노기, 니트로기가 치환된 경우에도 

역시 치환기내의 원자들의 이면각이 중성 옥사졸에 

서나 protonate된 옥사졸에서 거의 변함이 없음을 

Table 1에서 알 수 있다. 메틸기가 치환된 옥사졸의 

경우 세개 수소 중 하나는 이면각이 약 180°로써 

옥사졸 고리와 같은 평면에 위치하고 나머지 두개 

수소는 옥사졸 평면으로부터 약 60°씩 어긋나게 

결합되어 있으며, Table 1에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메틸기의 두개 수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각이 약 

109°로써 메틸기 탄소가 sp3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메틸 치환이미다졸에 대해 ab initio 계산을 

통하여 한개의 수소가 이미다졸 고리와 같은 평면에 

있음을 보고한 Taft 등刀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메틸 

치환옥사졸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

1995, Vol. 39,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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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timized bond lengths (A) and angles (degree) for the neutral oxazoles and protonated oxazoles with 

substituent

_ H OH NH2 CH3 OCH3
Parameter----------------------------------------------------------------------------

neutral protonated neutral protonated neutral protonated neutral protonated neutral protonated

r C3-01 1.383 1.454 1.394 1.466 1.381 1.492

r Ol-Cl 1.364 1.501 1.355 1.477 1.365 1.447

r Cl-Nl 1.281 1.241 L283 1242 1279 1.245

r N1-C2 1.406 1.420 1.389 1.412 1.412 1.424

r C2-C3 1.339 1.323 1.342 1.333 1.340 1.343

r C2-0(0H, OCH3) 1.351 1.320

r C2-N(NH2) 1.391 1.334

r C2-C(CH3)

z C301C1 105.5 105.6 105.6 106.0 105.6 106.3

z 01C1N1 112.7 106.9 113.0 107.7 112.6 108.7

z C1N1C2 105.8 111.5 105.5 111.1 106.0 111.1

z N1C2C3 108.8 111.2 109.9 111.6 108.4 110.9

z C1N1C2 0(0H) 180.0 180.0

z N1C2 OH(OH) 180.0 180.0

z C1N1C2 N(NH2) 180.0 180.0

z N1C2 NH(NH2) 69.6 0.0

-69.5 -179.9

z C1N1C2 C(CH3)

z N1C2 CH(QH3)

1.465

1.484

1241

1.431

1327

1.484

105.6

107.5

111.7

110.1

180.0

-180.3

-59.2

59.7

180.0

180.1

-59.0

59.5

z C1N1C2 O(OCH3) 

z N1C2 OCCOCHa) 

z C2 OCH(OCH3)

Parameter

r C3-O1 

r Ol-Cl 

r Cl-Nl 

r N1-C2 

r C2-C3

r C2-F

r C2-C1

r C2-C(CN)

r C-N(CN)

r C2-N(NO2)

r N-O(NO2)

z C3O1C1 

z O1C1N1

z C1N1C2

z N1C2C3

z C1N1C2 C(CN)

z N1C2 CN(CN)

z C1N1C2 N(NO2) 

z N1C2 NO(NO2)

5
 5
 2
 2
 0
 쇼 

9
 5
 8
 94
*

3
 3

3

 3
 3

1
 L
 1
 L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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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6-31G 6-31G*
stituent--------------------------------

Table 2. Total energies (a.u.)

X neutral protonated neutral protonated

H -2445027 - 244.7774 -244.6297 - 2443872 

(-2445003) (-244.7758) (-244.6246) (-2448867)

OH -3193176 -3195914 -319.4805 -319.7386

nh2 -299.5095 —299*8039 -299.6556 -299.9309

CH3 -283.5305 一 2838135 -283.6722 -2833377

OCH3 -3583248 -358.6383 -3585089 -35^8105

F -3433151 -343.5719 -343.4745 -343.7193

CI -7033695 -703.6307 -703.5238 -703.7697

CN -336.1866 -336.4361 -3363599 -3365904

N6 -447.8410 -448.0777 -448.0880 -4483107

Table 3. Proton affinities (kcal/mol) of the substituted 

oxazoles

Substituent _

X

Basis set

6-31G 6-31G* ,

H 172.3770 161.5838

OH 171.8122 161.9603

nh2 184.7389 172.7535

ch3 177.5853 166.6039

OCH3 196.7244 189.2570

F 161.1446 153.6144

Cl 163.9056 154.3047

CN 156.5637 144.6411

no2 148.5316 139.7465

•Values in parenthesis are from ref. 16.

다. 그러나 아미노기가 치환된 경우에는 아미노기 

의 두개 수소가 중성 옥사졸에서 그 이면각이 각각 

69.6° 과 一 69.5°로 옥사졸 고리면과 어긋나게 N1 

방향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protonate됨에 따라 각각 

0°와 一179.9°로써 옥사졸 고리와 동일면에 나타나 

그 구조가 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중성 옥사졸에 

서는 아미노기의 질소원자가 갖는 고립 전자쌍에 

의한 반발 때문에 두개 수소 모두 N1 방향으로 약 

70° 어긋나게 기울어져 있으나, protonate될 때 옥 

사졸 고리가 갖는 양의 전하로 인하여 고립 전자쌍에 

의한 반발의 효과가 거의 상쇄되기 때문에 두 수소가 

옥사졸 고리와 같은 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결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메톡시기가 치환된 

경우에는 protonate됨에 따라 메톡시기의 탄소 원 

자의 이면각이 180.0°에서 一66.7°로 크게 바뀌며 

세개 수소도 약 3~4° 회전된다. 이것은 메톡시기 

산소의 고립 전자쌍이 protonation됨에 따른 분자내 

양의 전하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1에 나타낸, 6-31G basis set을 사용하여 

최적화된 중성 치환옥사졸 및 protonate된 치환옥 

사졸에 대한 전 에너지와 6-31G* basis set을 사용한 

single point 에너지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Kabir 등'이 Gaussian 8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옥사졸 및 protonate된 옥사졸의 

전 에너지를 괄호내에 함께 표시하였는데, 6-31G 및 

6-31G* basis set을 사용했을 때 모두 본 연구에서 

계산한 전 에너지가 더 낮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계산된 에너지가 구조적으로 최적화된 안정한 에너 

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옥사졸에 치환기가 도입될 때 도입되는 치 

환기의 성질에 따라 옥사졸 고리내 산소의 전자적 

구조의 변화가 달라지게 되므로 양성자 친화도도 

달라지게 된다. 치환 옥사졸의 양성자 친화도는 Ta

ble 2에서 protonate 된 구조와 중성 구조 사이의 에 

너지 차로 정의되며15您21~23 계산된 양성자 친화도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polarization basis set 인 6-31G* basis 

set을 사용했을 때가 6-31G basis set을 사용했을 

때보다 양성자 친화도가 약 8~12kcal/mol 더 낮게 

남을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이미다졸, 옥사졸 및 

티아졸의 양성자 친화도에 대한 Kabir 등16의 계산 

결과에서와 같은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6-31 

G* basis set에서 계산된 양성자 친화도를 보면 전 

자를 주는 기가 치환된 옥사졸은 옥사졸 모체보다 

크耳 전자를 끄는 기가 치환된 옥사졸은 옥사졸 

모체보다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치 

환기의 종류에 따른 양성자 친화도의 경향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Table 4에 6-31G* basis set을 

사용하여 Mulliken population analysis로써 계산된 

atomic charge를 나타내었다. Atomic charge의 경우 

6-31G* basis set이 minimal basis set 또는 polari

zation 함수가 없는 split-valence set보다 더 신뢰 

성이 크므로 Table 4에는 6-31G*로 계산된 값만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전자를 주는 기가 치환된 옥사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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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tal atomic charges obtained by the use of the 6-31G* basis set

Atom
Substituent, X

H OH nh2 ch3 OCH F Cl CN no2
01 -0.5618 -0.5631 -0.5677 -0.5672 -0.5667 -0.5562 -0.5548 -0.5488 -0.5481

Cl 0.3510 0.3675 0.3484 0.3556 0.3661 0.3655 03603 0.3582 0.3559

N1 -0.5034 -0.5229 -0.5212 —0.5278 -0.5354 •-0.5275 -0.4824 一 0.4863 -0.4762

C2 -0.0664 0.5152 0.3600 0.1668 0.5530 0.5459 0.0175 0.1326 0.3787

C3 0.0859 0.0082 0.1007 0.0583 0.0020 0.0319 0.1092 0.1567 0.1879

Table 5. Electron densities obtained by the use of the 6-31G후 basis set

Atom
Substituent X

H OH nh2 ch3 och3 F Cl CN no2
01 8.1893 8.1854 8.1933 8.1940 8.1920 8.1797 8.1757 8.1533 8.1575

Cl 4.5505 4.5322 4.5516 4.5365 4.5317 4.5403 4.5458 4.5508 4.5668

N1 6.7558 6.7957 6.8538 6.8151 6.8024 6.8134 6.7761 6.7500 6.7390

C2 4.8052 4.3284 4.4835 4.7149 43240 4.2943 4.9247 4.8255 4.7678

C3 4.7930 5.0242 4.8438 4.8485 5.0357 4.9744 4.8138 4.7873 4.8200

경우 protonate되는 산소 원자의 음의 전하가 옥사 

졸보다 더 크며, 반대로 전자를 끄는 기가 치환된 

옥사졸의 경우에는 protonate되는 산소 원자의 음의 

전하가 옥사졸보다 적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를 

주는 기가 치환된 옥사졸은 옥사졸에 비해 양하전의 

양성자와 더 쉽게 결합하여 안정화되므로서 양성자 

친화도가 중가하며, 전자를 끄는 기가 치환된 옥사 

졸은 반대로 옥사졸보다 산소원자의 음의 전하가 더 

적게 나타나 양성자 친화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경향은 Table 3의 

결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양성자 친화도 값에 영향을 주는 치환기의 성질을 

더욱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옥사졸 및 치환 옥사졸에 

대해 6-31G*에서 계산된 옥사졸 고리내 원자들의 

전자밀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히드록시기를 제외한 전자를 주는 

기가 치환될 경우 옥사졸 모체에서 보다 옥사졸 고 

리내 산소, 01의 전자밀도가 증가하며, 전자를 끄는 

기가 치환된 옥사졸의 산소의 전자밀도는 반대로 

옥사졸 모체보다 감소되므로서 치환기의 특성을 잘 

나타냄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치환기의 특성에 

따라 전자를 주는 기를 옥사졸에 치환시킬 경우 양 

성자 친화도가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메틸기를 

포함한 전자를 주는 기가 치환될 경우 전자주개 효 

과로 인하여 양성자 수용체인 산소 원자의 전자밀 

도가 증가되므로서 양성자와 쉽게 수소결합을 이루 

어 protonated form이 안정하게 된다.24

의약품의 약리작용은 인체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용매효과를 포함하여 여러 

인자 둥에 영향을 받게 되나, drug design의 첫단 

계인 의약품의 구조-활성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조 

사된 이상의 결과를 Scheme 1 및 전보에 나타낸 

netropsin의 구조와 종합해 볼 때 피롤 고리를 옥 

사졸 고리로 치환시킨 옥사졸을 포함하는 lexitrop- 

sin에서, 기체상의 옥사졸 고리에 대해 전자를 주는 

기를 치환시키므로 protonate되는 산소의 음의 전 

하가 증가되어 groove binding을 하는 중요 부분인 

옥사졸의 양성자 친화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DNA G-C 염기쌍에서 guanine의 아미노기와 옥사 

졸의 산소 사이에 수소결합이 용이하게 되어 약리 

활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 론

DNA와 groove binding을 통하여 약리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항암, 항바이러스 의약품인 천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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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ropsin에서 피롤 고리를 DNA 구아닌의 양성자 

수용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옥사졸 고리로 바꾼 옥 

사졸을 포함하는 lexitropsin의 약리 활성 구조를 찾기 

위해, groove binding을 하는 중요 부분인 옥사졸에 

여러 치환기를 도입한 총 18종의 화합물에 대해 ab 

initio 방법으로 최적화된 기하학적 구조를 밝혔다. 

아울러 각 화합물에 대해 계산된 에너지로부터 양 

성자 친화도를 구하여 DNA 염기쌍과의 결합 능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자를 주는 기가 치환될 경우 

옥사졸 모체보다 양성자 친화도가 증가되는 반면 

전자를 끄는 기가 치환될 경우 그 값이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옥사졸 고리내의 산소의 atomic 

charge 및 전자 밀도와 상관성이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옥사졸을 포함하는 lexitropsin에서 옥사졸에 

전자를 주는 기를 치환시킴으로써 guanine의 아미노 

기와 수소결합 능력이 증가되어 DNA 염기쌍과의 

결합이 용이하게 되므로 옥사졸을 포함하는 lexitro- 

psin보다 약리 활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1994년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특별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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