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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광학적 특징을 지닌 저분자 물질을 통해 살아있는 세포를 이미징하는 방법은 

비침습적인 기술로써 세포 파괴가 적어 그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폴리헤테로사이클 골격인 indolizino[3,2-c]quinoline (IQ) 

유도체들이 environment-sensitive한 광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바이오 센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치환기에 따라 흡수파장과 생체 타겟 및 

세포 소기관에 대해 특이적인 형광단으로도 응용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광역학 치료제(PS)는 빛 조사 시에 활성 산소종(ROS)을 생성하는 

물질로, 항암 치료법인 광역학 치료(PDT)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때, 

광역학 치료제의 세포내 위치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인 광역학적 활성을 

보이기 위해 중요하다. 특히 광역학 치료제가 미토콘드리아를 표적화한다면, 활성 

산소종의 작용 반경이 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학 치료 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포 내의 광역학 치료제 농도와 빛 노출량을 조절하여 

ROS를 적절한 양으로 생성시킨다면, 예정된 세포 사멸인 세포자연사 기전을 거쳐 

광독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합성된 IQ 유도체들의 세포 내 광학적 특징 및 광역학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IQ 유도체에서 빛 

조사에 의한 형광의 재분포가 어느 세포 소기관과 관련되는 지와 어떠한 

신호전달체계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특정 단백질의 dynamics를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 센서로써 

개발해 나갈 가능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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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많은 생명체의 게놈 서열을 완벽하게 밝힌 이후, 생명과학 연구자들은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연구로 초점을 옮겼다. 단백질은 세포 안의 특정 환경(세포막, 세포질, 

소기관 내부, 핵)에 위치하며, 자유롭게 확산하거나 혹은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고, 

특히 효소와 같은 단백질은 화학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부위를 지니고 있다. 

단백질은 대부분의 생명활동 과정에 필수적이지만,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은 

화학적으로 반응성을 띄는 부분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들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1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광 단백질 기술이 

대두되었다. 형광 이미징 기술은 공간과 시간상의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아미노산, 

단백질과 같은 생체분자와 이온의 위치 및 이동을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다.2 연구자들은 관찰하고자 하는 단백질에 간단하게 형광 단백질 

서열을 도입하여 형광 현미경으로 분석하기 위해 green fluorescence protein 

(GFP)과 같은 형광 단백질이 개발하였으며, 이 단백질 연구는 그 공로를 인정 

받아 200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1, 3 이후 protein engineering을 

통해 다양한 파장의 형광 단백질을 개발하였고,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 

등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도구로 성장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널리 사용해 

왔다.4-6 

 하지만 GFP를 비롯한 형광 단백질은 유전자 조작 과정이 필요하고, 형광 단백질 

자체의 사이즈가 커서 기존 단백질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maturation 시간이 필요하고, autofluorescence가 있으며, 광안정성이 낮고, 

aggregation이 일어날 경우 세포 독성을 보이는 등의 여러 단점이 있다.7, 8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small molecule을 기반으로 한 fluorophore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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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유기반응을 통해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고, 비교적 쉽게 

modification이 가능하여 여러 파장의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다.9 이러한 형광 

물질을 통한 연구가 주목 받는 이유는 첫째로 physiological 농도인 nano- 혹은 

micro-molar 수준으로 사용하여도 원하는 target에 형광을 표지 하기에 충분하고, 

둘째로 세포 신호 전달 과정의 dynamics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제공해주며,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이고 저렴한 방법이며 실험 목적에 

맞게 손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 10, 11  

 19세기 초에 fluorescein과 rhodamine 유도체들이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BODIPY와 cyanine 유도체가 개발되어 bioimaging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광 물질로 자리잡았다.2, 12-15 이들 골격을 기반으로 여러 작용기를 도입하여 

다양한 유도체를 합성하였고, 이들의 photophysical property와 biological 

application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 왔다.9, 16 하지만 이들로는 i) 세포 독성이 적고, 

ii) 세포막 투과율이 좋으며, iii) stokes shift가 크고, iv) 광안정성이 보장된 

이상적인 형광 유기체를 개발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골격의 

형광 유기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형광 유기체는 세포내의 구성요소를 이미징하는 목적 이외에도 광역학 

치료제 (Photosensitizer, PS)로도 활용된다. 광역학 치료제는 산소 존재 하에 

빛을 조사하면 활성 산소종 (ROS)를 생성하는 화합물로, 광역학 치료 

(Photodynamic therapy, PDT)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17-19 광역학 치료제의 

작용 기전은 분자의 에너지적 상태와 그간의 전이를 도식화한 Jablonski 

diagra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7 광역학 치료제는 평상시에 singlet 

상태의 ground state에 존재하다가 적절한 파장의 빛을 받게 되면 하나의 전자가 

excitation되어 더 높은 에너지의 orbital에 위치하여 excited state가 된다. 이 

상태의 광역학 치료제는 에너지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빛을 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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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ce) 혹은 열을 발산하면서 (internal conversion) 빠르게 다시 ground 

state로 돌아오곤 한다. 이 때, 이와 같은 excited state에서 intersystem crossing 

(ISC)이라는 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인 excited triplet 

state로 전환될 수 있다. ISC 과정은 광역학 치료제에 heavy atom이 존재할수록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20-22 Excited triplet state는 lifetime이 

microsecond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주변의 산소 분자와 충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겼고, energy transfer 과정을 거쳐 산소 분자를 singlet 

oxygen(1O2)으로 바꾸는데 이를 type II photochemical process라 한다. 이에 

반해, Type I photochemical process는 광역학 치료제가 excited triplet state에서 

electron transfer를 거쳐 biomolecule을 공격하여 radical cation이나 radical 

anion을 생성해 ROS를 만드는 과정이다. Type I에 비해 type II가 더 간단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역학 치료제의 주된 ROS 생성 mechanism은 

type II라고 알려져 있다.23 

 

그림 1. 광역학 치료제의 작용 기전을 설명하는 Jablonski diagram.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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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T는 기존의 치료 요법에 저항성을 띄는 여러 암의 치료에 임상적으로 승인된 

바 있으며, 암의 재발률을 낮추는 데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17, 24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거나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학 치료제의 대부분은 

porphyrin계열이나 혹은 그들의 유도체들이다. 이들을 이용한 PDT는 흡수 파장이 

길어 조직 투과율이 좋고, 쉽게 제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외의 단점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24 임상적으로 승인되었으며 1세대 porphyrin 계열 광역학 

치료제인 ‘Photofrin’에서 발생하던 부작용은 2세대 porphyrin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물에 대한 용해도가 떨어지고, 세포 독성이 있으며, 피부에 

지속적인 광독성을 보이고, 빛을 조사하는 동안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tumor necrosis의 depth에 제한이 있고, 합성 과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후, 

새로운 계열의 nonporphyrin 광역학 치료제가 개발되었는데 이들은 반감기가 짧고, 

세포 독성이 적어 porphyrin 계열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하지만 nonporphyrin 

계열은 상대적으로 potency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우수하고, 세포 독성이 적으며, 조직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합성이 

용이한 광역학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해왔다.17, 25 

 광역학 치료제에 의해 생성되는 ROS는 lifetime이 짧아 이들이 확산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광역학 치료제가 세포내의 어느 소기관에 위치하는지는 

광역학 치료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26, 27 따라서 광역학 치료제가 

특정 세포내 소기관을 targeting하여 집중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면, 치료제의 용량, 

부작용, 약물 내성을 모두 줄일 수 있다.28 특히 mitochondria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 주요 소기관으로 광역학 치료제가 mitochondria에 위치하여 빛을 

받는다면, programmed cell death인 caspase-dependent intrinsic apoptosis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26, 27, 29-31 Apoptosis가 일어나는 세포는 형태학적으로 

cell shrinkage, nuclear condensation 및 fragmentation, membrane ble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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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변화를 보인다.29, 32 그 중 intrinsic pathway의 신호전달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inner mitochondrial membrane에 변화가 일어나 mitochondrial 

permeability transition (MPT) core가 열려 mitochondria가 membrane 

potential을 잃고, cytochrome c가 세포질로 방출되어 apoptosome을 형성해서 

downstream signaling을 통해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32 

 본 연구실에서는 철을 촉매로 한 oxidative pictet-spengler reaction을 이용하여 

indolizine과 quinolone 구조를 융합한 indolizino[3,2-c]quinoline (IQ) 골격으로 

된 50여개의 화합물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고 이들의 광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33 이 중 광학적 특성이 우수한 6가지 물질을 선정하여 핵산을 

인지하거나 혹은 리소좀에 선택적으로 위치하는 바이오 센서로써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논문으로 투고하였다.34 본 연구에서는 IQ 라이브러리 내 화합물 중 광역학 

치료제로써 개발 가능한 물질을 선정하고 이들의 photophysical properties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광역학 치료제로써 보이는 광독성 및 그 작용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중 2b 화합물이 mitochondria에 위치한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2b에 의한 세포 사멸 기전을 

밝혀내었다. 

 IQ 골격이 human topoisomerase I의 저해제인 camptothecin(CPT)35와 구조적 

유사성을 띄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서 항암활성 연구를 수행하여 topoisomerase I 

저해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Topoisomerase들은 DNA의 복제, 전사, 

재조합, chromatin condensation에 관여하여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이어서 

어떤 세포에나 흔히 존재하는 효소이다.36-39 그 중 topoisomerase I은 ribosomal 

DNA (rDNA)의 전사에 주로 관여하기 때문에 대부분 nucleolus에 존재하며, 

길이가 긴 유전자를 전사하기 위해 nucleoplasm에도 위치한다.39, 40 CPT는 최초로 

개발된 topoisomerase I 저해제로, Top1-DNA cleavage complex (Top1c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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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ation 과정을 가역적으로 억제하여 세포를 사멸시킨다.38 임상적으로는 CPT의 

water-soluble 유도체인 topotecan, irinotecan, belotecan이 사용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IQ 라이브러리에서 일부 화합물이 topoisomerase I을 저해하는 것을 

밝혔고, 이들은 구조적으로 E ring의 para- 혹은 meta- 위치에 substituent가 

있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DNA unwinding assay를 통해 이들 중 5개는 

intercalator로, 9개는 다른 mechanism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그림 2).  

 

그림 2. IQ 화합물의 골격과 선행 연구에서의 E.coli topoisomerase I을 이용한 

topoisomerase I 저해 효과 screening 결과.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물질의 potential target을 찾는 것은 생명연구 활동과 약물 

개발에 매우 중요한데, 살아있는 세포내의 small molecule과 그 target 

protein과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41-43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photoaffinity labeling (PAL)은 ligand가 

target의 어느 binding site에 위치하는지, protein이 어떠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지는지, protein과 ligand가 만나 어떠한 conformational change를 겪는지 등과 

같은 protein-ligand interaction 연구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44, 45 PAL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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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에 도입되는 functional group으로는 diazirine, benzophenone, aryl azide 

등이 있으며, 이들에 UV light region의 빛을 조사하면 각각 매우 반응성이 큰 

carbene, diradical, nitrene을 생성하여 target protein과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41, 

44, 46 이 중 diazirine group은 가장 작은 크기의 photoaffinity group이기 때문에 

bioconjugation 과정에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46 

이후 target protein을 identification하기 위해 사용되는 bioorthogonal 

bioconjugation 방법 중 하나로 click chemistry가 있다.42 Click chemistry는 

biocompatible한 small molecule의 화학반응으로 원하는 substrate를 특정 

biomolecule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며, 대표적으로 Cu(I)를 촉매로 하여 azide와 

alkyne이 만나 5-membered의 triazole을 생성하는 Copper(I)-catalyzed 

azide-alkyne cycloaddition (CuAAC)가 이용된다.42, 47 이를 생명연구와 

약물개발에 활용하여 target protein을 detection할 수 있는 수단으로 biotin이나 

rhodamine을 연결함으로써 target protein을 identification하는 in situ labeling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41, 44, 45, 48, 49 

 본 연구에서는 기존 IQ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추가 합성한 화합물인 IQ6-S1는 

이전 IQ에 비해 광학적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바이오 센서로서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빛의 조사에 의해 유도되는 형광 redistribution 현상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IQ와 topoisomerase I의 

연관성을 밝혔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diazirine group을 도입한 IQ-

Probe를 합성하여 IQ6-S1의 형광 분포에 대한 근거를 밝히기 위해 in situ 

labeling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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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결과 

 

제 1 절 IQ 화합물의 광학적 특성 및 광역학 활성 

 50여개의 IQ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생물학적 응용 방법을 연구하던 중, 다음과 

같이 E ring에 5각의 heterocycle인 furan 혹은 thiophene이 위치한 2a-2f 6개의 

화합물에서 빛에 의한 세포독성이 관찰되었다 (그림 3A). 특히, chlorine이나 

bromine과 같은 halogen 원자가 존재하는 IQ 화합물의 경우 heavy atom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에서 excited triplet state를 거쳐 type II energy 

transfer를 통해 singlet oxygen 생성되는 과정이 더 활성화 될 거라 

기대하였다.20-22 또한, 2b 화합물은 in vitro 상에서 absorption 및 emission의 

최대 파장이 413 nm, 519 nm인데, CT-DNA가 존재하면 각각 57 nm, 36 nm씩 

red shift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그림 3B). 이러한 현상은 IQ 화합물이 nucleic 

acid-specific한 probe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선행 논문에서도 관찰되었던 현상으로, 

마찬가지로 2b 화합물이 DNA와의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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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IQ 라이브러리 중 광역학 치료제로써 연구된 IQ의 합성. (B) 

Normalization된 2b 화합물의 흡수(실선) 및 형광(점선) 스펙트럼. 2b 화합물은 

회색으로, 2b + CT-DNA (2 mg/mL)은 검은색으로 표시하였고, 용매는 Tris 

buffer(20 mM Tris-HCl, 100 mM NaCl, pH 7.5)에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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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IQ 화합물의 광역학 활성을 확인하고자 singlet oxygen quantum 

yield를 측정하였다. Singlet oxygen(1O2)은 빛 조사시에 광역학 치료제가 주로 

생성하는 ROS 중 하나로, 반감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τ1/2 = 10-6 - 10-5 s) 

직접 이 양을 측정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50 1,3-Diphenylisobenzofuran 

(DPBF)가 singlet oxygen의 생성량을 측정할 때 주로 이용되는 probe로, singlet 

oxygen과 반응하여 1,2-dibenzoylbenzene을 생성한다 (그림 4A). 이 반응이 

진행되면서 DPBF가 감소함에 따라 흡광 스펙트럼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singlet oxygen의 생성량을 측정할 수 있다.19, 50, 51 

 2a-2f 화합물의 singlet oxygen quantum yield를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411 nm에서의 흡광 감소를 확인하였고, 표준 물질로는 Rose 

Bengal (ФΔ=0.76 in DMSO)을 이용하였다 (그림 4B, 표 1). 2c는 IQ 골격에 

heavy atom인 Br을 지닌 화합물로 가장 큰 singlet oxygen quantum yield를 

보였다 (ΦΔ=0.60). 게다가, 2b는 어느 정도 singlet oxygen quantum yield를 

지니면서 (ΦΔ=0.33), 가장 큰 형광 quantum yield를 보였기 때문에 (ΦF=0.42), 

광역학 치료제와 형광 probe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나타냈다. Halogen 원자나 (2a, 

2c, 2f) sulfur 원자가 (2a, 2d, 2e) 화합물에 도입되면, 형광 quantum yield는 

감소하고 동시에 singlet oxygen quantum yield는 증가함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singlet-triplet state간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감소하여 효과적으로 intersystem 

crossing (ISC)이 일어났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20-22 2b와 달리 thiophene을 

지닌 2e는 singlet oxygen quantum yield가 높은 것으로 보아 ISC가 더 잘 

일어나며, cytotoxicity가 없는 heavy atom-free PS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2a-2f 화합물의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HOMO)와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LUMO)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을 이용해 각각 계산하여 singlet oxygen qua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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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와 비교하였다. 그림 4C에서 볼 수 있듯이, HOMO-LUMO 에너지 준위 

차이와 singlet oxygen quantum yield (ΦΔ)의 anti-correlation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52 6개의 화합물 중 2c는 HOMO-LUMO 에너지 준위 차이가 

가장 낮으며 (2.27 eV), singlet oxygen quantum yield 값이 0.6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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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DPBF를 이용한 singlet oxygen의 sensing mechanism. (B) 2a-2f 

(20 μM)의 singlet oxygen quantum yield를 구하기 위한 DPBF의 411 

nm에서의 흡광 감소 plotting. (Rose Bengal은 표준 물질로 활용되었으며, 

irradiation 파장은 356 nm.) (C) 2a-2f의 HOMO-LUMO 에너지 준위 차이 

(eV)와 singlet oxygen quantum yield (ΦΔ)의 상관관계. 

 

 

 

표 1. Dimethyl sulfoxide (DMSO)에서 측정한 2a-2f의 photophysical 특성. 
a. EtOH에서 Coumarin 153을 표준 물질로 이용하여 측정함 (ΦF=0.53).53 
b. DMSO에서 Rose Bengal을 표준 물질로 이용하여 측정함 (ФΔ=0.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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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Q 화합물의 광독성 평가 

 다음으로는 2a-2f가 세포 내에서 광독성을 일으키는지 판단하고자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를 

A549, MCF7, HeLa cell에서 진행하였다 (그림 5). 그 결과 빛 존재 하에 IQ 

농도에 dependent하게 cell viability가 감소하였다. 2c를 제외한 나머지 IQ 

화합물은 24시간 incubation 조건에서 dark cytotoxicity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빛의 양에 따른 cell viability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빛 조사 시간을 5분, 

10분으로 실험하였고, 2 μM에서 비교한 결과 빛 조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cell 

viability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B). IC50 값을 구하였을 때 이러한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는 빛의 양에 따라 광독성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 2). 

 빛을 조사하였을 때 2a-2f의 IC50 값은 0.41 – 4.2 μM로 측정되었다 (표 2). 

A549와 MCF7 cell에서, E ring에 chlorine이 있는 2a와 2f는 그렇지 않은 IQ들에 

비해 보다 더 potent하였다 (2a vs. 2d, 2f vs. 2b). 2c는 A ring에 bromine이 있는 

화합물로, A549와 MCF7 cell에서 dark cytotoxicity가 다소 있지만 광독성이 더 

크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romine에 의한 heavy atom effect때문에 

ISC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표 1에서 봤었던 2c의 낮은 형광 

quantum yield (ΦF)와 높은 singlet oxygen quantum yield (ΦΔ)의 경향과 

일치한다. 또한, bromine, iodine, selenium, lanthanide와 같은 heavy atom에 의한 

dark cytotoxicity가 이전에도 보고된 바 있어 2c의 dark cytotoxicity 현상을 

설명해준다.55 A549와 MCF7보다 HeLa cell이 2f를 제외한 다른 IQ 화합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HeLa cell-line에 specific하게 광독성을 더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a는 HeLa cell에서 0.5 μM 농도에 5분 동안 빛을 조사하였을 때 

cell viability가 50% 이하로 떨어지며 강한 광독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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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2a-2f에 의한 광독성을 확인하고자 IQ를 처리한 human cancer cell 

lines(A549, MCF7, HeLa)의 cell viability를 MTT assay로 측정함. 세포는 96 

well plate에 seeding하고, 2a-2f 화합물을 1시간 동안 다양한 농도 (0, 0.5, 1, 2, 

5, and 10 μM)로 처리한 뒤 blue LED (800 lm/m2)로 빛을 조사함. 이후 24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하고 MTT assay를 수행함.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3회씩 반복 

실험하여 산출함. (B) Cell viability에 대한 빛의 양에 따른 영향을 IC50에 근접한 

농도(2 μM)에서 관찰함.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2. 여러 cell lines에서의 2a-2f에 의한 광독성 IC50 값 (μM). 데이터는 3회의 

독립적인 실험에 대한 평균 ± 표준편차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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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IQ 화합물의 세포내 ROS 생성 

 앞서 선행 연구에서 2a-2f 화합물이 in vitro 상에서 photoinduced DNA 

damage를 일으키고 이는 ROS 생성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이 

intracellular level에서도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dihydroethidium (DHE)라는 

물질을 통해 Operetta high-content imaging system을 이용하여 세포내 ROS 

생성량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그림 6). DHE는 ROS 중 하나인 superoxide와 

만나서 2-hydroxyethidium cation을 생성하여 red 형광이 증가하는 물질이다. 

그림 6을 보면 HeLa cell 내에서 IQ에 의한 intracellular superoxide가 생성되는 

것이 dose-dependent하게 증가하고, IQ의 구조에 따라 그 정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f가 이들 화합물 중 가장 강한 red 형광 세기를 보였으며, 이는 

2f가 superoxide를 두드러지게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2b, 2e를 40 μM로 

처리하여 관찰한 것을 확대한 사진을 보면, 핵 안쪽으로 red 형광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이며, 이는 2-hydroxyethidium cation이 핵의 DNA 안으로 

intercalation되며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었기 때문이다.56 

 또한, IQ에 의한 광독성이 IQ에 의한 intracellular ROS 생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inglet oxygen scavenger로 잘 알려진 histidine을 

처리하여 IQ에 의한 cell viability를 MTT assay로 HeLa cell에서 확인하였다 

(그림 7).57, 58 그 결과 2b, 2d, 2e를 2 μM처리 한 경우 histidine을 co-treat하면 

cell viability가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IQ에 의한 

광독성은 cellular level에서의 singlet oxygen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6 

 

 

그림 6. (A) HeLa cell에서 2a-2f에 의한 intracellular superoxide 생성을 DHE

를 통해 관찰함. IQ를 명시된 농도로 처리하고 blue LED(800 lm/m2)를 15분간 조

사한 후 DHE 10 μM로 염색하여 4% paraformaldehyde로 고정하고 Operetta 

high-content imaging system을 통해 이미지를 얻음. (ex : 520–550 nm, em : 

580-600 nm) (B) DHE의 형광 변화로 관찰되는 superoxide의 생성을 정량적으

로 분석. (*, P < 0.05 ;**, P < 0.01) (C) HeLa cell에서 DHE의 red fluorescence

를 관찰하기 위해 확대한 이미지. 세포들은 2b와 2e를 40 μM로 1시간씩 처리함. 

Scale bar는 50 μm를 나타냄. 

 

 

그림 7. IQ를 처리하고 blue LED(800 lm/m2)를 5분간 조사한 HeLa cell에서 

singlet oxygen scavenger인 histidine에 의한 cell viability 회복.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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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2b에 의한 세포사멸 기전 

 6가지 화합물 중 2b는 형광 quantum yield가 0.42로 가장 높아서 형광 

센서로써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 (표 1).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하여 2b 화합물의 intracellular localization을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빛이 조사됨에 따라 2b의 형광이 증가하면서 2b와 MitoTracker의 

colocalization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b가 DNA와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in vitro 상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림 3), 이 두 실험을 근거로 

2b가 mitochondrial DNA와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mitochondrial DNA와 유사한 형태인 supercoiled plasmid DNA로 pBR322를 

이용하여 이들의 유무에 따른 2b의 빛에 의한 형광 증가 현상을 in vitro상에서 

실험하였다 (그림 8). 그 결과 pBR322 존재 하에 blue LED (800 lm/m2)를 30분 

동안 조사하였을 때 2b의 형광이 4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8A). 게다가 2b의 

농도에 비례하여, 그리고 빛의 조사 시간에 비례하여 형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B, 8C). 그러므로 2b는 빛을 조사하였을 때 cell 안의 

mitochondria에 위치하며 mitochondrial DNA와 상호작용을 하고, ROS를 

생성하여 mitochondrial DNA에 damage를 입힘으로써 mitochondria가 손상될 

거라 추측할 수 있다. 

 Mitochondria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내 주요 소기관으로 광역학 치료제에 

의해 damage를 입으면 세포가 intrinsic pathway를 통한 apoptosis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26, 29, 30 따라서 2b가 빛을 받았을 때 생성하는 ROS가 mitochondria에 

damage를 주어 intrinsic apoptosis를 일으킬 거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intrinsic apoptosis와 관련한 단백질을 대상으로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그림 9). 그 결과 2b의 농도에 비례하여 먼저 initiator caspase인 caspase-9이 

cleavage되고, 이후 후속 effector caspase인 caspase-3가 full-length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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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에서 cleavage되어 17, 19 kDa인 cleaved form으로 변하였다. 이후 활성화된 

caspase-3의 기질인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가 마찬가지로 

cleavage되어 89 kDa의 조각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2b에 의한 mitochondrial 

damage가 신호전달체계를 자극하여 intrinsic apoptosis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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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 pBR322 plasmid DNA의 유무에 따라, Tris-HCl buffer (20 mM Tris 

and 100 mM NaCl, pH 7.5)에서 30분 동안 blue LED (800 lm/m2)를 조사하여 

발생하는 2b의 형광 변화. (B) pBR322 존재 하에 2b 화합물의 농도에 비례한 형

광 증가. (C) pBR322 존재 하에 빛의 조사 시간에 따른 2b 화합물의 형광 증가. 

ex: 450 nm, em: 490 nm. (**, P < 0.01 ;***, P < 0.001) 

 

 

 

그림 9. HeLa cell에서 2b에 의한 세포사멸 기전을 Western blot으로 분석함. 2b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aspase-9, caspase-3, PARP의 cleavage가 증가함. 

HeLa cell은 37 ℃에서 5% CO2 조건 하에 배양하였으며, 2b는 명시된 농도로 

1시간 동안 처리한 뒤 blue LED (800 lm/m2)를 10분간 조사하고 추가로 18시간 

배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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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IQ 화합물에 의한 세포사멸의 형태학적 관찰 

 IQ 화합물에 의한 세포사멸 현상을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로 관찰하기 위해, 2b를 

처리한 HeLa cell을 빛을 조사한 뒤에 holotomography를 통해 이미지를 얻었다.59, 

60 Holotomography는 단층 촬영을 한 후, refractive index (RI)의 분포를 

기반으로 3D 이미지로 바꿔주어 labeling agent를 사용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세포의 3D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다.61, 62 이 기술을 이용하여 2b를 처리한 

HeLa cell의 빛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을 형태학적 측면에서 individual cell level로 

관찰하였다 (그림 10). 그 결과 2b를 처리한 세포에 blue LED (800 lm/m2)를 

조사하였을 때 apoptosis의 전형적인 특징인 plasma membrane blebbing, cell 

shrinkage, rounding, membrane protrusion를 관찰할 수 있었다.63, 64 일반적으로 

어느 level까지 광역학 치료제의 농도를 올리거나 빛의 양을 증가시켰을 때 ROS의 

생성량이 증가하여 더 빠르게 apoptosis가 일어나고, 어느 level 이상일 경우에는 

더 나아가 necrosis 형태의 cell death가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다.26, 27, 65-67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고자 blue LED의 조사 시간 30분으로 늘리거나 2b의 농도를 20 

μM로 증가시켰고, 보다 더 빠르게 apoptosis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10B vs. 10C, 10D). 마찬가지로 E ring에 chlorine이 있고 광독성이 더 

강한 2a를 5 μM로 처리한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10B vs. 

10E). 이러한 RI tomogram 결과는 IQ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이 IQ의 종류, IQ의 

농도, 빛의 조사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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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양한 조건 하에 HeLa cell의 3D rendered tomogram. 세포들은 IQ 

화합물을 1시간 처리한 이후에 blue LED (800 lm/m2)로 조사함. (A) Control cell. 

(B) 2b 농도 5 μM, 빛 조사 시간 10분. (C) 2b 농도 5 μM, 빛 조사 시간 30분. 

(D) 2b 농도 20 μM, 빛 조사 시간 10분. (E) 2a 농도 5 μM, 빛 조사 시간 

10분. 모든 이미지는 blue LED를 조사하고 2.5시간 이후에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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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IQ65의 광학적 특성 및 세포내 형광 분포 

 이후 후속 연구로 앞서 50여개의 IQ 화합물 라이브러리 중 광학적 활성이 좋았던 

화합물인 IQ6를 기반으로 하여 mitochondria를 targeting하는 IQ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Triphenylphosphonium (TPP) group은 lipophilicity를 지니고 cationic 

charge를 띄는 moiety로, 이를 연결한 화합물은 solubility가 좋아지고, 

mitochondria를 targeting하여 간다고 알려져 있다.68-70 따라서 TPP group을 

IQ6의 E ring에 추가하면 mitochondria에 선택적인 바이오 센서가 될 거라 

예상하고 IQ65를 합성하였다 (그림 11A). 이 IQ65가 이전 IQ들에 비해 광학적 

성질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우선 확인하기 위해 in vitro 상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1B, 11C). 그 결과 형광 스펙트럼이 녹색 파장에서 나타난다는 점, 

물보다는 유기 용매에서 형광이 강하다는 점이 TPP group을 도입한 IQ65에서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1B). 또한, IQ65에 CT-DNA를 

첨가하여 Tris buffer에서 관찰하였을 때 흡광 및 형광 스펙트럼이 모두 red-

shift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IQ65는 in vitro 상에서 DNA와 

상호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C). 

 다음으로 IQ65가 intracellular level에서 의도한 대로 mitochondria에 선택적으로 

분포하는지 확인하고자 MitoTracker와 colocalization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림 12). 우선 IQ65의 분포를 관찰하였을 때 blue channel에서는 핵 내에는 

분포하지 않고 cytosol의 특정 위치에 선택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12A), 이를 MitoTracker의 형광 분포와 비교했을 때 Pearson’s 

coefficient는 0.814, Overlap coefficient는 0.844가 나오며 plot profile 그래프의 

양상이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B). 그러나 IQ65를 green 

channel에서 관찰하였을 때는 그 분포 양상이 달라져 핵 내에 주로 분포하고 

cytosol 전반에서 형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IQ65가 TPP group에 의해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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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chondria에만 선택적으로 분포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A). 

또한 IQ65가 green channel로 관찰하였을 때 핵 전반에서 형광이 나타나는 

현상은 in vitro 상에서 IQ65가 DNA와 상호작용이 있었고 그에 따라 흡수 및 

형광 스펙트럼이 red shift된 것이 세포 내에서도 유지되어 DNA가 주로 존재하는 

핵에 형광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34,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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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IQ65의 구조. (B) IQ65의 광학적 특성. (C) (B) Normalization된 

IQ65의 흡수(실선) 및 형광(점선) 스펙트럼. IQ65은 회색으로, IQ65 + CT-DNA 

(500 μg/mL)은 검은색으로 표시하였고, 용매는 Tris buffer(20 mM Tris-HCl, 

100 mM NaCl, pH 7.5)에서 측정함. 

 

 

그림 12. (A) HeLa cell에서 IQ65 10 μM의 형광 분포 양상 및 MitoTracker와의 

colocalization. Scale bar는 20 μm를 나타냄. Blue channel은 ex : 405 nm, em : 

410-550 nm, green channel은 ex : 488 nm, em : 493-550 nm로, red 

channel은 ex : 561 nm, em : ≥566 nm로 설정하여 촬영함. (B) Merged image와 

IQ65와 MitoTracker의 형광 plot profile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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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IQ6-S1의 합성과 광학적 특성 

 이번에는 IQ6의 IQ 골격에서 quinoline moiety 부분의 질소에 methylation을 

하여 IQ6-S1을 합성하였다 (그림 13A). IQ65에서는 TPP group을 IQ6에 추가로 

도입하였지만, IQ6-S1은 IQ 골격 자체가 4차 암모늄 형태를 띄어 lipophilic 

cationic moiety를 지니도록 하여 mitochondria에 선택적으로 위치하는 IQ가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73, 74 IQ6-S1은 in vitro 상에서 이전 IQ 화합물 라이브러리가 

유기용매에서 형광이 강하고 무기용매에서 형광이 낮았던 것과 다르게 IQ6-S1은 

유기 용매와 무기 용매 모두에서 형광이 강하게 나타나서 기존 IQ들과는 다른 

광학적 특성을 나타냈다 (그림 13B).33, 34 또한, extinction coefficient가 

18900으로 기존 IQ들에 비해 2배 가량 상승하였으며, 형광 quantum yield가 

0.90으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 형광 센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표 3). 

그리고 IQ6-S1은 기존에 바이오 센서로써의 활용으로 발표한 선행 연구와 2b 

화합물과는 다르게 CT-DNA의 유무에 따라 흡수 및 형광 스펙트럼의 변화가 

크지 않아 DNA와는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3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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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 IQ6-S1의 합성. (B) IQ6-S1의 광학적 특성. (C) (B) 

Normalization된 IQ6-S1의 흡수(실선) 및 형광(점선) 스펙트럼. IQ6-S1은 

회색으로, IQ6-S1 + CT-DNA (500 μg/mL)은 검은색으로 표시하였고, 용매는 

Tris buffer(20 mM Tris-HCl, 100 mM NaCl, pH 7.5)에서 측정함. 

 

 

 

표 3. IQ6-S1의 photophysical 특성. 
a. Extinction coefficient는 DMSO에서 측정함. 
b. EtOH에서 Coumarin 153을 표준 물질로 이용하여 측정함 (ΦF=0.53).53 
c. DMSO에서 Rose Bengal을 표준 물질로 이용하여 측정함 (ФΔ=0.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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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IQ6-S1의 세포내 형광 분포 

 다음으로는 IQ6-S1의 intracellular localization을 확인하고자 HeLa cell을 

공초점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그림 14). 그 결과 핵 안의 nucleolus와 

세포질의 특정 부위에 형광이 집중되었다. Nucleolus는 주로 ribosome을 생성하는 

기관이어서 RNA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cellular stress에 반응하거나 mitosis의 

조절, cell-cycle progression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75, 76 IQ6-S1은 

DNA와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사한 nucleotide 계열인 RNA보다는 

단백질과 같은 요소와 연관성이 있어 nucleolus에 분포하고 있다고 추측하였다 

(그림 13C). IQ6-S1의 세포질 부분 형광 morphology가 mitochondria의 형태와 

유사하였기 때문에 MitoTracker를 이용하여 colocalization 실험을 진행하였고, 

cytosol 위치를 기준으로 coefficient 값을 구하였을 때 수치가 ~0.8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형광 channel별 plot profile도 유사하였기 때문에 예상대로 

mitochondria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B, 표 4). 이는 IQ6-S1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을 인지하여 mitochondria에 

집중되어 분포한 것으로 예상된다.77 또한, 바이오 센서로 발표된 IQ들은 10 

μM정도로 처리해야 공초점 현미경을 통해 촬영할 수준의 형광 세기가 나타났으나, 

IQ6-S1은 1 μM에서도 충분한 형광 세기가 나타나 in vitro 상에서의 광학적 

특성이 intracellular level에서도 유지됨을 관찰하였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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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 HeLa cell에서 IQ6-S1 1 μM의 형광 분포 양상 및 

MitoTracker와의 colocalization. Scale bar는 20 μm를 나타냄. Green channel은 

ex : 488 nm, em : 493-550 nm로, red channel은 ex : 561 nm, em : ≥566 

nm로 설정하여 촬영함. (B) Merged image와 각 region의 channel 별 형광 plot 

profile 비교 그래프. 

 

 

 

표 4. IQ6-S1의 cytosol 지역의 분포와 MitoTracker와의 coefficient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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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빛 조사에 따른 IQ6-S1의 형광 Redistribution 

 IQ6-S1의 세포내 형광 분포를 확인하는 중에 실험 과정에서 ambient light에 

노출되면 분포 양상이 기존과 달라지고, cell morphology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실험 과정을 모두 알루미늄 호일로 

차광하여 진행한 뒤, 빛의 조사에 따른 형광 분포 양상의 변화를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림 15). 그 결과 IQ6-S1의 형광 분포는 488 nm 

laser를 광원으로 하여 50% power로 빛을 4분 정도 조사하면 mitochondria의 

형광이 사라지고 세포질에 형광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핵 안으로, 특히 핵 안의 

nucleolus로 형광이 집중되어 분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HeLa와 MCF7 cell에서 

모두 관찰되어, cell line 종류와는 관계없이 general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림 15A). 또한, HeLa cell에서 488 nm laser로 빛을 조사한 뒤 빛을 

조사한 부분의 boundary 지역을 촬영하였을 때, 빛을 조사한 부위의 세포만이 

이러한 형광 redistribution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빛의 조사가 

redistribution에 critical한 factor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B), 추가로 488 nm 

laser의 조사 조건을 보다 mild한 5% power로 비교하여 실험하였을 때, 50% 

power에서 더 급격하게 redistribution이 일어났으며, 따라서 light dose에 

비례하여 redistribution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 또한, 50% 

power 조건에서 DIC로 관찰한 cell morphology 상 cell death가 일어나고 있어 

IQ6-S1은 광독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MitoTracker는 mitochondrial membrane의 charge를 인지하여 mitochondria에 

축적된 이후, chloromethyl group이 단백질의 thiol group과 반응을 일으켜 

mitochondria에 고정되기 때문에 cell fixation 이후에도 mitochondria를 

염색한다고 알려져 있다.77 따라서 빛의 조사에 의해 IQ6-S1의 형광 분포가 

변하는 과정에서 MitoTracker가 여전히 mitochondria의 단백질과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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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한 채로 고정되어 있어 mitochondria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mitochondria의 dynamics를 관찰하고자 IQ6-S1과 MitoTracker를 

colocalization 시킨 뒤 빛을 조사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림 17). 그 결과 빛의 

조사에 따라 광안정성이 좋지 못한 MitoTracker의 형광 세기는 photobleaching에 

의해 약해졌지만 형광 분포 양상은 IQ6-S1과 달리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IQ6-S1의 빛에 의한 형광 분포 변화는 mitochondria의 behavior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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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 HeLa와 MCF7 cell에서 빛의 조사 시간에 따른 IQ6-S1의 형광 분

포 변화. 광원은 공초점 현미경의 488 nm laser를 50% power로 사용함. (B) 

HeLa cell에서 빛을 조사한 곳과 조사하지 않은 곳의 경계면. Scale bar는 20 μm

를 나타냄. ex : 488 nm, em : ≥493 nm. 

 

 

그림 16. HeLa cell에서 12분 동안 빛의 세기 조건에 따른 IQ6-S1의 형광 분포 

양상 비교. 광원은 공초점 현미경의 488 nm laser를 각각 (A) 50% power, (B) 5% 

power로 사용함. Scale bar는 20 μm를 나타냄. ex : 488 nm, em : ≥49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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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HeLa cell에서 빛의 조사에 따른 IQ6-S1과 MitoTracker의 형광 분포 

양상. 광원은 공초점 현미경의 488 nm laser를 50% power로 사용함. Scale bar는 

20 μm를 나타냄. Green channel은 ex : 488 nm, em : 493-550 nm로, red 

channel은 ex : 561 nm, em : ≥566 nm로 설정하여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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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IQ6-S1의 광역학 활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IQ6-S1을 처리한 세포가 ambient light에 노출되어도 cell 

morphology가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는 488 nm laser를 조사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IQ6-S1에는 광독성이 있을 거라 예상하였고,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b 화합물과 비교하여 광역학 활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18). 우선 

MTT assay를 이용하여 HeLa cell에서의 광독성을 비교하였을 때, IQ6-S1를 

처리한 경우가 2b에 비해 cell viability가 더 감소하였다 (그림 18A). 다음으로는 

IQ 화합물이 빛을 받았을 때 어떠한 기전으로 cell에 damage를 주는지 확인하고자 

in vitro 상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8B). Supercoiled 형태의 pBR322 

plasmid DNA는 photosensitizer가 빛에 의해 생성하는 ROS를 만나면 nick 

형태로 전환된다고 알려져 있다.78, 79 선행 연구에서는 2a-2f 화합물이 이러한 

DNA photocleavage 현상을 20 μM 수준에서 적절히 보였다. 따라서 2b와 IQ6-

S1을 똑같이 20 μM로 처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IQ6-S1은 2b와 

달리 빛을 주었을 때 supercoiled form이 완전히 사라져 DNA photocleavage 

효과가 saturation된 상태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IQ6-S1은 20 μM보다 저농도 

조건에서 실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1 μM로 처리하여 빛 조사를 하며 

IQ6-S1이 생성하는 ROS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ROS scavenger와 함께 처리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때, mannitol을 제외한 3개의 ROS scavenger를 사용하였을 때, 

IQ6-S1에 의한 nick form의 생성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IQ6-S1이 in vitro 

상에서 빛을 받아 생성하는 ROS는 singlet oxygen, hydrogen peroxide, 

superoxide라고 할 수 있다.80-83 다음으로 IQ6-S1이 intracellular level에서도 

ROS를 생성하는지 확인하고자 DHE staining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8C). 그 

결과 IQ6-S1이 있고 빛을 가한 경우에만 red 형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IQ6-S1은 세포 안에서 superoxide를 생성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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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o에서 tiron에 의한 scavenging 효과와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빛 조사시 

IQ6-S1에 의한 세포사멸 현상을 형태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holotomography로 

촬영하였다 (그림 18D). 그 결과 앞서 2b를 통해 얻은 이미지에 비해 mild한 

조건인 IQ6-S1 1 μM에서 blue LED를 5분간 조사한 뒤에 time-lapse로 

관찰하였을 때, 처음에는 정상적인 세포의 형태를 띄고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가 둥근 형태로 변하면서 표면에는 membrane blebbing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IQ6-S1도 2b처럼 intracellular level에서 mitochondria에 

위치하다가 빛을 받아 ROS를 생성하여 intrinsic pathway에 의한 apoptosis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potency는 2b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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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b와 IQ6-S1의 광역학 활성 비교. (A) HeLa cell에서 blue LED (800 

lm/m2)를 광원으로 하여 MTT assay를 이용한 광독성 평가. (B) in vitro에서 blue 

LED (800 lm/m2)를 광원으로 하여 pBR322 plasmid DNA를 통한 DNA 

photocleavage 실험. (SC : supercoiled form, NC : nicked form) (C) IQ6-S1 1 

μM에 blue LED (800 lm/m2)를 10분간 조사하여 생성된 intracellular 

superoxide을 DHE로 관찰함. Scale bar는 20 μm를 나타냄. ex : 561 nm, em : 

≥566 nm. (D) HeLa cell의 3D rendered tomogram. IQ6-S1 1 μM을 1시간 

처리한 이후에 blue LED (800 lm/m2)를 5분 동안 조사한 후 time-lapse로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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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절 세포 신호 전달 변화가 IQ6-S1 형광 분포에 미치는 

영향 

 앞서 IQ6-S1의 빛에 의한 형광 redistribution 현상을 관찰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세포 신호전달체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9). Serum starvation은 FBS가 없는 배지로 세포를 배양하는 것으로, 

G0/G1 phase로 cell cycle synchronization이 일어나고 그 이후 FBS를 첨가하면 

cell cycle이 다시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다.84 또한, HeLa cell에서 장시간의 serum 

starvation을 할 경우, caspase-dependent apoptosis가 일어나거나,85 translation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86 이번 실험에서는 FBS가 없는 DMEM 배지를 

이용하여 serum starvation을 총 2시간 진행하고 IQ6-S1의 형광 분포를 

관찰하였다 (그림 19A). 그 결과 세포의 크기는 줄어들어 serum starvation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IQ6-S1의 형광 분포 양상과 빛 조사에 따른 변화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alpha)는 TNF superfamily의 ligand로, 

염증 반응, 면역 체계 발달, apoptosis, 지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87, 88 그러므로 TNF-alpha를 처리하여 cell signaling에 영향을 주어 IQ6-

S1의 형광 분포에 변화가 생기는지 MitoTracker와 co-staining 관찰하였다 (그림 

19B). 그 결과 앞서 IQ6-S1의 세포질 부분 형광과 MitoTracker의 

colocalization이 잘 되었던 결과와는 달리(그림 14), TNF-alpha를 처리한 경우 

IQ6-S1의 세포질 부분 형광의 형태가 변하면서 colocalization이 잘 되지 않았다. 

따라서 TNF-alpha에 의한 cell signaling 변화가 IQ6-S1의 localization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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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Cell Signaling 변화에 따른 IQ6-S1의 형광 분포 변화. (A) HeLa cell을 

FBS가 없는 배지로 총 2시간 배양하여 cell starvation을 일으킨 뒤 IQ6-S1의 

빛에 의한 형광 분포 변화를 관찰함. ex : 488 nm, em : ≥493 nm. (B) HeLa 

cell에 TNF-alpha (20 ng/mL)를 4시간 처리한 뒤 IQ6-S1와 MitoTracker를 

co-staining하여 관찰함. Green channel은 ex : 488 nm, em : 493-550 nm로, 

red channel은 ex : 561 nm, em : ≥566 nm로 설정하여 촬영함. 모든 Scale 

bar는 20 μm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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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IQ 화합물과 Topoisomerase I의 관련성 

 서론에서 언급한 듯이 IQ 화합물은 topoisomerase I 저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다 (그림 2). 이들은 intercalator 혹은 다른 mechanism을 통해 

작동한다고 여겨졌는데, 이에 해당하는 IQ 대부분은 E ring의 para- 혹은 meta- 

위치에 치환체를 지니고 있었다. 이 중 IQ6는 DNA를 unwinding 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IQ6-S1은 이 구조에 추가적으로 quinoline 부분의 

질소에 methylation을 한 것이기 때문에, IQ6-S1 또한 topoisomerase I과 

상호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다 (그림 13A). 특히, IQ6-S1이 빛을 

조사하여 세포내 분포 양상이 redistribution 되었을 때를 주목하였다. 

Topoisomerase I은 nucleolus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그 다음으로 nucleoplasm에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GFP를 tagging한 Topo I의 분포를 형광 

현미경으로 확인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그림 20A).36, 39, 40 이처럼 IQ6-S1의 

redistribution 이후의 형광 분포 양상과 topoisomerase I의 위치가 overlap되기 

때문에, IQ6-S1이 topoisomerase I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밝히는 in situ labeling 

실험을 디자인하였다.48, 49 

 Diazirine group은 UV light에 의해 N2 분자가 방출되며 carbene을 생성하는 

작용기이다. 이 carbene은 굉장히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diazirine group을 

이용하여 target protein과의 photocrosslinking을 시켜 공유결합을 형성한 뒤 

target protein의 identification을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20B).42, 48, 49, 89, 90 이를 착안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IQ 골격은 유지하고 E 

ring의 para 위치에 amide 혹은 ether linker를 도입한 뒤 diazirine group을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IQ-Probe(IQ-P2, IQ-P8, IQ-P9, IQ-P10)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그림 20C). Cell line은 IQ6-S1을 사용하여 redistribution 

현상이 관찰되었고, topoisomerase I의 발현량이 비교적 높은 편인 MCF7 cel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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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91  

 

 

 

 

 

 

 

 

 

 

 

 

 

 

 

 

 

 

 

 

 

 

 



40 

 

 

그림 20. (A) GFP를 tagging하여 관찰한 topoisomerase I의 분포.40 (B) Diazirine 

group을 도입한 probe와 이를 이용해 target protein의 identification을 하는 실험 

원리. (C) Diazirine group을 도입한 4가지 IQ-Probe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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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에서는 probe 화합물에 alkyne group를 도입하여 click reaction을 통해 

rhodamine을 conjugation하여 화합물과 상호작용이 있는 단백질의 위치를 gel 

상에서 관찰하였다.48, 49 IQ 화합물들은 IQ 골격에서 유래한 광학적 성질 때문에 

자체적인 형광이 있기에 click reaction 없이 in gel fluorescence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그림 21, 22).33 우선 IQ-Probe를 디자인한 원리인 diazirine group 

의도대로 잘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365 nm UV light의 유무에 따른 형광 

차이를 관찰하였다 (그림 21). 그 결과, IQ-probe를 100 μM으로 처리하고 UV 

light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gel 상의 형광이 전혀 관찰되지 않은 반면, UV 

light를 조사하면 형광 밴드가 관찰되었다. 특히 밴드들 중에 topoisomerase I의 

크기(91 kDa) 위치에 상대적으로 진한 형광 밴드가 4개의 IQ-Probe 화합물에서 

모두 관찰되었다(그림 21A). 따라서 IQ-Probe 화합물은 small molecule이기 

때문에 non-specific한 형광 밴드가 나타나긴 하지만, 세포내에서 topoisomerase 

I과의 상호작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타 문헌에서 click 

reaction을 위해 alkyne group을 도입한 것처럼 IQ-P2, IQ-P8에도 alkyne 

group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alkyne group이 없는 IQ-P9, IQ-P10과 

비교해보면 alkyne group이 없는 경우 소폭 더 선명하게 topoisomerase I 위치의 

밴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lkyne group이 없는 경우 더 IQ가 

topoisomerase I과 상호작용을 잘 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sample로 Western 

blot을 하여 topoisomerase I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는 in gel fluorescence에서 

관찰한 밴드의 위치와 일치하였다 (그림 21B). 또한, IQ-Probe를 처리한 경우 

Western blot에서 topoisomerase I의 밴드가 덜 detection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IQ-Probe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의 위치가 항체의 단백질 인지 부위 

구조의 변형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topoisomerase I과 상호작용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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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IQ-Probe의 농도와 UV light 조사 조건을 바꿔가며 형광 밴드 양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22). 우선 IQ-Probe의 농도를 10배씩 1000 μM까지 

증가시켜서 실험을 하였을 때 lane의 전반적인 형광 밴드의 증가가 관찰되었지만 

topoisomerase I 위치의 밴드가 더 선택적으로 관찰되지는 않았다(그림 22A). 

또한 100 μM보다 낮은 농도에서는 형광 세기가 너무 낮아서 detection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IQ-Probe 농도를 100 μM로 하여 UV 

light 조사 시간을 60분까지 증가시켜서 관찰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lane의 

전반적인 형광 밴드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그림 22C). 또한, 30-60분 정도는 UV 

light를 조사하여야 topoisomerase I 위치의 밴드가 잘 관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IQ-Probe에 의한 in gel fluorescence 밴드는 IQ의 농도와 

UV 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형광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Western blot을 하여 topoisomerase I의 위치를 확인하면, IQ-Probe의 농도와 

UV의 조사 시간에 따라 topoisomerase I의 밴드가 덜 detection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22B, 22D) 이러한 결과는 Western blot을 통해 관찰하는 

밴드의 감소 양상은 IQ-Probe와 UV light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절된다는 증거라 

할 수 있으며, IQ-P9, IQ-P10, IQ-P2, IQ-P8의 순으로 강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in gel fluorescence에서 alkyne group이 없을 경우 밴드의 형광이 강했던 

양상과 correlatio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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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IQ-Probe를 이용한 UV light 조사 유무에 따른 in situ labeling의 in gel 

fluorescence 결과. (A) MCF7 cell을 6 well plate에 키운 후, confluency가 ~90%

가 되면, IQ-P2, IQ-P8, IQ-P9, IQ-P10을 100 μM로 처리함. 이후 2시간 동안 

배양하고 DPBS로 washing한 뒤, DPBS를 넣은 상태에서 UV light (365 nm)으로 

4℃에서 30분 동안 irradiation 시킴 (Dark는 irradiation 과정을 생략함). 단백질 

sample은 SDS-PAGE로 분리하였고, LAS4000의 Cy2 filter를 이용하여 촬영함. 

(B) IQ-Probe를 처리하고 UV light를 조사한 sample의 Western blo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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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실험 조건에 따라 IQ-Probe를 이용한 in situ labeling의 in gel 

fluorescence와 topoisomerase I Western blot 결과. (A) UV irradiation 30 min 

조건 하에 IQ-Probe의 concentration-dependent 형광 밴드 관찰. (B) (A)의 

sample로 topoisomerase I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 결과. (C) IQ-Probe 

100 μM의 UV irradiation time-dependent 형광 밴드 관찰. (D) (C)의 sample

로 topoisomerase I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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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절 IQ44를 통한 세포내 Fe(III) 이온 관찰  

 철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생리학적, 병태생리학적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산화-환원 기능을 지닌 주요 원소로, 철의 세포내 항상성이 무너진다면 

Fenton reaction이 통제되지 않아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양한 형태의 암을 

유발한다.92, 93 따라서 생명연구에서 세포내 철의 산화-환원 반응이 biological 

process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관찰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IQ 라이브러리를 in vitro 상에서 metal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스크리닝을 진행한 선행연구를 통해 IQ44가 Fe3+ 이온과 만나면 blue region의 

형광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세포내에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자 reference의 실험 방법을 참고하여 세포에 IQ44를 처리 후 FeCl3의 

유무에 따른 형광 차이를 관찰하였다 (그림 23).94-96 일반적으로 간 세포가 철의 

대사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인 

HepG2 cell을 실험에 사용하였다.94, 97 IQ44 100 μM에 FeCl3 1 mM을 

사용하였으며, FeCl3를 co-treat하거나 pre-treat 한 경우 모두 그러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형광이 증가하였다 (그림 23A, 23B). 이러한 형광 증가는 co-treat 

조건에서 더 확연하게 관찰되며, 이는 형광 plot profile 그래프를 통해 IQ44의 

FeCl3의 유무에 따른 형광 세기를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비교할 수 있다 (그림 

23C). 따라서, in vitro 상에서 IQ44가 Fe3+ 이온을 만나면 형광이 증가하던 

현상이 intracellular level에서도 관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IQ44를 100 

μM이상의 고농도로 처리한 경우에는 FeCl3의 유무와 관계없이 침상 결정의 

solid가 배지상에서 관찰되었고, 이는 IQ44의 solubility 문제로 발생된 현상으로 

보이며, 형광을 관찰하였을 때 그 세기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D). 

 



46 

 

 

그림 23. HepG2 cell에서 FeCl3의 (A) co-treat(IQ44 100 μM ± FeCl3 1 

mM을 처리하고 24시간 뒤)나 (B) pre-treat(± FeCl3 1 mM을 처리하고 24시간 

뒤 IQ44 100 μM 1시간 처리)에 따른 IQ44의 형광 변화. (C) (A)의 이미지의 

plot profile 그래프. (D) IQ44 100 μM 처리시 생성되는 solid 생성물. Scale 

bar는 20 μm를 나타냄. ex : 405 nm, em : ≥410 nm. 

 

 

 

 

 

 

 

 

 



47 

 

제 14 절 IQ3에 의한 K-Ras의 분포 변화 확인 

 K-Ras는 항암제 개발의 주요 타겟으로 여겨져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k-

Ras 신호 전달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하였다.98, 99 한편, fanesylated K-Ras의 cellular membrane 

localization과 signaling은 prenyl-binding protein인 PDE delta에 의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다.100-102 이를 이용하여 K-Ras와 PDE delta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K-Ras의 localization과 signaling을 방해하는 물질인 

deltarasin이 보고되었고, 이 물질의 골격을 기반으로 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102-105 

 본 연구실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IQ 골격은 PDE delta의 inhibitor인 

deltarasin과의 3차 구조의 conformation이 유사함을 in silico docking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특히, IQ3과 PDE delta가 서로 우수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있으며 

deltarasin과 binding site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IQ3는 PDE delta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PDE delta를 과발현시킨 E. coli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IQ3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IQ3의 PDE delta 저해 효과가 

intracellular level에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자 K-Ras의 세포내 분포를 

immunofluorescence로 관찰하였다 (그림 24). K-Ras의 mutation이 주로 

일어난다고 알려진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s (PDAC) cell을 실험에 

사용하였고, deltarasin을 사용한 경우에 cell membrane에 주로 위치하던 K-

Ras의 localization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A).104 본 

연구에서는 한국세포주은행으로부터 구매 가능한 PDAC cell line인 PANC-1 

cell을 사용하였고, 유사한 실험 방법을 통해 K-Ras의 localization을 확인하였다 

(그림 24B). 우선 DMSO control 그룹에서는 확연하게 K-Ras가 cell 

membrane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positive contro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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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deltarasin을 처리하였을 때 control 그룹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K-Ras가 

cell membrane 덜 집중되어 있었고, IQ3를 처리한 경우에도 deltarasin 처리군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intracellular level에서 IQ3에 의해 K-Ras의 

distribution이 변한다고 할 수 있고, 결국 IQ3가 PDE delta를 저해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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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 PANC-1과 Panc-Tu-I cell에서 deltarasin에 의한 K-Ras 

localization 변화를 immunofluorescence로 관찰함.104 (B) PANC-1 cell에서 

deltarasin을 positive control로 하여 IQ3에 의한 K-Ras localization 변화를 

immunofluorescence로 관찰함. Scale bar는 20 μm를 나타냄. ex : 633 nm, em : 

≥638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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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50여개의 Indolizino[3,2-c]quinolones (IQ)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이오 센서로서의 활용이 아닌 광역학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IQ의 E ring이 furan 혹은 

thiophene으로 구성된 화합물 6가지를 선정하여 photophysical 성질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빛의 조사에 의해 in vitro 상에서 singlet oxygen을 생성하는 것을 

DPBF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세포내에서 광독성을 일으키고 superoxide를 

생성하는 것을 dose-dependent하게 관찰하였다. 

6가지 화합물 중 특히 2b의 경우는 halogen과 sulfur가 없어 heavy-atom-

free 광역학 치료제라 할 수 있으며, mitochondrial DNA와 유사한 형태인 

supercoiled plasmid DNA와 상호작용이 있고 빛의 조사에 따라 MitoTracker와 

colocalization이 되었기 때문에 mitochondria에 photodamage를 줄 거라 

예상하였다. Mitochondria는 intrinsic pathway의 apoptosi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기관이기 때문에 이 신호 전달 체계의 변화를 Western blot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굴절률을 이용한 새로운 3D 이미징 기기인 holotomography를 

이용하여 apoptosis의 형태학적 변화 양상을 2b-treated 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PDT dose level이 증가함에 따라 그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IQ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광학적 특성이 우수한 IQ6에서 

quinoline 부분의 질소에 methylation을 하여 IQ6-S1을 합성하였다. IQ6-S1은 

광역학 활성도 있지만, 기존 IQ 화합물들에 비해 extinction coefficient와 형광 

quantum yield와 같은 광학적 특성이 더 우수하여 바이오 센서로서 활용 가능할 



51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methylation에 의해 lipophilic cationic moiety가 되었기 

때문에, 세포내에서 nucleolus 뿐 아니라 mitochondria를 염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이하게도 IQ6-S1은 빛의 조사에 의해 세포내 형광 분포의 

redistribution이 일어났으며 nuclear, 특히 nucleolus를 강하게 염색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는 빛의 세기를 조절하면 그 속도가 변하였기 때문에 light dose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이 세포 신호 전달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고, serum starvation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TNF-alpha를 처리한 경우 IQ6-S1의 mitochondria의 형광 분포 양상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TNF-alpha는 NF-κB pathway나 extrinsic apoptosis 등 여러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IQ6-S1이 어느 신호 전달과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 IQ6-S1의 redistribution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디자인하였다. 

Topoisomerase I은 핵 안에 위치하며, 특히 ribosomal DNA (rDNA)의 전사에 

주로 관여하기 때문에 nucleolus에 집중되어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에서 IQ 화합물 중 E ring의 para위치에 치환체가 있는 경우 topoisomerase 

I을 저해한다는 결과가 있었고, topoisomerase I의 분포 양상이 IQ6-S1의 

redistribution 후 양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을 거라 추측하였다. 

이를 증명하고자 IQ의 E ring에 diazirine group을 도입하여 UV light (365 

nm)에 의해 target protein과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4개의 IQ-Probe를 

합성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target protein을 확인하고자 in situ labeling 실험을 

하였고, topoisomerase I의 위치에 형광 밴드가 관찰되었다. (91 kDa) 이는 IQ의 

농도와 UV light 조사 시간을 증가시키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Western blot을 

통해 형광 밴드 위치가 topoisomerase I 밴드의 위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Western blot에서도 IQ-Probe를 처리한 후 UV light를 조사하면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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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이 덜 되는 양상을 보여 이 또한 topoisomerase I과 IQ가 상호작용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gel 상에서의 밴드가 topoisomerase 

I이 맞는지 MS/MS 분석을 통한 확인 실험이 추가로 필요하며, IQ6-S1이 

세포내에서 빛을 조사하였을 때 topoisomerase I을 tracking하여 간다는 것을 

입증할 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쉽게 modification이 가능한 IQ 골격을 이용하여 광역학 

치료제 및 바이오 센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전에 발표된 광역학 

치료제에 비해, IQ 골격의 광역학 치료제는 적은 세포 독성, 우수한 용해도, 큰 

stoke shift, 높은 세포막 투과율, 우수한 광안정성 등 여러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파장이 아닌 green 형광을 띈다는 점과 singlet 

oxygen quantum yield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의 제한점이 있어,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나은 IQ 골격의 광역학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quinoline의 methylation으로 IQ6-S1을 합성하였고 이 화합물의 

세포내에서 빛에 의한 redistribution 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redistribution 현상의 TNF-alpha와 topoisomerase I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topoisomerase I과의 상호작용이 세포내에서도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증명된다면 이후 IQ 

화합물이 topoisomerase I에 대한 연구에서 생명활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에 

novel한 좋은 tool이 될 거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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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방법 

 

1. Cell Culture 

HeLa (human cervical cancer), A549 (human pulmonary carcinoma), MCF7 

(human breast adenocarcinoma), HepG2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PANC-1 (human pancreas epithelioid carcinoma) 세포는 모두 

한국세포주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았다. HeLa와 PANC-1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와 streptomycin, penicillin, amphotericin B가 antibiotics로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를 사용하였고, A549와 

MCF7 세포의 경우 동일 조건의 RPMI 1640 배지를, HepG2 세포의 경우 동일 

조건의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EMEM) 배지를 사용하였다. 위의 

모든 세포는 humidified 배양기에서 37 ℃ 및 5% CO2 조건 하에 배양하였다. 

 

2. IQ의 광학적 특성 평가 

IQ 화합물의 흡광 스펙트럼은 Lambda 25 UV/Vis spectrometer (PerkinElmer,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형광 스펙트럼은 FP-6500 

spectrofluorometer (JAS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slit width를 

excitation에서 3 nm, emission에서 5 nm을 부여하고 측정하였다. 형광 quantum 

yield는 Coumarin 153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기준 물질(ΦF = 

0.53 in EtOH)로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mM나 10 mM의 IQ stock solution을 이용하여 필요한 농도로 맞춰 실험을 

진행하였다.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경우, 2 μM(IQ6-S1은 1 μM)의 농도로 

실험하였으며, DMSO를 용매로 사용하여 확인한 흡광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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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파장을 파악하고, 이를 excitation 파장으로 설정하여 형광 스펙트럼을 

확인하였다. 이 때, H2O, Tris-HCl buffer (20 mM Tris, 100 mM NaCl, pH 7.5), 

Methanol, Ethanol, DMSO, Dimethylformamide, Methylene chloride를 각각 

용매로 이용하여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DNA와의 상호 작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Tris-HCl buffer에 Calf Thymus DNA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첨가하여 형광 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 

Singlet Oxygen Quantum Yield를 측정하는 경우, auto-pipette으로 10분간 

aeration을 한 DMSO를 용매로 사용하여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irradiation 광원으로는 FP-6500 spectrofluorometer (JASCO, Tokyo, 

Japan)상의 Xe lamp (shielded lamp house, 150 W)를 사용하였다. Irradiation 

파장을 설정하기 위해 IQ와 1,3-Diphenylisobenzofuran (DPBF, Alfa Aesar, 

Ward Hill, MA, USA)의 흡광 스펙트럼이 overlap 되는 파장을 구하고, 이 때의 

농도 비율을 측정한다. 이후 IQ와 DPBF를 측정한 농도 비율로 첨가한 뒤, 

excitation 파장을 측정한 파장으로 설정하여 excitation 및 emission에서 slit 

width를 각각 5 nm으로 설정하였다. cuvette상에서 2분씩 빛을 조사하였으며, 

이후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411 nm에서의 DPBF 흡광 감소를 확인하였다. 

위의 과정을 총 7회씩 반복하였으며, 반복 시마다 충분한 산소 공급을 위해 1분간 

aeration을 하였다. 이후 Rose Bengal (Alfa Aesar, Ward Hill, MA, USA)를 

표준물질(ФΔ = 0.76 in DMSO)로 하여 singlet oxygen quantum yield를 

계산하였다. 

 

3. DFT Calculation 

 IQ 화합물의 HOMO, LUMO energy level은 BIOVIA Material Studio 2017 R2 

(Dassault Systèmes, San Diego, CA)로 계산하였다. 화합물의 geometry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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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상관성 범함수(the exchange-correlation functional)를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GGA) 기반으로 Dmol3의 DNP 하에 Perdew, Burke, 

Ernzerhof (PBE) 모델 방법으로 최적화되었다. HOMO와 LUMO energy는 

geometry 최적화 방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였으며 Dmol3 module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4. IQ의 광독성 평가  

IQ 화합물의 광독성은 MTT assay를 통해 평가하였다. HeLa, A549, MCF7 

세포를 각각 96-well cell culture plates (SPL Life Science Co., Gyeonggi-do, 

Republic of Korea)에 well당 1 X 104개씩 되도록 seeding한 뒤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IQ 화합물을 0, 1, 2, 5, 10 μM 농도로 각각 dark 상태를 

유지한 채 37 ℃ 및 5% CO2 조건 하에 처리하였다. Singlet oxygen scavenging 

효과를 보고자 할 때는, 이 단계에서 2 mM L-histidine(Alfa Aesar, Ward Hill, 

MA, USA)을 co-treat하였다. 1시간 뒤에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고, blue LED 

(470 nm, 800 lm/m2)를 광원으로 하여 빛을 0, 5, 10분씩 각각 조사하였다. 이후 

37 ℃ 및 5% CO2 조건 하에 dark 상태로 24시간 세포를 배양하였다. 배지를 

다시 교체한 뒤에 20 μL씩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Molecular Probes, Invitrogen, Eugene, OR, 

USA) (5 mg/mL)을 각각의 well에 첨가하고 3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배지를 

제거하고, formazan 생성물을 DMSO로 용해시켰다. (well당 100 μL). Cell 

viability는 Mithras2 plate reader (Berthold Technologies, Bad Wildbad, 

Germany)기기로 570 nm의 흡광을 측정하였고, 처리군을 각각 대조군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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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HE Staining을 통한 세포내 Superoxide 생성량 평가 

HeLa cell을 96 well plate (PerkinElmer, Waltham, MA, USA)에 각 well당 1 X 

104개씩 seeding한 뒤 37 ℃ 및 5% CO2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IQ 화합물을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고 1시간 배양하였다. 새로운 배지로 교체한 뒤, 

blue LED (470 nm, 800 lm/m2)를 광원으로 15분 빛을 조사하였다. 이후 10 μM 

dihydroethidium (DH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30분 동안 

처리하고,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washing 후 4% 

paraformaldehyde를 상온에서 10분 동안 처리하여 세포를 고정시켰다. 이후 다시 

DPBS washing을 한 뒤 새로운 DPBS를 well당 100 μL씩 첨가하였다. 세포 

이미지는 Operetta High Content screening system (PerkinElmer, Waltham, MA, 

USA)을 통해 얻었으며, Harmony software (PerkinElmer, Waltham, MA, 

USA)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DHE는 520-550 nm 파장에서 excitation 

시켰고, 580-600 nm에서 붉은색 형광은 관찰하였다. 

IQ6-S1을 이용하여 관찰한 경우, 6-well cell culture plate (SPL Life Science 

Co., Gyeonggi-do, Republic of Korea)에 cover slip을 넣고 그 위에 HeLa cell을 

seeding하여 12-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위와 동일한 과정으로 IQ 처리, 

빛 조사, DHE 처리, 고정 과정을 거친 후, slide glass 위에 mounting 하였다. 

세포내의 DHE 형광 분포는 confocal microscope (TCS-SP8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Leica, Germany)에서 40x 렌즈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ex : 561 nm, em : 566≤ nm) 

 

6. Western Blot 

HeLa 세포를 6-well cell culture plate (SPL Life Science Co.,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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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에 seeding한 뒤 37 ℃ 및 5% CO2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2b 화합물을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고 1시간 배양시킨 뒤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였다. 그 다음 blue LED (470 nm, 800 lm/m2)를 광원으로 10분 

빛을 조사하고 37 ℃ 및 5% CO2 조건에서 18시간 더 배양시켰다. 배양 이후에 

각각의 세포를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RIPA) buffer (50 mM Tris-

HCl, pH 7.6, 150 mM NaCl, 1% Triton X-100, 1% Sodium deoxycholate, 0.1% 

SDS, 2 mM EDTA)로 용해시키고, 원심분리를 통해 상층액을 취하여 각 

sample마다 BCA protein assay kit (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IL, 

USA)로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각 sample의 단백질(15-20 μg)은 10-15%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로 분리하고, 분리된 

단백질은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membrane (ATTO Co., Tokyo, 

Japan)로 이동시켰다. Membrane은 TBS-T buffer (20 mM Tris, 500 mM NaCl, 

pH 7.5, 0.05% Tween 20)로 washing을 10분씩 3번 한 뒤에 TBS-T buffer에 

5% skim milk (BD Difco, Franklin Lakes, NJ, USA)를 섞어서 1시간 동안 

blocking시켰다. 이후 다시 membrane을 TBS-T buffer로 10분씩 3번 

washing한 뒤, TBS-T buffer에 1차 항체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 & Abcam, Cambridge, MA, USA)를 섞어서 각각 4도 냉장고에서 

overnight으로 incubation 시켰다. 다음 날 membrane을 TBS-T buffer로 

10분씩 3번 washing하고,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2차 항체를 1시간 

incubation 시켰다. 이를 TBS-T buffer로 10분씩 3번 washing하고, 

membrane에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substrate (Bio-Rad, 

Hercules, CA, USA)를 검출 시약을 처리한 뒤 ImageQuant LAS4000 (GE 

Healthcare, München, Germany)에서 분석하였다. 

 



58 

 

7. Holotomography를 위한 Sample 준비 

HeLa 세포를 Tomodish (Tomocube Inc., Republic of Korea)에 seeding한 뒤 

37 ℃ 및 5% CO2 조건에서 12-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IQ 화합물을 

1시간 동안 처리한 뒤,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로 

washing하였다. 그 다음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고 blue LED (470 nm, 800 

lm/m2)를 광원으로 빛을 조사하였다. 세포의 three-dimensional (3D) refractive 

index (RI) tomogram을 holotomography system (HT-1S, Tomocube Inc., 

Republic of Korea)로 촬영하였다. 각 sample마다 RI 분포에 따른 3D 이미지를 

Tomostudio (Tomocube Inc., Republic of Korea)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자세한 

기기 설명은 이전 논문을 참조.59 

 

8. Confocal Microscope를 이용한 Live Cell 이미징 

HeLa, MCF7 세포를 confocal dish (SPL Life Science Co., Gyeonggi-do, 

Republic of Korea)에 12-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ell starvation의 영향을 

관찰할 때는 FBS가 없는 배지로 교체하여 2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하였고, TNF-

alpha에 의한 영향을 관찰할 때는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alpha,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20 ng/mL로 배지에 섞어서 4시간 

동안 추가로 처리한다. 이후 IQ 화합물을 배지에 섞어 1시간 동안 처리하였고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washing 뒤에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여 관찰하였다. 세포내의 형광 분포는 confocal microscope (TCS-SP8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Leica, Germany)에서 40x 렌즈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ex : 488 nm, em : 493≤ nm) 빛의 조사에 따른 형광의 재분포를 

관찰할 때는 confocal microscope에 탑재된 488 nm argon laser를 광원으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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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의 5%나 50%로 사용하였다. 

MitoTracker를 같이 이용한 경우, IQ 화합물 처리 이후에 200 nM MitoTracker 

Red (Molecular Probes, Invitrogen, Eugene, OR, USA)가 희석된 배지로 

교체하여 37 ℃ 및 5% CO2 조건에서 30분 동안 추가 처리하였다. 이 후 DPBS로 

washing한 뒤 배지상에서 confocal microscope를 통해 관찰하였다. (IQ – ex : 

488 nm, em : 493-550 nm, MitoTracker – ex : 561 nm, em : 566≤ nm) 

 Ferric ion에 의한 형광 변화를 관찰할 때는 HepG2 cell을 confocal dish에 48-

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o-treat 조건에서는 IQ44 100 μM와 FeCl3 1 mM을 

동시에 배지에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pre-treat 조건에서는 FeCl3 1 

mM을 먼저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뒤에 IQ44 100 μM을 따로 1시간 

처리하였다. DPBS washing 뒤에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여 confocal microscope를 

통해 관찰하였다. (ex : 405 nm, em : 410≤ nm) 

 

9. DNA photocleavage 

pBR322 plasmid DNA는 pBR322 plasmid (NEB, USA)를 XL-1 strain에 

transformation한 뒤 Exprep plasmid SV kit (GeneAll, Korea)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이후 1000 ng/μL의 pBR322 plasmid를 Tris-HCl buffer(20 mM 

Tris, 100 mM NaCl, pH 7.5) 상에서 IQ 화합물과 1.5 ml tube에 혼합한 뒤(total 

volume 30 μL) blue LED (470 nm, 800 lm/m2)를 광원으로 하여 30분 동안 

irradiation하였다. 이후 각 sample마다 10 μL를 취하여 6x SDS Loading 

dye(ThermoFisher Scientific AB, Gothenburg, Sweden) 2 μL와 혼합한 뒤 1% 

agarose gel (Tris-acetic acid-EDTA buffer, pH 8.0)에 100 V로 1시간 동안 

전기영동 하였다. Gel은 Safe Pinky (GenDEPOT, Barker, TX, USA)로 

염색하였고, ImageQuant LAS4000 (GE Healthcare, München, German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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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BR322 plasmid DNA 존재 하에 빛의 조사에 따른 IQ의 형광 스펙트럼의 

변화는 Mithras2 plate reader (Berthold Technologies, Bad Wildbad, 

Germany)를 이용하여 slit width를 excitation에서 6 nm, emission에서 12 nm을 

부여하고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2b를 40 μM가 되게 사용하여 위의 방법대로 

pBR322와 혼합하고 빛을 조사하였다. 이후 90 μl의 Tris-HCl buffer를 

추가하고, 각 sample을 100 μl을 취하여 Nunc 96-well optical bottom plate, 

black (Nunc, Copenhagen, Denmark)에서 excitation 파장은 450 nm, emission 

파장은 490 nm으로 형광 수치 변화를 확인하였다. 

 

10. IQ-Probe를 이용한 in situ Labeling 

MCF7 세포를 6-well cell culture plate (SPL Life Science Co., Gyeonggi-do, 

Republic of Korea)에 seeding한 뒤 37 ℃ 및 5% CO2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IQ-Probe 화합물을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고 2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이후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로 1회 

washing한 뒤 DPBS를 넣은 상태로 4℃에서 UV light(365 nm)를 조사하였다. 

각각의 sample은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RIPA) buffer (50 mM 

Tris-HCl, pH 7.6, 150 mM NaCl, 1% Triton X-100, 1% Sodium deoxycholate, 

0.1% SDS, 2 mM EDTA)로 용해시키고, 원심분리를 통해 상층액을 취하여 각 

sample마다 BCA protein assay kit (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IL, 

USA)로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각 sample의 단백질(10-20 μg)은 10%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로 분리하였다. 이후 

ImageQuant LAS4000 (GE Healthcare, München, Germany)에서 Cy2 filt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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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였다. 

 

11. Immunofluorescence 

PANC-1 세포를 6-well cell culture plate (SPL Life Science Co., Gyeonggi-

do, Republic of Korea)에 cover slip을 넣은 상태로 seeding한 뒤 37 ℃ 및 5% 

CO2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negative control인 DMSO, positive 

control인 deltarasin, 그리고 IQ3을 1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137 mM NaCl, 2.7 mM KCl, 10 mM Na2HPO4, 1.8 mM KH2PO4, pH 

7.4)로 washing한 뒤 4% paraformaldehyde를 clean bench 안에서 상온으로 

차광하여 10분간 처리하여 고정하였다. 이후 PBS로 5분씩 3회 washing한 다음 

PBS/0.1% Triton X-100를 5분간 처리하여 permeabilization시켰다. 다시 PBS로 

5분씩 3회 washing하고 blocking buffer (5% BSA, 0.3% Triton X-100/PBS)로 

상온에서 1.5시간 동안 blocking시켰다. 그 다음 PBS로 5분씩 3회 washing하고 

1차 항체로 anti-pan Ras mouse monoclonal antibody (Calbiochem OP40-

100UG; 1:200)를 blocking buffer에 섞은 후 처리하여 상온에서 2시간 동안 

shaking하였다. 이후 PBS/0.1% Tween-20으로 5분씩 3회 washing하고 2차 

항체로 Alexa-647 Donkey-anti-Mouse antibody (Invitrogen; 1:1000)를 

blocking buffer에 섞은 후 처리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shaking하였다. 다시 

PBS/0.1% Tween-20으로 5분씩 3회 washing하고 slide glass에 

mounting하였다. Confocal microscope (TCS-SP8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Leica, Germany)를 이용하여 63x 렌즈로 관찰하였다. (ex : 633 nm, 

em : 638≤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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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S1. (A) 2d, 2e, 2f의 흡수(DMSO) 및 형광(DMF) 스펙트럼. (B) 다양한 

용매상에서의 2a-2f 형광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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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Fluorescent Biosensor and 
Photosensitizer Using Indolizino[3,2-
c]quinoline Derivatives in Living Cell 

 
 

Lee Yeongcheol 

College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pproach of live cell imaging using small molecule fluorescent probes 

with low cellular damage is a non-invasive technique, and its applic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In our laboratory, we previously reported that 

indolizino[3,2-c]quinoline (IQ) derivatives, a new polyheterocyclic scaffold, 

can be used as biosensors in live cells with environment-sensitive optical 

properties, and can also be applied as fluorescent probes that specifically 

target certain organelles or biomolecules. 

On the other hand, photosensitizers (PS), that produce reactive oxygen 

species (ROS) by light irradiation, are important elements of photodynamic 

therapy (PDT) in anticancer therapy. Therefore, precise regulation of the 

intracellular location of PS is an important factor for exhibiting effective 

photodynamic activity.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photodynam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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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greatly improved if PS is localized to mitochondria specifically, due to 

the narrowly diffusing radius of ROS. In addition, cellular concentration of PS 

and amount of light exposure can be controlled to produce appropriate levels 

of ROS, causing programmed cell death through apoptosis mechanism. 

In this study, various biochemical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intracellular optical properties and the photodynamic mechanism of 

newly synthesized IQ derivative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intracellular 

redistribution of IQ derivatives by light irradiation to identify targeting 

organelles. Our results demonstrat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 new 

biosensor capable of observing the dynamics of specific proteins in living cells. 

 

 

Keywords : Fluorescent sensor, Heterocyclic fluorophore, Photodynamic 

therapy, Mitochondrial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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