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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의 불투명성은 주로 단백질이나 비단백질인 

글루타치온의 sulfhydryl 작용기(P-SH, G-SH)가 

대량으로 산화가 됨으로써 수반된다. 환원형 글루 

타치온은 수정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SH(P-SH) 

작용기가 산화됨을 방지함으로써 수정체가 투명하게 

유지되는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글루타치온의 감소는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 

하여 단백질 등이 산화될 때 방어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정체의 백내장이 유발되 

게 된다.I

수정체내에 존재하는 글루타치온의 양을 측정하 

는데 지금까지 여러 방법 등이 이용되어 왔으며 6T 

최 근들어 서 는 CDNB(l-chloro-2,4-dinitrobenzene) 

를 글루타치온에 표지시킨 뒤 흡수분광기를 이용하 

여 그것을 정확하게 정량하는 방법m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수정체의 균질화를 수반하 

는 이른 바 invasive 방법이기 때문에 수정체의 한 

단면을 따라 글루타치온의 양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최근들어 Yu 등은 라 

만/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정체를 균질화시키지 

아니하고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정체의 visual 

axis나 equatorial axis로 자른 후 단면에 존재하는 

여러 형광물질의 공간분포(spatial distribution)를 

mapping할 수가 있었다.电是 이러한 방법은 수정체 

를 균질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형상(morphology)을 

유지시키면서 백내장을 유발하는 여러가지 화합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론을 제시 

했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여기에 mapping된 

형광 물질들은 자체내에서 형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그것들의 공간분포를 밝힐 수가 

있었으나 자체 형광을 나타내지 않는 Ca" 이온이나 

글루타치온과 같은 분자에 대해서는 라만/형광 현 

미경을 이용하여 그것들의 공간분포를 밝힐 수가 

없었다. 따라서 선택성 및 감도가 좋은 라만/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자체 형광을 나타내지 않고 이 

온이나 분자의 공간분포를 밝힐 수 있다면 라만/형광 

현미경의 응용성이 한층 넓어지리라 기대된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자체 형광을 나타내지 않는 

글루타치온의 국부적인 분포도를 나타내는데 CM- 

FDA(5-chloromethylfluorescein diacetate)라는 형 

광 probe를 사용하여 수정체 단면에서의 3차원 ima- 

ging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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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

실 험

이 실험에 필요한 라만/형광 현미경 장치는 자동 

。루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Spex의 triplemate와 

Zeiss 현미경을 조합으로 설계된 시스템으로 이 시 

스템의 특성과 자세한 설명은 다른곳에 잘 기술되어 

있다.n~i4 컴퓨터로 작동되는 X-Y translation 

stage를 이용하여 본실험에서는 21X24점의 데이타 

를 얻어 3차원으로 mapping하여 나타냈다. 형광 표 

지에 사용되는 형광 probe는 521 nm에서 최대형광을 

나타내므로 Ar* 레이저(coherent)의 488 nm로 들뜨 

게 한 다음 521 nm에 단색화 장치를 고정시켜 samp- 

ling되는 각 점에서 형광의 상대적인 세기를 기록 

하여 그것을 3차원으로 imaging하였다. 이때 사용한 

레이저빔 spot의 크기는 직경이 약 l~8jim 정도 

이며 샘플의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0.5~lcm 

정도이므로 어떤 한 점에 존재하는 형광 probe가 

연속된 빔에 의해서 depletion될 가능성이 배제되 

었다. 형광표지를 위한 probe로서는 Molecular 

Probe 회사로부터 구입한 CMFDA# 사용하였는데 

그것의 사용법은 이 회사의 protocol을 따랐다. 이 

형광probe는 글루타치온의 -SH기에 있는 수소 하 

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형광표지가 되게 되는데 

이것의 장점은 특히 -SH기를 가지는 단백질과 같은 

다른 분자가 혼합되어 존재한다 하더라도 선택적으 

로 글루타치온과만 달라붙게 되어 있다.'"&

수정체는 1년 정도된 guinea pig으로부터 얻었으 

며 얻은 즉시 완충용액에 넣어 형광물질과 함께 약 

24시간 동안 incubation시켰다. 형광표지가 된 수정 

체는 즉시 알루미늄블록에 옮겨진 뒤 一50°C되는 

cold stage에 급랭시켰다. 급랭된 수정체는 visual 

axis를 따라서 면도날로 윗부분의 반을 밀어내어 

편평하게 한 다음 stage가 x-y축을 따라 sampling

Y

Fig. 2. 절단된 수정체를 포함하는 직사각형틀 안에서의 

레이저빔이 scanning하는 경로 수정체의 절단은 visual 

axis를 따라 이루어졌으며 equatorial 면에는 수직이다. 

편의상 4X6점을 나타냈으나 실험에서는 21X24점에 

대해서 레이저빔을 주사했다. 검은 점(1, 1)이 출발점 

이다.

하는 전지역에 걸쳐서 현미경의 대물렌즈가 똑같은 

촛점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평형을 맞췄다. 그런 

다음 Fig. 2에 나타나 있는 순서대로 21X24점을 sa- 

mpling하여 mapping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F谊.3에 나타나 있는 것은 글루타치온의 분포를 

3차원으로 mapping을 한 투시도이다. 투시도에 나 

타난 Fig. 3의 (泌는 전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며 Fig. 3의 ⑪는 안쪽 부분인 핵(nucleus) 부 

분이 뚜렷이 보일 수 있도록 스펙트럼의 반절만을 

나타내었다. 그림의 좌측이 posterior, 우측이 ante- 

rior에 해당된다. 각 점에서의 형광의 세기는 형광 

probe의 농도 크기에 정비례하는 절대농도로 나타 

내지 않고 각 점에서의 상대적인 농도값을 임의로 

scale하여 나타냈다. 투시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핵부분에서는 형광의 세기가 아주 약하게 나타나 

있고 반면에 피 질(cortex) 부분에는 아주 크게 나타나 

있다. 이것은 곧 글루타치온의 양이 핵부분에서는 

적고 반면에 피질부분에서 아주 많이 나타남을 의 

미한다. 이 형광 probe, CMFDA의 특징은 글루타 

치온과 함께 존재하는 글루타치온 s-transferas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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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 수정체의 왼쪽면이 posterior이고 오른쪽면 

이 anterior이다. Visual axis를 따라 절단한 수정체 단 

면의 전체면에서 형광세기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 

었다. 형광의 세기가 큰 곳인 가장자리 부분이 피질이며 

형광의 세기가 약한 가운데 부분이 핵에 해당된다. 형 

광이 나타나지 않은 피질의 바깥부분은 알루미늄블록에 

해당된다. © @번과 똑같으나 핵 근처에서 가리움없이 

뚜렷이 볼 수 있도록 반쪽면을 나타내지 않았다.

의해서 CMFDA의 acetate-f- 잘라내는 cytosolic es

terase 과정을 거쳐 글루타치온과 결합하는데, 결합 

하기 전까지는 무색이며 또한 형광을 나타내지 않 

다가 결합 후에 형광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른 형 

광물질에서처럼 결합되지 않아도 형광을 나타내어 

data를 해석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다른 연 

구자의 결과와 잘 일치 함을 보여준다. Barron^은 UV 

(ultraviolet) 빛에 의한 수정체의 damage-f- 알아보기 

위해서 UV 빛에 의해서 고갈되는 -SH 양의 분포 

도에 대해서 라만 분광학을 이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UV 빛에 의하여 생성된 수 

정체는 피질부분보다 핵부분에서 -SH의 양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UV 빛 등과 

같은 외부의 스트레스에 핵부분은 피질부분보다 더 

쉽게 손상을 입어 단백질의 -SH가 crosslinking을 

일으켜 disulfide를 생성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피질부분에는 글루타치온의 양 

이 많아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잘 방어하지만 반면에 

핵부분은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글루타치온에 선택적인 이 형광표지방법이 

수정체의 형상을 변형시키지 않고 글루타치온의 분 

포도를 밝히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 표지방법에 사용하는 형광 

probe와 함께 수정체를 incubation시켰을 때 과연 

probe가 핵부분에까지 침투하는지에 관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 왜냐면 피질부분과 핵부분은 단백 

질의 밀도가 달라서 형광물질의 침투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피질부분에서는 단백질의 밀도가 낮아 

서 쉽게 침투를 해 글루타치온과 잘 달라붙을 수 

있는 반면에 핵부분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침 

투를 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글루타치온과의 결합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먼저 수정체를 

잘라도 유동되지 않도록 수정체를 고정액에 충분히 

incubation시킨 뒤 고정시키어 면도날로 표면이 반 

듯하게 반쪽면을 잘라낸 후 형광 probe와 다시 incu

bation 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정 

체의 피질부분과 핵부분이 똑같은 확률로서 형광 

probe와 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글루타치온들이 형광 probe와 결합을 

일으킬 때 주변의 다른 matrix에 의해 형광 probe의 

확산 속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이때의 결과 역시 앞에 기술한 방법, 즉 먼저 

수정체 전체를 형광 probe와 incubation시켰던 결 

과와 똑같이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 형광표지방법을 도입하여 라만/형광 현미경을 

이용한 형광 imaging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있다. 첫째로 이와 같은 방법에 

사용되는 형광물질은 상업적으로 얻기가 쉬울 뿐 

아니라 원하는 화학종 一예를 들어, 양이온, 래디칼 

그리고 분자의 여러 작용기 등一에 매우 선택적이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형광 

물질을 이용하면 자체 형광을 나타내지 않는 화학 

종의 분포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째로 형광 

probe가 달라붙어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서의 형광세기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다 

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정체의 형상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원하는 화학종의 국부적인 ima

ging 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수정체를 균질화시키지 않고 관심있는 화학종들의 

분포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non-invasive한 

형광표지방법을 최초로 개발하여 글루타치온의 분 

포를 알아보는데 적용하였다. 라만/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visual이나 equatorial axis의 단면을 따라 

글루타치온의 분포를 3차원으로 imaging하였는 바 

다른 방법의 결과와 일치하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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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앞으로 좀더 밀도있는 

연구를 함으로써 수정체 뿐만 아니라 생체의 여러 

조직에 존재하는 여러 화학종들의 국부적인 분포를 

밝혀서 궁극적으로 그것들의 생성메카니즘을 밝히 

는데 이 형광표지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이 연구는 1994년도 교육부 기초과학육성연구비 

(BSRI 94-3431)의 지원에 의한것이며 이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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