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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근래에는 약물에 의한 세포 내 변화를 동시에 검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High-content screening (HCS) 기기를 구축하고 

있다. HCS 기기를 이용하면 세포에 표지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emission 파장을 가지고 있는 형광 probe 각각을 선택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스크리닝을 위한 약물검색 세포기반 에세이에 

적용할 경우, 약물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on/off 타겟 효과 및 

세포 독성을 한 번의 세포 기반 에세이를 통해서 가능한 최대로 비용적 

효율성을 갖추어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cousto-optic 

tunable filter (AOTF) 기반 HCS 장비를 제작하였다. 본 HCS 장비는 

현미경, AOTF 및 CCD 카메라로 구성되어있는데, 본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에서 발광된 여러 파장의 빛을 AOTF를 통과시킴으로써 

원하는 특정파장의 빛만을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빛이 

AOTF를 통과하여 특정 파장의 빛은 diffraction되고 나머지 빛은 

undiffraction 되어서 분리되게 되는데, diffraction된 특정 파장의 

형광만을 CCD 카메라로 감지함으로써 원하는 세포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본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형광 emission 

파장을 가지고 있는 형광프로브를 세포에 staining시킨 후, 각각을 

분리해서 감지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각각 524, 579, 

그리고 624 nm에서 최대 발광 파장을 가지고 있는 형광프로브 

물질들이 효과적으로 분리·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후속 실험으로, 본 장비를 이용하여 약물 유발 심장독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약물의 염증기전 억제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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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은 심장의 활동전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이러한 

활동전위는 심장근육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온 채널들의 

작용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특히, 세포막에 존재하는 Na+ channel과 K+ 

channel을 통한 이온들의 유출 및 유입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탈분극/재분극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온채널의 활성에 

변화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심장에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QT 간격 연장 

및 단축 (Long/short QT interval)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서맥(bradycardia), Torsades de pointes(TdP), 그리고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심장이상은 약물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약물 유발 심장독성 연구는 

camptothecin과 deguelin 유도체인 SH-03에 의해 유발되는 

H9c2(2-1)세포 독성을 세포 내 나트륨 농도/칼륨 채널의 투과성 변화, 

세포자살(apoptosis) 그리고 세포괴사(necrosis)를 AOTF기반 HCS 

장비를 이용하여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실행하였다. 그 결과 

camptothecin과 SH-03에서는 특정 농도(camptothecin 600 nM; SH-

03 50μM)에서 세포 내 나트륨 농도, 칼륨 채널의 투과성 변화, 그리고 

세포사멸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 특정 농도 이상에서는 세포 

독성이 유발되어 세포막 투과성에 이상이 생겨서 이온 농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물의 염증기전 억제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는 HepG2 세포에 TNFα를 처리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시키고, 

염증기전과 insulin signaling에 관여하는 여러 종류의 protein를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실행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포도당을 연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제 2형 당뇨병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경우에 인체가 인슐린을 혈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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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분비시켜서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glucose 

metabolism에 이상이 발생하여, 혈액 내 증가된 인슐린을 인식하지 

못하고 hepatocytes 내 glycogen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분비시킨다. 

최근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inflammatory pathway와 insulin 

signaling이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따라서 약물이 

inflammatory pathway 내의 특정 kinase를 타겟으로 할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염증기전과 insulin signaling에 관여하는 여러 종류의 

protein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inflammatory pathway에서는 3 종의 

protein (IKKβ, JNK1, 그리고 p38α)을 선택하였고, insulin signaling 

내에서는 4 종의 protein (IRS1ser307, IRStyr, GSK3β, 그리고 

FOXO1)을 선택하였다. HepG2 세포에 3 종의 specific inhibitor (p38 

inhibitor, JNK inhibitor, 그리고 IKK β inhibitor), 2 종의 anti-

inflammatory drug (asprin과 indomethacin), 또는 2 종의 한약재 

주요성분 (amygdalin-행인; cinnamic acid-계피)를 처리한 뒤, 세포 

내에 존재하는 각 protein을 검출할 수 있도록 각각의 protein은 

phospho-primary antibody/형광표지-secondary antibody를 처리하여 

형광을 라벨링시켰다. p-GSK3β의 최대 emission 파장은 525 nm이고, 

p-p38, p-JNK1, 그리고 p-IKKβ의 최대 emission 파장은 565 nm 

이다. p-IRS1ser307, p-IRStyr, 그리고 p-FOXO1의 최대 emission 

파장은 각각 605, 705, 그리고 655 nm 였다. 한 번에 5 개의 형광을 

검출하였는데, 그 group은 다음과 같다: p38/GSK3β/IRS1ser307/IRStyr/ 

FOXO1, JNK1/GSK3β/IRS1ser307/IRStyr/FOXO1, 또는 IKKβ/GSK3β 

/IRS1ser307/IRStyr/FOXO1. 형광 검출은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AO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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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HCS 장비를 이용하였다. 먼저 염증기전 내 protein kinase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p38, JNK, 그리고 

IKKβ를 각각 inhibition 시킨 후 HCS를 실시한 결과, 각 타겟의 

인산화가 억제되었고, 그 하위 기전도 억제되어 insulin sensitivity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nsulin sensitivity 개선은 p38, JNK, 

그리고 IKKβ-dependent pathway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aspirin과 indomethacin을 이용해서 

insulin sensitivity 향상을 알아본 결과 aspirin과 indomethacin 모두 

JNK/IKKβ-dependent pathway를 통해 insulin sensitivity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mygdalin과 cinnamic acid의 경우에는 

모두 JNK-dependent pathway를 통해 insulin sensitivity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Acousto-optic tunable filter (AOTF), high-content 

screening (HCS), cardiotoxicity, insulin resistance, inflammation 

pathway, insulin signaling 

학  번: 2008-3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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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Part I. Acousto-optic tunable filter (AOTF) 

기반 HCS 장비 제작 

 

1. 연구 배경 

 

현재 약물 스크리닝을 위한 약물검색 세포기반 에세이는 on/off 

타겟 효과, side effect를 단 한 번의 에세이로 확인할 수 없고, 

에세이를 여러 번 실시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스크리닝 시스템은 

신약개발 전체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에 의한 drug fail 확률이 항상 

크게 존재하는 상태다. 그에 따라 drug fail의 확률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약물 검색 플랫폼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혁신적 약물 

검색 플랫폼의 핵심 기술은 결국 약물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on/off 타겟 효과 및 세포 독성을 한 번의 세포 기반 에세이를 통해서 

가능한 최대로 비용적 효율성을 갖추어 검증하는 것이다.  

현재 약물 효능 및 독성에 관련되어 널리 사용되는 기기로 

대표적으로 flow cytometer가 있다. flow cytometer는 세포를 유체 

상태에서 검출부 부분을 통과시키면 그 부분에 레이저를 쏘아서 각각의 

세포가 가지는 여러 가지 형광 프로브 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다. flow 

cytometer의 장점은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세포에 부착되어있는 

형광 물질을 감지함으로써 수많은 세포에 대한 양적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모든 검출이 단일 세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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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입자나 세포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측정 가능하다. 그러나 flow 

cytometer로는 이미지는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세포 

이미지는 외부 자극에 대한 세포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세포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세포 내 신호전달물질과 

수많은 신호전달 단백질들은 signaling network를 형성하고 있는데, 

flow cytometry는 이러한 복잡한 신호전달 과정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신호전달과정 동안 단백질들의 이동을 관찰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세포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세포 내 

유기적인 반응들을 동시 관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왔다.  

이미징 기술에 있어서 컴퓨터 분석법의 발달과 일반 세포생물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target validation을 위한 high-throughput 이미징 

기술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자동화된 high-content 이미징 기술은 

세포 분석의 강력한 도구로서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Lang et al., 2006; Kim et al., 2011; O'Brien et al., 2006). 세포 

이미징은 세포의 역동성과 세포 kinetics를 조사하고 morphology와 

세포 이동 (movement)과 같은 세포의 특성을 관찰하는데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high-content 이미징은 다색 세포 이미징 기술의 

한 종류로, 세포 morphology를 포함한 세포 내 요소와 반응을 동시에 

시각화시킬 수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high-content 이미징의 

다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2. 연구 목적 

 

근래에는 약물에 의한 세포 내 변화를 동시에 검출하고자 하는 



3 

 

노력의 일환으로 HCS 기기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미경을 토대로 최대 

8 개의 여기 필터와 발광 필터를 이용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기존 

HCS 기기는 선택하는 형광 프로브 물질에 따라서 필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발광 필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파장 

검출이 가능한 정량적 multicolor cellular imaging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약물 효능을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HCS 약물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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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한 약물 

유발 심장독성 평가 

 

1. 연구 배경 

 

약물에 의해 유발된 바람직하지 않은 생물학적 부작용은 약물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사용이 제한되게 만들었다 (Sanguinetti et al., 

2006). 대부분의 경우, 약물의 부작용은 주로 심장, 간, 신장을 

포함하여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상과 연관된다. 특히, 약물 유발 심장 

기능 장애는 병적 상태와 높은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 된다 (Katz, 

2008). 심장 이상은 본질적으로 이온 채널 활동, myocyte 구조, 세포 

외 매트릭스 (extracellular matrix, ECM) 구조 및 신경액성 

체계(neurohumoral system)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Zile et al., 2002). 

또한 신호 시스템에서 Ca2+와 관련된 단백질 이상과 signaling 시스템 

이상에 의해서 심장이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들 중에서 

이온채널의 활성 변화가 약물에 의해 유도되는 심장독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약물에 의해 유발된 이온채널 활성 

변화에 대해서 HCS 를 실시하는 것은 신약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심전도 (electrocardiogram, ECG)는 심장 내 심방/심실 탈분극 및 

심실의 재분극을 포함한 electrical event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심

전도에서 심실의 탈분극과 재분극을 나타내는 QT interval은 심실의 활

동전위의 지속과 관련이 있고, 두 심실의 활성화 시간을 반영하는 QRS 

interval을 포함한다. QT interval은 Q wave의 시작점부터 T wav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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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을 사이의 간격을 나타낸다. 수많은 중복된 이온 전류는 심실 

APD의 형태 및 지속시간을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 심실 탈분극은 선택

된 Na+ 채널을 통한 Na+의 빠른 유입에 의해 시작되고, outward K+ 채

널의 일시적인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통해서 빠른 재분극이 일어난다. 그 

후 plateau phase에서는 L-type calcium channels을 통한 Ca2+ 유입

이 주로 발생한다. 재분극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를 띄는 

transmembrane potential이 Ca2+ 채널의 비활성화를 통해서 회복이 되

고 IKr (rapid components of the delayed rectifier potassium 

channels)와 IKS(slow components of the delayed rectifier 

potassium channels)를 통해서 K+가 유출되어 막전위가 회복된다. 

Inwardly-rectifying potassium channels 또한 재분극에 관여한다. 

Na+/K+-pump를 포함한 조절인자들은 세포 내 이온 농도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온 채널 활성화 범주에서 벗

어나는 경우에는 QT interval을 연장시키고 Torsades de pointes 

(TdP)와 더 나아가 sudden death를 일으킨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QT 

interval을 연장시키는 약물은 주로 IKr (the rapid component of the 

delayed rectifier potassium current) 또는 IKr 채널의 a-subunit을 

encoding하는 유전자인 hERG를 억제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모든 

hERG blocker가 TdP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

았고, QT 연장과 arrhythmogenesis 사이에 직접적인 link는 아직 분명

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TdP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된 약물은 QT 

연장을 야기시키는, 재분극을 연장시키는 hERG blocker로 보여진다 

(Fermini et al., 2003; Nattel et al., 2006). 

비록 약물에 의해 유발된 QT interval 연장은 대부분 hERG의 

inhibition과 관련이 있지만, hERG 채널의 억제가 QT interval을 연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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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 게다가 심장독성은 cardiomyocyte 세포 

죽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온 펌프 활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Arola et al., 2000). 따라서 약물 독성을 조기 식별은 단일 세포 

수준에서 세포증식과 사망, 분자 수준에서 여러 이온채널의 통합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약물에 의한 심장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patch clamp법, 

Rb+ 유출 측정법, 퍼킨제 섬유나 유두근을 이용한 microelectrode측정

법, 또는 in vivo에서의 electrocardiogram을 측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

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Traebert et al., 2008; Roy et al., 1996; 

Gintant et al., 2001; Rajamani et al., 2000; Gussak et al., 2004). 이 

중에서 patch clamp법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약물 유발 독성 스크리

닝 방법으로, 한 번에 하나의 대상 이온 채널에서 단일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기술의 정확도는 높지만, 다수의 이온채널 

활성을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patch clamp법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온채널 또는 세포 내 소기관과의 상호작용 등과 관련된 세포 내 반응

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patch clamp법은 high-content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온채널의 활성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HCS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Part I에서 본 연구자는 High-content quantitative hyperspectral 

imaging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Ki et al., 2009; Naoghar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단세포 멀티컬러 이미징 시스템을 간단한 microfluidic 

system과 결합시켜서 다양한 세포 내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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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관찰한 세포 내 변화는 이온 채널 활성 변화 및 세포 내 이온 농도 

변화였다. Microfluidic system은 샘플 플랫폼을 소형화시킴으로써 세포 

assay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모니터링과 정량화를 위한 충분한 세포 

수를 제공한다. AOTF 기반 tunable multicolor imaging system은 서로 

다른 이온 채널과 이온 농도를 hyperspectral imaging을 통해서 동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소형화된 플랫폼을 이용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형광 세포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high-content 정량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미지에서의 형광 강도, 여

기 효율성, 초점 심도, 그리고 광학 확대와 같은 서로 다른 spectral 

condition 하에서 얻어진다. Hyperspectral 시스템을 이용하여 

defocused, background-nullified 그리고 threshold 이미지를 얻고 세

포에서 uniform threshold distribution을 제공함으로써 lab-on-a-

chip devices에서 automated high-content quantitative analysis를 가

능하게 만든다 (Naoghare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microfluidic system 하에서 다수의 형광 프로브를 이용하여 심근세포

에서 약물에 의해 유발된 세포 내 Na+ 농도 변화, K+ 채널의 투과성 변

화 그리고 apoptosis/necrosis를 동시에 정량적 모니터링하였다. 96-

well plate 또는 12-well plate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교하여 

microfluidic system은 샘플소비를 감소시키고 세포 contamination을 

줄이면서 HCS를 실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스템이다. Microfluidic 

system에서는 세포 표면 점유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측정을 하기 위

해 사용되는 샘플량이 감소하고 세포 contamin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소에 노출되는 정도도 감소한다. 약물에 의해 유발된 K+ 채

널의 투과성 및 세포 내 Na+ 농도 변화는 microfluidic device에서 두 

개의 fluorophores를 이용하여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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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pectral/multicolor 이미징을 이용해서 항암제에 의해 유발된 

apoptosis/necrosis 외에 세포 내 또 다른 변화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분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전체 emission 스펙트럼에서 세 종류의 

fluorophore를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cell 

death pathway와 세포 내 Na+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Patch-clamp법을 포함한 기존 방법은 세포 내 복합적인 변화를 관

찰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반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single cell 

multicolor imaging assay는 세포사멸과 이온채널 활성 변화 그리고 세

포 내 이온 농도 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하여 측

정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감소시켜준다. 특정 자극에 대한 개별적인 세포 

반응은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microchannel 안에서 대

략적으로 300-400개의 세포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이 숫자는 통계

적인 신뢰도를 주기에 충분한 양이고, patch-clamp법에서는 얻을 수 없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약물 유발 심장독성은 정량적으로 분석가능하고 

세포 내 이온 농도 변화는 micrfluidic system에서 단세포 수준에서 측

정할 수 있다. 신약개발 초기에 빠른 약물 스크리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미지 기반의 cellular assays에 대한 high-content 정량 

분석 방법의 구현은 리드 화합물의 식별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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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약물의 염증기전 억제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1. 연구 배경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특징 중에 하나로써,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시키지 못하고 정상 

혈당치를 유지하기 위해 (혈당 항상성: glucose homeostasis) 몸에서 

정상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인슐린을 혈중에 과다분비시켜서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슐린 저항성은 

skeletal muscle cells, adipocytes, 그리고 hepatocytes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날 경우, 인슐린 증가를 

인식하지 못하여 간에 저장되어있는 glycogen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분비시킨다. 따라서 혈당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또다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지만 여전히 간은 인슐린 증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이와 같이 hepatic insulin resistance은 간에서의 

glucose metabolism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제 2형 당뇨병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 활성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Hepatic insulin resistance를 야기시키는 molecules로 glucose, 

free fatty acid (FFAs), insulin, 그리고 pro-inflammatory cytokines 

(e.g.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 (IL))가 있다. 

그 중에서 최근 여러 임상/실험적 연구들에 의해 inflam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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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이 제 2형 당뇨병의 발병과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됨에 따라, proinflammatory cytokine에 의해 inflammatory 

신호전달계가 활성화됨으로써 hepatic insulin resistance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TNFα는 hepatic insulin 

resistance 발생과 매우 접한 관련이 있는 pro-inflammatory 

cytokine 중에 하나다. TNFα가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NFα 

receptor에 binding되면서 inflammatory signaling이 시작되는데, 

일련의 인산화 과정을 거쳐 c-Jun N-terminal kinase (JNK), IκB 

kinase-β (IKKβ)/nuclear factor-κB (NF-κB)를 활성화시켜 염증 

매개체들이 증가한다. JNK와 IKKβ는 insulin signaling의 핵심인 

insulin receptor substrate-1 (IRS-1)의 serine/threonine를 

인산화시키는데, 이것은 IRS-1의 tyrosine 인산화를 억제하고 하위 

kinase인 PI3K/Akt를 downregulation시킨다. 이로 인하여 GSK3β 및 

forkhead box protein O1 (FOXO1)의 탈인산화가 유도된다. GSK3와 

FOXO1은 각각 글리코겐 합성 및 포도당신생합성과 관련이 있는데, 

GSK3이 인산화될 경우에는 글리코겐 합성이 촉진되고, FOXO1이 

탈인산화될 경우에는 포도당신생합성이 촉진된다. 즉, TNFα는 

글리코겐 합성률을 감소시키고, 포도당 신생합성 속도를 증가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된다. 

 

2. 연구 목적 

 

이와 같이 Inflammatory pathway와 insulin signaling이 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약물이 inflammatory pathway 내의 

특정 kinase를 타겟으로 하여 그 pathway를 억제시킬 경우에 인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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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7 종의 약물에 대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7 종의 약물에 의한 HepG2 세포 내 축적된 glycogen 함량 변화 및 

HepG2 세포로부터 분비된 glucose량을 측정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약물에 대하여 inflammation pathway와 insulin signaling pathway 내 

target protein을 변화를 HCS를 통해 관찰하였다. 먼저 inflammation 

pathway 내의 특정 protein kinase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 (JNK 

inhibitor, IKKβ inhibitor, 그리고 p38 inhibitor)을 이용하여 hepatic 

insulin resistance을 감소시키는 것을 HCS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기존에 JNK/IKKβ pathway를 억제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 

개선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시판되고 있는 2 종의 anti-inflammatory 

drug (aspirin과 indomethacin)을 이용하여 hepatic insulin 

sensitivity를 향상시키는 것을 HCS로 visualization 시켰다. 

마지막으로 herbal medicine 중 행인과 계피 각각의 major 

compounds인 amygdalin과 cinnamic acid를 이용하여 hepatic insulin 

sensitivity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HCS는 기존에 개발된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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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 험 방 법 
 

Part I. Acousto-optic tunable filter (AOTF) 

기반 HCS 장비 제작 

 

1. AOTF 기반 HCS 장비 제작 

 

Fig 1는 AOTF 기반으로 제작한 HCS 장비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본 HCS 장비는 현미경, AOTF 및 CCD로 구성되어있다. 형광 현미경의 

mercury lamp에서 나온 빛은 여기 필터를 통과하고 dichroic mirror를 

거쳐 렌즈를 통해 집광되어 현미경의 플랫폼에 있는 샘플에 도달하게 

된다. 도달된 빛은 형광 프로브 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샘플에 도달하여 

형광 프로브 물질을 발광시키고, 발광된 빛이 다시 렌즈에 집광이 된다. 

집광된 빛은 내부에 dichroic mirror를 거쳐 현미경 측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빛은 1×1 cm2의 window를 가지고 있는 AOTF를 통과하여 

특정 파장의 빛은 diffraction되고 나머지 빛은 undiffraction 되어서 

분리되게 된다. 세포로부터 나온 diffraction된 특정 파장의 형광이 CCD 

중앙에 들어오도록 CCD를 설치하면 원하는 세포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때 투과되는 파장은 AOTF를 통해 신속히 주사될 수 있어 짧은 시간 

내에 파장에 따른 영상을 파장별로 얻을 수 있어서 특정 pixel에서의 

세기를 파장별로 연결하면 일정 파장범위의 스펙트럼 또한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때 주사속도는 1 frame/sec이다. 이렇게 얻은 이미지는 

metamorph라는 software를 통해서 받아지고, color combine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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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OTF-based HCS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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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OTF 기반 HCS 장비의 성능 평가 

 

AOTF 기반 HCS 장비가 각 파장에서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 H9c2(2-1) 세포에 Quantum dot 

(λmax=625 nm), Na+ indictor (λmax=579nm), indicator for K+ 

channel permeability (λmax=524 nm)를 반응시킨 후,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K+ channel 투과성을 

나타내는 indicator를 staining하는 과정은 molecular probe사에서 

제공한 실험 방법을 이용하였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2-well plate에 세포를 seeding한 후 하루가 지난 다음 24 시간 동안 

serum-free DMEM에서 starvation시킨다. 그리고 well을 1X PBS로 

washing해 준 다음 Tl+ sensitive dye (500 μL)를 처리한 뒤 RT에서 

90 분간 배양하였다. 이때 Tl+ sensitive dye는 HBSS를 이용하여 

1/16000 희석하였다. 90 분 후 Tl+ sensitive dye를 제거하고 400 μL 

의 assay buffer를 처리하고, 추가로 Tl+이 포함된 stimulus buffer 

(100 μL)를 90 초간 처리하였다. 그 다음에는 Na+ indictor를 

staining시켰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μM의 CoroNa Red 

sodium indicator를 500 μL씩 처리하여 15 분 동안 37°C에서 

incubation시켰다. 15 분 후 세포를 1X PBS로 2번 washing한 뒤 

accutase (Thermo Electron Corporation, CO, USA)를 처리하여 

세포를 well plate에서 떼어냈다. 다시 1X PBS로 2번 washing하였다. 

그리고 quantum dot을 staining시켰다. Washing한 세포를 100μL의 

calcium-enriched binding buffer (BD Biosciences)에서 잘 풀어준 후, 

5 μL의 Annexin V-Biotin (BD Biosciences)을 넣고 상온에서 15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뒤 1X PBS로 washing한 뒤 다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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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L의 binding buffer에 resuspension시키고 10 nM의 Quantum dot-

streptavidin conjugate를 넣고 15 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전 

과정은 모두 암실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과정을 마친 뒤 세포를 1X 

PBS로 2 번 washing하고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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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한 약물 

유발 심장독성 평가 

 

1. 실험 재료 

 

FluxOR thallium detection kit, streptavidin-coated quantum dot 

525/625, 그리고 CoroNa Red sodium indicator는 Invitrogen(Eugene, 

OR)에서 구입하였다. Propidium Iodide (PI), annexin V binding buffer 

(10X concentrate), 그리고 annexin V-biotin는 BD Pharmingen (San 

Jose, CA)에서 구입하였으며, camptothecin은 Sigma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다. 

 

2. SH-03 합성 

 

SH-03 {(7S,7aR,13aS)-9,10-dimethoxy-3,3-dimethyl-

7,7a,13,13atetrahydro-3H-chromeno [3,4-b]pyrano[2,3-

h]chromen-7-ol}는 다음과 같이 합성되었다 (Kim et al., 2008; ). 

NaBH4 (5.8 mg, 0.15mmol)를 0°C에서 메탄올 (2 mL)에 녹인 

deguelin 용액 (20mg, 0.051mmol)에 첨가한다. Reaction mixture를 5 

분 동안 stirring시킨 후 바로 water를 이용해서 reaction을 

quenching시킨다. Mixture를 Et2O을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혼합된 

유기용매층은 brine을 이용하여 washing하고 MgSO2에서 건조시킨 

다음, 진공으로 농축시켰다. 잔여물은 추후에 실리카겔이 함유된 flash 

column chromatograpy를 이용하여 정제되었는데, 이때 EtOAc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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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ne를 1:1로 섞어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무색의 oil인 순도 

99%의 SH-03를 20 mg 얻을 수 있었다. SH-03와 deguelin의 구조는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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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deguelin and 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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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포 배양 

 

H9c2(2–1) 세포주는 rat cardiac myocyte에서 유래한 것으로 

약물에 의한 심장독성 스크리닝 실험을 위해서 Korean Cell Line Bank 

(KCLB, Seoul, Korea)에서 구매하였다. H9c2(2–1) 세포는 

microfluidic platform에서 90%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Gibco-BRL, Grand Island, NY),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BRL, Grand Island, NY), 그리고 60 ug/mL 

penicillin과 100 ug/mL streptomycin이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되었다.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microfluidic device (ibid; Munich, DE and 

Verona, WI)를 세포 배양 platform으로 이용하였다. Microfluidic 

시스템은 높은 광학 품질을 가지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다. 

Microfluidic platform은 6개의 microchannels로 구성되어있다. 각 

microchannel의 크기는 넓이 3.8 mm, 길이 17 mm, 그리고 높이 400 

um로 되어있고, 세포 성장영역은 0.6 cm2/channel이다. Microchannel 

내부는 일반적인 세포배양 플레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ollagen 

또는 poly-L-lysin으로 코팅되어있지 않다. 대신에 microchannel 

표면에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어서 세포가 미세한 스크래치에 

고정화되어 자랄 수 있다. Microchannel 내 최종 부피는 30 uL이다. 

Microchannel 양 끝에는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세포 

배양액을 포함한 다양한 액체를 넣을 수 있다. 5 × 105 cell/mL 농도의 

H9c2(2–1) 세포액 30 uL를 microchannel에 주입한 뒤 37°C, 5% CO2 

incubator (US AutoFlow, NuAire, Plymouth, MN, USA)에서 

일정시간동안 유지를 시켰다. 세포가 부착된 이후 60 uL의 

세포배양액을 추가적으로 microchannel에 주입한 뒤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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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37°C in a humidified incubator containing 5% CO2)에서 

H9c2(2–1) 세포를 배양시켰다. 

 

4. 약물 처리 

 

약물 (camptothecin과 SH-03)에 의한 심장독성을 스크리닝하기 

위하여 microchannel에서 배양되고 있는 H9c2(2-1) 세포에 서로 

다른 농도의 약물을 처리하였다. 약물처리를 하기에 앞서 세포는 log 

phase growth가 되도록 하루 전날 계대배양되었다. 약물 유발 

심장독성은 cell confluency가 80%가 되었을 때 실시되었다. 

Camptothecin (2.8 mM)과 SH-03 (25 mM)의 stock solution은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 St. Louis, MO)에 용해시켜서 

준비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약물의 stock solution을 

10%의 FBS가 포함된 DMEM에서 dilution시켜서 다양한 농도의 

약물을 만들었다. Camptothecin은 75-600 nM로, SH-03는 0.4-50 

μM로 만들었다. 만들어진 약물은 H9c2(2-1) 세포에 처리하여 

camptothecin은 6 시간, SH-03는 1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때 

최종 DMSO 농도는 0.1% 이하가 되도록 하여 DMSO에 의한 독성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Control은 약물에는 노출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농도의 DMSO를 처리한 세포였다. 약물 처리된 세포는 37°C, 5% CO2 

incubator 하에서 각각의 반응시간 동안 배양되었다. 모든 실험은 3 

반복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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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tassium channel assay 

 

Potassium channels의 투과성은 FluxOR potassium channel 

assay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도식은 Fig 3과 같다. FluxOR dye는 

AM ester가 붙어있는 비형광체이지만, 세포 내에 유입되면 

endogenous esterases에 의해서 AM ester가 분해되어 thallium-

sensitive fluorescent indicator가 된다. FluxOR loading buffer는 

Hank’s Balanced Saline Solution (HBSS; Invitrogen, Eugene, OR) 

buffer에 20 mM HEPES를 넣고 NaOH를 이용하여 pH7.4로 맞춰서 

만들었다. Powerload concentrate와 수용성 probenecid는 kit에 

언급된대로 dye의 용해성과 지속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약물을 처리한 후, 세포를 1X PBS를 이용하여 washing하고 Tl+ 

sensitive dye solution (500 uL)를 넣고 90 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이때 Tl+ sensitive dye solution은 kit에서 제공된 제품을 

HBSS buffer를 이용해서 1/16000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이 농도는 

본 실험을 하기에 앞서 Tl+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포 내 auto 

cellular emission이 발생되지 않는 최고 농도를 선택하기 위한 

선행실험으로 실시되어 최적화된 농도였다. Cell plate를 dye-free 

assay buffer를 이용하여 한번 washing 한 뒤 수용성 probenecid가 

포함된 400 uL assay buffer를 넣고 반응시켰다. 그 후에 추가적으로 

Tl+이 포함된 stimulus buffer (100 uL)를 넣고 90 초 동안 반응시킨 

다음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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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Optical set up of the multicolor imaging system. Here, 1. 

Ar-ion laser, 2. Microfluidic platform (6 channels, channel 

dimension: 3.8 mm × 17 mm × 0.4 mm), 3. Microscope objective 

lens (40×), 4. Beam splitter, 5. Prism, 6. AOTF, 7. CCD camera . 

(B) Outline of the assay schemes used for simultaneous monitoring 

alteration of K+ channel permeability and intracellular [Na+]. 

H9c2(2–1) rat cardiomyocyte cells were treated with commercially 

available dyes for detection of K+ channel permeability and 

intracellular [Na+]. If K+ channels are not blocked, thallium ions 

(Tl+) flow into the cell through the K+ channel and combine with the 

Tl+ sensitive dyes to produce a fluorophore (λmax 525 nm). Non-

fluorescent Na+ indicator dye freely penetrates the plasma 

membrane and upon binding to Na+ becomes fluorescent (λmax 579 

nm). Blockade of the Na+/K+ pump increases the intracellular Na+ 

concentration and in turn the fluorescence intensity of the Na+ 

sensitive d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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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tracellular Na+ concentration 

 

세포 내 Na+ 농도 변화는 세포에 sodium-sensitive fluorescence 

probe인 CoroNa Red를 처리하여 그 형광 emission을 측정함으로써 

관찰하였다. 도식은 Fig 3과 같다. CoroNa Red는 DMSO 에 용해시켜서 

1 mM의 stock solution을 만들었다. Stock solution은 1X PBS에서 

dilution시켜서 1 uM으로 만들었다. 약물 처리된 세포에 1 μM의 

CoroNa Red sodium indicator를 500 μL씩 처리하여 15 분 동안 

37°C에서 incubation시켰다. 15 분 후 세포를 1X PBS로 2번 

washing한 뒤 accutase를 처리하여 세포를 well plate에서 떼어냈다. 

다시 1X PBS로 2번 washing한 뒤 10 uL의 1X PBS에 

resuspension시킨 다음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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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poptotic/necrotic cell staining 

 

약물이 처리된 세포를 1X PBS로 2 번 washing한 뒤, accutase를 

10 분 동안 37°C에서 처리하여 세포를 well plate에서 떼어냈다. 

떼어낸 세포는 모아서 cold 1X PBS (4°C)로 washing한 뒤, 220 rcf, 

4°C에서 3 분 동안 centrifugation을 시켰다. 상층액은 제거한 뒤 cell 

pellet를 100 uL의 calcium-enriched binding buffer (BD Biosciences, 

San Jose, CA)에 resuspension시킨 뒤, 5 uL의 annexin V-biotin를 

첨가하여 15 분 동안 반응시켰다. Annexin V는 분자량 36 kDa를 갖는 

human protein으로, early apoptosis 동안에 세포막 밖으로 노출된 

phosphatidylserine (PS)에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결합되지 않은 

annexin V-biotin은 1X PBS를 이용하여 없앤 다음, 다시 100 μL의 

binding buffer에 세포를 resuspension시키고 10 nM의 streptavidin-

conjugated quantum dot과 10 uL의 PI solution 를 넣고 15 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사용하는 quantum dot은 동시에 검출하는 다른 

프로브의 파장에 따라 다른 emission 파장의 것을 사용하였다. CoroNa 

Red (λmax=579 nm), Tl+ sensitive dye (λmax=524 nm)와 동시에 

검출하기 위해서는 quantum dot 625 (λmax=625 nm)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CoroNa Red와 PI (λmax=619 nm) staining를 동시에 검출하기 

위해서는 quantum dot 525 (λmax=525 nm)을 사용하였다. Quantum 

dot 525와 PI staining을 하였을 때 파장 scanning한 결과와 감지된 

이미지는 Fig 4와 같다. 암실에서 15 분 동안 처리한 뒤 세포를 모아서 

220 rcf, 3 분 동안 centrifugation시킨 뒤, 상층액은 버리고 1X PBS로 

두 번 washing한다. 그리고 cell pellets를 1X PBS (10 uL)에서 

resuspension시킨 후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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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Quantum dot-positive (+) cells은 apoptotic cell이고, PI (+) 

cells은 necrotic cells로 정의된다. Control cell은 PI와 quantum dot 

모두가 staining되지 않은 세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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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poptotic/necrotic cell staining. Quantum dot 525 (λmax=525 

nm), PI staining (λmax=619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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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tatistical analysis 

 

모든 실험은 세 번 반복 실시되었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처리하였다. 

약물 처리에 의한 유의성은 SAS (Version 9.1,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Cary, NC, USA)를 이용해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를 이용한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검증하였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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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약물의 염증기전 억제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1. 실험 재료 

 

Phospho-IRSSer307 antibody, phospho-IRSTyr antibody, 

phospho-GSK3β antibody, phospho-FOXO1 anti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에서 구입하였고, phospho-

JNK1 and phosphor-IKKβ antibody는 Abcam (Cambridge, 

UK)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Phospho-p38α는 Upstate Biotechnology 

(Lake Placid, NY)에서 구입하였다. Insulin, TNFα, JNK inhibitor 

(SP600125), p38 inhibitor (SB203580), aspirin, indomethacin, 

amygdalin, 그리고 cinnamic acid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IKKβ inhibitor는 calbiochem에서 구입하였다. 

 

2. 세포 배양 

 

HepG2 세포는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HepG2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100 

units/ml penicillin (Invitrogen), 그리고 0.1 mg/ml streptomycin 

(Invitrogen)가 포함된 DMEM에서 37°C with humidified air under 

an atmosphere of 5% CO2 에서 배양시켰다. 세포는 최소 3일에 한번씩 

계대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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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lycogen content assay 

 

약물이 inflammatory pathway와 insulin signaling에 미치는 

영향을 HCS를 통해 측정하기 이전에 약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약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경우 

간에서 glucose metabolism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간세포에서 약물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로써의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인슐린이 존재할 때 간세포 내의 glycogen 함량이 증가하고 간세포 

밖으로 배출되는 glucose양이 감소할 것이다. 그 중에서 먼저 간세포 

내의 glycogen 함량변화를 살펴보았다. 

Glycogen 함량은 Glycogen Assay Kit (BioVision, Mountain View, 

CA)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Glycogen은 동물에서 주요한 단기 에너지 

저장 분자로, 간과 근육에서 우선적으로 합성된다. Glycogen은 

branched glucose polymer로, α-1,4 결합을 하여 10여 개가 연속해 

있는 포도당 분자가 α-1,6 배당체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Glycogen assay kit를 이용하여 glycogen를 정량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Kit 내 glucoamylase는 glycogen을 glucose로 가수분해시키는데, 

형성된 glucose는 OxiRed 프로브와 반응을 해서 570 nm에서 

흡광파장을 갖는 붉은 색을 발생시킨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glycogen를 정량하기 이전에 먼저 glycogen 

standard를 이용해서 standard curve를 얻었다. 2 mg/mL의 glycogen 

standard를 D.W에 10배 희석해서 0.2 mg/mL를 만들었다. 그리고 

96-well plate에 0.2 mg/mL의 glycogen standard를 각 well마다 0, 2, 

4, 6, 8, 그리고 10 µL씩 넣었다. 그리고 hydrolysis buffer를 넣어서 

부피를 50 µL/well로 맞추었다. 그러면 각 well마다 glyc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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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는 0, 0.4, 0.8, 1.2, 1.6, 그리고 2.0 µg씩 존재하게 된다. 그 

후 각 well마다 hydrolysis enzyme을 2 µL 넣고 잘 혼합한 뒤 30 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30분 후 각 well마다 development buffer 

(46 µL), development enzyme mix (2 µL), 그리고 OxiRed probe (2 

µL)를 넣고 잘 섞은 뒤 상온에서 30 분 동안 반응시키는데, 이 반응은 

암실에서 시행하였다. 반응을 마친 뒤 OD570nm에서 흡광도를 찍어서 

glycogen의 농도변화에 따른 OD 값을 excel을 이용해서 glycogen 

standard curve를 만들었다.  

약물에 의해 유발되는 HepG2 내의 glycogen 함량변화 에세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Fig. 5). 6-well plate에 세포를 1×106 

cells/well만큼 seeding하고 24시간 동안 serum-free DMEM에서 

세포를 배양한다. 24 시간 뒤, 각 약물 (IKKβ inhibitor, p38 inhibitor, 

JNK inhibitor, aspirin, indomethacin, amygdalin, 그리고 cinnamic 

acid)을 30분 동안 처리한다. 이때 약물 농도는 p38 inhibitor (5 μM), 

JNK inhibitor (4 μM), IKKβ inhibitor (2 μM), aspirin (5 mM), 

indomethacin (25 μM), amygdalin (1 mM), 그리고 cinnamic acid (1 

mM)였다. 그 후 순차적으로 10 ng/mL의 TNFα를 4 시간 동안 

처리하였고, 1 nM의 인슐린을 3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106 세포를 200 uL의 물에 넣은 뒤 세포 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5 분 동안 샘플을 가열하였다. 그 후 13000 rpm로 5 

분간 원심분리를 하였다. 상층액만을 96 well에 넣은 뒤, glycogen을 

가수분해시켰고, OxiRed probe 반응을 상온에서 30 분간 실시한 다음 

OD570nm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얻어진 OD 값을 최종적으로 glycogen 

standard curve에 대입하여 HepG2 내에 축적된 glycogen 함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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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ment of glycogen levels in cells

• Glycogen assay kit (Biovision)

• HepG2 cell 

• Media: DMEM (10% FBS) 

Seeding (6-well plate)
[ 1×106 cells/well ]

Starvation (Serum-free media)

Drug treatment (30 min)

TNFα treatment (10 ng/mL, 5 h)

Insulin treatment (1 nM, 3 h)

106 cells in 200 uL DDW

Removal of insoluble material
(13000 rpm, 5 min)

Hydrolysis (RT, 30 min)

Oxidization of product and 
reaction with OxiRed probe

Abs. 570nm

Boiling (5 min)

 

Fig. 5. Schematic diagram for glycogen conten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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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lucose production assay 

 

간세포 내 glycogen 함량 변화를 살펴본 후, 이번에는 약물에 의한 

간세포에서의 glucose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HepG2에서 분비되는 

glucose 양은 glucose assay kit (Sigma)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HepG2 세포에서 분비된 glucose를 정량하기 이전에 먼저 glucose 

standard를 이용해서 standard curve를 얻었다. 96-well plate에 1 

mg/mL의 glucose standard를 순차적으로 0, 0.5, 1, 1.5, 2 µL를 넣고 

나머지는 DDW를 넣어서 부피를 25 µL/well로 맞추었다. 그 다음 

glucose oxidase/peroxidase reagent 50 μL를 각 well에 넣고 잘 

섞어준 뒤 암실, 37°C에서 30 분간 반응시킨다. 30 분 뒤 반응을 

멈추기 위해서 12 N H2SO4 (50 μL)를 첨가한 뒤 OD5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뒤 glucose standard curve를 만들었다. 

약물에 의해 유발되는 glucose 분비량 변화를 측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 6). 12-well plate에 세포를 seeding한 뒤 

coverage가 80%가 되었을 때 24 시간 동안 serum-free DMEM에서 

세포를 배양한다. 24 시간의 반응이 끝난 뒤 glucose production 

buffer에 각각의 약물을 용해시킨 뒤 6 h 동안 세포에 처리한다. 이때 

glucose production buffer는 20 mM sodium lactate와 2 mM sodium 

pyruvate를 함유하고 있는 glucose/phenol red-free DMEM를 말한다. 

처리한 약물 농도는 p38 inhibitor (5 μM), JNK inhibitor (4 μM), 

IKKβ inhibitor (2 μM), aspirin (5 mM), indomethacin (25 μM), 

amygdalin (1 mM), or cinnamic acid (1 mM)였다. 반응을 마친 후 

glucose가 포함된 glucose production buffer를 모으고 2000 rcf에서 

centrifugation을 실시하여 세포를 제거하였다. 그 후 96well plat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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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25 μL 넣고 glucose oxidase/peroxidase reagent 50 μL와 잘 

섞어준 뒤 암실, 37°C에서 30 분간 반응시킨다. 30 분 뒤 반응을 

멈추기 위해서 12 N H2SO4 (50 μL)를 첨가한 뒤 OD5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약물에 의해서 HepG2에서 분비된 glucose양은 glucose 

standard curve에서 얻은 수식에 OD값을 대입해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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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ment of glucose levels in medium

• Glucose assay kit (Sigma)

• HepG2 cell 

• Media: DMEM (10% FBS) 

• Glucose production buffer: Glucose/phenol 
red-free DMEM containing 20 mM sodium 
lactate and 2 mM sodium pyruvate

Seeding (12-well plate)
[ 1×105 cells/well ]

Starvation (Serum-free media)

Drug treatment (6 h) in glucose 
production buffer

Collecting glucose-containing solution 

Centrifugation

Mixing samples with glucose 
oxidase/peroxidase reagent

Adding 12 N H2SO4

Abs. 540nm

37°C, 30 min
(in the dark)

 

Fig. 6. Schematic diagram for glucose productio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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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CS 

 

약물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AOTF 기반 HCS장비를 

이용하여 HCS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 7). 6-well 

plate에 세포를 1×106 cells/well만큼 seeding하고 24 시간 동안 

serum-free DMEM에서 세포를 배양한다. Starvation이 끝난 다음 각 

약물을 30 분 동안 처리한다. 각 약물과 처리 농도는 다음과 같다: p38 

inhibitor (5 μM), JNK inhibitor (4 μM), IKKβ inhibitor (2 μM), 

aspirin (5 mM), indomethacin (25 μM), amygdalin (1 mM), 그리고 

cinnamic acid (1 mM). 그 후 순차적으로 10 ng/mL의 TNFα를 5 

시간 동안 처리하고, 100 nM의 인슐린을 10 분간 처리한다. 그리고 

3.5% formaldehyde/ 0.2% saponin으로 각각 15분/10분씩 처리한 

다음, primary antibody를 처리하고, 형광프로브 물질일 결합된 

secondary를 2 시간 동안 처리한다. 각 과정마다 PBS로 

washing해준다. 그리고 HCS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HCS는 서로 다른 색을 보이는 형광 프로브가 붙은 항체를 이용하여 한 

번에 5 개의 색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이때 한번에 관찰한 protein 

set는 그림 Fig 7에 나온 것과 같다. Set 1에서는 phospho-

JNK1/phospho-IRS1(serine)/phospho-IRS1(tyrosine)/phospho-

GSK3β /phospho-FOXO1를 보았고, set 2에서는 phospho-

IKKβ/phospho-IRS1(serine)/phospho-IRS1(tyrosine)/phospho-

GSK3β /phospho-FOXO1를 보았으며, set 3에서는 phospho-

p38α/phospho-IRS1(serine)/phospho-IRS1(tyrosine)/phospho-

GSK3β /phospho-FOXO1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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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Control-TNFα(-) Positive Control-TNFα(+) Experimental group: drug(+)/TNFα(+)

Seeding/serum-free starvation (24 h)

Drug treatment (30 min)No treatment (30 min)

TNFα (10 ng/mL, 5 h)No treatment (5 h)

Insulin treatment (100 nM, 10 min)

3.7% Formaldehyde fixation (15 min)/0.2% Saponin permeabilization (10 min)

Primary/secondary-antibody (2 h)

HCS

Target setting for HCS (five colors):

1. phospho-JNK1/phospho-IRS1(serine)/phospho-IRS1(tyrosine)/phospho-GSK3β /phospho-FOXO1

2. phospho-IKKβ/phospho-IRS1(serine)/phospho-IRS1(tyrosine)/phospho-GSK3β /phospho-FOXO1

3. phospho-p38α/phospho-IRS1(serine)/phospho-IRS1(tyrosine)/phospho-GSK3β /phospho-FOXO1
 

Fig. 7. Schematic diagram for 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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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atistical analysis 

 

모든 실험은 세 번 반복 실시되었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처리하였다. 

약물 처리에 의한 유의성은 SAS (Version 9.1,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Cary, NC, USA)를 이용해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를 이용한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검증하였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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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Part I. Acousto-optic tunable filter (AOTF) 
기반 HCS 장비 제작 
 

1. AOTF 기반 HCS 장비 성능 평가 

 

AOTF 기반 HCS 장비가 각 파장에서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9c2(2-1) 세포에 Quantum dot 

(λmax=625 nm), Na+ indictor (λmax=579nm), indicator for K+ 

channel permeability (λmax=524 nm)를 반응시킨 후,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각 형광 probe를 

특정 파장에서만 관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8). 즉, 세포 

내의 여러 반응을 형광 프로브로 표지시킬 경우, 본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해서 각 형광 프로브를 선택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된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세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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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yperspectral images of H9c2(2-1) cells subjected to the 

FluxORTM potassium channel assay, CoroNa Red assay and tagging 

with annexin V-biotin- streptavidin-conjugated QD-625 post-6h 

camptothecin (300 nM)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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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AOTF 기반 HCS 장비를 이용한 약물 

유발 심장독성 평가 

 

1. Drug-induced cardiotoxicity 

 

본 연구는 약물이 심장 박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심장근육세포에 미치는 adverse effect를 이온 채널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다. 약물은 ion channel를 blocking하거나 세포 내 특정 

molecule에 영향을 미쳐서 세포 내 이온 조성 변화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포사멸을 유발시킨다. 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난 

세포사멸은 apoptotic cell과 necrotic cell 내의 이온들의 connexon을 

통한 이동으로 인하여 인근 normal cardiomyocyte의 세포사멸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심장은 최종적으로 분화된 organ으로써 

cardiomyocyte는 재생, 증식하는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cell death를 

일으키면 replaced할 수 없고, 심근 세포 소실은 심장 기능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약물의 side effect로 인한 심장근육세포사멸은 

필수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우리는 항암제로서 심장에서의 부작용이 비교적 덜하다고 알려진 

camptothecin의 심장독성을 보고자 하였다 (Fig. 9). Camptothecin의 

경우, 6 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300 nM이하에서는 큰 변화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 칼륨채널의 투과성이 

증가하였으며, 세포 내 나트륨의 농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온채널의 투과성 변화가 아닌 세포 독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Annexin V/PI 염색법을 실시하여 세포자살과 세포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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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결과, 300 nM의 camptothecin을 처리하였을 때부터 세포 

자살과 세포괴사가 증가되었다. 이 농도는 나트륨이온 농도와 칼륨채널 

투과성이 증가되기 시작한 약물의 농도와 비슷한 것으로 높은 농도의 

약물에 의해 세포막이 손상을 받으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약물에 의한 apoptosis는 일반적으로 mitochondrial-mediated 

apoptosis pathway를 거치게 되는데, camptothecin 또한 이 기전을 

거치게 된다. 약물이 mitochondrial NADH dehydrogenase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하면 electron transport을 blocking함으로써 ROS가 

형성되고 Bax overexpression과 cytochrome C release를 유발한다. 

그리고 Na+/Ca2+ exchange 활성 감소에 따른 세포 내 [Ca2+]가 

증가를 하게 되면 Ca2+-activated K+ channel에 의해 K+ efflux 

증가하게 되고 Na+ pump 활성 증가로 인하여 Na+ efflux가 증가한다. 

즉, 세포 내 [Na+]와 [K+] 양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cell 

shrinkage가 일어나고 apoptosis가 관찰된다. 최근에는 

mitochondrial-mediated apoptosis pathway에서 downstream의 end 

point인 caspase-3가 ion channel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Na+/Ca2+-exchanger와 plasma membrane에 

존재하는 Ca2+-ATPase pump를 caspase-3가 cleavage 시킴으로써 

channel activity가 감소하여 세포 내 이온 항상성이 유지가 안되고 

심장독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약물에 의한 necrosis pathway는 

약물이 mitochondrial permeability transition를 유발하여 

mitochondria membrane에 pore가 형성되어 homeostasis 잃고 

cytochrome c를 방출한다. 그로 인하여 Na+/H+ exchange isoform 1 

(NHE1)과 Na+-K+-2Cl--cotransporter isoform 1 (NKCC1)이 

활성화되고 세포 내 [Na+] 및 cell volume이 증가한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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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a2+ exchange를 통하여 [Ca2+]가 증가하고 ATP가 고갈되면서 

necrosis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Deguelin은 폐암에서의 뛰어난 항암효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농도에서 심장독성, 호흡저하, 신경전도차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이것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도되어왔다 (Woo et 

al., 2009). 그 중 Deguelin의 유도체인 SH-03는 deguelin의 뛰어난 

항암효과를 지니며, 보다 덜 유독하다. 이 새로운 항암후보물질의 

심장독성을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측정법을 통하여 측정함으로써 

항암제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SH-03는 

칼륨채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높은 농도인 50 μM에서 

나트륨의 농도를 약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Fig. 10). 이는 심장에서 

비교적 독성이 적다고 알려진 camptothecin 과 비슷한 현상을 보인 

것으로, apoptosis가 일어났을 때 potassium channel permeability와 

세포 내 [Na+] 농도가 증가하였다. Deguelin의 세포독성기전도 이와 

동일하게 mitochondria-mediated apoptosis pathway를 보인다. 

Rotenoids를 포함한 deguelin은 mitochondrial NADH hydrogenase 

(complex I)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함으로써 electron transport을 

blocking하여 ROS를 형성한다. 그에 따라 MMP(mitochondrial 

membrane permeability)와 cytochrome C release를 유발하여 

apoptosis를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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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effect of camptothecin on the permeability of potassium 

channels, sodium ion concentrations, and apoptosis in the H9c2(2-

1) cells. Image (A) and occurrence rate (B) of camptothecin-

induced changes in H9c2(2-1) cells after 6 h of dru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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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effect of SH-03 on the permeability of potassium 

channels, sodium ion concentrations, and apoptosis in the H9c2(2-

1) cells. Image (A) and occurrence rate (B) of SH-03-induced 

changes in H9c2(2-1) cells after 12 h of dru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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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racellular Na+ level in apoptotic and necrotic 

cells 

 

Apoptosis와 necrosis는 세포 내 ion flow에 다른 양상을 띈다 

(Bhatia, 2004).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는 cell shrinkage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 내에 존재하는 Na+를 포함한 여러 intracellular medium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게 된다. 따라서 apoptosis가 일어난 경우에는 

intracellular Na+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 (Bortner et al., 2003). 그에 

반해, necrotic cell death는 세포 외액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cell swelling을 야기하는 세포막에 손상을 유발한다 (Bhatia, 2004). 그

러므로 necrotic cell에서는 intracellular Na+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apoptotic cell과 necrotic cell에서 관찰되는 ion flow 

현상은 아직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그 연구 결과에 대해 논란

이 있다. Fig 11는 1 μM의 camptothecin을 H9c2(2-1) 세포에 처리

하였을 때, 약물에 의해 유도된 intracellular Na+ 농도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intracellular Na+, apoptosis, 그리고 necrosis는 각각 

sodium-sensitive fluorescence probe, annexin V-QD 525, 그리고 

PI를 이용해서 관찰하였다. Apoptosis및 necrosis와 intracellular Na+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apoptotic cells (annexin V-

QD) 또는 necrotic cells (PI)를 Na+-indicator positive fluorescent 

cellular image와 겹쳐보았다. 그 결과 intracellular Na+ 농도가 증가한 

세포는 apoptotic cell가 아니고, necrotic cell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Apoptotic cell은 cell shrinkage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포 내 [Na+]과 [K+]는 감소하고 [H+]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necrotic cell은 cell swelling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포 내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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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2+], [Mg2+]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apoptotic cell 

내 sodium 이온 조성에 관련되어서 상반된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다 

(Bortner et al., 2001; Salido et al., 2001; Petrat et al., 2006; Jordán 

et al., 2003; Bortner et al., 1997; Yurinskaya et al., 2005). 뿐만 아

니라 necrotic cell은 neutrophils와 macrophages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포 파열로 인한 lysosomal enzyme 등의 물질들이 세포 밖으

로 유출이 되고 inflammation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apoptosis 뿐만 아

니라 necrosis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약물에 의한 

cardiotoxicity에서 apoptosis와 necrosis에 따른 이온현상을 정립할 필

요가 있다. 심장독성에 대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camptothecin를 세

포에 처리하고 그에 따른 cardiotoxicity를 살펴본 결과, apoptotic cell 

내에서 sodium ion 농도는 감소하고 necrotic cell 내의 sodium ion 농

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을 이미지화시켜서 apoptosis와 

necrosis에 따른 세포 내 Na+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에 대

한 상반된 이론들에 대한 논쟁거리를 없앨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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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 Necrosis

Percentage of stained cells (%) 18.75 31.25

Colocalization of cell death markers with 
sodium ion marker (%) 0 100

(A)

(B)

 

Fig. 11. Optical micrograph (fluorescent mode) of rat 

cardiomyocyte showing the correlation between drug-induced cell 

death pathways and sodium ion concentration. Green (apoptosis) 

and yellow (sodium ion) images are rarely overlapped, while yellow 

and red (necrosis) images are overlapped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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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약물의 염증기전 억제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1. Glycogen content assay 

 

Glycogen은 포도당의 저장형태로 주로 간에 저장된다. 혈액 내에 

포도당 함량이 높을 경우, 인슐린이 분비되고 간에서 포도당이 

glycogen으로 저장이 된다. 그러나 hepatic insulin resistance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간세포가 인슐린을 인지하지 못하여 glycogen 

synthesis는 증가하지 않는다. 약물에 의해 inflammatory pathway가 

억제되거나 insulin signaling이 촉진될 경우에 hepatic insulin 

sensitivity가 증가하여 glycogen synthesis가 증가할 것이다.  

먼저 glycogen standard를 이용하여 glycogen standard curve를 

얻은 것은 Fig 12와 같다. 그 결과, slope의 linearity는 0.9973이 

나왔다. 이 calibration curve를 이용해서 p38 inhibitor (5 μM), JNK 

inhibitor (4 μM), IKKβ inhibitor (2 μM), aspirin (5 mM), 

indomethacin (25 μM), amygdalin (1 mM), 그리고 cinnamic acid (1 

mM)에 의한 변화된 HepG2 내의 glycogen 함량을 정량하였다. 실험 

결과, negative control 및 positive control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chemical에 의해 HepG2 내 glycogen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 각 protein를 specific하게 inhibition할 수 있는 inhibitor들 

(p38 inhibitor, JNK inhibitor, 그리고 IKKβ inhibitor)과 anti-

inflammatory drug으로 사용되는 aspirin과 indomethacin을 

처리하였을 경우, control보다 glycogen 함량이 4-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연구가 시행된 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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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gdalin과 cinnamic acid는 control보다 glycogen 함량이 2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약물마다 HepG2 내 glycogen 함량 

증가율은 차이가 있지만, 7 종의 약물 모두가 glycogen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약물에 의해 

간세포 내의 glycogen 축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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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Glycogen Standard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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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ntracellular glycoge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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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lucose production 

 

간은 glucose metabolism과 관련이 있는데, 인슐린이 분비되었을 

때 정상적인 간에서는 포도당의 신생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hepatic insulin resistance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간세포가 인슐린을 

인지하지 못하여 혈액 내 glucose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세포에서 지속적으로 glycogen을 glucose로 변환시킨 

다음 혈액 내로 glucose를 분비시키게 된다. 따라서 약물에 의해 

inflammatory pathway가 억제되거나 insulin signaling이 촉진될 

경우에 hepatic insulin sensitivity가 증가하여 gluconeogenesis가 

감소할 것이다.  

먼저 glucose standard를 이용하여 glucose standard curve를 얻은 

것은 Fig 14와 같다. 그 결과, slope의 linearity는 0.9988이 나왔다. 이 

calibration curve를 이용해서 p38 inhibitor (5 μM), JNK inhibitor (4 

μM), IKKβ inhibitor (2 μM), aspirin (5 mM), indomethacin (25 

μM), amygdalin (1 mM), 그리고 cinnamic acid (1 mM)에 의한 

glucose 함량을 정량하였다. 실험 결과, Control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chemical에 의해 분비되는 glucose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5). indomethacin의 경우에는 control 대비해서 2배 정도 감소를 

하였고, 나머지 약물에 대해서는 5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약물은 glucose metabolism을 

개선시키는 것을 나타났고, insulin sensitivity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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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Glucose standard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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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Inhibition of glucose production. HepG2 cells were cultured 

in serum-free DMEM for 24 h and incubated with p38 inhibitor (5 

μM), JNK inhibitor (4 μM), IKKβ inhibitor (2 μM), aspirin (5 

mM), indomethacin (25 μM), amygdalin (1 mM), or cinnamic acid 

(1 mM) in glucose/phenol red-free DMEM for 6h. Glucose released 

from HepG2 cells to culture media was collected and measured 

using glucose assay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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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CS 

 

Fig 16은 p38MAPK pathways와 관련되어서 실시한 HCS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Fig 17은 JNK pathway와 관련되어서 실시한 HCS 

결과이며, Fig 18는 IKK pathway와 관련되어서 실시한 HCS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6의 경우에서 보면 p38 inhibitor를 처리하였을 때 

GSK3β, FOXO1, 그리고 IRS1tyr989의 인산화는 촉진되었고, p38와 

IRSser307는 탈인산화되었다. 즉, p38-dependent pathway에 의해서 

insulin sensitivity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spirin, indomethacin, amygdalin, 그리고 cinnamic acid를 

이용해서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약물에서 

GSK3β, FOXO1, 그리고 IRS1tyr989의 인산화는 촉진되었으나, p38은 

inhibition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4 종의 약물은 p38-

independent pathway에 의해서 insulin sensitivity를 향상시킨다. Fig 

17의 경우를 보면 JNK inhibitor를 처리하였을 때 GSK3β, FOXO1, 

그리고 IRS1tyr989의 인산화는 촉진되었고, JNK1과 IRSser307는 

탈인산화되었다. 즉, JNK-dependent pathway에 의해서 insulin 

sensitivity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spirin, indomethacin, amygdalin, 그리고 cinnamic acid를 이용해서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약물에서 GSK3β, 

FOXO1, 그리고 IRS1tyr989의 인산화는 촉진되었고, JNK1 또한 

inhibition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4종의 약물 모두 JNK-dependent 

pathway에 의해 insulin sensitivity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8의 경우를 보면, aspirin과 indomethacin은 IKKb-dependent 

pathway에 의해 insulin sensitivity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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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gdalin과 cinnamic acid는 IKKb-independent pathway에 의해 

insulin sensitivity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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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Improvement of insulin sensitivity in drug-treated HepG2 

cells through p38MAPK pathways and insulin signaling. p38 

inhibitor elevated phosphorylation of GSK3β, FOXO1, and IRS1tyr; 

impaired phosphorylation of p38α and IRSser307. Therefore, p38 

inhibitor improved insulin sensitivity in HepG2 cells through 

p38MAPK pathways-dependent pathway. However, aspirin, 

indomethacin, amygdalin, and cinnamic acid improved insulin 

sensitivity in HepG2 cells through p38MAPK-independent pathway. 



58 

 

 

Fig. 17. Improvement of insulin sensitivity in drug-treated HepG2 

cells through JNK pathways and insulin signaling. All chemicals 

elevated phosphorylation of GSK3β, FOXO1, and IRS1tyr; impaired 

phosphorylation of JNK1 and IRSser307. Therefore, all chemicals 

improved insulin sensitivity in HepG2 cells through JNK-dependent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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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Improvement of insulin sensitivity in drug-treated HepG2 

cells through IKKβ pathways and insulin signaling. IKKβ inhibitor, 

aspirin, and indomethacin elevated phosphorylation of GSK3β, 

FOXO1, and IRS1tyr; impaired phosphorylation of IKKβ and 

IRSser307. IKKβ inhibitor, aspirin, indomethacin improved insulin 

sensitivity in HepG2 cells through IKKβ-dependent pathway, but 

amygdalin and cinnamic acid improved insulin sensitivity in HepG2 

cells through IKKβ-independent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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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drug-induced changes in glycogen content 

assay, glucose produce assay, and HCS results 

 
Glycogen 
synthesis 

Gluconeogenesis
IKKβ-
dependent 
pathway 

JNK-
dependent 
pathway 

P38-
dependent 
pathway 

Aspirin ↑ ↓ O O X 

Indomethacin ↑ ↓ O O X 

Amygdalin ↑ ↓ X O X 

Cinnamic 
acid 

↑ ↓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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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1. 본 연구에서 다파장 검출이 가능한 정량적 multicolor cellular 

imaging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약물 효능을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HCS 약물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HCS 약물 검색 

시스템은 AOTF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본 HCS 장비는 현미경, 

AOTF 및 CCD로 구성되어있다. 샘플에서 발광된 형광이 현미경 

측면으로 방출되는데, 이 빛이 1×1 cm2의 window를 가지고 있는 

AOTF를 통과하여 특정 파장의 빛은 diffraction되고 나머지 빛은 

undiffraction 되어서 분리되게 된다. diffraction된 특정 파장의 

형광이 CCD 중앙에 들어오도록 CCD를 설치하여 원하는 세포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주사속도는 1 frame/sec이다. 이렇게 

얻은 이미지는 metamorph라는 software를 통해서 받아지고, color 

combine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얻게 된다. 

 

2. 약물 유발 심장독성은 이온채널의 투과성, 세포 내 이온 농도, 

그리고 cell death (apoptosis와 necrosis)를 hypermulticolor HCS 

장비를 이용해서 visualization함으로써 평가되었다. 항암제로 

알려진 camptothecin을 H9c2(2-1)에 처리한 결과, 300 nM 농도 

이하에서는 cardiotoxic effect가 보이지 않았다. 항암제 후보물질인 

SH-03를 처리한 결과, 10 μM 이하에서는 cardiotoxic effect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camptothecin과 SH-03가 각각 600 nM, 

50 μM에서 apoptosis와 함께 K+ 채널의 투과성, 세포 내 

[Na+]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mitochondrial-mediated 

apoptosis pathway를 통해 약물에 의한 apoptosis가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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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ell death 중에서 apoptotic cell에서는 

세포 내 [Na+]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necrotic cell에서는 

세포 내 [N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약물 유발 항당뇨 효능평가는 간세포에서 glucose metabolism과 

관련되어 약물에 의한 glycogen synthesis와 gluconeogenesis를 

먼저 살펴보았다. 선택한 7종의 약물 (p38 inhibitor, JNK inhibitor, 

IKKβ inhibitor, aspirin, indomethacin, amygdalin, 그리고 

cinnamic acid)을 HepG2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모든 약물에 

대해서 glycogen synthesis가 촉진되고 gluconeogenesis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모든 약물에 대해서 

inflammatory pathway와 insulin signaling pathway 내의 

protein을 시킴으로써 hepatic insulin resistance을 감소시키는 

것을 HCS를 이용하여 visualization 시키고자 하였다. 먼저 p38 

inhibitor, JNK inhibitor, 그리고 IKKβ inhibitor를 처리함으로써 

inflammation pathway를 억제하였을 때 hepatic insulin 

sensitivity가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JNK/IKKβ를 

억제하는 것을 알려진 aspirin과 indomethacin을 이용하여 HCS에 

의한 세포 이미지의 visualization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insulin sensitivity 개선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는 amygdalin과 

cinnamic acid의 경우에는 JNK1을 inactivation 시킴으로써 insulin 

sensitivity를 약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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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part of drug discovery research a concentrated effort has 

been made to develop high-content screening (HCS) technology for 

simultaneous monitoring of drug-induced intracellular changes. The 

optical, image-based HCS techniques work on the principle of using 

multiple fluorescent probes of different emission maximums for 

labeling different but specific cellular target moieties, and resolving 

the fluorescence spectra for monitoring several intracellular 

changes at the same time. When applied to cell-based assays for 

drug discovery screening such techniques could simultaneously 

provide information on many desired or undesired activities like 

drug-induced on/off target effects, cytotoxicity etc, thereby 

considerably reducing the measurement time, and hence cost. This 

thesis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 high-content quantitative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that via single-cell monitoring can 

directly depict targeted cellular moieties for quantitative analytical 

observation of multivariate cellular responses related to next 

generation drug discovery screening. The HCS system consists of a 

microscope modified to fit with different light sources as required, 

an AOTF and a charged coupled device (CCD) camera. The main 

feature of this system is that the fluorescence at a specific 

wavelength can be selectively detected. While the straight beam 

emerging from the AOTF is discarded, the built-in bi-refringent 

crystal of the AOTF permits the transmission of the diffracted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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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esired Bragg angle (θ) at a particular wavelength. Finally the 

fluorescence of the diffracted beam from the AOTF is finally 

detected by the CCD camera and the desired cell images are 

obtained. In order to test the efficiency of the developed HCS 

system for spectral separation of fluorescence signals, H9c2(2-1) 

cells were stained with three different fluorescent probes having 

emission maximums at 524, 579, and 624 nm, and differently 

stained cells were simultaneously scanned and imaged over a wide 

spectral region covering the emission maximums of the fluorescent 

probes used. Cells stained with different fluorescent probes were 

effectively separated and detected using the developed HCS system.  

The application of this multispectral and multicolor HCS system for 

efficient discrimination of simultaneous cellular eve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drug discovery was further demonstrated by two 

different cellular studies. 

Heartbeat is regulated by cardiac action potential. This action 

potential is greatly controlled by the activity of the many ion 

channels present in the cell membrane of a muscle cell. In particular, 

depolarization and repolarization occur periodically by 

outflow/inflow of ions through the Na+ channel and K+ channel 

present in the cell membrane. However, the changes in normal ion 

channel activities result in prolongation of QT interval that induces 

Torsades de pointes (TdP) and even sudden cell death. Cardiac 

abnormality is essentially associated with the changes in ion 

channel activities, myocyte structure, extracellular matrix (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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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nd neurohumoral system. Among these factors, the 

change in ion channel activity has been recognized as the major 

cause of drug-induced cardiotoxicity. This thesis demonstrates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HCS system for automatic screening of 

drug-induced cardiotoxicity in an intact cell. The HCS system was 

used to elucidate drug-induced cardiotoxicity via simultaneous 

quantitative monitoring of intracellular sodium ion concentration, 

potassium ion channel permeability and apoptosis/necrosis in 

H9c2(2-1) cell line. Cells were treated with camptothecin 

(anticancer agent) and a newly synthesized anti-cancer drug 

candidate (SH-03). Drug-induced changes in the permeability of 

K+ channel and intracellular Na+ concentration were simultaneously 

detected using two fluorophores. Camptothecin and SH-03 did not 

show any cytotoxic effect at normal use (≤ 300 nM and 10 μM, 

respectively). This result clearly indicates the potential of SH-03 

as a new anticancer drug candidate. The developed HCS method 

also allowed efficient discrimination of simultaneous cellular events 

(i.e., apoptosis and necrosis) triggered by anticancer drugs by 

facilitating the observation of an entire emission spectrum of a third 

fluorophore at an individual wavelength. This enabled us to 

correlate the cell death pathways with change in intracellular Na+. 

The developed protocol can directly depict and quantitate targeted 

cellular responses, thereby enabling an automated, easy to operate 

tool that is applicable to drug-induced cytotoxicity monitoring. This 

multicolor imaging based system has great potential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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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ry system to the conventional patch clamp technique 

and flow cytometric measurement for the screening of drug 

cardiotoxicity. 

The HCS system was then used to screen antidiabetic efficacies 

of drugs. Drug-induced improvement of insulin resistance was 

investigated by monitoring inhibition of cellular inflammatory 

mechanisms.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TNFα to induce 

insulin resistance, and several intracellular proteins involved in 

inflammatory pathway and insulin signaling pathway were 

simultaneously monitored. Insulin resistance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ype 2 diabetes mellitus. In case of insulin 

resistance, excess insulin is secreted by the pancreas and 

circulating insulin levels in the blood are elevated. Insulin resistance 

causes diabetes mellitus as well as various other diseases including 

high blood pressure, high cholesterol, heart diseases, or stroke. 

Especially, in case of insulin resistance in liver cells, hepatocyte 

does not recognize the increment of insulin level in the blood vessel 

and continues to break down glycogen, produce and secrete glucose 

and inhibit cell survival and proliferation. Recent 

clinical/experimental researches proved that inflammatory 

mechanism was closely connected to the onset of type 2 diabetes. 

Insulin resistance can be improved, even when drug is targeted to a 

specific kinase in the inflammatory pathway. In this thesis work 

three proteins (IKKβ, JNK1, and p38α) in inflammatory pathway 

and four proteins (IRS1ser307, IRStyr, GSK3β, and FOXO1) in ins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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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ing pathway were selected for conducting further studies. 

HepG2 cells were subjected to seven kinds of drugs: three specific 

inhibitors (p38 inhibitor, JNK inhibitor, and IKK β inhibitor), two 

anti-inflammatory drug (asprin and indomethacin) and two major 

compounds of herbal medicine (amygdalin and cinnamic acid). Then, 

to detect proteins within HepG2 cells, each protein was processed 

for fluorescence labeling using phospho-primary 

antibody/fluorescein-labeled secondary antibody. The wavelength 

of maximum emission of each protein is: p-GSK3β at 525 nm, p-

p38, p-JNK1, and p-IKKβ at 565 nm, p-IRS1ser307 at 605 nm, p-

IRStyr at 705 nm, and p-FOXO1 at 655 nm. At a time five different 

proteins were scanned for fluorescence. The groups are as follows: 

p38/GSK3β/IRS1ser307/IRStyr/ FOXO1, 

JNK1/GSK3β/IRS1ser307/IRStyr/FOXO1, and IKKβ/GSK3β 

/IRS1ser307/IRStyr/FOXO1. Fluorescence of each protein was detected 

using the developed AOTF-based HCS equipment. Phosphorylation 

of each protein was observed by HCS. The phosphorylation of p38, 

JNK, and IKKβ, the proteins which are well-known to affect 

insulin resistance in inflammation pathway, was inhibited by specific 

inhibitors indicating that improvement of insulin sensitivity can 

occur through p38, JNK, and IKKβ-dependent pathway.  

Several researches reported that aspirin and indomethacin 

enhances insulin sensitivity through JNK/IKKβ-dependent 

pathway. Using HCS equipment, the effects of aspirin and 

indomethacin on insulin sensitivity was confirmed. Amygdal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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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namic acid whose effects on insulin sensitivity were unknown 

were also investigated. Both amygdalin and cinnamic acid improved 

insulin sensitivity through JNK-dependent pathway. 

 

Keywords: Acousto-optic tunable filter (AOTF); high-content 

screening (HCS); cardiotoxicity; insulin resistance; inflammation 

pathway; insulin 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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