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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항암제 금속착물(Metallo-tallysomycin)은 특이한 암세포를 인식하고 비공유결합 형태로 DNA의 염 

기서열에 결합하여 서열을 균열시킨다. 금속착물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금속결합 항암제 금속착물(Zn, Co- 

tallysomycin» 합성하고 정제 하였다. 최적 pH 조건을 찾고 온도의존 NMR 실험을 시행하여 교환가능한 'H- 

NMR 신호를 지정하였다. 최근에 개발된 NERD(2D NOESY 1-1 echo｝실험을 통하여 용액상에서의 착물의 결 

합양식 과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P-aminoalanine, p-hydroxyhistidine, imidazole, 그리고 pyrimidine 고리의 

질소원자들이 Zn(II) 이온과 결합하고 있으며, Co(III) 이온의 경우는 각각 1당량과 2당량의 tallysomycin과 결 

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BSTRACT. Metallo-tallysomycin (an anticancer drug metal complex) recognizes specific tumor cell, and 
noncovalently binds to DNA base pair to cleave sequence. Anticancer drug metal complexes, zinc- and cobalt- 
binding tallysomycins, were synthesized and purifi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functions of metal complexes. 
Complete exchangeable 'H-NMR signal assignment was accomplished by optimal pH- and temperature-dependent 
'H-NMR studies. In addition, a recently developed NERD (2D NOESY-1-1 echo) experiment gave a detail struc
tural feature which is useful for NMR-based s이ution state structure determinatin of complex. Results exhibit that 
nitrogen atoms of p-aminoalanine, p-hydroxyhistidine, imidazole, and pyrimidine ring are the metal binding sites 
with a Zn(II) ion, whereas Co(III) ion can bind to one and two equivalent of tallysomycin, respectively.

서 론

TallysomycinfrLM）은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는 ble- 

omycin（BLM）의 유도체로서 당과 펩타이드 그리고 

몇개의 작용기로 이루어진 glycopeptide 이다.心 이 

TLM은 금속착물 형태로 DNA의 특정한 염기배열을 

인식하고 비공유 결합형태로 결합하여 염기를 지탱 

하고 있는 당을 균열시킴으로써 암세포의 기능을 저 

지시킨다이런 관점에서 금속이온을 매개로한 

DNA 균열반응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치료를 목적으 

로한 제약개발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자 

연계에 존재하는 이 항암제를 분리 연구하고 재평가 

함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제약을 개발 합성하는데 중 

요한 도구가 된다. BLM이나 TLM 착물의 일반적인 

특징은 금속이온이 결합한 후 작용기의 역활로 인해 

DNA 나선까지 운반되고 금속이온을 매개로하여 국 

부적으로 라디 칼（산소분자 radical 또는 hydroxide rad

ical）!- 형성하여 DNA 균열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인디아 토양의 Actinomycetes 에서 추출된 TLM은 

BLM의 유도체（제 3세대 항암제）로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Fig. 1의 tallysomicin-A（TLMA）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요 차이점은 bithiazole에 연결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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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lecular structure of tallysomycin-A (TLMA) 
with functional group participating as metal binding sites.

amino-4,6-dideoxy-L-talose를 TLM이 더 소유하고 

있고, 대신에 BLM은 y-amino valerate기에 C34탄소 

위치에 methyl기를 하나 더 소유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tallysomycinSIoi,(TLMsiob>fe- 꼬리부 

분의 61번 탄소이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구조상 

첫 영역은 금속결합의 활성부위로서 pyrimidine, 0- 

aminoalanine, 그리고 g-hydroxyhistidine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두번째 영역은 bithiazole과 꼬리부분(tail 

region)이고, 셋째 영역은 glucose와 mannose 잔기로 

서 각 영역들은 특수한 기능을 갖는다. Bleomycin 의 

두개의 당들 즉 glucose 및 carbamoyl기가 있는 man- 

nose는 암세포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고 bithiazole/1 

는 DNA와 비공유 결합하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Bithiazole과 꼬리 부분에 의한 결합의 의미는 

공유결합 형태보다는 정전기적인 작용에 의하여 

DNA의 염기쌍 helix외각에 intercalation한다는 사실 

이 더 우세적이다. TLM은 BLM과 같이 구조상 그리 

고 기능상 DNA 균열작용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 치 

료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BLM에 의한 

DNA 결합-균열 메카니즘이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두종류의 제약이 비슷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어지고 있다. 더우기 이들은 금속착물(metallo- 

BLM/TLM)을 형성할때 분자의 제 1영역으로부터 

질소주게 리간드를 받아 유사한 분자기하 구조를 이 

루는 금속이온 결합 motif-f- 가지고 있다.‘血

이 항암제들의 금속착물 형태가 DNA균열에 참여 

한다는 사실은 최근 발견됨에 따라metallo-BLM/ 

TLM(Fe, Co, Ni, Cu, Zn-BLMTLM)을 폭넓게 연구 

하게 되었다.1 특히 Fe-BLM은 생체내에서 활성이 

있어 주목을 받아 왔고 Co-BLM은 叱。의 운반체로 

암세포의 위치를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Iron착물의 활 

성 에 비하여 Cobalt착물은 빛의 유도에 의해 DNA-t- 
균열시키는 있다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었다.'

입체적으로 금속착물이 어떻게 DNA염기 배열과 

상호작용(intercalation or wrapping)하여 이와같은 결 

과를 주는지 구조적 연구결과는 매우 미흡한 편이 

다.' 분자 수준에서 항암제의 3차원적 구조는 금속이 

온을 매개로한 DNA균열 메카니즘을 확립하는데 필 

수적이다. 또한 분광학적인 방법에 의해 리간드 

BLM/TLM의 결합양식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인 방안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X-ray에 

의한 구조연구를 할만한 단결정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구조적 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모델을 합성하 

거나 부분적으로 다른 분광학적인 방법에 의해 금속 

착물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X-ray 결정학 연구에 적합한 단결정이 아직 얻어 

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구조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 

였는데 구조분석이 핵자기 공명법에 의해 착물에 대 

해 구조연구가 실행되었다. 구조에 관한 연구는 착 

물형태가 DNA의 염기배열에 도달하여 금속이온을 

매개로 염기배열을 지지하고 있는 당의 균열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NMR방법에 의한 액상구조 연구는 원래 긴 범위의 

쌍극자 상호작용 (long range dipolar interaction)이 있 

는 생체 거대분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방법인데 최근 

방법이 비교적 분자량(MW=1000 dalton)이 작은 분자 

구조 결정에 대해 사용함으로서 확장 개발되었다." 

액상 구조결정의 작업으로, 동핵 'H-'H 상호연관 실 

험법을 사용하여 *H NMR signal이 결정 되었으며 

TLM과 Zn, Co 금속이온사이의 결합양식에 관한 정 

보를 얻었다. 정제된 착물에 대해 최적 온도 및 pH 
조건을 찾음으로써 교환 'H-NMR 신호들을 완전하 

게 지정하였다. 최근개발된 2D-NMR 방법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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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NERD(NOESY 1-1 echo) 실험을 실행하여 착물 

의 액상구조를 구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연구가 진 

행되었다.

착믈합성 및 NMR 실험

Tallysomycin의 분리정제. 연구에서 사용한 리간 

드 Tallysomycin-A(TLM-A)와 Tallysomycinsiob 

(TLMsiob)는 Bristol Myer사에서 구입하고 분리정제 

하여 사용하였다. 10 mg의 TLM 유도체들과 100 

mg의 mannitol 및 기타 함유물이 들어 있는 Blenox- 

ane과 0.01 M NaCl과 TLM을 약산성 CM Sephadex 

C-25 column(l x 10 cm)에 주입함으로써 분리하였다. 

Mannitol은 0.01 M NaCl 용액으로 column에서 씻어 

내었고, TLM은 16 mL, 3 M NaCl 용액을 흘려줌으 

로써 분리시켰다. 회전 증발기를 이용하여 수용액상 

의 TLM/NaCl 부피를 1 mL 감소시켰다. Sephadex 

G-10 column상에서 H2O(deionized water)를 용리시 

킴으로써 탈 염화시된 TLM을 얻었다. 용리액을 약 

4 mL정도로 부피를 줄인후 냉동건조 시 켰다. 얻어진 

TLM시약은 약간의 옅은 노란색을 띤다.

ZnTLMA착물 합성. ZnCl2 표준용액은 ZnCl2- 
6H2O(Aldrich, 순도 99.98%)를 HPLC용 瓦0에 녹인 

후 표준 EDTA(0.1 M)용액으로 적정함으로써 준비 

되었다. 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결건조 시킨 

후 改。에 녹인 ZnCl2 표준용액은 micro-syringe로 

tallysomycin-A와 당량반응을 시켰다. 반응성의 정도 

는 H2O 및 DR에서 각각 REDHELD NMR 실험을 

이용하여 추적되었다. 착물형성은 pH 6.5와 pH 

7.0의 범위에서 이루어 졌으며 리간드의 착물형성시 

발생되는 pH값의 강하는 NaOD(혹은 DNO3)로 연속 

적으로 조절되었다. 최종 sample의 농도는 2.5 mM 

의 것을 NMR 실험 에 사용하였다.

CoaiI)-TLMSIOb 및 Coan)-(TLMsl0b)2 착물 형성 •

2.3793 g의 CoC12-6H2O 를 Mettler 분석저울(정확 

도 1/1000 mg)로 칭 량하여 0.1 M CoCl2(pH 4.7) 수 

용액이 되도록 100 mL volumetric flask에 녹였다. 표 

준화된 EDTA를 이용하여 정확한 농도를 결정하였 

다. 자동 피 펫으로 TLM 2.5-5.0 m mole 정 도를 농도 

가 알려진 stock 용액 (ca. 17 mM to 3 mM)에서 5 

mL flask에 분취하였다. 용액의 pH를 6.8~7.2 정도 

로 묽은 NaOH로 조절하였다. TLM농도의 95%에 해 

당되는 0.1 M CoCl2 용액을 25 mL 주사기를 이용하 

여 가하였다. 용액의 pH는 빠르게 내려가는데 pH를 

6.8~7.2 정도로 재조정하고 pH변화에 요동이 없을 때 

까지 묽은 NaOH로 조정하였다. 이때 용액의 색깔은 

무색에서 yellow-brown으로 변한다. Co(IID의 산화를 

위해 용액을 24X8시간 정도 공기와 접촉할 수 있도 

록 용기를 열어두고, 강렬하게 저어주면서 방치하였 

다. pH는 매우 서서히 6시간 정도 연속해서 강하한 

다. 이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pH를 묽은 NaOH로 재 

조정하여 70을 유-지 하였다. pH변화가 밤새 방치 해도 

변화가 없는, 이때를 반응이 종결되었다고 보았다. 용 

액을 동결건조 시키고 0.5 mL 99.98% 玖0에 녹인후 

반복해서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H-NMR로 Mono- 

TLMCo, CoQIO-TLMm이 합성되었는지 확인하였고 

최종 3.2 mM 농도를 NMR 실험에 사용하였다. 건조 

된 가루는 초록색이며 용액상에서는 yellow-brown 색 

을 띤다•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BisTLMCo, Co(in)-(TLMS 

啪)2를 합성하였다. 농도를 알고 있는 TLM용액에서 

자동뷔 렛으로 5.0 또는 10.0 mmole의 TLM을 분취하 

여 5 mL flask에 담그고 용액의 pH를 6.8~7.2 정도로 

묽은 NaOH로 조절하였다. TLM농도의 50%에 해당 

되는 0.1 M CoCl2 용액을 25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취한후 매 30분마다 10회에 걸쳐 5%씩 가하였다. 용 

액은 강렬하게 저어주며 CoCb를 매번 가할 때마다 

pH 값을 묽은 NaOH로 조절하였다. 용기를 공기중에 

열어두며 강력하게 저어주면서 12~24시간 정도 방치 

하였다. pH 값은 연속해서 3시간 정도 걸쳐 서서히 

내려가는데 주기적으로 pH를 7.0 정도로 재조정하였 

다. 밤새 방치하면 pH 변화가 없는데 이 때 반응이 종 

결되었다고 보았다. 용액은 동결 건조시키며 0.5 mL 

99.98% 玖0에 녹인후 동결건조를 반복하였다. NMR 

실험 에 사용한 시료의 농도는 2.5 mM을 사용하였다. 

MonoTLMCo과 같이 시료는 가루상태에서 푸른색을 

띠나 용액에서는 yellow-brown-green 색을 띤다.

온도 및 pH의존 NMR 실험. 표준금속이온 Zn 

(IiyZnCh 표준용액)와 표준금속이온 Co(II)(CoCl2 

표준용액)과 TLM 과 착물합성은 Redfield NMR 실 

험법(死0 NMR)을 사용하여 반응정도를 확인하였/ 

다. 착물 형성정도에 관한 'H-NMR 실험은 Nicolet 

NT-360 MHz spectrometer로 실행되었으며, NMR 실 

험 의 변수는 16 K의 data점 과 0.5 Hz의 line broaden

1998, Vol. 42,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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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32 scan이 각각 사용되 었다. 최 적 온도 및 pH 조 

건 실험은 HQ-NMR 실험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H2O(95%)/D2O(5%)5] 용매 조건하에서 pH=(4.5-6.7) 

그리고 온도는 T=(l-50)°C 범위에서 각각 sodium 

trimethylsilyl propinonate(TSP) 내부 기준신호를 이 

용하였다. 교환 'H-NMR 신호지정을 위해 최근 개발 

된 NERD 실험을 GE GN-500MHZ와 GE S2-600 

MHz NMR spectrometer-f- 이용하여 실행하였다. 

NMR data 프로세스를 위하여 Silicon Graphic사의 

Indigo 워크스테이션과 FELIXTM을 각각 사용하였 

다. 1°C에서 물의 공명은 5.01 ppm으로 지정되었으 

며 data를 얻는동안 H2O 신호제거 (presaturatin)를 

decoupler-f- 사용하지 않았다. 스펙트럼 은 8,000 Hz 

의 윈도우에 4 k의 data점 256횟수의 tl증가가 사용 

되었다.순수한 리간드 및 합성 정제된 금속 착물들 

을 이차원적 핵자기 공명법 (2D-NMR) 중 百血 동 

핵상호관련 분광법인 Nuclear Overhauser Effect Sp- 

ectroscopy(NOESY)를 이용하였다. NOESY 분광법 

은 분자내의 'H과 牛!사이의 공간을 통한 이중쌍극 

자의 이완작용(dipolar relaxation)에 기 인한 실험법으 

로 'H」H쌍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정보(thr

ough space connectivity)* 얻을 수 있었다. NOESY 

실험을 也0에서 확장 실행하여 금속착물의 분자내 

에서 화학적으로 치환(chemical exchange)될 수 있는 

수소쌍들의 상호거리 정보를 얻어 내었다. 

也0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에 이목적을 

위하여 개발된 NMR Pulse Sequence(NERD)를 사용 

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NOESY-l-l-echo spectra 

에서 볼수 있는 radiation damping으로 인한 NMR 기 

계의 digitizer/]- overflow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제 

거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90° pulse 및 phase cycle을 

첨가한 방법으로 H2O NMR 실험방법에 적절하다 "

실험결과

동핵 'H-'H 상호연관 실험법을 사용하여 *H-NMR 

signal0] 지정되었으며 TLMA와 zinc사이의 결합양식 

에 관한 정보가 얻어졌다. 정제된 착물에 대해 최적 

온도 및 pH 조건을 얻음으로써 교환 'H-NMR 신호들 

을 완전하게 지정하였다. 최근 개발된 2D-NMR 방법 

중의 하나인 NERD(NOESY 1-1 echo) 실험을 실행하 

여 착물의 액상구조를 구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연구

Fig. 2. Degree of complexation between Zn ion and 
talyysomycin-A monitored by microtitration and 
NMR experiment in a finger print of 73-8.3 ppm. Two 
peaks 7.3 ppm (H28) and 7.8 ppm (H29) of TLMA is 
subject to move to 7.4 ppm and 8.1 ppm after com
plexation, respectively. Symbol A stands for the spectra 
after adding 0.33 equivalent of ZnCh into metal-free 
TLMA. Symbol B and C exhiibit the spectra after ad
ding 0.67 equivalent of Zn to TLMA, and 1 equivalent 
into TLMA, respectively.

가 진행되었다. Fig. 2는 착물형성의 정도를 추적한 

실험으로 반응전 free-TLMA의 imidazole고리의 세개 

의 'H-NMR 신호 H28(7.3 ppm), H29(7.8 ppm)이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지문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기호 A 

(0.33 당량의 금속이온이 적정된 경우, 33% 착물형 

성), B(67% 착물형성), C(100% 착물 형성)는 반응의 

정도를 나타낸다.

Fig. 3은 최적 온도 및 pH 조건을 찾는 과정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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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timal pH and temperature condition for the ex
changeable 〔H-NMR signal assignment. Spectra obtained 
in water NMR experiment (95% HzO and 5% D2O) ex
hibit that pH=4.5 and temperature 1 °C is appropriate 
enough to assign NMR sigiud. Symbol A, B, and C 
아and for "H-NMR spectra recorded at 1°C, 15 °C, and 
25 °C, respectively.

타내었다. H2O(95%)/D2O(5%)^ 용매 조건 및 2.5 
mM sample 농도 조건하에서 교환 ‘H-NMR신호의 

경우 pH=(4.5-6.7) 범위에서 pH가 낮을수록 교환시 

간이 늦어짐으로써 NMR 신호가 더 잘 관측되며 그 

리고 온도는 T=(l~50)°C 범위에서 실험을 실행한 

결과 낮은 온도에서 최적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pH 값이 4.5 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 착물이 서서히 

분해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기호 A, B, C는 각각 

pH 4.5 조건에서 온도가 1°C, 15 °C, 25 °C일때 

NMR 실험을 행한 것으로 1°C인 경우 교환되는 

NH신호가 잘분리되며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12.2 

ppm의 HNC28 피크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2D 

NOESY 실험의 ID-spectra와 NERD 펄스 sequence 

를 나타낸다. 주어진 펄스 서 열은 [90°y90，M90 

%-（2저0）-90%-&] 로서 얻어지는 NH 신호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다음 파라미터 값（T=65 |is, d8=10 jis, A 

i=142 |is, &=112 卩아을 사용하였고 50 ms의 homos
poil 펄스와 512/2047 Z-gradient가 NOE 혼합시간동 

안 사용되었다. 실험결과 200 ms의 혼합시간 착물실 

험에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으로서 배위구 

조 정보에 유용한 교환 'H-NMR 신호들을 완전하게 

지정할 수 있었다. Fig. 4에 5.5 ppm에서 9.8 ppm영 

역의 교환 가능한 수소와 인접수소들과의 공간을 통 

한 쌍극자 이완 연결을 나타내었다. NMR 실험중 

field gradient를 이용하여 HOD 피이크를 제거하면 

이와 더불어 NOE 정보가 소실되는데, 본 NERD 방 

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교환 가능 수소들의 신호를 

지정하고, 공간적인 연결 정보를, 그리고 착물의 배

Fig. 4. Portion of 2D NOE11 spectrum of ZnTLMA in
dicating dipolar connectivity between exchangeable pro
tons attached to nitrogens and protons attached to car
bon atoms. Spectrum in the range of 5.5-9.8 ppm are re
corded at 200 ms mix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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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H-NMR chemical shifts of 
ZnTLMA for the metal-binding sites recorded at 22 °C 
and pH 6.7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Signal TLMA Zn-TLMA \TLMA-ZnTLMA)

H2 4.04 3.73 +0.31 ppm
H3 2.95 2.43 +0.52 PPm
H3' 2.99 3.35 -0.36 PPm
H5 2.62 2.85 -0.21 PPm
H5' 2.72 3.30 -0.48 PPm

Mell 1.91 2.23 -0.32 PPm
H13 5.14 4.84 +0.30 ppm
H14 5.28 5.20 +0.08 PPm
H22 4.77 4.00 +0.77 PPm
H28 7.35 7.40 -0.05 PPm
H29 7.87 8.07 -0.20 ppm

위형태에 관한 금속결합 위치를 알 아낼 수 있었다.

금속이온과 리간드사이의 착물이 형성됨에 따라 

결합부위의 ’H-NMR 신호가 이동하는데 이는 착물의 

결합배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Zn

TLMA 착물의 금속결합 부위인 p-aminoalanine, P-hy- 

droxyhistidine, imidazole, 그리고 pyrimidine 고리의 인 

접 수소들에 대한 화학적이동 변화값을 Table 1에 요 

약하여 보았다.

항암제 tallysomycinsiob를 이용하여 두개의 TLM 

이 리간드로서 Co(III)와 결합하는 Co(III)-(TLM)2의 

새로운 착물이 형성되는 것을 ID 1H-NMR을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화합물이 생체 활성이 있 

는지 구체적으로 분광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Co의 암세포 진단목적 뿐만 아 

니라 두분자의 항암제를 DNA의 염기배열로 운반되 

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암세포 DNA균열을 기대할 

수 있다. Fig. 5는 새로운 착물 Co(III)-(TLM》에 대 

한 'H-NMR spectnmm으로 스펙트럼의 지문으로서 

upfield(0.8-1.4 ppm) 영 역 에서 3개의 methyl기가 두 

종류의 다른 환경 즉 6개의 peaks를 보여준다. 미반 

응(ca 5% of metal free TLM) 상태의 methyl기가 주 

는 peak들은 1.3-1.5 ppm에서 확인할수 있다• 또한 

downfield(7.6-8.7 ppm) 영 역 에서 방향족 peak들에 

관한 두종류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다. 미반응(ca 

5% of metal free TLM) 상태의 H28, H29, H44, H47 

peak들이 7.3, 7.8, 8.2, 8.3 ppm에서 얻어지며, Co 이 

온과 결합한 'H-NMR 신호들이 이중으로 분열된 형 

태로 7.65, 8.63, 8.15, 8.25 ppm(药g. 5에 표시됨) 에 

Fig. 5. 'H-NMR spectra of Co(III)-(TLMsiob)2 indicating a finger print of dimer formation. Some folded peaks for H28, 
H29, H44, H47, and Me32 ‘H-NMR peaks appeared at 7.65, 8.63, 8.15, 8.25, and 1.32 ppm are labeled, respectively.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핵자기 공명법에 의한 항암제 Tallysomycin 금속착물 합성과 배위구조에 관한 연구 63

서 각각 얻어지는데, 이 지문들은 환경이 다른 TLM 

이 Co 이온과 착물을 형성할때 나타내는 신호로 해 

석된다.

결론 및 토론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1 금속결합 BLWTLM 착물 

의 합성방법은 리간드에 같은 당량의 금속이온과 첨 

가하고 HPLC로 분리정제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 

였으나 과정중의 리간드의 손실과 부산물이 많이 생 

성되어 방법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 

과에서는 마이크로 주사기를 이용한 적정법과 

NMR을 이용하여 착물의 형성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합성법에 있어서 좋은 결과라 할 수 있다 MetaUo- 

BLM/TLM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량 

의 리간드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용된 

분리 방법을 이용하면 대량의 BLM/TLM를 항암제 

에서 분리할 수 있다.

Takita 및 그의 공동연구자들이 처음 BLM의 모델 

로서 사각뿔 형태의 Cu■함유의 착물(Cu・P・3A)을 처 

음 합성하여 metallo-bleomycin 착물형성시 리간드 

결합부위를 예견하였다. 실험결과 모델착물과 같은 

형태인 p-aminoalanine, p-hydroxyhistidine, imida

zole, and pyrimidine 고리의 질소주게 리 간드가 금속 

이온과 결합함을 알 수 있었다. 온도의존 NMR 실험 

결과 Zn-TLMA는 sample이 얼지 않는 범위에서 1 

°C까지 내렸을 때 수소들의 H/D-교환속도가 저하되 

어 】H・NMR 관측이 용이하였다. 특히 낮은 pH(pH~ 

2)와 높은 pH(>10.0)범위에서 tallysomycin의 구조적 

인 변형이 발생하는데 tallysomycin의 pKa값들을 고 

려하고 pH의존 NMR 실험을 시행한 결과 낮은 pH 

(4.5)에서 착물의 구조적인 변형이 되지 않으며 pro- 

tonationo] 잘되어 교환수소의 교환속도가 낮아지므 

로 효과적 인 'H-NMR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NMR 

장비에서 field gradient장치가 창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로 개발된 펄스서열을 응용하여 효과적인 

water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특정 금속이 

온과 두 개의 TLM 리간드가 결합하는 사례가 구체 

적으로 밝혀지지 못하였는데 micro-syringe 적정법에 

의하여 이합체 Co(III)・(TLM)2를 합성하였고 다양한 

동핵 및 이핵관련 이차원 NMR 실험결과와 distance 

geometry/molecular dynamics를 이용하여 배위결합 

형태 및 용액상 3차원 구조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과학재단의 지원(941・0300・036・2)과 NMR 실 

험을 하도록 도와주신 Emory 대학교 화학과 Mar- 

zilli 교수님 께 감사를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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