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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PartⅠ에서는 빛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 결합 단백질에 관한 연구를 서술하였으며 Chemistry -

A European Journal 2014년 2월에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PartⅡ에서는 신규 peptidomimetic compound의 합성과 항암 활

성 연구 내용을 서술하였다.

[PartⅠ]

단백질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광학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생체 시스템

에서 시공간적으로 정밀하게 기능 조절이 가능하며, 세포 내부의 다른

요소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정상 프로세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

규 융합 단백질인 As-LOV-Tet repressor(TetR)와 YtvA-Tet

repressor(TetR)를 디자인하여 빛에 의해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Thermodynamic, Kinetic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Flavin mononucleotide (FMN)에 의해 빛이 흡수되면 Light

sensing domain인 As-LOV와 YtvA을 통하여 TetR 단백질에 신호를

전달하게 되어 TetR 단백질과 결합하는 Ligand인 Tetracycline과의 결

합력이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 모

듈은 단백질 신호전달 메커니즘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중

요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빛에 의해 민감하게 구조 변화를 일으키

는 단백질 모듈을 다른 단백질과 조합하여 빛에 의한 항생제의 반응성을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치료제 개발 전략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 ii -

기대된다.

주요어 : 빛, 단백질, Tetracycline, Lightsensing domain

학 번 : 2012-23586

[PartⅡ]

펩타이드 골격 화합물은 수많은 작용기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합성이 가

능하며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peptidase에 의해 쉽게 분해될 수 없기 때

문에 높은 안정성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다양한 요소에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펩타이드 유사 구조인 peptoid를 기반으로 하여 Library

를 구축하였고 화합물에 대한 characterization을 진행하였으며 생물 활

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몇 가지 화합물이 인간 폐암세포

(H1299)에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농도 의존적으로 효과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분자 모델링 연구를 통해서

IGF-1R Kinase 수용체의 활성자리에서 합성한 화합물이 리간드로서 상

호작용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 알려진 활성 억제제에

비교할만한 수준의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추가적인 효과 검증을 위하여 구체적인 binding mode를 규명하

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강력한 효능이 있는 효소억제제를

합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Kinase, Peptidomimetic, 분자 모델링

학 번 : 2012-2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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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Protein chemistry 연구 분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pH,

light, ligand binding 그 밖의 환경적인 요소에 반응하는 단백질 기능에

관한 것이다. 세포는 외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진화하며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1)∼5)

특히 sensory protein의 외부 신호에 대한 반응성은 세포의 적응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Light-oxygen-voltage (LOV) domain은

Per-Arnt-Sim (PAS) superfamily의 하위 그룹이며 sensory protein 모

듈은 거의 모든 생물계의 유기체에서 보존되어 있다.3)∼10) LOV domain

중 As-LOV domain은 Avena sativa Phototropin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생화학 및 생물 물리학, 구조학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었다.3),11)∼13)

As-LOV domain은 Jα helix라고 불리는 독특한 α-helical 구조 단위를

가지며 이것은 PAS 중심 domain의 C 말단에 위치해 있다. 빛으로 유도

되는 Jα helix의 구조 변화는 chromophore 결합 위치에 있는 cysteine

잔기와 flavin mononucleotide (FMN) 사이에 가역적인 공유결합을 형성

함에 의해 유도된다.14)∼16) 빛에 의해 활성화된 공유결합 상태에서 비 공

유결합 상태로 전환은 As-LOV domain에서 수십 초 이내 일어난다.
8)

LOV domain은 식물의 phototropin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이후 연구

를 통해 박테리아 유전자에서도 LOV domain을 확인하였다. 이 박테리

아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반응 factor σB, 독성 그리고

cell-envelope physiology를 조절한다.7),17) YtvA는 Bacillus subtili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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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되어 처음으로 원핵세포의 광수용체 단백질로 알려졌으며 N 말단에

는 light-sensing LOV domain을 가지며 C 말단에는 sulfate transporter

/anti-σ-factor antagonist (STAS) domain을 가진다.11),18)∼20) LOV

domain은 sensing 모듈로 작용하며 박테리아 내에 α-helix linker에 의

해 domain의 C 말단에 다양한 effector domain이 연결되어 있다. 구조상

으로 YtvA α-helix linker (127 - 147 잔기)는 As-LOV Jα-helix에 상응

하며, PAS core의 C 말단에 위치한다. 그러나 YtvA Jα-helix 기능은

As-LOV와 다르게 나타나며, 빛에 의해 YtvA의 Jα-helix는 어떠한 구조

변화를 겪는지 보고되지 않았다. LOV 단백질에 관한 대부분의 구조 및

생물 물리학 연구에서 YtvA-LOV domain은 Jα-helix를 포함하고 있으

며, YtvA-LOV domain은 용액 상태에서 dimer로 존재함을 밝혔고11),19),20)

추가적인 연구에서 YtvA 구조는 dumbbell-like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LOV-LOV와 STAS-STAS domain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22) LOV domain은 청색광 흡수를 통해서 FMN

chromophore가 결합되며 YtvA-LOV이 활성화 된다. 즉, 청색광 흡수는

단백질-FMN adduct의 공유결합의 형성을 유발하며 (그림 1-1. C)) 이

때 390nm에서 흡광도가 증가한다. YtvA-LOV domain은 다른 LOV

domain과 달리 dark 재생 시간 (t1/2 ≒ 45min)이 매우 느리다.19),24) 본 연

구에서 Biomolecular engineering을 통해 빛으로 조절되는 신규 스위치

모듈을 개발하는데 있어 느린 dark 재생 시간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LOV 단백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빛 신호 전달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그리고 Output domain

(STAS-YtvA LOV, Kinase domain-As-LOV)을 TetR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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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은 Tetracycline Repressor로서 DNA binding 단백질이며,

tetracycline (Tc) 항생제에 대한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전

사를 조절하는 것이다.24)∼27) TetR은 homodimer α-helix 단백질이며, 그

것의 monomer는 24kD이고 N-terminal은 DNA binding domain이며

C-terminal은 tetracycline binding domain으로 구성된다. TetR에 Tc가

결합됨으로써 구조변화를 유도하며, TetR의 DNA binding을 저해한다.

Tc가 없을 때 TetR dimer는 target DNA sequence 즉 tetR과 tetA 유

전자의 작동자인 tetO1, tetO2에 결합한다. TetR과 tetO의 결합 친화성

은 10
-11
M이지만 단백질에 Tc가 결합하게 되면 10

9
배로 감소하게 된다.

24) 이것은 TetA와 TetR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며 세포질 내에 Tc의

농도 감소를 급속하게 초래한다. 이전 연구에서 많은 원핵세포 및 진핵

세포 시스템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기 위해 TetR-tetO 시스템을 이

용하였다.27)∼29)

또한 구조 및 생화학 분야 연구에서 TetR 단백질 내에서 tetracycline

에 의해 알로스테릭 효과가 유도됨이 밝혀졌다.24) Tc 결합 위치와 DNA

결합 지역 사이 거리가 대략 33Å로서 비교적 멀리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이전 연구자들은 알로스테릭 조절의 메커니즘 연구의 모델로서 이용

하였다.28),30) 한 단백질 내에서 한 위치에서 다른 지점으로 신호 전달의

과정은 biomedical 공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3) 알로스테릭

TetR 단백질을 Light-sensing domain과 engineering한 것은 내부

domain에서의 단백질 신호 전달 경로에 대한 연구를 위한 활용도 높은

도구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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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ensor 단백질 구조 및 빛에 따른 구조 변화 A) As-LOV 구조

(PDB code: 2V1A) B) YtvA 구조 (PDB code: 2PR6) C) Light, dark 상태에

따른 LOV domain 내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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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결과

제 1 절 단백질 디자인

Light sensing domain인 그림 1-1. A) YtvA-LOV와 B) As-LOV를 사

용하여 PAS-TetR chimeric 단백질을 구성하였다. 빛의 강도와 파장에

따라 light 상태와 dark 상태로 존재하는 LOV domain을 TetR과 연결시

켜 디자인하였다 (그림 1-2). As-LOV domain의 Jα-helix는 단백질 C

말단에 존재하는 약 20개 아미노산을 말하며9) 빛에 의해 구조 변화를 겪

는다. 많은 생화학 실험에서 As-LOV domain의 빛 신호 전달에 있어서

Jα-helix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As-TetR 구조를 디자인하는

데 Jα-helix 부분을 포함하였다. 그래서 As-LOV domain의 Jα-helix

부분을 TetR domain의 N 말단 부위에 연결하였다.

YtvA domain 역시 C 말단에 α-helix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α

-helix는 다른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YtvA domain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 YtvA domain의 Jα-helix 부분이 신호 전달 요소가 아님을 확

인하였기 때문에 YtvA-TetR chimeric 단백질 디자인에 있어 YtvA Jα

-helix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YtvA domain은 N 말단에 24개 아미

노산 잔기를 가지고 있으며 명확하게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다. Fusion

단백질로 Ytv-TetR과 TetR-Ytv 두 가지로 디자인하였다. 정확한 신호

전달 경로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YtvA를 N 말단, C 말단에 각각

위치시켜 디자인 하였다. 그리고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dark 상태로 만들

기 위해 FMN과 결합하는 cystein 잔기를 serine으로 점 돌연변이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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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사용하였다.9)

Output 모듈로서 TetR domain은 TetRB와 TetRD26)를 이용하였다. 대

부분의 생화학 특성 실험에서 TetRB를 이용한다. 그러나 그 구조는 밝

혀지지 않았다. TetRD의 경우 tetO DNA sequence에 결합하고 있는 복

합체 구조가 X-ray 구조24)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초기 실험 디자인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TetRD fusion 단백질의 경우 용해도가 낮아 생화학

실험을 위해 대량으로 단백질을 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모

든 fusion 단백질 실험은 TetRB를 이용한 fusion 단백질로 수행하였다.

그림 1-2. Light sensing Domain과 TetRB 단백질의 Fusion design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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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단백질 t1/2 (448nm) K(속도 상수)

YtvA-TetR 48.8min 0.0142min-1

제 2 절 Chimeric 단백질의 Dark regeneration

kinetics

이전 연구에서 As-LOV domain에 비해 YtvA-LOV domain이

Light-excited 상태에서 dark-ground 상태로 더욱 느리게 전환한다고 보

고되었다.19) Light sensing domain의 Light 활성화 상태에 대해 연구하

기 위해서는 느린 Light 스위치가 필요하며 적절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As-LOV domain에 있어서 light 활성화의 t1/2은 대략 30초이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생화학적 분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7),9),32) Ytv-TetR 스위치는 dark 상태로 회복하는 데 447nm 파장에서

의 흡광도 증가를 측정한 속도상수가 0.01421min-1 이며 그것은 t1/2이

48.8분과 일치한다 (그림 1-3, 표 1-1). 이것은 이전에 보고된 YtvA

domain에 관한 연구내용과 유사하며 cloning을 통해 fusion된 YtvA 단

백질이 본연의 photocycle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YtvA의 folding이 온전함을 암시한다.

표 1-1. YtvA-TetR 단백질의 Half time과 속도 상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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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 Ytv-TetR chimera의 UV/Vis 스펙트럼이며 dark 상태에서(파란

색) 최대 흡광도는 447nm 파장에서, Light 활성화 상태(빨간색)는 390nm 파장

에서 확인 B) Ytv-TetR 단백질이 Light 상태에서 dark상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동역학적 수치는 447nm에서 증가하는 흡광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1차

지수 함수로 근사하여 동역학적 parameter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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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Electrophoretic mobility-shift assay

그림 1-4.는 Ytv-Tet과 As-TetR이 tetO sequence를 포함하는 DNA

oligomer와 결합하는 양상에 대한 electrophoretic mobility-shift

assay(EMSAs) 결과를 보여준다. 상단의 밴드는 tetO와 단백질이 결합

하여 복합체를 이룬 경우이며, 하단의 밴드는 Tetracycline의 영향을 받

아 DNA만 해리된 경우이다. YtvA-TetR의 경우 Light 상태에서 Tc 10

μM 농도일 때, dark 상태에서는 Tc 50 μM 농도일 때 상단의 단백질과

DNA 복합체 밴드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결과는 tetracycline 결합에 의

해 repressor 단백질에 결합되어있던 DNA가 해리되며, light 상태일 때

더욱 낮은 농도의 Tc와 반응하여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Tc에 대한

binding affinity(Kd)값이 light 상태에서는 6.5 μM, dark 상태에서는 20.2

μM임을 확인하였다. TetR이 YtvA-LOV domain의 N 말단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TetR-Ytv) 빛에 따라 Tc에 대한 결합 경향이 일관되지 않았

다. 이것은 YtvA에서 TetR 방향으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짐을 내포하고

있으며, YtvA N 말단에서 TetR 단백질로 신호전달은 TetR-Ytv를 빛을

통해 조절하는데 큰 영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As-TetR의 경우 빛에 의한 조절 효과가 상반되게 확인되

었다 (그림 1-4. B)). 특히 As-TetR의 dark 상태는 light 상태보다 Tc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Kd값이 대략 8 μM보다 적게 나타났다.

light 상태에서 DNA-단백질 복합체가 완전히 해리되는데 50 μM의 Tc

가 필요하였다. 이 결과로 인해 fusion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빛에 의해

유도된 변화가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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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EC50[μM] YtvA-TetR AsLov-TetR

Light 6.519 10.25

Dark 20.23 7.26

그림 1-4. Chimertic 단백질인 A) Ytv-TetR과 B) As-TetR와 함께 tetO

sequence를 포함한 DNA oligomer의 Electrophoretic mobility-shift assays

(EMSAs). Lane 1에서 6까지 Tc 농도는 증가하며 상단 밴드는 단백질/tetO

DNA oligomer 복합체, 하단 밴드는 해리된 상태의 tetO DNA oligomer 임.

C) YtvA-TetR D) AsLov-TetR의 LogEC50 Fitting graph (by Graphpad

prism, Sigmoidal dose-response)

표 1-2. YtvA-TetR, AsLov-TetR EMSA 하단 band의 logEC50[μ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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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형광(Fluorescence) spectroscopy

단백질 형광에 대한 분석은 특정 아미노산의 환경 변화를 감지할 수 있

게 해준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단백질에 리간드 결합을 모니터링하기 위

해 널리 이용된다.25) Ytv-TetR과 As-TetR fusion 단백질은 280nm에서

excitation되며 340nm에서 최대 emission 파장을 나타낸다 (그림 1-5).

그것은 트립토판 아미노산의 형광을 암시하는 것이다. 단백질이 Tc와 결

합함에 따라 340nm에서의 형광이 감소하며 Tc로 에너지 전달현상이 일

어나기 때문에 514nm에서의 형광이 증가한다. 이러한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은 TetR 단백질에 Tc가 결합하는 것

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25),30),33) 그러나 디자인한

스위치에서 514nm의 형광은 FMN으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emission 신

호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340nm에서 감소

하는 형광 값을 바탕으로 Tc 결합 상수를 계산하였으며 (표 1-3) 실험

결과 YtvA-TetR의 경우 Light 상태에서 Kd value가 더 낮아

tetracycline과 더욱 강력한 binding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AsLov-TetR의 경우 dark 상태에서 Kd value가 더 낮아 YtvA-TetR과

반대의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stopped-flow 측정 시에도 300∼400nm

band-pass filter를 이용한 형광 감소를 이용하여 동역학 파라메타를 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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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 light과 dark 상태에서 tetracycline의 유무에 따라 Ytv-TetR(왼

쪽)과 As-TetR(오른쪽) chimertic 단백질의 형광 emission 값 B) 형광 세기를

바탕으로 Ytv-TetR(왼쪽)과 As-TetR(오른쪽)의 Tc 결합에 대한 적정을 나타

낸 그래프 C) light과 dark 상태에서 Ytv-TetR과 As-TetR의 Kd 값과 light상

태와 dark 상태의 Kd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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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Stopped-flow 분석

Fusion TetR 단백질의 리간드 결합에 대한 동역학적 특성에 대한 light

의 영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topped-flow 분석을 진행하였다.

Stopped-flow 분석은 주사기에 반응시킬 각각의 샘플을 주입한 후 일정

한 압력으로 분출하여 빠르게 혼합시킨 후 시간에 따른 형광 또는 흡광

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Fusion 단백질과

Tetracycline을 혼합시켜 시간에 따른 형광의 감소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동역학 파라메터를 구할 수 있으며 유사 1차 반응 조건

에서 수행하였다 (LOV-TetR 단백질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Tc를 넣

어 반응). 실험 결과 LOV-TetR 단백질과 Tc와 결합에 있어 두 단계 반

응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들 중 한 단계만 light

의존적으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Ytv-TetR fusion 단백질에서 Tc 농도

대 kobs 값의 그래프 기울기로부터 결합속도 상수(kon)값을 구했으며, 그

값은 light 상태일 때 50 % 이상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6).

이 결과는 형광 적정에서 결과에서와 같이 (그림 1-6. B)) light 상태일

때 더욱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As-TetR은

light에서 dark 상태로 복귀하는 half-life가 30초9)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는 재현성 있는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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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 Stopped-flow 기기로 분석한 Ytv-TetR 단백질의 Tetracycline

리간드와 결합속도 상수. 300∼400nm 파장에서 변화하는 형광 값을 band-pass

filter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였으며, 20±0.4 ℃, 10mM Tris buffer (pH 8.0)에서

측정 B) Ytv-TetR 단백질에 2.5 μM Tc이 binding되는 kinetic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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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Light

(YTB)[a]

Dark

(YTB)[a]

L/D

(YTB)[a]

Light

(ATB)[b]

Dark

(ATB)[b]

L/D

(ATB)[b]

Kd

[M]

1.79 x 10
-7

4.52 x 10
-7

0.40 4.23 x 10
-7

2.20 x 10
-7

1.93

3.78 x 10
-7

6.60 x 10
-7

0.57 1.01 x 10
-6

4.64 x 10
-7

2.18

2.37 x 10-7 5.00 x 10-7 0.47 9.02 x 10-7 5.39 x 10-7 1.68

평균 2.65 x 10-7 5.37 x 10-7 0.48 7.78 x 10-7 4.07 x 10-7 1.93

std 1.02 x 10-7 1.09 x 10-7 0.09 3.12 x 10-7 1.67 x 10-7 0.25

제 6 절 Tc에 대한 평형해리 상수

Ytv-TetR 단백질에 대해 Tc 농도에 따른 적정 실험 결과 light 상태에

서의 Kd 값은 0.265 ± 0.1 μM이며 dark 상태에서의 Kd 값은 0.537 ±

0.1 μM이었다 (그림 1-5. B), C), 표 1-3) 이것은 EMSA 결과와 일관성

있었으며 light 상태에서 YtvA domain이 두 개의 TetR 모노머의 방향

에 더욱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구조적인 제

약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As-TetR 단백질에 Tc가 결

합하는 것은 dark 상태에서는 Kd 값이 0.41 μM이며, light 상태에서는

Kd 값이 0.78 μM으로 dark 상태에서 더욱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EMSA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가진다.

표 1-3. 형광 Kd 값. [a] YTB: YtvA-TetR [b] ATB : AsLOV-Te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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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Circular dichroism

Circular dichroism(CD)는 원형으로 편광된 좌, 우 빛의 흡수에 대한 차

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UV CD는 주로 단백질의 2차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단백질은 pH, 온도 등 외부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2

차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변화 또는 외부 분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번 실험에서는 Ytv-TetR 단백질

의 light과 dark 상태에 따른 circular dichroism (CD) 스펙트럼을 확인

하였으며, 측정 범위는 200-250nm를 먼저 측정하였다 (그림 1-7. A)).

light과 dark 상태의 CD 신호는 상당히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빛으로 인

해 단백질 구조가 동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K2D3 웹서버

(http://www.ogic.ca/projects/k2d3index.html) 분석결과에서는 두 경우

모두 α-helix 2차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320nm 파장대의

CD 스펙트럼 역시 light과 dark상태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것은 방향족

잔기인 트립토판과 티로신의 비대칭 환경을 암시한다. light 상태는 다소

양의 값을 가지며 dark 상태에서는 신호를 나타내지 않았다. 초기에

FMN chromophore의 유무에 따른 결과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YtvA-LOV domain은 역시 Jα helix 유무와 상관없는 결과가 확인되었

으며 near-UV 지역에서의 light, dark 상태의 CD 스펙트럼 차이는 CD

에 민감한 주변 잔기들이 4차원적인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유도되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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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 파장 200∼250nm에서 Ytv-TetR의 CD 스펙트럼 (light상태는 빨

간색 실선, dark 상태는 검은색 점선) B) 파장 250∼350nm에서 Ytv-TetR의

CD 스펙트럼 (light상태는 빨간색 실선, dark 상태는 검은색 점선) C) YtvA 단

백질의 Jα helix의 유무에 따른 CD 스펙트럼 결과이며, dark 상태에서 Jα helix

있는 것은 275nm에서 음의 값을 가졌으며, 292nm에서는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

나 light 상태에서는 양의 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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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방법

제 1 절 클로닝

각 모듈의 DNA 절편은 그림 1-2에 나타내었으며, HF Phusion 효소

(NEB)를 사용하여 표 1-4에 있는 primer를 이용해 효소 연쇄 반응

(PCR)을 진행했다. AsLOV-TetR, YtvA-TetR, TetR-YtvA chimeric

fusion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두 번의 overlap PCR을 진행하였으며, 짧

은 PCR 절편을 주형가닥으로 이용하였다. 각 프라이머는 Nhe1 또는

BamH1의 제한 효소 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번째 단계의 PCR 생

성물은 두 개의 제한 효소로 처리한 뒤 T4 ligase(NEB)를 이용하여 같

은 제한 효소 자리로 잘린 pET28a(+) 벡터와 함께 연결되었다. 원하는

chimera sequence를 가진 clone은 sequence 검증 작업을 통해 확인되었

으며, BL21(DE3) strain에 transformation되었다.

제 2 절 단백질 발현과 정제

pET28(+) 벡터에 연결된 AsLOV-TetR, YtvA-TetR 그리고

TetR-YtvA chimeric construct는 Escherichia coli BL21(DE3) strain내

에서 37℃를 유지한 인큐베이터 내에서 OD 0.8 ∼ 1.0이 될 때까지 배양

하였다. 그 이후 β-D-1-thiogalactopyranoside(IPTG)를 0.2mM 처리하

여 18℃를 유지한 생태로 16hr 이상 배양하여 단백질을 과 발현시켰다.32)

Cell pellet은 sonicator로 용해되었으며, 단백질은 Ni-NTA 친화 크로마

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제되었다. 250mM imidazole을 포함한 버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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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단백질을 용출하였고, 그 단백질은 25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Tris) 버퍼(pH 7.0, 10 % glycerol, 500mM NaCl, 1mM

DTT)로 4hr 이상 투석 과정을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원심분리기에 의

해 농축되었다.

제 3 절 EMSA(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tetO sequence를 포함한 DNA oligomer (48bp)는 코스모진텍에서 구매

하였으며, oligomer의 sequence는 다음과 같다 : tetO-f 5'-CCTAATTT

TTGTTGACACTCTATCATTGATAGAGTTATTTTACCACTC-3',

tetO-r 5'-GAGTGGTAAAATAACTCTATCAATGATAGAGTGTCAA

CAAAAATTAGG-3' 각각 동일한 몰수의 oligomer를 물에 용해시킨 섞

고 96℃에서 5분간 열을 가해 oligomer를 완전히 분리시킨다. 그리고 상

온에서 2시간 이상 식혀 상보적인 결합을 이루게 한다. 이중가닥의

DNA를 chimeric 단백질과 결합 버퍼를 섞어 상온에서 10분간 배양한다.

버퍼는 20mM Tris-HCl (pH 8.0), 50mM NaCl, 1mM MgCl2, 0.1mM

DTT, 5 % v/v glycerol, 0.001mg/ml BSA로 구성하였다. 빛에 의해 활

성화된 단백질을 준비하기 위해서 샘플에 백색 광원을 이용하여 조사하

였으며, 8 % acrylamide 젤을 사용하였으며, Tris-boric acid buffer

(MgCl2 포함) 하에서 50V로 1hr 정도 전기영동 실시하였다. 젤은

Safe-pinky DNA staining solution (Genedepot)에 의해 염색되었으며

ImageQuant LAS4000을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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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Primer Sequence

AsLOV-

TetR

Primer 1-

NheI-AsLOV-f
5’- GGTTGCTAGCCTGGCCACCACTCTAGAGC

Primer 2

AsLOV-TetR-r
5’- ATCTAGACATGTCGATGTTCTCGGCGGT

Primer 3

AsLOV-TetR-f

5’- GAACATCGACATGTCTAGATTAGATAAAA

GTAAAGTG

Primer 4

TetR-BamHI-r
5’- GGTTGGATCCTTAAGACCCACTTTCACATT

YtvA-

TetR

Primer 5

NheI-Ytv-f
5’- GGTTGCTAGCATGGCTAGTTTTCAATCATT

Primer 6

Ytv- TetR-r

5’- CTAATCTAGACATGATATCATTCTGAATTC

CGA

Primer 7

Ytv-TetR-f

5’- CAGAATGATATCATGTCTAGATTAGATAAA

AGTAAAGTG

Primer 4

TetR-BamHI-r
5’- GGTTGGATCCTTAAGACCCACTTTCACATT

TetR-

YtvA

Primer 8

NheI-TetR-f

5’- GGTTGCTAGCATGTCTAGATTAGATAAAAG

TAAAGTG

Primer 9

TetR-Ytv-r
5’- AACTAGCCATAGACCCACTTTCACATTTAA

Primer 10

TetR-Ytv-f
5’- AAGTGGGTCTATGGCTAGTTTTCAATCATT

Primer 11

Ytv-BamHI-r

5’- GGTTGGATCCTTAGATATCATTCTGAATTC

CG

표 1-4. LOV-TetR chimeric construct cloning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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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형광(Fluorescence) 측정

Chimeric TetR 단백질을 280nm에서 excitation시켜 295nm에서 550nm

까지 emission spectrum을 측정했다. Light 상태의 샘플은 백색 광원으

로 1분간 조사하여 준비했다. 그리고 결합 적정 실험은 Jasco FP 6500

spectrofluorimeter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20℃에서 진행되었다. 단백질은

100mM Tris-HCl (pH 8.0), 100mM NaCl, 1mM MgCl2 그리고 1mM

dithiothreitol을 사용하여 용해시켰다. 본연의 tryptophan 형광의

quenching이 단백질과 Tc의 결합에 의해 유도되면서 형광(fluorescence)

의 세기가 감소하였으며 이를 측정하였다. 스펙트럼 bandwidth는 형광

신호의 강도에 따라 조절하였으며, excitation-1nm, emission-5nm로 설

정하였다.

제 5 절 동역학적 분석 (Stopped-flow)

SX-20 stopped flow spectrophotometer (Applied Photophysics Ltd.,

UK)를 사용하여 20 ± 0.4 ℃에서 pre-steady-state binding kinetic data

를 얻었다. 단백질은 10mM Tris(pH 8.0), 150mM NaCl, 2mM

dithiothreitol(DTT)과 10mM MgCl2 에 용해시켜 사용했다. TetR 단백

질에 Tc가 결합될수록 형광 방출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

여 실험하였으며, 280nm 파장으로 excitation 시켰으며, emission 은

300-400nm 파장을 통과시키는 UG-1 band-pass 필터 (Andover

Corporatio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0.1 μM이 되도록

맞추었으며, Tc 농도는 단백질에 비해 과량의 농도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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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first-order kinetic 조건을 갖도록 하였으며, 2.5 μM에서 20 μM

까지 다양하게 변화시켜 진행했다. 각 kinetic 실험마다 8000개 데이터를

얻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3∼5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 데

이터를 추출하였으며, PRO-Data software(Applied Photophysics Ltd.,

UK)의 double-exponential decay 식을 이용하여 근사식을 도출하였다.

제 6 절 Circular dichroism

CD 측정은 Jasco J715 spectropolarimeter를 이용하여 25℃에서 진행하

였으며, 단백질은 10mM Tris(pH 8.0), 150mM NaCl, 2mM DTT와

10mM MgCl2에 용해시켜 최종 농도가 25μM이 되도록 맞춘다. 190∼

250nm에서 far-UV 스펙트럼을 얻었고, 250∼350nm에서 near-UV 스펙

트럼을 얻었다. 같은 조건하에서 버퍼의 스펙트럼을 먼저 측정하여 샘플

의 측정값에서 빼주었다. Optical path length는 0.1cm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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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연관되지 않은 단백질인 LOV와 TetR

을 통해 빛을 통한 신호 전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EMSA와 Tc

적정 등의 실험을 통해 명확하게 chromophore에 의해 흡수된 빛이

DNA binding 단백질의 N 말단에서 C 말단으로 전달되며 이것은 TetR

단백질로 전달되어 Tc 결합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30)

이 연구의 목적은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두 가지 종류의 LOV

domain인 YtvA, As-LOV의 주요 신호 전달 요소들을 밝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dark regeneration kinetic 성질을 가지는 “light 스위치”를 구

조화하여 tetO DNA 결합 친화도를 조절하여 TetR과 Tc의 결합력의 변

화를 유도하였다. 특성 실험을 통하여 YtvA-LOV와 As-LOV domain이

빛을 통해 서로 상반된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빛에 의해 TetR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듈을 성공적으로 제작하였고 DNA 결합

domain에서 Tc 결합위치까지 양쪽 방향으로 모두 신호전달이 가능하였

다. 광학 기법을 이용한 세포 기능 조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생체 시스템에서의 빛 신호 전달 메커니즘의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다.5)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 공학 기술을 통해 빛을 이용한 약물과 단백질의

결합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신규 치료기법의 개발에 발판이 마련

하였고 최적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Part Ⅱ. 신규 peptidomimetic

compound의 합성과

항암 활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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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약품은 통증이나 질병 등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

만 약으로 쓰일 화합물의 비 특이적인 결합, 독성 등이 문제를 나타내어

신약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

근에는 일반적인 화학 합성 의약품 이외에 단백질 등 생체 구성 물질과

유사한 약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펩타이드는 50개 이하 아미노산 잔기로 이루어진 물질로 부작용

이 적고 매우 적은 양으로 질병 치료가 가능하며 생체 내 특이성이 높아

독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단점으로 펩타이드는 거대분자로서 산화, 가수분해, 탈아민화 반응에

의해 화학적으로 분해되기 쉽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에서 취약하다. 따라

서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질병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약효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펩타이드 모방성 분자

인 펩토이드를 개발하게 되었다.
37)

펩토이드는 펩타이드 골격에서 α-탄소가 아닌 질소에 작용기가 치환된

N-substituted glycine unit이다
38)
(그림 2-1). 펩타이드와 구조적으로 유

사성을 지니기 때문에 충분히 유사 기능을 할 수 있으며
39)∼40)

또한 부분

적으로 차이도 지니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

다.41) 이를 이용하여 펩타이드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질병 치

료에 약품으로 이용하는 데 큰 장점을 지닌다. 또한 펩토이드 이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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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수소결합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매, 열, Urea와 같은

화학적 요소에 쉽게 변성되지 않으며 친수성이 펩타이드 보다 강하지 않

기 때문에 세포 조직 내로 투과하는데 비교적 용이하다.

펩토이드 합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solid-phase resin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중간 과정의 정제 단계를 최소화하고 단순한 방법을 반복 적

용시켜 빠른 시간 안에 여러 합성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대기 중 산소

나 물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경우 자유롭기 때문에 합성이 용이하며 값

싸고 얻기 쉬운 haloacetic acid와 1차 아민을 사용하여 비용 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화합물을 도입하여 원하는 구조 및

길이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에 가까운 화합물을 만들 수 있으므

로 응용성 면에서 뛰어난 특징을 지닌다.
42)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양한 생화학 응용 분야 및 생체 모방성 화학 연

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응용분야로는 약품 뿐 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진단 시약, 구조 특이성

을 이용한 광학 소재 개발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다.
43),44)

특히 약품

개발 분야에서는 펩토이드가 생체분자 모방 화합물로서 펩타이드를 보완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효능이 탁월한 신약을 개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trimer 펩토이드 적용하여 인간 암

세포의 항 증식성 및 생체 활성을 확인한 바 있다.42) 특히 목표 단백질

로서 IGF-1R(Insulin-like growth factor 1 receptor)은 human cell의 세

포막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서 receptor tyrosine kinase이다. 이것은 배

발생 시기에 유사분열의 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여러 인간 종

양의 생존과 진행에 있어 antiapoptotic role을 담당한다.
45)∼48)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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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F1R은 폐암, 결장암, 뇌종양, 자궁경부암, Wilms tumour 등과 같은

인간 암세포에서 과 발현되는 특징을 지니며 IGF1R의 인산화를 방해하

는 것은 종양형성과 전이를 억제하여 암세포를 세포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
4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암 치료에 있어 중요 단백질인 IGF1R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을 위해 펩토이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

고 그에 대한 활성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림 2-1. Peptide와 peptoid 구조의 비교 A) peptide B) peptoid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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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결과

제 1 절 합성 결과

1-1. A 타입 화합물

다음 Scheme 2-2.를 적용한 A 타입 화합물의 경우 1차 acylation 후

1차 아민을 도입하였으며 2차 acylation 과정 다음으로 hydrazide 화합물

을 도입한 뒤 DIEA와 1시간 반응시켜 cyclization을 유도하여

Oxadiazinone 유도체를 생성하였다.

Scheme 2-1. A 타입 합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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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Structure A B R1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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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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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A 타입 peptoid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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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Diisopropylcarbodiimide(10e.q)

2M-N,N-Diisopropylethylamine(60e.q)

Cleavage, 95% Trifluroacetic acid

1hr

1-2. B 타입 화합물

다음 Scheme 2-3을 적용한 B 타입 화합물의 경우 1차 acylation 후

hydrazide 유도체 도입하였으며 2차 acylation 과정에 Bromochloro

acetic acid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이후 DIEA를 1시간 반응시켜

cyclization을 수행하여 B 타입의 oxadiazinone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Scheme 2-2. B 타입 합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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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B 타입 peptoid 화합물



- 32 -

1-3. 수율 및 정성 분석 결과

합성 peptoid를 동결건조 한 뒤 10분간 12000rpm에서 원심 분리

하여 soluble한 부분을 분리하였으며 필터를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

하여 HPLC, ESI-Mass, FAB Mass, NMR 분석에 사용하였다.

HPLC 분석은 영린 기기 YL9100 reversed-phase HPLC를 이용하

였으며 5 ∼ 95 % acetonitrile/water + 0.1 % TFA, linear

gradient (15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ESI-Mass 분석을 위해서

Agilent 6130을 이용하였으며 method spray chamber는 API-ES,

polarity는 positive ion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Low resolution

FAB mass spectra는 JEOL JMS-700 장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H 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a는 JEOL JNM-LA

300, Varian US/Gemini 2000 장비를 이용하여 (CD3)2SO 또는

CD3OD 용매로 사용하였으며 잔류하는 각각의 용매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chemical shift는 ppm(parts per million) 단위로,

coupling constant는 Hz(hertz)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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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수율 (%) HPLC RT(min)
HPLC

purity(%)
Mass (m/z)

29 55.2 9.32 96.8 M+H (371.1)

34 27.5 11.10 70.0 M+H (429.1)

35 34.0 10.88 76.9 M+H (425.2)

39 20.3 11.45 46.5 M+H (370.0)

40 13.8 10.23 38.3 M+H (313.0)

42 11.6 11.60 11.8 M*+Na (322)

표 2-3. 화합물 별 수율 및 분석 결과

※　M* : Cyclization 이전 form

N-(2-amino-2-oxoethyl)-N-benzyl-2-(2-(furan-2-yl)-5-oxo-5,6

-dihydro-4H-1,3,4-oxadiazin-4-yl)acetamide (Number 29)

1
H-NMR (300MHz, CD3OD) δ 7.65 (d, 1H, Ј = 1.8 Hz), 7.41 – 7.25

(m, 5H), 6.94 – 6.91 (m, 1H), 6.57 – 6.55 (m, 1H), 4.80 (d, 2H, Ј =

12 Hz), 4.72 (d, 2H, Ј = 1.8 Hz), 4.66 (d, 2H, Ј = 16.2 Hz), 4.02 (d,

2H, Ј = 16.8 Hz).

2-(6-chloro-2-(4-nitrophenyl)-5-oxo-5,6-dihydro-4H-1,3,4-oxadi

azin-4-yl)acetamide (Number 40)

1
H-NMR (300MHz, DMSO-d6) δ 8.33 (d, 2H, Ј = 9 Hz), 8.02 (d, 2H,

Ј = 9 Hz), 5.87 (s, 1H), 4.47 (d, 1H, Ј = 16.2 Hz), 4.14 (d, 1H, Ј =

16.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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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항암 활성 평가 (MTT assay)

항암 활성 평가를 위해서 Non small Cell Lung Cancer Line, H1299

Cell에서 검증하였다. 화합물을 1 μM, 10 μM 농도로 주입하여 Cell

viability가 감소하는지 모니터링 하였다. 본 실험실 합성팀에서 만든 300

여 종 화합물 중 일부인 총 19개 화합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여러

화합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Cell viability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10, 11,

22, 29, 30, 40번 화합물의 경우 1 μM과 10 μM의 Cell viability 차이가

30 % 이상 발생하였다. 그러나 10, 11, 22, 30번의 경우 1 μM 화합물 농

도에서 대조군의 Cell viability 100 % 보다 10 % 이상 높은 수치를 나

타내어 추가 검증 실험인 Western blot 진행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제외

한 29, 40번의 경우 농도 10 μM에서 Cell viability가 대조군 (100 %) 대

비하여 40.2 %, 53.1 %까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항암제

후보 물질로서의 가능성을 관찰했다 (그림 2-2). 여기서 대조군은 암세

포에 화합물과 같은 양으로 DMSO를 처리한 결과 Cell Viability를 100

%로 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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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eptoid 화합물에 대한 H1299 Cell Line, MTT assay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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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Western blot analysis

인간 폐암세포 등에서 과 발현되며, 세포증식, 세포분화에 관계된 목표

단백질인 IGF-1R(Insulin-like growth factor 1 receptor), Proto

oncogene tyrosine-protein kinase src에 관한 작용 억제가 가능한지 확

인하기 위해 western blot 실험을 진행하였다. 5-FU 획득 저항성을 가

진 HCT116/R 세포주에 IGF-1R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인 29, 40번 그리

고 대조 약물(linsitinib)을 6시간 (A), 12시간 (A), 24시간 (A) 또는 72시

간 (B∼D)을 처리한 후 IGF-1R과 Src의 인산화를 확인한 결과 두 후보

물질과 대조 물질에 의해 IGFR 인산화가 대부분 차단된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3일 연속 투여 시 알려진 억제제인 linsitinib의 경우 src의 인

산화가 일어난 반면 후보 물질은 여전히 인산화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보 물질의 경우 src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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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세포 내 IGF-1R과 Src 단백질에 대한 29, 40번 화합물의

억제 작용에 관한 western blo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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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Total_Score Crash Polar

BMS-754807 7.166 -1.236 2.011

No. 47 8.139 -2.056 3.114

Peptoid 평균 6.254 -1.754 2.342

제 4 절 분자 모델링 연구

목표한 단백질인 IGF-1R에 잘 결합하는 후보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분

자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이다. PDB 3I81
51)
에 포함된 알려진 약물인

BMS-754807의 경우 Docking 총점이 7.16이었으며, 단백질 내에 있는 2

개의 잔기에서 4개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였다 (Methionine 1052,

Aspartic acid 1123). 합성한 peptoid 55개 화합물의 경우 총점의 평균이

6.25로 BMS-754807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그 중 14개 화합물 (25 %)

이 점수 상으로 우위에 있었다. 그 중 하나인 47번 화합물의 경우 총점

8.13으로 5개의 잔기와 수소결합을 형성하였다 (Glutamic acid 1050,

Methionine 1052, Asparagine 1110, Aspartic acid 1123, Arginine 1128).

분자모델링 (Docking) 결과 값에서 Total 점수는 -1og10(Kd)를 의미하며,

polar value는 수소 결합이나 salt bridge를 형성하는 극성 원자의 상보

적인 쌍의 합을 뜻한다. 그리고 crash value의 경우 리간드 자체가 자기

구조 내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 뿐 만 아니라 단백질 내부 구조로 부적

절하게 침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절대 값이 ‘0’ 에 가까울수록 적절하다

고 볼 수 있다.

표 2-4. 분자모델링 (Docking) 결과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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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X-ray (PDB: 3I81) 구조를 기반으로 한 화합물과 단백질의

상호작용 (왼쪽 BMS-754807, 오른쪽 Peptoid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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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방법

제 1 절 실험 재료

Rink amide MBHA resin(0.43mmole/g)은 비드테크에서 구입하였으며,

Bromoacetic acid, benzoic acid hydrazide, 4-Methylbenzylamine,

Piperidine은 sigma aldrich에서 N,N-Diisopropylethylamine는 Acros,

N,N'-Diisopropylcarbodiimide와 α-Bromo-2-chlorophenylacetic acid

4-Nitrobenzhydrazide, Bromochloroacetic acid는 Alfa-aesar에서,

4-Fluorobenzylamine, 4-Bromobenzohydrazide, 2,3-Dibromopropionic

Acid, 4-Methoxybenzhydrazide, Benzylamine는 TCI에서 Trifluroacetic

acid, Dimethylformamide, Dichloromethane, Acetonitrile(HPLC grade),

Methanol(HPLC grade)는 Fisher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제 2 절 합성42)

Peptoid는 Solid phase synthesis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2). 먼저 Rink amide MBHA resin

(0.43mmole/g)은 0.043mmole 만큼 사용한다. Resin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DMF 용매로 swelling 과정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20% piperidine

(DMF 용매)으로 Fmoc deprotection 과정을 진행한다. 그리고 DMF 용

매 하에서 각 10 당량의 1M Bromoacetic acid와 1M

N,N'-Diisopropylcarbodiimide를 이용하여 acylation 단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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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260rpm shaking). 이후 역시 DMF 용매 하에서 2M 아민을 40당

량 추가하고 nucleophilic displacement 과정을 거친다 (1시간, 260rpm

shaking). 각 단계에서 DMF로 5회 반복하여 세정을 진행한다 (2분,

260rpm shaking). 앞서 언급한 acylation과 displacement 과정을 반복하

여 monomer, dimer, trimer peptoid를 얻는다. 특히 oxadiazinone 구조를

형성할 때는 2M DIEA 60 당량을 넣어 고리화 반응을 진행하였다 (1시

간, 260rpm).49) 그 이후 95 % TFA를 이용하여 resin의 cleavage 과정을

진행한다. 합성이 끝난 화합물은 2차례 동결건조를 진행하고, reverse

phased HPLC를 이용하여 순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ESI-MS와

FAB-Mass를 이용하여 정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Scheme 2-3. Solid phase synthesis를 이용한 Peptoid 합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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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항암 활성 평가 (MTT assay)50)

MTT assay를 통한 항암 활성 평가를 위해 인간 폐암세포 H1299,

H460P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에서 구입했으며,

10 % FBS와 1 % antimycotics 항생제가 첨가된 배지를 사용하여 37℃,

5 % CO2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96 well plate에 2000개

정도로 평판 배양하여 24hr 이후 다양한 농도의 화합물과 비교군인

DMSO(dimethyl sulfoxide)를 처리하였다. 3일 이후 500μg/mL MTT 용

액을 각 well에 첨가하고 37℃에서 4시간 배양하였다. 세포가 분명하게

염색되었을 때 배지를 제거하였으며 각 well 당 formazan을 생성하기

위해 DMSO를 용해시킨 후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570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제 4 절 Western blot analysis50)

Western blot에 쓰일 단백질을 얻기 위해 세포를 protease inhibitor

cock tablet(Roche diagostics, Mannheim, Germany)과 phosphatase

inhibitor(Na3VO4 1mM, NaF 100mM, NaPP 10mM)를 포함한 cold

lysis buffer에 용해시켰다 (1 % NP-40, 0.25 % sodium deoxycholate,

1mM EDTA, 150mM NaCl, 50mM Tris-HCl[pH7.4], 1 % Triton

X-100, 10 % Glycerol). 그리고 biochinconinic acid(BCA)를 사용하여

lysate의 농도를 결정하였으며 일정량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fate (SDS)를 적용한 아크릴아미드 젤 (6 ∼ 15 %)에서 전기영동 하

였다. Polyvinyl difluoride (PVDF) membrane에 transfer 진행 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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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en 20이 포함된 Tris-buffered saline 용액 내에 3 % BSA를 넣

고 membrane과 함께 상온에서 1시간 또는 4℃ 12시간 Shaking

incubation하였다. membrane은 0.1 % Tween 20 포함한 Tris-buffered

saline (TBST)으로 1시간 당 3번 세정하고 적절한 secondary antibody

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 후 동일 방법으로 세정한다. 단백질-

항체 복합체는 ECL 용액(femto) (Thermoscientific INC, Bremen,

Germany)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제 5 절 분자 모델링 연구(Molecular docking study)

Tripos에서 제공하는 Sybyl 2.1 버전의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으며, IGF-1R 단백질 구조로서 PDB 3I81
51)
에 해당하는 구조를 사용

하였다. 상세 분석 방법으로 구조에 Hydrogen을 모두 추가해 주었으며,

단백질에 구조 안정화를 위해 Energy minimization을 실시하였다. 그 방

법은 MMFF94s으로 선택하였고, Charge는 MMFF94로 선택하였다. 그

리고 Ligand base docking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PDB 3I81 구조에 포함

된 알려진 inhibitor인 BMS-754807을 추출하고 그 active site를

Docking 위치로 선정하여 화합물 라이브러리 중 55개 peptoid 구조를

docking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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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Oxadiazinone 유도체 peptoid 화합물을 만들기 위하여

일반적인 peptoid 합성법을 최적화하여 성공적으로 합성을 진행하였다.

초기 합성 결과 최종 화합물은 평균 수율 30 %, HPLC purity 60 % 정

도 수준이었으며 더욱 높은 수율과 순도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개선 방

법을 연구 중이다. 그리고 peptoid 화합물에 대한 활성 연구로서 진행한

MTT assay를 통해 농도 10 μM에서 Cell viability가 대조군 대비 40 ∼

50 % 정도 감소함을 확인하여 암세포 억제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실시한 Western blot을 통해서는 암세포 내에

과 발현 되는 특정 단백질 IGF-1R, Src에 대해 특이적으로 인산화를 방

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it compound인 29번과 40번을 바탕으로 암

세포 억제 효과가 더 뛰어난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디자인하여

대량으로 높은 수율로서 합성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또한 이와 병행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자 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목표

단백질에 결합력이 높은 분자구조를 밝혀내어 peptoid 화합물에 도입할

예정이며 구조에 따른 활성에 대한 연관성도 연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더욱 효능이 뛰어나고 쉽게 합성할 수 있는 항암효

과를 가지는 신약후보물질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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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 Ⅰ. Studies on the light-regulated DNA binding

proteins

Part Ⅱ. Synthesis and biological evaluations of novel

peptidomimetic compounds

Moon Ja Young

College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t Ⅰ]

Elucidation of the signal-transmission pathways between distant site

within proteins is of great importance in medical and bio engineering

sciences. The use of optical methods to redesign protein functions is

emerging as a general approach for the control of biological systems

with high spatiotemporal precision. Here we report the detailed

thermodynamic and kinetic characterization of novel chimeric

light-regulated Tet repressor (TetR) switches in which light

modulates the TetR function. Light absorbed by flavin mononucleotide

(FMN) generates a signal that is transmitted to As-LOV and

YtvA-LOV fused TetR proteins (LOV=light-oxygen-volta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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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t alters the binding to tetracycline, the TetR ligand. The

engineering of light-sensing protein modules with TetR is a valuable

tool that deepens ou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signal

transmission within proteins. In addition, the light-regulated changes

of drug binding that we describe here suggest that engineered

light-sensitive proteins may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novel

therapeutic strategies.

keywords : Light, Light-sensing protein, protein,

Tetracycline

Student Number : 2012-23586

[Part Ⅱ]

Peptidomimetic compounds are an attractive scaffold to various

biological applications and have been the subject of much research

due to the modular synthesis for the incorporation of a variety of

functionality and the stability to the peptidase inside the cells.

However, incorporating pharmacologically important building blocks to

the peptide backbone is still challenging. Here, we identified

pharmacologically promising peptidomimetic compounds from the

synthesized peptoid libraries that showed an inhibitory effect against

the human lung cancer cell line. Further investigation in molecular

docking studies suggests that these compounds showed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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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ng scores in binding to IGF-1R. Optimization of the synthesis

for more potent inhibitory effects is underway.

keywords : IGF-1R, Peptidomimetic, molecular docking

Student Number : 2012-2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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