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AEHAN HWAHAK HWOEJEE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 30, No. 3, 198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아데닌, 우라실, 시토신 및 말로네이트 배위자를 

가진 팔라듐 (H) 착물의 합성과 그 성질

吳相午t •牟成鍾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1985. 12. 19 접 수)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Pd(II) Complexes with 
Adenine, Uracil, Cytosine and Malonate Ligands

Sang-Oh Ohf and Sung-Jong Mo

Department of Chemistry, Kyun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635, Korea 

(Received December 19, 1985)

요 약. 몇몇 백금 (II) 착물과 팔라듐 (II) 착물에 잠재적인 항종양 활성이 있다고 보고 되었 

다. 그러나 백금(II) 착물들은 항종양제로서 독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데닌, 우라실, 시 

토신 및 말로네 이 트 배위자를 포함한 팔라듐(II) 착물에 관심을 가지고 합성하였다. 팔라듐(II)와 배 

위 자와의 반응은 수용액 상태 에 서 연구하였으며 , (Pd(en) (C5H5N5)2) (NO3)2, (Pd(en) (C4H3N2O2) 

Cl〕, [Pd(en) (C4H5N3O)2J (NO3)2- (C4H5N3O) 및 (Pd(en) (C3H2O4)J 분자식의 형태로 분리하였다. 

이들 화합물들은 원소분석 및 질량분석으로부터 존재 원소의 함량과 분자식을 추정하였으며, 적외선 

스펙트럼과 전자 스펙트럼으로부터 금속과 배위자와의 결합 및 전자이동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ABSTRACT. The antitumor properities of metal are not limited to Pt(II) complexes. Recently, 

it was reported that some Pt (II) and Pd(II) complexes with sulfur and nitrogen ligands had po

tential antitumor reactivity. Pt(II) complexes is toxic drug for anticancer. Therefore, the comp

lexes of Pd(II) with adenine, uracil, cytosine and malonate ligands are interesting for anticancer 

drug. We synthesized new palladium complexes containing nucleosides. The reactions of Pd(II) 

with adenine, uracil, cytosine and malonate ligands have been studied in aqueous solutions. The 

complexes isolated from these reactions have the following formulas；〔Pd(en) (C5H5NG2〕(NOG2,〔Pd 

(en) (C4H3N2O2)C1),〔Pd(en) (C3H2O4)] and(Pd(en) (C4H5N3OW (NOQw (C4H5N3O) . The compounds 

have been identified by elemental analysis, mass spectra, infrared spectra and electronic spectra.

1.서  론

cw-dichlorodiammine platinum (Il)-(cii-pla- 

tin) 의 제암작용이 Rosenberg 등에 의하여 발견 

된 이 래 4 백 금 착물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해겼으 

며5 아울러 항암제6에 대 한 연 구도 활발해졌 다7. 

착물 화학의 성질에서 보면 백금과 팔라듐은 주 

기 율 표에 서 8족에 속하는 전 이금속으로 유사 

한점이 매우 많다. 최근 팔라듐 이온과 핵산 관 

련 물질과의 상호작용과 황, 혹은 질소 원자를 

포함한 비이탈 배위자를 가지는 팔라듐(II) 착물 

의 항종양성에 관해 획기적으로 많이 연구 切3되 

고 있다.

한편, 생화학적으로 중요한 일부 배위자들에 

대해서 단결정 X-선 회절법에 의해 시토신&9에 

서 는 N (3) 에, 아데 닌 噸11 에 서 는 N (1) 혹은 N (7) 

에 선택적으로 금속이 배위되며 구아닌I% 13에서 

는 N(7) 위치에 금속이 결합된다고 확인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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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Ws-platin 의 수화생 성 물이〔Pt(NH3)2 

(H2O)2〕2+M 에 서 다소 복잡한 물질15,16일 수도 

있다고 보고 되었다17.

이 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데닌, 우라실, 

시토신 및 말로네이트 등의 배 위 자를 가지 는 백 

금(II) 착물에 대 해서는 '70 년대 말 이 후로 

많이 연구되었고, 심지어 동물에 대해 항암성 여 

부의 임 상실험까지 실시 해 왔으나 현독성 , 구토, 

난청등의 강한 부작용과 심 한 고통을 환자에 게 

주는 결점이 있었다22. 또한 팔라듐 착물은 백 금 

착물에 비해서 염소 이온이 물과 쉽게 교환될 수 

있다 23.

따라서, 본 연 구에 서 는 부작용이 ,적고 효율적 

인 암억제제인 팔라듐(II) 착물을 개발할 목적으 

로 아데닌, 우라실, 시토신 및 말로네이트 배 위 

자를 포함한 팔라듐(II) 착물을 합성하고 그 성 

질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미 일차 cycloamine 계와 sulfoxide 배위자를 

갖는 팔라듐 (H) 착물을 합성하고 분광학적 연구 

로부터 이들 착물의 성질과 구조를 조사해서 발 

표* 한 바 있 다.

2.실  험

(1) 시 약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 약은 일급 및 특급을 정 

제하지 않고그대 로사용하였으며 , 특히 우라실, 

아데 닌, 시 토신은 Aldrich 사의 특급시 약을 사용 

하였으며 PdCL 는 Inuisho 정밀금속 회사의 특 

급 시 약을 사용하였다.

(2) 착물의 합성

KzPdCk 는 Grube 방법25으로 합성하였고, 합 

성한 I&PdCk 를 사용하여 출발물질인 Pd(en) 

CI2 를 Mccromick 등이 보고한 방법26에 따라 

합성하였다. 실험 에 사용한 배 위 자의 구조식 은 

Fig. 1과 같다.

〔Pd(en)(Aden)2〕(NC)3)2 (I). 0.8mmol 의 Pd 

(en)C12를 5〜 10mZ의 물에 가한 현탁액에 1.6 

mmol 질 산은의 3mZ 수용액 을 가한다. 30 분동안 

저은 후 생성된 염화은 침전을 제거한 여과액에 

아데 닌 1.6mmol 의 DMF-수용액 의 현 탁액 을 65 

C° 로 유지 하면서 가한다. 마지 막 용액 을 p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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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o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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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and abbreviation of ligands.

로 유지하고 80°C에서 1 시간동안 저은 후 실 

온에서 며 칠동안 증발시켜서 얻은 침전을 찬물 

로 세척한 후 진공에서 건조시켰다.

〔Pd(en)(Hu-NDCl〕(II). Pd(en)CL 와 질산 

은의 각각 lmmol 을 20mZ DMF 에서 30분동안 

저은 후 생성된 염화은 침전을 여과하고 칼륨 우 

라실 레 이 트一K (HU) -0.5H2O27 를 160mg 가한 다. 

현탁액을 22°C에서 3일동안 저으면 옅은 노란 

색의 생성물이 생기고, 이 침전을 여과해서 DMF 

로 세척하여 진공에서 건조시켰다.

〔Pd(en) (Cyt)2〕(NOQbCyt (III). 0.8mmol 

의 Pd(en)C】2 와 1.6mmol 의 질산은을 15mZ 의 

물속에 서 반응시 켜 얻은 (Pd(en) (H2O)2) (N- 

。小产를 1.6mmol 의 시토신과 혼합하여 온도를 

40。C 로 유지하면서 40 시 간동안 반응시 킨 후 용 

액을 pH6 으로 조정하고 5〜8mZ 까지 60°C 에서 

농축시킨 다음 이 혼합물을 0。(：까지 냉각시키 

고 pH6 으로 재조정하여 얻은 침전물을 찬물로 

세척하여 진공에서 건조시켰다.

〔Pd(en) (Mai)〕(IV) . lmmol 의 Pd(en)C】2 를 

20% 아세톤一수용액을 용매로한 IM NaNO3 10 

mZ 에 넣고 여기 에 2mmol 의 질산은을 가하여 

생성 된 현탁액을 30분동안 저은 후 염화은 침전 

을 제거시켰다. 여과액에 말로닉산을 수산화 칼 

륨으로 중화시 켜 5배정 도 과량 첨가하고 용액 

을 pH5 로 조정하였다. 용액을 실온에서 며 칠동 

안 방치하면 옅은 노란색 침전이 생성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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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을 여과해서 에탄올一물(1 : 1)로 세척하 

고 무수 에탄올과 에테르로 더 세척한 후 진공 

에서 건조시켰다.

(3) 착물의 분석 및 기기

탄소, 수소, 질소의 함량은 Hewlett Packard 

185B 탄소, 수소, 질소 분석기를 이 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질량 스펙트럼은 Shimadzu Mass Spe 

ctrophotometer 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 다. 적외선 

스펙트럼은 Shimadzu Infrared Spectrophotom- 

eter(IR-430)을 사용하여 KBr 원판법으로 얻었 

으며 가시 및 자외 선 스펙 트럼 은 UV-210A Shi- 

madzu Spectrophotometer 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한 착물의 원소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 

으며 계산치와 분석치 사이에 비교적 좋은 일치 

를 보여주고 있다.

질량 스펙트럼. 본 실험에서 합성한 착물들은 

분해 온도가 200〜235°C 로서 고온에서는 매우 

불안정 하기 때 문에 고체 시 료를 기 체 화하기 위 

해 온도를 높일때 쉽게 파괴되므로 질량 분석법 

에 의한 분자량의 측정이 곤란하였다.

각 착물에 따른 m/e 을 살펴 보면 Table 2에 

서처 럼 상대강도 100에 해 당하는 m/e44-(I),m/ 

e56-(H), m/elll-(III), m/e60-(IV)의 이온들 

이 나타났는데 , 착물 (I) 의 m/e44 피 이크는 아데 

닌 배위자의 오원 고리에서 분절된+NH2—CH= 

NH에 의한 값이며, 착물(II)의 m/e56 피이크 

는 우라실 분자의 고리가 깨어지면서 생성되는 

안정 한 구조인 아크롤레 인 이 온에 의 한 값으로 

추정된다. 착물(III)의 m/elll 피이 크는 시토신 

분자에 의한 값 및 착물(IV)의 m/e60 피이크는 

말로네이트에서 분절된 CH2COOH2+에 의한 값 

으로 추정된다. 팔라듐 금속의 동위원소에 의한 

값은 m/el04(abundant ratio 9%), m/el05(23 

%), m/el06(27%), m/el08(27%)로 예상 되는 

데 각 착물의 질량 스펙트럼으로부터 모두 확인 

할 수 있었다. m/el35-(I) m/elll-(II),m/elll 

-(III), m/el04-(IV)에서는 각 착물에 해당하는 

한 분자의 아데닌, 우라실, 시토신 및 말로네이

Table 1. Elemental analytical data of the complexes

Complex
Component (%)

C H N

(Pd(en) (Aden) 2) 25.61 3.13 34.25
(NO3)2 (25.70) (3.21) (34. 95)

(Pd(en) (HU-Ni) 23.85 4.69 17.01
Cl) (23.02) (3.54) (17.90)

〔Pd(en) (Cyt)2) 27.41 3.34 29.93
(NO3)2.Cyt (26.96) (3.72) (29.19)

(Pd(en) (Mai)〕 21.62
(22.36)

3.89
(3.75)

11.07
(10.43)

( ):calculated value.

Table 2. Mass spectra of the palladium complexes

Complex - m/e

(Pd(en) (Aden) 2〕

(NO3)2 (I)

[Pd(en) (HU-Ni)
Cl) (II)

(Pd(en) (Cyt)2〕

(NO3)2・Cyt(III)

(Pd(en) (Mai)〕

(IV)

41,43, 44, 54,55, 56,57,60,65, 67, 6 
8,69,71,73,74,77,79,80,81,82, 83, 
85,87,91,97,107,108,39,124,129, 
135,149,184, 225.
41.43.44, 54, 56,57,60,67,69, 70, 7
1.73.74.79.81, 83,85, 87,91,95,97, 
107, 111, 149.
52,53,54,55, 56,57, 60,66,67, 68, 6
9.70.71.73.74.77.79.81, 82,83,84, 
85,87,91,95,96,97,98,107, 108, 10 
9, 111, 112,125,129,149,151,185, 22 
2,247.
41.42.43.44, 45,46,52, 53,54, 55, 5 
6,57,5& 59,60,61, 64,65,67,68,69,
70.71.73.74.77.79.80.81, 82, 83, 8 
4,85,86,87,89,91,92,104,107,108, 
128,149,172,208.

트 배위자에 의한 이온들이 나타났다.

이들 값으로부터 팔라듐 금속에 각 착물에 해 

당하는 배위자가 모두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착물①(IV)에 해 당하는질량 스펙트 

럼을 대표적으로 Fig. 2, Fig. 3에 나타내 었다.

적외선 스펙트럼. 적외선 스펙트럼에 대한 결 

과는 Table 3과 같으며 , 아민 배 위 자의 특성 

봉우리인 N-H 신축진동이 3300〜3400cmT 에 

서 모두 나타났고, 착물의 특성 봉우리인 Pd-N 

신축진동이 410〜440cmT 와 500~550cmT 에 서 

나타났는데 이는 Pd-N의 대칭과 비대칭 신축진 

동에 의한 것으로 착물 (II) (III) (IV)는 모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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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ss spectrum of (Pd(en) (Mal)J.

영 역 사이 에 서 나타났으며, 착물 (I) 은 Pd-N 의 

비대칭 신축진동에 의한 흡수만이 540cm-1 부근 

에 나타나고 있다. 이들 착물들의 주요 흡수 띠 

를 살펴보면, 백금과 팔라듐 착물의 스펙트럼은 

매우 유사29했고 착물들의 대칭성이 낮을때 상 

당히 혼합된 진동방식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된 

다. N-H 신축진동 영 역 (3100〜3300cmT) 은 모 

든 착물에서 강한 봉우리를 나타내고 일부 착물 

에서는 어깨 봉우리를 포함할때도 있으며, 착물 

에 따라 이들 봉우리의 진동수와 세기는 다양하 

다. 단지 두 봉우리만이 나타나는 경우는 NH2 

군의 비대칭과 대칭 신축진동의 결과로 여겨지는 

반면에 세 봉우리가 나타나는 경우는 NH2 변형 

방식 인 신축진동 방식과 배진동 사이 의 Fermi 상 

호작용에 근거를 둘 수 있다29. 본 실험에서 합 

성 한 착물(II)(IV)에서 세 봉우리 가 나타나는 

것이 Fermi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봉우리의 형식은 결정격자내에 있는 수소 

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 

다. C-H 신축진동 봉우리 (2880〜3000cmT) 는 

매우 약하고 날카로우며 각 착물의 특성을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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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봉우리이 다. nh2 변형 진동방식은 세기 

가 중간정도 내지 강하고, 약간 날카로운 봉우리 

이며 대개 어깨 봉우리를 가지고 1560~ 1605cm-1 

부근에서 나타나며 때로는 두 봉우리로 구별되 

는 분리가 있을 수 있다叫 C-H 변형 에 의한 봉 

우리의 세기는 약하며 , 1440〜 1480cmT 에 나타 

났고, 골격의 진동방식 만큼 많이 NH2 와 CH2 의 

앞뒤흔듬 진동과 꼬임 진동으로 보이 는 봉우리 

가 1000~1450cmT에서 나타났으며 이 영역은 

봉우리가 가장 많은 지문영역이 다. 1000~1080 

cm-1 영역에서는, 어깨 봉우리를 포함할때도 있 

지만 중간정도 내지 강한 하나의 봉우리가 모두 

나타났는데 C-N 신축진동을 포함하는 골격 의 진 

동방식이 라고 생각된다. 900cm-1 부근에서는 일 

반적 으로 중간정 도의 세 기 를 가지 는 봉우리 가 나 

타나는데 NH2의 꼬임 진동으로 생 각되 며 3。착물 

이 700〜800cmT에서 중간정도의 세기를 가지 

는 봉우리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 

은 NH2의 좌우흔듬 진동에 따른 것이 라고 생각 

된다3。. Pd-N 신축진동은 착물마다 그 세기가 

다르며 400~600cm-1 영 역 에 서 대 부분 그 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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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frared spectrum of (Pd(en) (Mal)J.

를 설명하였다. 적외선 스펙트럼중 착물(IV)의 

스펙트럼을 F，g. 4에 나타내었다.

전자 스펙트럼. 妒-전자구조를 가진 사각평면 

착물은 거의 모두가 반자성체이고 바닥상태는

이다. 이들착물은 배위자내에 빈 力-궤도를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d-d전이의 형태는 같 

으나 전하이 동전이의 형 태가 달라진다. Fig. 531 

에 나타낸 분자궤 도로부터 b2g(s*)->blg(a*) CAig 

-+0如), alg(<r*) -^bjg(a*) (lAig-MBR) 및 eg(s*) 

-bi；(尸)(1/0710)형태3i의 d-d전이가 일어 

날 수 있 다. 이 들 전이 는 금지전이 이 지 만 b2uS) 

一>顷 (<7*) (1板->1 A&) 와 eu (sb) ->big(0-*) (LA1L 

1玖)의 전하이동전이는 허용전이이다. 이것은 

배위자 궤도에 편재된 전자가 금속의 궤도로 편 

재되는 전이이고 0姑一»1风가 lAigTiA^ 전이보 

다 강도가 크다32. 이와같은 전이 형태는 배위자 

내에 빈 z-궤도가 없는 경우이며, 배위자내에 

빈 z-궤도를 포함하는 착물의 경우에는 1Aig—» 

呐如 払1「1如,0比1玖의 d-d전이는 첫번 

째 경 우와 같으나 분자궤 도가 다르므로32전 하이 

동 띠가 달라진다. 가장 낮은 전하이동 띠는 전 

자가 채워진 가장 높은 금속의 궤도에서 배위자 

의 빈 궤 도중에 가장안정 한 a2uS*)로 전이 할 것 

이다. 첫번째의 전하이동 띠는 b2g(ff*)->a2u(s:*) 

(lAigTiBiQ이며, 궤도적으로 금지전이이기 때 

문에 비교적 강도가 약할 것이 다. 두번째 전하 

이동 띠는 %(0*)-嘔(参*)30一山贏)이며, 

세번째 전이는 %(芯*)-32血*)(0厂>1玖)이다. 

1板1 Ag 와 AlE 전이는 모두 허용전 이 이 

고, lAigfiE”전이는 강도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전하이동띠의 강도는 iAig—-1E*〉 

仏也1呐2“〉1冬厂»吶0 라고 생 각된다32.

METAL MOLECULAR
ORBITALS 0R8ITALS

LIGAND
ORBITALS

%u3 히
(n *i)p

(ni)s /

略히)加宀* \\\
/ \ \壮

/ 财7两"시" \

\源/' 1g同"*、上

人了注 新(지%\ V \
d "4“芝--------- A\\\

—x/ '、\\ 対띄,브寸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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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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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lecular orbital energy level scheme for 
square planar metal complexes in which there is no 
intra-ligand ^-orbital system.

그런데 본 실험에서 합성한 착물은 질소 및 산 

소가 팔라듐과 배위하므로 배위자내에 빈 궤 

도를 포함하지않은 첫번째의 전이 형태에 해당 

하며 단지 흡수 띠의 강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 

렵지 만 Table 4에서 처 럼 착물(II)의 경 우에는

Table 3. Assignment of the I. R. bands, (cm-1)

assignment
Complex

(I) (II) (Ill) (IV)

(N-H) 3300vs. 3300vs. 3300vs. 3400vs.
(C-H) 2950m. 2900s. 2800w. 2950s h.
(SO) 1650s. 1650s. 1600vs.
(CH2) 1450s. 1450m. 1430vw.
(C-C) 1370w. 1360vw. 1370s. 1350m.
(C-N) 1020m. 1000s. 970w. 1060s.
(Pd—N) 540m. 560m. 545w. 555m.

430m. 410m. 440w.

where, (I) ； (Pd(en) (Aden)2) (NO3)2(n)；(Pd(en) (HU 
-Ni)Cl) (III) ； (Pd(en) (Cyt)2) (NO3)2-Cyt(IV) ； (Pd 
(en)(Mal)〕. vs. ；very strong s. ； strong m. ； medium 
vw. ；very weak w. ；weak sh. ； shoulder.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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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ectronic spectra of the palladium comple
xes

complex 人m#(nm) £ assignment

CPd(en) (HU- 324 72.1 'AiL'A2g
Ni)Cl〕(ID 216 7708 1Aig—*lEu

(Pd(en) (Cyt)』 323 67.2 ‘侦—心如

(NC)3)2 Cyt 266 3827 1Aig—>JA2u

(in) 206 8685 1Aig-*1Eu
(Pd(en) (Mai)〕 342 873.2 'Aigi'Azg

(IV) 256 1237 1Aig-*1A2U
216 5385 lAy^Eu

(Solvent : 1720)

180 220 260 300 380 而)

Fig. 6. UV. -Visible spectrum of (Pd(en) ( Mai)).

324nm 에서 如의 d-d 전이 및 216nm 에

서 lAig—>1玖의 전하이동 띠라고 예측되며 배위 

자의 兀g 보다 에 너지 가 더 낮은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라실의 아민기가 금 

속에 결 합되 어 있을경 우는 전자가 금속쪽으로 이

0

(IV)

(I) ; [pd(en)(Aden)23(NO3)2 (II) ; [Pd (en) (HU-N ^Cl ] 

(III) ；〔Pd(en)(Cyl)2〕(NO3)5中(IV)； [pd (此)(Mai)]气

Fig. 7. Structure of the palladium complexes.
(I)； (Pd(en) (Aden)2)(NO3)2 (II)； (Pd(en)(HU-NO 
Cl〕(III)； (Pd(en)(Cyt)2) (NO3)2-Cyt (IV)； (Pd(en) 
(Mai)].

동하여 전하이동이 쉬워진 결과로 생각된다. 착 

물(III)의 경우는 323nm 에 1板一，0%의 d-d 전 

이 및 206nm 와 266nm 에서 각각 0^一>%如, 

01「1玖의 전하이동 띠라고 생각되며, 착물 

(IV)의 경우는 342nm 에 丛以—>0如의 d-d 전이 

및 216nm 와 256nm 에 서 1Aig->1A2u, 0以7压， 

의 전하이동 띠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착물(III) 

(IV)의 경 우도 배위 자의 為“ 보다장파장쪽으 

로 이동한 것은 전자가 금속쪽으로 이동하여 전 

하이동이 쉬워진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F谊 .6 은 착물 (IV) 에 해 당하는 가시 및 자외 

선 스펙트럼이다. 착물(I)에 대해서는 용매를 찾 

기 가 곤란하였 으며, DMF 에서는 일부 용해 하였 

지만 DMF의 배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또한 UV 영역에서는 DMF 자체의 흡수때문에 

착물의 흡수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어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리 고 착물 (II) (III) (IV) 

는 더운물을 용매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요약한 착물의 구조를 

Fig.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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