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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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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암세포 암세포 암세포 사멸기전사멸기전사멸기전사멸기전

암은 지속적인 세포 분열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세포 증식이 일어나는 질병

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암 치료를 위한 항암제의 역할이 증대되었지만 아

직도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각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암을 치유하는 항암제의 개발

이 필요한 상태이다. 

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e (ODQ)은 GTP를 cGMP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soluble guanylyl cyclase (sGC)의 특이적 억제제로 알

려져 있다. 그런데 ODQ가 자궁 상피세포에서 DNA 분절을 유발한다는 보고

가 있어 sGC가 세포 생존에 관여하고 이의 억제가 세포의 사멸을 유발할 가

능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DQ가 어떤 기전으로 세포사를 

유발하는지 HeLa 세포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HeLa 세포에서 ODQ는 20 - 100 μM 농도범위에서 농도에 비례하여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켰으며 50 μM과 100 μM 농도에서 시간에 비례하여 세포사

를 유발하였다. ODQ에 의한 세포사는 PC12 세포 보다는 HeLa 세포와 같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에서 더욱 효과가 뚜렷하였다. ODQ는 HeLa 세포의 

DNA 분절을 유발하였으며 Annexin V와 Propidium Iodide로 염색한 세포를 

FACS로 분석한 결과 초기 및 후기 apoptosis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세포

사에 대한 ODQ의 효과가 sGC 봉쇄작용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내로 들어가는 8-bromo-cGMP를 처리하고 ODQ를 

투여한 결과 HeLa 세포의 세포사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O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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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가 sGC 봉쇄작용과는 무관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산화형의 hemoprotein을 환원시키는 약물인 dithionite가 ODQ의 세포사 유

발효과를 억제하였는데 이는 ODQ의 세포사 유발효과가 세포내 heme 함유 

단백의 산화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ODQ가 sGC와 무관하게 HeLa 세포의 세포사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 말말말말 :::: ODQ, 암, soluble Guanylyl Cyclase (sGC), apoptosis, 

HeLa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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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정 정 정 정 재 재 재 재 욱욱욱욱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암은 세포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암의 발생원인으로는 환경

적 요인, 암유전자, 면역체계의 장애, 유전적 요인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모든 암의 80~90%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이를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면 물리적 원인으로 방사선, 전리선, 태양광선 등이 있고, 화학적 원인으로

는 현재 1000 종류 이상의 발암성 화학물질이 있으며,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바

이러스 감염, 호르몬제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아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생가능성은 정상인이 간암에 걸릴 가

능성보다 250 배나 높다. 또한 유두종 바이러스(papilloma virus)는 자궁암 발생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 내에서는 처음부터 암

을 일으킬 가능성을 지닌 유전자 즉 암유전자(oncogene)가 항상 존재하고 있지

만, 평상시에는 암유전자가 약화 또는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여러 가지 발암요인

에 의해 활성화 되면 암의 발생에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리 몸은 신체내 어떤 세포가 이상세포로 변화하는 즉시 이를 제거하여 항상 정

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적으로 감시, 활동하는 면역체계를 갖고 있는 바 

이러한 인체의 면역체계 기능이 약화되거나 손상 받으면 암이 발생할 것으로 생

각되는데, 그 예로서 면역결핍증 환자나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면역체계의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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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환자에서는 암 질환이 더 많이 발생됨을 볼 수 있다. 암의 발생인자 중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암은 약 6%로 추정되며 염색

체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 중에는 암의 발생 빈도가 확실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 가족 내 여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유전적요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의료보험조합, 1997).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암세포는 정상 세

포보다 왕성한 발육 때문에 영양분이나 산소를 흡수하여 주위조직을 쇠약하게 

하고 파괴하는 침윤작용을 한다. 둘째, 어느 장기에 생긴 암세포가 조직 내로 침

윤하는 동안 혈관이나 임파관을 통해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옮겨지는 전이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암은 출혈이 잘 발생하는데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고, 

조직이 약하여 잦은 출혈이 동반되며, 암 환자들은 대부분 출혈 및 골수의 혈구

생성이 저하되어 빈혈이 동반된다. 넷째, 생화학적 특징으로 암세포로부터 내보

내는 대사물질 중에는 때때로 암의 독소가 들어 있어 장기 및 신경에 손상을 입

혀 말기 암 환자에게는 흔히 식욕감퇴, 빈혈, 동통, 고열, 부종 등이 나타난다. 

또한 체중감소를 유발하고, 영양섭취 및 흡수장애를 일으킨다 (이찬영, 2002).

현재 암치료에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외과적 수술, 방사선 치료 및 약물치료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치료방법들은 암치료를 위해 독자적으로 사용되거나, 두 가

지 이상의 방법을 병용한다. 일반적으로 외과적 수술은 다양한 암의 단계에서 적

용될 수 있다. 초기단계의 암들은 대체로, 외과적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암

이 많이 진전되었거나, 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만으로는 치료가 어

려워 다른 방법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

거나, 체내로 투여한 방사성 물질에서부터 나온 X-ray나 γ-ray를 암세포에 조

사하여 암을 치료한다. 방사선 치료법은 외과적 수술이 곤란한 부위나 방사선에 

특히 민감한 암의 치료에 사용되는데, 약물치료와 병행하거나, 외과적 수술 전후

에 사용될 수도 있다. 약물치료는 항암제를 경구나 주사로 투여하여, 암세포의 

증식에 필요한 DNA나 관련 enzyme을 파괴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이다. 방사선 

치료나 외과적 수술과 비교하여, 약물치료가 가지는 장점은 몸의 어떤 부위에 생

긴 암이라도 약물이 도달할 수 있고, 전이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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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약물치료는 전이성 암 치료에 표준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약물요법으

로 전이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을 완화시켜 수명을 연장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종구 등, 2003).

지금까지의 항암제의 개발은 암세포의 증식(proliferation)과 암세포의 전이의 방

지, 암세포의 사멸(apoptosis)를 유도하는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종양세포

들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약물들은 항종양제라는 커

다란 제목아래 들어있고, 여기에는 전통적인 화학요법제(예, 알킬화제, 항대사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식물 알칼로이드, 기타 제제),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 이들 

약물의 독성 효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약물 등이 포함

된다. 또한 새로운 약물들에는 letrozole, anastrozole, fulvestrant 등과 같은 특

이적인 호르몬제, tretinoid와 같은 분화제, 표적부위가 다양하고 작용기전이 다

양한 단클론 항체 등이 있다 (대한치과약리교수협의회, 2006). 1990년대 후반에

는 여러 암의 치료를 위한 단클론 항체의 상업적 이용과 1960년대에 시작된 혈

관신생의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혈관의 생성과정인 혈

관신생은 종양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종양전이에 관계한다. 혈관내

피 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염기 섬유모세포 성

장인자(basic fibroblastic growth factor, bFGF) 등과 같은 혈관생성 인자 및 

기타 혈관신생 조절자와 억제자의 동정으로 이들 인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신약

물질들이 개발되었고, 암세포를 굶기고 전이를 막는데 있어서 역할이 평가되었다 

(Liekens 등, 2001).

항암제 개발의 역사는 기존의 항암제가 가지는 독성(toxicity)을 감소시키고 보다 

정교하게 암세포에 작용(selectivity)하는 약물 개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암 치료를 위해 다양한 작용기전을 가진 수많은 항암제가 사용되고 있

으나 정상세포에 독성이 없으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전이를 방지하며 

암세포를 고사시킬 수 있는 완벽한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도 좀더 

효과적이고 독성이 적은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e (ODQ)는 soluble guanylyl 

cyclase(sGC) 억제제로 그 특성이 잘 알려진 약물로서 현재 이 목적으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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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Garthwaite 등, 1995; Moro 등, 1996 Kang 등, 2005; Kim 등, 

2006). sGC는 최근 일산화질소가 세포의 성장 및 분화, 그리고 사멸을 조절하는 

세포내 또는 세포간 신호전달물질로 인정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Gibbs 등, 

2003). 이 효소는 일산화질소에 의해 활성화 되어 GTP를 cGMP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Rapoport 등, 1983). cGMP는 세포내 신호전달물

질로 널리 알려진 cAMP가 발견된 후 바로 발견되었으나 sGC 활성화제가 발견

될 때까지 그 성질의 규명이나 조직 내에서의 분리가 미뤄져 왔었다. 1980년대 

초 sGC 활성화는 심혈관계에서 일산화질소의 유익한 효과(혈관확장, 혈소판 응

집)를 매개한다고 알려졌다. 사실 sGC의 치료적 사용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협심증이나 심장발작 등에 유기질소가 사용됐으나 백년 뒤 sGC 활성화에 의해 

이 기전이 밝혀졌다 (Pyriochou 등, 2005). 이와 같은 sGC의 역할의 규명을 위

해 억제제로서 ODQ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sGC억제제로서 ODQ가 불

멸화 자궁 상피세포 (immortalized uterine epithelial cells)에서 apoptotic 

DNA 분절을 유발하며 이러한 결과는 sGC가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암시한다는 보고도 있다 (Chan 등, 2003). 그러나 sGC가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

인 요소인지 그리고 ODQ의 세포사 유발효과가 sGC를 봉쇄하기 때문인지에 대

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ODQ의 sGC 억제효과는 sGC의 heme기의 산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

다 (Schrammel 등, 1996). 그러나 ODQ가 sGC 뿐 아니라 hemoglobin, 

myoglobin, NO synthase, cytochrome p-450 enzyme 등 다른 hemoprotein 

들도 산화시켜 이들을 불활성화 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Feelisch 등, 1999; 

Zhao 등, 200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GC의 억제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DQ가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

지 알려진 sGC억제제로서의 효과와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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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실험 실험 실험 실험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실험 실험 실험 실험 재료재료재료재료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igh 또는 low glucose 포함), 

Fetal bovine serum (FBS), Horse serum (HS), antibiotics, trypsin-EDTA 

(0.05%) 1X와 agarose는 GIBCO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다.

ODQ는 Calbiochem (La Jolla, CA, USA)에서, 8-bromo-cGMP, 

3-(4,5-dimethlthiazol-2-ly)-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dithionite와 phenol/chlorlform/isoamylalcohol (25:24:1)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Annexin-V-FLUOS staining kit은 Roche (Manheim,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그 외 시약들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2. 2. 2. 2. 실험 실험 실험 실험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세포 세포 세포 세포 배양배양배양배양

 HeLa (Cervical carcinoma) 세포와 SH-SY5Y 세포 그리고    PC12 (rat 

pheochromocytoma) 세포는 ATCC (Manassas, VA,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HeLa 세포와 SH-SY5Y 세포는 10% FBS와 1% antibiotics를 포함한 

DMEM (high glucose 포함) 배지를, PC12 세포는 10% HS, 5% FBS와 1% 

antibiotics가 포함된 DMEM (low glucose 포함)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5%의 

CO2가 존재하는 37℃ 세포배양기에서 각각 배양하였다. 

나나나나. . . . MTT MTT MTT MTT assayassayassayassay

HeLa 세포와 SH-SY5Y 세포, PC12 세포 (1.5× 10
4
 ∼ 5× 10

4
 cells/well)를 

24-well plate에 배양하였다. 각 농도의 ODQ를 48시간 처리한 후 20 μl의 

MTT (5 mg/ml PBS) 용액을 넣고 5%의 CO2가 존재하는 37℃ 세포배양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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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200 μl의 lysis 용액 (50% dimethylformamide, 20% 

sodium dodecyl sulfate, pH 4.7)을 넣고 37℃에서 8시간 이상 반응시킨 후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어느 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대조군으로 

하여 각각의 실험군에서 상대적인 값을 얻었다. 

다다다다. . . . Fluorescence-activated Fluorescence-activated Fluorescence-activated Fluorescence-activated cell cell cell cell sorter sorter sorter sorter (FACS) (FACS) (FACS) (FACS) 분석분석분석분석

HeLa 세포를 3.5× 10
5
 cells 농도로 60 mm dish에 배양하고 각 농도의 ODQ

를 처리하였다. 시간별로 trypsin/EDTA 용액으로 세포를 얻은 후 차가운 PBS 

용액으로 두 번 씻어주고 Annexin-V-FLUOS staining kit 방법으로 염색하였

다. 먼저 1 ml incubation buffer에 20 μl Annexin-V-FLUOS labelling regent

를 넣고 20 μl Propidium iodide 용액을 섞어 준비한 후, 각각의 실험군에 100 

μl의 Annexin-V-FLUOS labelling 용액으로 빛을 차단하여 실온에서 10-15분

간 염색하였다. 염색된 세포는 Flow Cytometry (BD Calibur, Beckman 

Coulter)를 이용하여 세포사멸을 분석하였다.

라라라라. . . . DNA DNA DNA DNA 분절분절분절분절

DNA 분절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를 1× 10
6
 cells 농도로 100 mm dish에 배

양하고 각 농도의 ODQ를 48시간동안 처리하였다. Scraper로 세포를 모아 원심

분리 (1,000 rpm, 10 min, 4℃)하고 PBS로 세척하였다. Lysis buffer (0.6% 

SDS, 10 mM EDTA, pH 7.5)로 4℃에서 2시간 이상 lysis한 후 원심분리 

(15,000 rpm, 20 min, 4℃)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RNA를 없애기 위해 상층액

에 10 μg/ml RNase 5 μl를 넣고 37℃에서 30분간 반응을 시킨 후, 상층액과 

동량의 phenol/chlorlform/isoamylalcohol 용액을 넣어 원심분리 (15,000 rpm, 

20 min, 4℃)하고 가장 윗층을 조심스럽게 분리하였다. 이 과정을 두 번 반복한 

후 분리된 상층액에 70% ethanol을 첨가해 -80℃에 2시간 반응시키고 원심분

리 하였다. 침전된 DNA는 70% ethanol로 한 번 세척해준 후 air-dry하고 TE 

buffer (10 mM Tris, 1 mM EDTA, pH 8.0)에 용해하였다.

각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분리한 DNA는 1.8% agarose gel에서  100 V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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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기영동한 후, U.V-illuminator상에서 DNA 분절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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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 결 결 결 과 과 과 과 

1. 1. 1. 1. HeLa HeLa HeLa HeLa 세포에서 세포에서 세포에서 세포에서 ODQODQODQODQ에 에 에 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세포사 세포사 세포사 세포사 유발유발유발유발

ODQ가 세포사를 유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eLa 세포에 ODQ를 0, 3, 10, 

20, 50, 100 μM 농도로 48시간 처리한 후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그림 

1A에서와 같이 세포의 생존율이 ODQ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여 20 μM에서는 43% 그리고 50 μM과 100 μM에서는 각각 22%와 28%

의 생존율을 보였다 (n = 3).

48시간 내에 세포사멸을 충분히 유발한 50 μM과 100 μM의 ODQ를 0, 3, 6, 

12, 24, 48 시간 동안 HeLa 세포에 처리하여 시간에 따른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시간 의존적으로 세포사멸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B).  

2. 2. 2. 2. 암세포 암세포 암세포 암세포 종류에 종류에 종류에 종류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ODQODQODQODQ의 의 의 의 세포사 세포사 세포사 세포사 유발정도의 유발정도의 유발정도의 유발정도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ODQ의 세포사 유발 효과가 암세포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포성장이 빠른 HeLa 세포와 세포성장이 늦은 PC12 세포 그리고 

중간 정도의 세포 성장 속도를 보이는 SH-SY5Y 세포를 배양한 후 ODQ를 0, 

3, 10, 20, 50 μM 농도로 48시간 처리하고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PC12 

세포의 경우 20 μM 및 50 μM ODQ에 의해 각각 88% 및 82%의 생존율을 보

였으며 SH-SY5Y 세포의 경우 63%와 44%의 생존율을 보여 HeLa 세포의 세포

사멸 정도에 비해 세포 성장속도가 늦을수록 세포사멸이 적게 일어남을 확인하

였다 (그림 2). 

3. 3. 3. 3. ODQODQODQODQ에 에 에 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apoptosis apoptosis apoptosis apoptosis 유발 유발 유발 유발 확인확인확인확인

ODQ에 의한 세포사가 apoptosis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HeLa 세포를 

50, 100, 200 μM ODQ로 48시간 처리 후 DNA 분절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0 

μM 농도에서 DNA 분절이 유발되었다 (그림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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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A.

                                B.B.B.B.

Fig. Fig. Fig. Fig. 1. 1. 1. 1. Concentration- Concentration- Concentration- Concentration- and and and and time-dependent time-dependent time-dependent time-dependent decrease decrease decrease decrease in in in in cell cell cell cell viability viability viability viability 

induced induced induced induced by by by by ODQ ODQ ODQ ODQ in in in in HeLa HeLa HeLa HeLa cells.cells.cells.cells. A. Cells were plated and then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ODQ for 48hr. After the incubation,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B. Cells were plated and then 

treated with 50 or 100 μM ODQ for the indicated times. After the 

incubation,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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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2. 2. 2. 2. Differential Differential Differential Differential effect effect effect effect of of of of ODQ ODQ ODQ ODQ on on on on cell cell cell cell death death death death in in in in HeLa, HeLa, HeLa, HeLa, SH-SY5Y SH-SY5Y SH-SY5Y SH-SY5Y and and and and 

PC12 PC12 PC12 PC12 cells. cells. cells. cells. Cells were plated and then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ODQ for 48hr. After the incubation,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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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Q에 의한 apoptosis 유발 여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하여 100 μM ODQ를 0, 

3, 6, 2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annexin V와 propidium iodide로 염색하고 

FAC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DQ 처리 후 6시간 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

으나 12시간 처리 후에는 초기 apoptosis와 후기 apoptosis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림 3B).

4. 4. 4. 4. sGC sGC sGC sGC 봉쇄가 봉쇄가 봉쇄가 봉쇄가 세포사 세포사 세포사 세포사 유발에 유발에 유발에 유발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 영향 영향 영향 

ODQ는 sGC 봉쇄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이므로 ODQ의 암세포 사멸효

과가 sGC 봉쇄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ODQ를 처리할 때 8-bromo-cGMP를 

투여하여 세포사멸을 억제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4A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 μ

M ODQ를 48시간 처리한 경우 세포 생존율이 23 %였으며 8-bromo-cGMP를 

함께 처리한 경우에도 세포 생존율이 27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FACS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도 8-bromo-cGMP가 

초기 apoptosis와 후기 apoptosis를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그림 4B) 이는 ODQ

에 의한 세포사멸 유발이 sGC 봉쇄와는 무관함을 나타낸다. 

ODQ는 sGC의 heme을 산화함으로써 sGC를 봉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

래에는 sGC 외에도 hemoglobin이나 myoglobin 등과 같은 hemoprotein도 산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ODQ의 세포사멸 유발과정에 hemoprotein의 

산화과정이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emoprotein을 환원시키는 약물인 

dithionite를 사용하여 ODQ의 세포사멸을 억제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5에 나

타난 결과와 같이 20 μM ODQ에 의해 22 %로 감소한 세포생존율을 1 mM 

dithionite가 63 %로 증가시킨 것으로 볼 때 ODQ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에 

hemoprotein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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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B.B.B.B.

Fig. Fig. Fig. Fig. 3. 3. 3. 3. ODQ-induced ODQ-induced ODQ-induced ODQ-induced apoptosis apoptosis apoptosis apoptosis in in in in HeLa HeLa HeLa HeLa cells. cells. cells.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DQ for 48 h. DNA from cells was then 

extracted and electrophoresed through a 1.8% agarose gel and visualized 

using U.V-illuminator. B. After treatment with 100 uM ODQ for indicated 

times, cells were stained with Annexin-V-FITC and Propidium Iodide dye, 

and then analyzed by FACS.



- 13 -

A.A.A.A.

B.B.B.B.

Fig. Fig. Fig. Fig. 4. 4. 4. 4. ODQ-induced ODQ-induced ODQ-induced ODQ-induced cell cell cell cell death death death death is is is is independent independent independent independent of of of of sGC sGC sGC sGC inhibition. inhibition. inhibition. inhibition. A. Cells 

were plated and then treated with 20μM ODQ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1 mM 8-bromo-cGMP for 48hr. After the incubation, cell number was 

counted.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B. After treatment with 100 μM ODQ, 8-bromo-cGMP or 

both for 24 h, cells were stained with Annexin-V-FITC and Propidium 

Iodide dye, and analyzed by F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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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5. 5. 5. 5. Hemoprotein Hemoprotein Hemoprotein Hemoprotein is is is is involved involved involved involved in in in in ODQ-induced ODQ-induced ODQ-induced ODQ-induced cell cell cell cell death. death. death. death. A. Cells were 

plated and then treated with 20μM ODQ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1 

mM dithionite or 1 mM DTT for 48hr. After the incubation, cell number 

was counted.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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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 고찰 고찰 고찰 

암은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고통 받고 있는 질환의 하나로 지난 수 십 년 간 

끊임없는 연구와 치료법 개발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은 계

속 증가하고 있다. 암은 현재 국내에서의 사망원인 순위 1위로 2003년 우리나라 

사망자 총 수 24만 6천명 중 암 사망자가 6만 4천명(10만 명당 사망률 131.8

명)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다. 1999년 암 사망자가 약 5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사망자 24만 명의 약 21.1%을 차지하였으며, 2000년은 약 5만 8

천여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5%, 2002년은 사망자 총 수 24만 7천명 중 암 

사망자가 6만 3천명으로 25.6%를 차지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암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2005).

암은 세포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

한 약물들이 개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 분열에 필

요한 DNA 합성과정, 세포분열과정, 단백합성 과정 등에 작용하여 세포에 독작용

을 유발함으로써 세포사를 일으키는 약물들인데 이들 항암제들은 종양세포에 특

이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인체세포에도 다양한 독성을 유발한다. 항암 화학요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상적인 조직의 중대한 손상 없이 모든 종양 세포 들을 완전

히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양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항암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e (ODQ) 는 soluble guanylyl 

cyclase(sGC) 억제제로 그 특성이 잘 알려진 약물로서 현재 이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Garthwaite 등, 1995; Moro 등, 1996 Kang 등, 2005; Kim 등, 

2006). sGC는 일산화질소에 의해 활성화 되어 GTP를 cGMP로 전환시키는 효

소로서 혈관확장 등의 작용을 매개하는데 최근 일산화질소가 세포의 성장 및 분

화, 그리고 사멸을 조절하는 세포내 또는 세포간 신호전달물질로 인정받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Rapoport 등, 1983; Gibbs 등, 2003). 최

근 ODQ 등의 sGC 봉쇄제가 불멸화 자궁 상피세포에서 apoptotic DNA 분절을 

유발하며 (Chan 등, 2003) p53 단백의 발현을 증가시켜 apoptosis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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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가 있다 (Fraser 등, 2006). 이는 sGC가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할 가능성

이 있고 이의 봉쇄가 암치료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ODQ가 암세포의 세포사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세포사를 유발한다면 sGC 

봉쇄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세포사에 대한 ODQ의 영향을 농도별로 확인한 결과 HeLa 세포의 경우 

10 μM 이상의 농도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세포의 생존율을 감소시켜 50 μM과 

100 μM 농도에서 최대의 생존율 감소를 유발하였다. 또한 최대의 생존율 감소

를 유발한 50 μM과 100 μM 농도의 ODQ를 처리하고 48시간 동안 세포생존율

을 확인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포생존율이 감소하여 ODQ는 농도와 시

간에 비례해서 세포생존율 감소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ODQ의 세포

사 유발 작용이 모든 암세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eLa 

세포와 함께 PC12 세포, SH-SY5Y 세포 등의 세포에 ODQ를 다양한 농도로 48

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는 암세포가 가장 영향을 많

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PC12 세포와 같이 세포 분열이 느리게 일

어나는 경우에는 HeLa 세포에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50 μM 농도에서도 세

포사멸을 훨씬 적게 일으켰다. 이러한 결과는 ODQ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빠르게 분열, 성장하는 암세포에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만 정상세포나 천천히 

성장하는 암세포에는 상대적으로 세포 독성이 적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는 궁극적으로 ODQ가 작용하는 부위를 표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고, 

빠르게 성장하는 암에 비교적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다음은 ODQ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사의 종류가 apoptosis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ODQ가 DNA 분절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annexin V에 염색이 되는 세포를 증가

시키는지를 각각 Western blot과 FACS 분석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 μM과 100 μM 농도의 ODQ는 DNA 분절을 유발하고 

annexin V에 염색이 되는 전형적인 apoptosis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때 

ODQ에 의한 세포사는 apoptosis 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han 등 

(2003)의 실험 결과와 유사한데, Chan 등은 sGC 봉쇄제인 ODQ와 NS202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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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μM 농도에서 자궁 상피세포의 DNA 분절을 유발하고 세포막을 투과하는 

8-bromo-cGMP가 이들 약물에 의한 DNA 분절을 억제하므로 sGC의 봉쇄가 세

포의 apoptosis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ODQ에 의한 

apoptosis 유발이 sGC 봉쇄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8-bromo-cGMP를 

세포에 처리하고 ODQ를 투여하여 세포사가 억제되는지 살아있는 세포 수 측정 

및 annexin V/PI 염색 후 FACS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8-bromo-cGMP가 세포사를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ODQ에 의한 세포사가 

sGC와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an 등 (2003) 그리고 Fraser 

등 (2006)의 실험결과와는 상이한데 이러한 차이가 사용한 세포의 종류가 다르

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Fraser 등 (2006)의 실험에서도 ODQ에 의한 세포사를 8-bromo-cGMP가 50% 

정도만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저자들도 ODQ에 의한 세포사

는 sGC 봉쇄 외에 다른 기전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금도 ODQ는 sGC 봉쇄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ODQ의 sGC 억제효과는 

sGC의 heme 기의 산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Schrammel 등, 1996). 그러

나 근래에 ODQ가 sGC를 특이적,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가 

있다. 즉, ODQ가 sGC 뿐 아니라 hemoglobin, myoglobin, NO synthase, 

cytochrome p-450 enzyme 등 다른 hemoprotein 들도 heme 기를 산화시켜 

이들을 불활성화 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Feelisch 등, 1999; Zhao 등,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ODQ의 세포사 유발 효과가 sGC 봉쇄와는 관련이 없었으므

로 sGC와 연관성이 없는 다른 hemoprotein이 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hemoprotein의 heme 기를 환원시키는 dithionite를 사용하여 ODQ의 세포사를 

억제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dithionite가 

ODQ에 의한 세포사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ODQ가 sGC 봉쇄와는 무관하게 세포내 다른 hemoprotein을 억제

하여 세포사를 유발함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로 sGC 봉쇄제로 널리 사용되는 ODQ가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발하는데 이러한 효과가 sGC 봉쇄작용과는 무관하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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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protein을 봉쇄하여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ODQ가 작용하

는 단백질을 정확히 밝히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ODQ가 세

포사를 유발하는 작용 부위를 밝힌다면 새로운 종류의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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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 결 결 결 론 론 론 론 

sGC의 억제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DQ가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고 세포사

멸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지금까지 알려진 sGC억제제로서의 효과

와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ODQ는 농도와 시간에 비례하여 HeLa 세포의 세포사를 유발하였다.

2. ODQ에 의한 세포사 유발은 세포분열이 빨리 일어나는 암세포일수록 잘 일어

났다.

3.  ODQ에 의해 DNA 분절이 유발되었으며 annexin V에 염색되는 세포 수가 

증가하여 ODQ에 의한 세포사가 apoptosis임을 확인하였다.

4. 8-bromo-cGMP가 ODQ에 의한 세포사를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ODQ에 

의한 세포사 유발이 sGC 봉쇄작용과 무관함을 의미한다.

5. Hemoprotein을 환원시키는 약물인 dithionite가 ODQ의 세포사를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sGC 봉쇄제로 널리 사용되는 ODQ가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발하는데 이러한 효과가 sGC 봉쇄작용과는 무관하게 다른 

hemoprotein을 봉쇄하여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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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Induction Induction Induction Induction of of of of apoptosis apoptosis apoptosis apoptosis by by by by 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eeee

    (ODQ) (ODQ) (ODQ) (ODQ) in in in in cancer cancer cancer cancer cellscellscellscells

Chae Chae Chae Chae Uk Uk Uk Uk Cheong, Cheong, Cheong, Cheong, D.D.S.D.D.S.D.D.S.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JeongTaegSeo,D.D.S.,Ph.D.)

Cancer is a disease of cell proliferation, which results in the 

dysregulated growth of cells. Although the role of anticancer drugs in 

cancer treatment has expanded in the past few decades, chemotherapy 

is still not satisfactory. The development of cancer cell-specific 

cytotoxic drugs is required to achieve a "cure" with no significant 

toxicity, which is the goal of anticancer drug therapy.

1H-[1,2,4]oxadiazolo[4,3-a]quinoxalin-1-one (ODQ) has been known 

as a specific inhibitor of soluble guanylyl cyclase (sGC) that catalyses 

the conversion of GTP into cGMP. Previously, sGC inhibition by ODQ 

was reported to trigger apoptotic DNA fragmentation in immortalized 

uterine epithelial cell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by which ODQ inhibited proliferation and 

induced cell death in HeLa cells.

Treatment of HeLa cells with ODQ induced concentration-dependent 

decrease in cell viability over the range 20 - 100 μM. ODQ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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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ted time-dependent cell death at concentration of 50 and 100 μM 

with 48 h. ODQ-induced cell death was more prominent especially in 

the rapidly proliferating tumor cell lines, such as HeLa cells. 

Treatment of HeLa cells with 50 μM ODQ triggered DNA 

fragmentation. In addition, FACS analysis using Annexin V and PI 

staining revealed that ODQ induced early and late apoptosis in a 

time-dependent manner. To examine whether the inhibition of sGC 

was responsible for the ODQ’s effect on proliferation and viability of 

the cells, we used 8-bromo-cGMP, a cell permeable cGMP analogue. 

Addition of 8-bromo-cGMP in the presence of ODQ failed to rescue 

HeLa cells from cell death.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ODQ’s effect 

on triggering cell death was independent of the inhibition of sGC. 

However, dithionite, a powerful reducing agent that reduces the 

oxidized form of hemoproteins, was shown to prevent these ODQ’s 

effects, suggesting that ODQ’s effect on proliferation and viability of 

the cells might be exerted by the oxidation of unidentified 

heme-containing protein.

In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DQ induces 

sGC-independent decrease in cell viability in HeLa cells. Oxidation of 

an uncharacterized intracellular heme-containing protein might be 

responsible for the ODQ-induced cell death. 

key words: ODQ, cancer, soluble Guanylyl Cyclase (sGC), apoptosis, 

HeLa cells


	차 례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2. 실험방법
	가. 세포배양
	나. MTT assay
	다.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 (FACS) 분석
	라. DNA 분절


	Ⅲ. 결과
	1. HeLa 세포에서 ODQ에 의한 세포사 유발
	2. 암세포 종류에 따른 ODQ의 세포사 유발정도의 차이
	3. ODQ에 의한 apoptosis 유발 확인
	4. sGC 봉쇄가 세포사 유발에 미치는 영향

	Ⅳ.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