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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eparate the photosensitizer that induces apoptosis of U937 and SK- 
HEP-1 cells from Nostoc commune. Dried N. commune was extracted with CH2Cl2/MeOH (1:1) to sepa-
rate the photosensitizer using various chromatographic techniques. The isolated compound was identi-
fied as pheophytin a (C55H74N4O5) with a molecular weight of 870. Its photodynamic activities were 
assessed under different irradiation conditions (light and non-light) at the same concentration range 
of 1.15-23.0 μM. The apoptosis inducing activity in U937 or SK-HEP-1 cells appeared only in the light.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 pheophytin a-mediated photodynamic inhibition of cancer cells were 
further investigated by examining cell morphology changes, cytotoxicity, caspase-3/7 activity, fluo-
rescence staining, flow cytometry analysis, and DNA fragmentation in these two cell lines. The pos-
itive control and the light irradiation group showed typical apoptotic responses, including morpho-
logical changes, cytotoxicity, caspase activity, nucleus shrinkage owing to chromatin condensation, 
DNA laddering, and the presence of apoptotic bodies. Cytotoxicity markedly increased in a dose-de-
pendent manner after a 12 hr exposure. Caspase-3/7 activity was higher in U937 cells than in SK- 
HEP-1 cells. Apoptosis induction therefore appeared to be both concentration- and light-dependent. 
In conclusion, pheophytin a, isolated from the blue green alga N. commune, had a photodynamic apop-
tosis-inducing effect on U937 and SK-HEP-1 cells. The findings reported here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photosensitizers from N. comm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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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cancer)은 정상 세포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유전자의 형

질전환이 발생되면 형태학, 생물학, 물리학, 면역학적 행동이 

변한 변형세포가 유전적으로 대를 이어 무절제한 증식을 함으

로써 형성된 악성종양을 말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

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사

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환이다[9].

기존에 알려진 암에 대한 치료법은 크게 수술치료, 화학요

법, 방사선치료로 구분되나, 대부분의 치료가 정상적인 장기

나 조직에 상해를 주며, 면역기능저하, 조혈장애, 유전자 손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10]. 하지만 광역학적치료(Photody-

namic Therapy, PDT)는 암세포에 국부적 집중치료로 다른 

조직과 장기에 영향이 없어 환자의 부담과 부작용을 크게 경

감할 수 있어 최근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광역학치료란 광감각제(photosensitizer)가 빛과 산소에 의

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단일 산소(singlet oxygen)와 

이에 의해 유발되는 자유라디칼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

하는 치료법이다[13]. 광감각제를 정맥주사하면 혈액 속에서 

low density lipoprotein (LDL)과 빠르게 결합하여 전신으로 

순환하게 되고 암세포에 쉽게 흡수된다. 흡수된 광감각제에 

빛을 조사하게 되면 산소와 화학적반응에 의해 단일산소가 

생성되고, 단일산소의 자유라디칼이 apoptosis를 유도하여 암

세포를 사멸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세포막에 LDL 수용

체가 많이 분포하여 광감각제와 결합한 LDL에 의해 쉽게 투

과하며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암세포에는 높은 농도로 광감각

제가 축적된다. 또한, 암조직 주변의 미세혈관에는 대식세포

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광감각제가 몸 속의 정상 조

직보다 많이 축적되게 된다[8]. 이러한 과정으로 광감각제가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게 한 후, 광을 조사하면 광감각

제가 빛을 받아 여기 되면서 광에너지를 세포 내의 산소에 

전달하게 되고, 기저 상태에 있던 산소는 화학반응성이 뛰어

난 여기 상태의 활성산소나 라디칼 상태의 산소를 발생하여 

주변 세포성분과 혈관조직을 화학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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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와 necrosis로 진행하게 된다[2, 18]. 

최근 동․식물 또는 미생물과 같은 천연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의 다양한 생리활성 및 작용기전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천연물은 새로운 항암물질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0]. 항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다양한 기전을 통하여 암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억

제하고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정 

약물의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은 항암제 개발에 가장 중

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11]. 세포 자멸사 라고도 불리는 

apoptosis는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apopto-

sis의 실패는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으로 apoptosis 유도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3]. 

남조류의 일종인 Nostoc 속은 가장 널리 퍼진 광영양생물 

중 하나이다. 수계나 육상에서도 생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데 열대지역과 북부 및 남부 극지방에서

도 발견된다. Nostoc commune은 토양 표면에 점액질 층을 형성

하고 보통 수생 환경의 돌이나 진흙 근처에서 발견 된다. 자연 

생활사에서 건조와 수화의 규칙적인 사이클을 거치는데 내건

성이 뛰어나 건조 환경에서 100년간 생존이 가능하다. 수화되

면 청록색 또는 갈색을 띄고, 건조 상태에선 갈색을 띄며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7, 24].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건강식품이나 

질병 치료에 대한 민간약으로 이용하였고, 일본에서는 “ishi-

kurage”라 불리며 초무침으로 섭취한다[19]. 한국에서는 돌

옷, 도릅, 돌나물 등으로 불리며 국이나 물에 데쳐 반찬으로 

섭취하였으나, 최근에는 식품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 N. 

commune 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항산화 효과가 

알려져 있으며, N. commune 내에 존재하는 polysaccharide의 

항균효과, nostocionone의 항균 및 항염증 효과 등 인체에 유

익한 이차대사산물을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21, 22]. 하지만 N. commune을 이용한 광역학적 활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 commune 

추출물로부터 인체 백혈병세포 U937과 간암세포 SK-HEP-1

에 대한 광역학활성을 확인하고, 광과민성물질을 분리하여 동

정하였으며, 암세포에 대해 광역학적 세포사멸 기전이 apop-

tosis에 의한 것인지 확인함으로써 광과민성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제주시 한경면에서 채취한 N. commune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흐르는 물에 2번 세척하여 40℃ dry oven에서 72시간 

건조한 후 분말로 만들어 냉장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약  기기

광역학적 apoptosis 유도 물질을 분리 및 분리도를 확인하

기 위해서 NP-TLC (silica gel 60 GF254, Merk, Germany)와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Waters 600, USA)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 동정을 위해 핵자기공명분광기(NMR, 600 

MHz Agilent Technologies, USA)와 FAB-MS (JMS 700, Joel, 

Japan)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포 배양에 사용한 배지는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Gibco™, USA)과 RPMI 1640 (Gibco™, USA)

이며, FBS (Fetal Bovine Serum, Gibco™, USA)와 Penicil-

lin-Streptomycin (Gibco™, USA), Trypsin-EDTA (Gibco™, 

USA)를 사용하였다. 세포의 형태변화와 caspase 활성을 조사

하기위하여 actinomycin D (Sigma-Aldrich, USA)와 colcemid 

(Sigma-Aldrich, USA)를 사용하였고[15], 세포 핵의 관찰은 

SYTO® 13 (Invitrogen, USA)로 염색 후 BX41 fluorescence 

microscope (OLYMPUS, Japan)을 이용하였다. Flow cytome-

try analysis는 Muse™ Cell Analyzer (Merck Millipore, USA)

로 측정하였다. DNA fragmentation은 lysis buffer (wizard SV 

genomic DNA purification system, Promega, USA), RNase 

A (Invitrogen, USA) and proteinase K (Promega, USA)를 사

용하였다.

시료 추출  용매 분획

분쇄된 시료의 중량 기준 10배량의 methanol : dichloro-

methane (1:1)을 넣어 250 rpm, 2시간 진탕 추출하였다. 추출

은 3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정치시켜 상등액만 취해 filter pa-

per (5C, 110, Advantech, Japan)로 여과 후 진공 농축기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1000,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농축하였다. 완전히 농축된 추출물은 순차적 용

매분획법을 이용하여 hexane 분획물, ethyl acetate 분획물, 최

종 methanol 분획물로 확보하여 냉장보관하며 실험에 이용하

였다.

세포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인체 백혈병세포 U937 (KCLB 21593.1®)

과 간암세포 SK-HEP-1 (KCLB 30052®)는 한국세포주은행

(Korean Cell Line Bank)에서 분양 받았다. 세포의 배양은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가한 RPMI 배지와 

DMEM 배지를 각각 사용하였으며, 37℃, 5% CO2 incubator 

(MCO-18AIC, Japan)에 배양하였다.

과민성물질 분리  구조 동정

용매 분획물 중 ethyl acetate 분획물이 암세포에 대한 높은 

광역학활성이 나타나 광과민성물질 분리에 이용하였다. 물질

을 분리하기 위하여 4차례의 TLC를 실시하였다. TLC 전개 

후 유사한 Rf값을 그룹화하여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분획물들

은 U937 세포에 처리하여 광역학활성을 확인하고, 활성이 나

타나는 그룹을 다음 단계에 이용하였다. 이하 4차 TL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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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isolation process from N. commune.

Table 1. HPLC operating conditions

Column

Flow rate

Detector

Injection vol.

Mobile phase

LiChrosphersilica-60, 5 μm, 250 mm × 4.6 mm

0.5 ml/min

UV 390 nm

10 μl

A : Ethyl acetate, B : MeOH

Gradient program Time A (%) B (%)

Ini. ~ 5 min

5 min ~ 20 min

20 min~ 25 min

0

80

100

100

20

0

최종적으로 분리된 물질을 NC-1으로 명명하였다(Fig. 1). 물질

의 분리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HPLC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조건은 Table 1에 나타냈다. 구조 동정을 위해 UV/Vis spec-

trophotometer 측정과 1D-NMR (1H-NMR, 13C-NMR) 및 2D- 

NMR (gCOSY, gHSQC, gHMBC)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물질 

분자량 측정을 위해 FAB-MS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포의 형태변화

암세포의 형태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 관찰을 실시

하였다. 각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4 cells/well로 분주하

고 6시간 배양하여 안정화 시킨 후에 물질을 처리하였다. 

DMSO에 용해시킨 NC-1을 농도별로 처리하였으며, DMSO의 

최종농도는 배지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물질을 처리하

고 4시간 경과한 후에 광 조사 plate에 400-700 nm의 파장을 

포함하는 형광등을 이용해 3,250 Lux의 광을 10분간 조사했고, 

암상태에서 12시간 더 배양하였다. 광을 조사하지 않은 plate

는 계속 암상태를 유지시켰으며, 광 조사 plate와 동일한 배양 

시간을 주었다. 세포의 형태 변화는 200배의 배율로 도립현미

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세포독성 측정

세포독성을 측정하기 위한 cell viability assay는 Celltiter- 

Glo® 2.0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세포를 96 well 

white plate에 1×104 cells/well로 분주하고 6시간 배양하여 

안정화 시킨 후에 NC-1을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물질을 처리

하고 4시간 경과한 후에 광 조사 plate에 형광등을 이용해 

3,250 Lux의 광을 10분간 조사했고, 암상태에서 12시간 더 배

양하였다. 광을 조사하지 않은 plate는 계속 암상태를 유지시

켰으며, 광 조사 plate와 동일한 배양 시간을 주었다. 배양이 

종료된 후 배지량과 동량의 Celltiter-Glo 2.0 reagent를 혼합하

여 상온에서 10분간 반응 시킨 후에 GloMax®-Multi Microplate 

Multimode Reader로 측정하였다.

Caspase-3/7 활성 측정

Apoptosis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caspase의 발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Caspase-Glo®3/7 assay Kit (G8090, 

Promega, USA)를 이용하였다. 각 세포를 96 well white plate

에 1×104 cells/well로 분주하고 6시간 배양하여 안정화 시킨 

후에 NC-1을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물질을 처리하고 4시간 

경과한 후에 광 조사 plate에 형광등을 이용해 3,250 Lux의 

광을 10분간 조사했고, 암상태에서 12시간 더 배양하였다. 광

을 조사하지 않은 plate는 계속 암상태를 유지시켰으며, 광 조

사 plate와 동일한 배양 시간을 주었다. 배양이 종료된 후 배지

량과 동량의 Caspase-Glo®3/7 reagent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 시킨 후에 GloMaxTM-Multi Microplate Multimode 

Reader (Promega, USA)로 측정하였다.

세포핵의 형태변화

Apoptosis 유도 확인을 위한 핵의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형광염료 SYTO® 13을 이용하였다. 각 세포를 6 well 

plate에 1×106 cells/well로 분주하고 6시간 배양하여 안정화 

시킨 후에 NC-1을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물질을 처리하고 4시

간이 경과한 후에 광 조사 plate에 형광등을 이용해 3,250 Lux

의 광을 10분간 조사했고, 광 조사 8시간 후에 세포를 회수하

였다. 광을 조사하지 않은 plate는 계속 암 상태를 유지시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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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LC developing pattern and HPLC analysis chromatogram of purified compound (NC-1). (A) TLC chromatogram of purified 

NC-1 (Rf 0.45, Developing solvent; Hexane : Chloroform : Ethylacetate (4:1:1)), (B) HPLC chromatogram of purified NC-1 

(Rt 5.208). 

며, 광 조사 plate와 동일한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회수한 배양

액은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고 PBS로 세척하였다. 상

등액이 제거된 세포에 PBS (free Ca2+, Mg2+) 2.5 ml과 SYTO® 

13.5 μl를 혼합한 용액 10 μl를 첨가하여 상온의 암실에서 10분

간 반응시켰다. 염색 10분 후에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핵의 

형태변화를 관찰하였다.

Flow cytometry 분석

암세포에서 NC-1의 apoptosis 유도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MuseTM Annexin V & Dead cell kit (MCH 

100105, Millipor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세포를 

6 well plate에 1×106 cells/well로 분주하고 6시간 배양하여 

안정화 시킨 후 NC-1을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물질을 처리하

고 4시간이 경과한 후에 광 조사 plate에 형광등을 이용해 

3,250 Lux의 광을 10분간 조사했고, 광 조사 12시간 후에 세포

를 회수하였다. 광을 조사하지 않은 plate는 계속 암상태를 유

지시켰으며, 광 조사 plate와 동일한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회수한 세포는 1×105 cells/ml로 조정하였다. 세포 현탁액 100 

μl와 Muse™ Annexin V & Dead Cell reagent 100 μl를 혼합하

여 암실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에 MuseTM cell Analyzer로 

apoptosis가 유발된 세포비율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DNA fragmentation

DNA의 단편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세포를 6 well 

plate에 1×106 cells/well로 분주하고, 6시간 배양하여 안정화 

시킨 후에 NC-1을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물질을 처리하고 2시

간이 경과한 후에 광 조사 plate에 형광등을 이용해 3,250 Lux

의 광을 10분간 조사했고, 광 조사 6시간 후 세포를 회수하였

다. 광을 조사하지 않은 plate는 계속 암상태를 유지시켰으며, 

광 조사 plate와 동일한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회수한 배양액

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PBS를 이용하여 2번 세

척하였다. 상등액이 제거된 세포에 lysis buffer를 넣고 4℃에

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1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얻어진 상층액만 회수하여 RNase A (10 mg/ml)를 2 

μl, proteinase K를 0.5 mg/ml 농도로 첨가한 다음 각각 37℃

에서 1시간씩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에 isopropyl alcohol

을 첨가하여 4℃에서 24시간 반응시켰고, 13,000 rpm에서 20

분간 원심분리한 후 1.6% agarose gel을 이용하여 30분 동안 

100 V로 전기 영동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통계분석을 위해 Computer program Statistix 9.0 (Analytic 

Software, St. Paul, USA)를 사용하였다. Analysis of variance 

(ANOVA)와 Least Significant Different (LSD) (p<0.05)를 이

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과민성물질 분리  구조 동정

남조류 N. commune의 ethyl acetate분획물로부터 분리․정

제된 광역학활성 물질(NC-1)은 TLC 상에서 전개용매 hexane 

: chloroform : ethyl acetate (4:1:1)으로 전개한 결과, Rf 값이 

0.45로 나타났으며(Fig. 2A), HPLC 분석을 통한 분리도를 확

인 결과 Rt 5.208 에서 single peak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2B).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UV/Vis spectrophotometer 측

정, NMR 분석과 FAB-MS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토대로 구조를 결정하였다. NC-1의 UV spectrum 측정 결과 

405, 507, 535, 610, 667 nm 파장의 peak가 확인되어 chlor-

ophyll a 유도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1H-NMR spec-

trum 결과, 4개의 methine기 signal이 8.55(5-H, s), 9.33(10-H, 

s), 9.48(15-H, s), 7.93(81-H, q) ppm에 각각 나타나 porphyrin 

환을 갖는 화합물들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methine기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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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ucture of purified photosensitizer compound (NC-1). 

NC-1 was determined to be pheophytin a of C55H74N4O5.

A B

Fig. 4. Morphological changes in U937 and SK-HEP-1 cells treated with NC-1 and light. Cells were treated with NC-1 11.50, 23.00 

μM and then irradiated with fluorescent lamps or kept in the dark. After 12 hr, cells were visualized under an inverted 

microscope. Cell death occurred only in the well treated with NC-1 and light, the number of cell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vesicles were floating. Magnification, ×200. (A) U937 cells, (B) SK-HEP-1 cells.

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18]. Chlorophyll 화합물은 약 

20개의 탄소로 phytyl기를 가지는데 1H-NMR spectrum의 결

과에서 0.5~1 ppm부근에 multiple signal로 나타나게 된다. 

NC-1의 분석 결과에서 phytyl기의 signal이 확인되어 phytyl

기가 결합된 chlorophyll 유도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64 ppm에 signal이 확인되어 porphyrin 환 중심의 Mg이온

이 떨어져 pyrrole ring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1과 

82-vinyl carbons에 결합하고 있는 -H은 81–H (7.93, q), 82-H 

(H trans, 6.25, q), 82-H (H cis, 6.17, q)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12C-CH3 signal이 3.19 ppm에서 double let으로 나타남으로

써 chlorophyll a의 기본구조를 갖는 porphyrin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3C-NMR 결과에서 55개의 carbon signal

이 확인되어 phytyl기가 결합된 것을 1H-NMR 결과와 동일하

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30~40 ppm 사이에 나타나는 phytyl기

의 carbon signal을 확인하였다. NC-1의 13C-NMR chemical 

shift값을 보면 keto carbon [δ189.61 (C-181)], carbonyl carbon 

[δ172.18 (C-202), δ172.91 (C-23)] methine bridge carbon[δ 

93.09 (C-5), δ97.47 (C-10), δ104.36 (C-15)], vinyl carbon[δ

129.05 (C-81), δ122.71 (C-82)]의 signal이 chlorophyll a와 동일

하게 나타났다[18]. Porphyrin 화합물에는 181-C와 201-C 사이

에 lactone구조를 갖는 화합물도 존재하는데 NC-1의 분석 결

과 181-C가 189.61 ppm에서 201-C는 64.69 ppm에서 signal이 

확인되어 lactone 구조가 아니고, 201-C 위치에 -H기가 결합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6, 15, 18]. FAB-MS 분석을 실시한 

결과, m/z 870.3에서 molecular peak를 확인할 수 있었다. 

NMR과 MS data를 종합해보면 NC-1은 870의 분자량을 가지

는 Pheophytin a(C55H74N4O5)로 동정하였다(Fig. 3).

세포의 형태변화

U937과 SK-HEP-1 세포에 대한 NC-1의 광역학활성을 조사

하기 위해 물질 처리 후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U937과 SK-HEP-1 세포에서 광을 

조사한 처리구에서만 apoptosis의 전형적인 apoptotic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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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owth inhibition effects of U937 and SK-HEP-1 cells by light treatment. Cells were treated with NC-1 (1.15, 2.87, 5.75, 

11.50, 23.00 μM) for 4 hr. Cells were irradiated with light for 10 min or kept in the dark, followed by incubation for 12 

hr. Toxicity effect was determined by CellTiter-Glo
® 2.0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tatistical analysis was analyzed using one-way ANOVA p<0.05, dark conditions not significant. Different letter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p<0.05). (A) U937 cells, (B) SK-HEP-1 cells

cell blebbing 등의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부착력을 상

실한 세포가 부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NC-1의 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세포밀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NC-1은 암세포에 대해 

광역학적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세포독성 측정

광역학적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NC-1의 처리에 따른 암세

포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cell viability assay를 

실시하였다. U937 세포의 결과에서 광을 조사하고 2.87 μM 

이상의 농도를 처리하였을 때 농도 증가와 유의하게 세포독성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3.00 μM 처리시 가장 높은 세

포독성이 나타났다(Fig. 5A). SK-HEP-1 세포도 NC-1을 처리

하고 광을 조사한 처리구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났으며, 농도의 

증가에 따라 세포독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5B). 

U937 세포와 SK-HEP-1 세포 모두 NC-1을 처리하고 광을 조

사하지 않은 곳에서는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세포간 

사멸한 정도는 동일한 처리 농도와 시간에서 U937 세포가 SK- 

HEP-1 세포보다 높은 세포사멸을 보였다.

Caspase-3/7 활성 측정

Caspase (cysteine aspartic acid protein)라 불리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군의 활성화는 apoptosis 유도에 중요한 조절인

자이다. Caspase는 일반적으로 caspase-2, -8, -9 및 -10을 포함

하는 initiator caspase와 caspase-3, -6 및 -7을 포함하는 effec-

tor caspase로 분류되며, apoptosis 과정 중 자가활성화 된 ini-

tiator caspase는 effector caspase 단백질 내부의 특정 Asp 잔

기를 절단함으로써 비활성 전구체 형태인 procaspase를 활성 

형태의 effector caspase로 전환시킨다. 활성화된 effector cas-

pase는 세포의 생존과 관련된 단백질활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

라, 유전체 DNA를 분해하는 핵산 내부 가수분해효소를 활성

화시켜 apoptosis를 유도한다[14, 26]. 

NC-1의 광역학적 세포사멸 기전을 확인하고자 최종 apop-

tosis 유도를 위한 effector caspase로서 작용하는 caspase-3/7

의 발현 및 활성을 측정하였다. U937 세포의 효소 활성을 측정

한 결과 광 조사한 처리구에서 11.50 μM 농도까지 농도 의존

적으로 caspase-3/7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23.00 μM 처리구

에서는 활성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A). 반면, 

광을 조사하지 않은 처리구에선 음성대조구 정도의 효소 활성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SK-HEP-1 세포에서는 5.75 μM 

이상의 농도로 물질을 처리하고 광을 조사하면 농도 의존적인 

caspase 활성이 나타났으며, 그보다 낮은 처리구나 광을 조사

하지 않은 처리구에서는 음성대조구 정도의 효소 활성이 나타

났다(Fig. 6B).

형 미경을 이용한 세포 찰

NC-1이 유도하는 세포사멸 과정 중 일어나는 세포핵의 변

화를 형광염료를 이용하여 염색 후 형광현미경을 통해 관찰하

였다(Fig. 7). U937과 SK-HEP-1 세포의 관찰한 결과 음성대조

구에서 원형으로 온전한 형태의 균일하게 형광 염색된 세포핵

을 관찰하였으며, 양성대조구에서 apoptosis의 전형적인 현상

으로 핵이 응축되어 크기가 다른 형광색의 세포핵을 관찰하였

다. NC-1을 처리하고 광을 조사한 처리구에서 전체적으로 세

포 밀도가 감소하고, 핵이 응축되며 apoptotic body가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NC-1의 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poptotic body 형성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NC-1을 처리하고 광을 조사하지 않은 처리구에서는 원형의 

균일하게 형광 염색된 세포핵을 관찰하였다. NC-1을 처리하

고 광을 조사한 처리구에서 apoptosis가 유도된 세포에서 전

형적으로 나타나는 세포핵 응축 등이 관찰됨으로써 NC-1의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11 1327

A B

Fig. 6. Measurement of caspase-3/7 activity in U937 and SK-HEP-1 cells by NC-1 and light treatment. Cells were treated with 

NC-1 (1.15, 2.87, 5.75, 11.50, 23.00 μM) for 4 hr. Cells were irradiated with light for 10 min or kept in the dark, followed 

by incubation for 12 hr. Caspase activity was determined by Caspase-Glo
® 3/7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tatistical analysis was analyzed using one-way ANOVA p<0.05, dark conditions 

not significant. Different letter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p<0.05). (A) U937 cells, (B) SK-HEP-1 cells

A B

Fig. 7. Fluorescent staining of U937 and SK-HEP-1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NC-1 (5.75, 11.50 μM) for 4 hr. Cells were irradiated 

with light for 10 min or kept in the dark, followed by incubation for 12 hr. Cells were cells were visualized under a fluorescent 

microscope. Cell death occurred only in the well treated with NC-1 and light, the number of cell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occurred chromatin condensation. Magnification, × 200. (A) U937 cells, (B) SK-HEP-1 cells

세포사멸은 광역학적 apoptosis 유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Flow cytometry 분석 

NC-1의 광역학적 apoptosis 유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annexin V staining을 실시하였다. 세포원형질 내막에 

의치하고 있는 phosphatidyl serine (PS)은 apoptosis에 의해 

손상될 경우 early apoptosis 과정에서 원형질 외막으로 위치

를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세포의 원형질막에 있는 PS가 세포 

외부로 노출되면 annexin V와 결합하게 되므로 apoptosis의 

marker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annexin V & dead cell kit의 

dead cell marker는 세포막의 구조가 붕괴되어 손상에 대한 

지표로써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와 early apoptosis가 진행된 

세포에서는 염색되지 않으므로 apoptosis의 발현 및 진행 정

도를 확인할 수 있다[17]. U937과 SK-HEP-1 세포에서 NC-1의 

농도 의존적으로 apoptosis 유도된 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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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937 cells viability by NC-1 treatment and light irradiation. Cells were treated with NC-1 (5.75, 11.50 μM) for 4 hr. Irradiated 

with light for 10 min or kept in the dark, followed by incubation for 12 hr. Cells were stained using a MuseTM Annexin 

V and Dead cell kit for 20 min and analyzed using a Muse
TM Cell Analyzer. Scatter plots showing distribution of Annexin 

V and 7-AAD staining. Results show a dose-depend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apoptotic cells compared to dark conditions. 

(A) Dark condition, (B) Light condition. (UL: dead cells, UR: late apoptotic/dead cells, LL: live cells, and LR: early apoptotic 

cells).

하였고, 광을 조사하지 않은 처리구에서는 음성대조구인 

DMSO 처리구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냈다. U937 세포에서 

NC-1을 11.50 μM 처리하고 광을 조사한 처리구의 live cell은 

6.35% 였고, 음성대조구의 live cell은 7.83%로 나타나 NC-1 

처리에 의한 높은 세포사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8B). 동일한 조건에서 SK-HEP-1 세포의 live cell은 37.94%로 

음성대조구의 결과인 8.95%보다 낮은 세포사멸 효과가 나타

난 것을 확인하였다(Fig. 9B). 이것은 앞선 실험 결과와 마찬가

지로 물질에 대한 세포간 감수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DNA fragmentation

세포사멸에는 apoptosis와 necrosis가 있다. Necrosis와 

apoptosis는 형태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apoptosis가 일어

나면 염색질의 응축, 세포축소, apoptotic body 형성 및 DNA

단편화 등의 특징을 보인다. DNA 단편화는 apoptosis의 특징

적인 현상으로 DNA단편화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NC-1에 의

한 세포사멸이 apoptosis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였다. Fig. 10A

의 U937 세포의 결과 광을 조사하지 않은 처리구에는 DNA 

laddering이 보이지 않으나, NC-1을 5.75 μM 처리하고 광을 

조사한 처리구에서 DNA laddering 현상이 보여진다. 11.50 

μM 처리한 결과 DNA laddering이 희미하게 보여졌는데 양성

대조구의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면 DNA 단편화가 일어났으

나 apoptosis 유발 중 핵산의 가수분해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

문에 DNA smearing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Fig. 

10B의 SK-HEP-1 세포의 결과에서도 광을 조사한 처리구에서 

단편화 된 DNA band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으며, 광을 조사

하지 않은 처리구에선 DNA laddering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광감각제는 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높은 농도에서도 세포독

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특정 파장의 광을 조사하면 광에 의해 

에너지가 여기될 때 반응성 산소종(singlet oxygen, 산소 라디

칼, superoxide 및 peroxide)에 의해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 

광감각제는 암조직에 선택적으로 축적되고 빛을 조사한 부위

에서만 독성을 나타내므로 치료 후에도 탈모, 구토, 면역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2]. 최근 암을 억제하는 기작으로 apoptosis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있다. Apoptosis는 세포주기 의존적 및 

비의존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apoptosis 현상으로 세포질 

및 염색질의 응축, 세포막 수포화 현상, DNA 단편화 등이 수

반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세포내부의 체계적인 신호전달에 의

해 조절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생성된 apoptotic body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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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SK-HEP-1 cells viability by NC-1 treatment and light irradiation. Cells were treated with NC-1 (5.75, 11.50 μM) for 4 hr. 

Irradiated with light for 10 min or kept in the dark, followed by incubation for 12 hr. Cells were stained using a Muse
TM 

Annexin V and Dead cell kit for 20 min and analyzed using a Muse
TM Cell Analyzer. Scatter plots showing distribution 

of Annexin V and 7-AAD staining. Results show a dose-depend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apoptotic cells compared 

to dark conditions. (A) Dark condition, (B) Light condition. (UL: dead cells, UR: late apoptotic/dead cells, LL: live cells, 

and LR: early apoptotic cells).

A B

Fig. 10. Detection of DNA fragmentation in U937 and SK-HEP-1 cells by NC-1 and light treatment. Cells were treated with NC-1 

(5.75, 11.50 μM) for 2 hr. Cells were irradiated with light for 10 min or kept in the dark, followed by incubation for 6 

hr. Cells were harvested, after which DNA was extracted and determined using electrophoresis on 1.6% agarose gel. (A) 

U937 cells, (B) SK-HEP-1 cells (L: light condition, D: dark condition).

주변의 세포들이나 대식세포 등의 작용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암으로 진행되지 않게 된다[1, 12].

본 연구는 N. commune 추출물로부터 광역학적 apoptosis 

유도 물질을 분리하여 차세대 광감각제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

고자 진행하였다. N. commune 추출물을 Hexane, ethylacetate, 

methanol로 분획하여 U937과 SK-HEP-1 cell에 대해 광역학활

성을 확인하였고, ethylacetate 분획물에서 높은 광역학활성을 

나타내어 물질 분리에 이용하였다. 4차례의 TLC를 통해 NC-1

을 순수분리 하였으며, TLC와 HPLC를 이용하여 single spot

과 peak를 확인할 수 있었다. NMR과 FAB-MS 분석을 실시하

여 구조 동정한 결과, NC-1은 분자량 870의 pheophytin a 

(C55H74N4O5)인 것을 확인하였다. NC-1을 처리하고 광을 조사

하지 않은 처리구와는 달리, 광을 조사한 처리구에서 U937 

세포의 생육 억제와 apoptotic body가 형성되었고, SK-H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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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는 부착력을 상실하여 부유하고 밀도가 감소하며, apop-

totic body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NC-1이 암세포

에 대해 광역학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세포독성 

실험 결과에서 NC-1 처리 후 광을 조사하면 처리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U937과 SK-HEP-1 세포의 생육이 유의하게 억제되

는 것을 확인하였고, 광 의존적 · 농도 의존적 세포사멸을 유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포간 사멸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동

일한 처리 농도와 시간에서 U937 세포가 SK-HEP-1 세포보다 

높은 세포사멸을 보였다. 이는 광과민성물질이 세포에 따라 

축적되는 위치 및 정도가 다르며, 세포사멸의 기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포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23]. NC-1의 caspase activity 측정 결과 U937 세포에

서 일정 농도까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caspase의 발현이 증가

하다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처리 농도가 높아 짧

은 시간 안에 세포손상이 일어났고, 세포 파괴 및 그로 인한 

효소의 불활성화로 동일 조건 내에서 농도가 낮은 처리구보다 

활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5]. SK-HEP-1 세포는 동

일한 조건에서 U937 세포에 비해 낮은 활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NC-1에 의한 세포사멸 기전에 caspase가 

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형광염색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전체적인 세포의 밀도가 감소하였고, 세포핵의 응축 현상과 

DNA fragmentation 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low 

cytometer를 이용한 apoptosis 정량적 분석과 DNA fragmen-

tation 실험 결과에서도 두 세포 모두 NC-1의 처리 농도와 광 

의존적으로 apoptosis가 유도되었으며, 부유세포인 U937과 

부착세포인 SK-HEP-1 세포간에 감수성의 차이는 있었다. 본 

연구 결과 N. commune 에서 분리한 pheophytin a가 U937과 

SK-HEP-1 세포에 대해 광역학적 apoptosis 유도 활성을 가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형광등을 대신하여 물

질의 최대흡수파장으로 광을 조사한다면 보다 뛰어난 광역학

적 apoptosis를 유도될 것으로 사료된다[25]. 따라서, N. com-

mune으로부터 분리한 NC-1은 암세포에 대해 광역학적 apop-

tosis를 유도하는 광감각제로써 가치가 충분하여 N. commune 

추출물을 이용한 광감각제 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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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Nostoc commune으로부터 백 병세포와 간암세포에 한 apoptosis 유도 과민성물질 pheophy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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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N. commune으로부터 U937과 SK-HEP-1 세포에 대해 apoptosis를 유도하는 광과민성물질을 순수 

분리하였다. N. commune을 dichloromethane : Methanol (1:1)로 추출하여 Hexane, EtOAc, MeOH로 분획하였다. 

높은 광역학활성을 나타내는 EtOAc 분획물에서 NC-1을 분리하였으며, 분자량 870의 pheophytin a (C55H74N4O5)

인 것으로 구조를 동정하였다. 광역학활성 조사는 NC-1을 1.15 μM에서 23.00 μM까지 5개의 농도를 처리하여 광

을 조사하는 것과 조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U937과 SK-HEP-1 두 세포에서 apoptotic body 

형성, cell blebbing 등의 형태적 변화와 세포독성, caspase 활성, 세포핵의 응축, DNA 단편화 등이 광 의존적이며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유세포분석을 통한 apoptosis 유도의 정량적 분석 결과에서도 

광조건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apoptosis 유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NC-1의 U937과 

SK-HEP-1 세포에 대한 사멸은 광역학적 apoptosis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N. commune으로부

터 광감각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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