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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할 때 헴에 있는 철 

이온의 산소친화도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 

있는 것일수록 점차 증가된다. 이러한 점증적인 

산소친화도는 헤모글로빈과 산소와의 결합이 협 

동적 임을 나타내며 실험적으로 산소해리곡선이 

s자형태임으로써 알 수 있다.

헤모글로빈과 산소와의 결합이 이처럼 협동적 

인 것은 헴-헴 상호작용 때문이다. 헴-헴 상호 

작용은 헤모글로빈의 사차구조, 즉 산소친화도 

가 큰 R 구조 (relaxed 혹은 oxy 구조) 와 산소 

친화도가 작은 T 구조 (tense 혹은 deoxy 구조) 

간의 변환에 의한 것이다.

수용액 에 서 메 트헤 모글로빈 은 R 구조와 T 구 

조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유기 인산염이 존재 

하면 평형이 T구조로 크게 이동된다. 이처럼 

평형위치가 크게 이동되는 것은 유기 인산염 (예 

를 들면 diphosphoglycerate, inositol hexaphos
phoric acid sodium salt (이 하 IHP 라 한다)) 이 

T구조를 안정화 시키기 때문이다. Diphospho
glycerate 가 T 구조를 안정 화시 킴은 헤 모글로 

빈의 중앙 동공에 위 치한 2개의，소단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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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들 즉, 2개의 히스티딘 143, 2개의 리 

신 82, 2개의 히스티딘 2와 여섯개의 염다리 

를 형 성 하기 때 문이 다.

반면에 이러한 유기 인산염이 없으면, R구조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유기 인산염들 중에서 

IHP 가 헤 모글로빈 유도체 의 R 구조를 T 구조로 

바꾸는데 널리 쓰인다"6.
메트헤모글로빈 유도체들이 IHP 에 의해 구조 

가 변하는 것은 몇 가지 분광학적 방법3,5과 X- 
선 결정학7,8에 의해 밝혀졌다. 한편 Perutz 등 

은8 헴에 있는 철이온의 스핀상태를 고압력에 의 

해 변화시킴으로써 부피변화를 측정하였다.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

Crap azide methemoglobin-IHP: R (high spin) 
fR (low spin): —AV (mZ/mole heme)

= 6.7±1.3
Crape azide methemoglobin+IHP; T (high spin)

—>T (low spin) ; — JV(mZ/mole heme)
= 13.3±1.0

R 구조와 T구조에서의 스핀상태변화에 따른 부 

피변화값이 — 6mZ/mole-heme 정도 다르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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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Perutz 는 이 러한 실험 값 차이 를 높은 압 

력 하에서 T (high spin) —^R (high spin) 변환 

이 일어 난 때 문이 아니였을 까하고 추론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 은 헤 모글로빈 이 R 구조에서 

T 구조로 변 할 때 의 부피 변 화를 dilatometer 로 

직접 측정함으로써 위에서 Perutz 등이 의심한 

점 을 밝히 고 R 구조와 T 구조의 차이 를 알고자 

하는데 있다.

헤모글로빈의 추출은 표준방법으로 하였고% 

헤 모글로빈에 붙어 있는 Diphosphoglycerate 는 

pH 7.5에서 세파덱스 G-25를 통과시켜서 제 

거하였다. Diphosphoglycerate 의 존재 여부는 

Ames 와 Dubin 의 방법 으로 확인하였다. K3 
[Fe(CN)6】를 가하여 메트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여기에 당량의 플루오르화나트륨을 가하여 플루 

오르화메 트헤모글로빈을 만들었다. 농도는 Be- 
nsch-Bensch 방법 "인 540nm, 560nm, 576nm 에 

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하였다.

데옥시헤모글로빈4은 옥시헤모글로빈에 질소 

가스를 5분 정도 통과시켜 만들었다. 만들어진 

데옥시헤모글로빈은 곧 질소가스를 채운 장갑상 

자내에 넣고 모든 조작을 하였다. IHP 의 농도 

는 염에 의한 부피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 

오르화나트륨과 동일 농도가 되도록 0.02M로 

만들었다.

Dilatometer 는 Carlsberg 형 으로 한 쪽에 5mZ 
정도의 헤모글로빈 용액을 넣고 다른 한 쪽엔 

ImZ 의 IHP 용액을 넣어서 "노난으로 채운 다 

음, 연결부분을 윤할제로 잘 발라서 물이나 n- 
노난이 흐르지 않게 한 다음 항온조에 설치하였 

다. 항온조는 士0.005°C 까지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온도를 조절할 수 있 

게 하였다. 30분 정도 방치한 후 두 lag 내의 

물질을 잘 섞은 다음 눈금의 차이를 기록하여 

부피를 측정하였다.

25°C 에 서 측정 한 플루오르화메트헤 모글로빈 

+IHP 부피 변화의 결과는 Table 1 과 같으며, 

데옥시헤모글로빈+IHP 의 부피변화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플루오르화메 트헤 모글로빈+IHP 의 부피 변화 

에는 헤모글로빈의 구조변화 이외에도 IHP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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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olume change of fluoromethemoglobin 
+IHP

F -met Hb IHP Volume
ChanSe

2.4X10~5 皿시e 

2.6X10-5 m시e 
2.0X10-5 mole 
2. 5X10-5 m시e

1.8X10-5 mole
2 8X1（广5 mole

2.4X10-5 mole
3. OX 1（厂5 mole

-0.10 ul
-0. 05 ul

0. 00 ul
0.00 ul

Table 2. Volume change of deoxy hemoglobin+IHP

Deoxy Hb IHP V 이 ume 
Change

2. 4X10-5 mole
2.6X10-5 mole

2. OX IO-5 mole
2. 5X10-5 mole

+ 2.0 ul
+ 2. 5 ul

체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 

피 변화등이 포함되 기 때 문에 데 옥시 헤 모글로빈 

+IHP 의 부피 변화를 기 준으로 하여 야 한다. 왜 

냐하면 데 옥시 헤 모글로빈은 T 구조이 므로 IHP 
에 의해서 삼차구조나 사차구조가 변하지 않기 

때 문이 다. 따라서 7遂Ze 1과 Table 2를 종합 

하면 R구조에서 T구조로 변할 때 부피변화는 

약 — 25mZ / mole ■ heme 이 다.

데 옥시 헤 모글로빈 + IHP 에 서 부피 가 증가하는 

것은 IHP 가 물충에서 단백질내부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이 러 한 사실은 X-선 결정 학으로 밝 

혀져 있다I
IHP 에 의한 헤모글로빈의 부피변화는 헤모글 

로빈의 중앙 동공伞2과 IHP 의 결합에 의한 헤 

모글로빈 사합체의 구조변화, 또 기타 다른 글 

로빈부분의 구조변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IHP 가 헤모글로빈 사합체의 중앙 동공에 있는 

2개의 소단위와 염다리를 형성할 때 두 소단 

위내의 H-나선과 A-나선의 위치가 변화된다.

IHP의 결합으로 인해 두 4-나선간의 거리는 

4A정도 좁아지나 두 H-나선간의 거리는 다소 

멀어진다鶴.

플루오르화메 트헤 모글로빈 에 서 는 플루오르리 

간드의 결합으로 인해 파괴되 었던 subunit 들간 

의 염다리가 IHP와의 결합에 의해 다시 형성됨 

으로써 IHP 와의 결합이 없었을 때보다 각 소단 

위들 사이는 더욱 촘촘하고 견고해진다2.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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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서 사차구조에 의 한 부피변화는 마이 

너스 방향임을 추측할 수 있다.

소단위 들간의 염 다리 형 성 이 的과 01 소단위 내 

의 잔기들간의 염다리형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삼차구조 변환이 비롯되어 근접 히스티딘과 po- 
rphyrine 고리평면 과의 거리가 변한다. 즉 플 

루오르화메트헤모글로빈에 IHP가 없는 경우 근 

접히 스티 딘의 질소와 porphyrine 고리 평 면 간의 

거 리가 2.07A 이 다. 플루오르화메 트헤모글로빈 

에 IHP 가결합한 경우에는 2.3A 으로 늘어난 

다4,8. 이러한 근접 히스티딘의 이동으로 말미암 

아 헴-철은 0.2A 정도 평면 밖에 위치하며 이 

때문에 헴-철과 리간드와의 ；결합길이가 0-08A 
정도 늘어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헴부근의 변 

화에 의한 부피변화는 플러스방향이지만 (0.08 
Ay；。으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다.

기 타 다른 곳에 서 삼차구조에 의 한 부피 변 화 

는 현재까지의 실험적 사실로는 추측할 수가 없 

지만 그렇게 크게 변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R구조에서 T구조로 변할 때의 

—25mZ/mole heme 의 부피 변화는 주로 사차구 

조의 변화때문이 라고 추측되지만 삼차구조에 의 

한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Perutz 는 high spin 상태 의 & 구조를 압력 에 

의해서 low spin으로 바꾸었을 때의 부피변화 

값과 high spin 상태의 7구조를 압력에 의해서 

low spin 으로 바꾸었을 때 의 부피 변화값과의 차 

이가 약 一 6m〃mole・heme 임을 밝히고 이 부피 

변화의 차이 를 높은 압력 에 서 7 구조가 &구조 

로 바뀌 어짐 으로써 나타난 값이 아닌가 추론하 

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추론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것은 Carey 14가 고압에서 R- 
T전이가 없다고한 실험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이며 저자들은 재단 당국에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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